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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져가는 

대구 남구의 모습과 도시 형성 

과정, 생활 이야기 등을 전문적인 

조사와 시민 탐사대 활동을 

통해 수집하고 기록·보존하여 

 ‘남구’라는 공간과 ‘공간 속 

주민 삶’에 대한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시간의 켜를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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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친단 구성

대상지 결정

대상지 기초 학술 조사

기초자료집

탐사대 모집

마을탐사대 현장 조사

오리엔테이션

최종 발표회

후반부 작업(최종기록물)

최종보고

최종수정

기록 과정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 기초 조사

• 현장 조사

• 최종 기록

• 총괄책임자

• 코치 3인

• 자문 감수

• 주관 기관

• 인문지리 전문가

• 근현대 역사 전문가

• 인류학 전공자

• 문화사회학 전문가

• 도시건축 전문가

• 마을 1팀 10인

• 마을 2팀 10인

• 시장 1팀 10인

• 팀 별 전문가 5인, 

남구시민 5인

• 원고 집필자

• 원고 감수자

• 북디자이너

• 영상감독

• 사진감독

3가지 

키워드로 조사

• 인문 지리

• 도시 생활사

• 사진, 영상

3가지 

방식의 최종 기록물

• 결과 책자

• 디지털 북

• 영상 다큐

조사항목별 인적구성

• 인문지리팀 5인

• 도시생활사팀 5인

• 사진영상팀 5인

최종 결과물 구성

• 결과 보고서(책자)

• 디지털 콘텐츠(디지털 북)

• 영상 콘텐츠(다큐멘터리)

6월

코
치
참
여

후반부 작업 참여

최종 콘텐츠 감수

7월

8월

9월

10월

11월

철거되기 직전의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여 미래의 시민들에게 

 ‘문화적 기억’으로 남는 아카이브 구축

• 스토리웨어: 구술, 이야기 기억(생활사)

• 휴면웨어: 토박이, 마을인물, 마을활동, 사람관계(사람)

• 하드웨어: 도시, 건축, 지리(인문지리)

지도맵핑, 사진 영상, 스케치 기법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 위주의 

기록을 탈피하여 직관적으로 기록

스토리, 인물, 건축물 등 마을의 다양한 요소를 ‘시간의 켜’ 기법을 

적용하여 입체적이고 중첩적인 기록

장소를 중심으로 마을의 변천사를 기록하여 끊임없이 기억하고 

재현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기록

인문 지리

도시/건축/지리

도시 생활사

구술/이야기/기억

아카이브

시각(un-text)

그림/사진/영상

{입체적 기록

남구 / 도시 / 기억 / 도큐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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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는 끊임없이 

소환되는 미래다”

스토리

+

장소성

장소
구축

콘
텐
츠
화

기록 방법

장소성 기록 아카이빙 문화 콘텐츠화 기억의 재현

CONTEXT

• 텍스트 재구성

• 정보 맥락화

• 기술하기

TOUR

• 집단 경험

• 장소기억 공유

EDUTATION

• 교육

• 학습

• 체험

TELLING

• 말하기

• 대화하기

• 축적되기

MAPPING

• 지도 그리기

• 지도 해석하기

• 표시하기

NAMING

• 이름 정하기

• 이름 고치기

• 이름 부르기

Photo

Text

문헌

구술

지도

지리

도시

건축

기억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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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8

일러두기
지도명은 밑줄과 함께 Noto Sans KR 서체를 Medium 굵기로 써서 표기했습니다.
지도 속에서 현재지명과 과거지명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과거지명을 검은색 
글자박스로 따로 표시 했습니다.
본 책은 대구시 남구의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을 각기 다른 
시대구분으로 조명하고 있으므로 각 장의 소제목에 계속해서 같은 지명이 반복됩니다. 
이에, 독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소제목을 ㉠~㉧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각 단원(소제목)끼리의 구분을 노란색 그라데이션으로 표시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흐려지는 그라데이션은 시작을 의미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 진해지는 그라데이션은 맺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용 서체로 구글에서 무료 배포 중인 Noto Sans KR과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에서 
서비스 중인 AG 최정호체 Std.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AG 최정호체 Std.는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가 설계한 글꼴로, 1988년 안상수의 의뢰를 
받아 설계한 그의 마지막 원도입니다. 최정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딕체와 
명조체의 원형을 만들었다 평가 받는 1세대 한글 디자이너 입니다. 
6.25 전쟁으로 서울에서 운영하던 인쇄소를 잃은 최정호는 대구에 잠시 사무실을 내고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인쇄일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중구로 편입되기 전) 남구 대봉동 
어딘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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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앞산을 한자로 ‘전산前山’으로 표기한 가장 오래된 지도

종대구지창원노상도 従大邱至昌原路上圖

1887년 5월 육군보병중위 柄田鑑次郞 제작

소장:  Library of Congress Geography and Map Division   

Washington, D.C.

종대구지창원노상도 従大邱至昌原路上圖

●

●

대명동 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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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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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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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

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 【동문선】 ‘신라 수창군 호국성 팔각등루기’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다. “서남방에 고성이 있어 달불이라하며, 성의 남쪽에 

산이 있어 불산佛山이라고 한다.” 여기서 불산이 조선시대 ‘성불산’으로 

기록되었던 곳과 같은 곳이다. ‘불산’은 뿔산, 뿔같이 솟은 산으로 이두로 

해석할 수 있다. 중심부와 거리가 가까워 인상학적으로 치솟거나 치받아 

있게 보인다. 바로 가까이 있으니 솟은 모양으로 보여 뿔산, 솟아 있으니 

성처럼 보여서 ‘성+뿔산’, 눈 앞에 바로 있으니 ‘앞산’ 이렇게 불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성불산 城佛山

동화사 담티고개

금호평야
감물천

칠곡

대구

수성기산

침
산

범
물

성
불
산

해
안

달
성

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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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서는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하수서면下守西面 이란 행정구역을 

말한다. 하下는 경상감영의 아래쪽, 남쪽이라는 말이며, 수서守西는 

대구읍성의 서쪽을 지킨다는 뜻이다. 하수서면은 대구부가 아닌 수성현 

소속이었다. 남구 이천동은 1963년 1월 1일 중구, 남구로 승격하면서 

대봉동 2, 3동의 일부가 중구로 편입되고 일부는 1980년 4월 1일 남구로 

편입되면서 현재의 이천동 1, 2동이 되었다.

봉산사는 제일중학교가 위치한 작은 산 연귀산連龜山을 말하며 높은 

언덕에 기우제를 지내던 사당으로 추정된다. 이 산은 월견산, 오포산 

등으로도 불렸다. 봉산사는 봉산동의 기원이 되었고, 덕산동을 일부 

통합해 봉덕동, 대명동의 일부와 합쳐 대봉동이 되었다. 

하수서 下守西

봉산사 鳳山祠

1871 영남읍지 대구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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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에서 ‘교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은 조선시대 군인들의 훈련장으로 

추정된다. 이 교장은 대구에서 ‘장대벌’로도 불려진 곳이다. ‘장대벌’이란 

표현에서 ‘장대將坮’는 성벽 위에 설치되어 주변을 관측하거나 근무를 

서는 누각 모양의 구조물로 평지에 있을 경우에도 높이감이 있는 구조물일 

경우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즉 장대벌이란 장교들이 올라가 사병들을 훈련시킨 ‘장대’가 

있는 ‘벌’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의 ‘교장’이 현재의 캠프헨리라면 

조선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몇백 년 동안 주둔자는 계속 바뀌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지승 대구지도 교장 敎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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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후반 지승 대구지도>에서 ‘교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은 

이 지도에서 ‘장대’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군인들의 훈련장으로 

추정된다. 구어체로 ‘장대벌’로도 불려진 곳이다. ‘장대將坮’는 

성벽 위에 설치되거나 평지에 있을 경우 높이감이 있는 구조물이었다. 

장교들이 올라가 사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지휘를 하던 구조물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신천의 범람을 피해 오랫동안 잠기지 않고 

나대지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대將坮1895년 대구부읍지 ●



일제강점기

㉡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20

㉢ 대명2동, 이천동 재개발지역－22

㉣ 광덕시장－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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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본육지측량부 제작지도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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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동의 기원이 된 봉덕동

조선시대 봉덕사鳳德祠에 기원 (봉산동, 봉덕동, 대봉동)

조선시대 ~ 1914년 이전: 달성군 수성 하수서면 봉덕동

1914: 봉산동과 덕산동 일부를 합쳐 봉덕동이 됨

1918: 일본군80연대의 주둔으로 대구부에 편입되면서 대명동과 

봉덕동의 일부를 떼서 대봉동이 됨

1951. 6. 9: 대구 남부출장소 대봉1, 2, 3동 분할

1963. 1. 1: 남부출장소가 ‘남구’로 승격

1981. 7. 1: 직할시 승격으로 대봉동이 남구 이천동, 

중구 대봉1, 2동으로 분할됨

현재의 이천동은 1914년 당시 대명동, 봉덕동, 봉산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명2동 명덕지구는 일부 덕산동 포함

봉·덕산정은 봉산정, 덕·봉산정은 덕산정으로 개편

경상북도 달성군 수성현 하수서면 봉덕동 원도

 (39개의 세부도를 구성하기 위한 인덱스지도)

측량연도: 1910년 12월(명치43년 12월) 측량

측도연도: 1914년 12월 8일(대정3년 12월 8일) 측도

축적: 1,200분의 1

측량자: 田中十郞, 김복현, 현희영, 박재철

측도자: 제11이동조사반 기수(技手) 丸山宗次郞

부속원 서기 김윤희, 조사원 서기보 홍봉균

좌측상단 – 경상북도 대구부 봉산정, 덕산정 원도 중첩

측량(1911. 11. 12), 측도(19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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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달성군 수성현 하수서면 봉덕동 + 봉산정 덕원정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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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동경계 지형도

1914년경의 이천동 문화지구 땅의 사용

이천동 문화지구는 영선못의 우측 야산으로 마천산으로 불리는 

영향권이다. 대부분 숲(林) 지역이며 수전(沓)과 밭(田)이 적절히 섞여 

있다. 영선지의 물보다 신천에서 곁가지로 나오는 운하로 밭에 

물을 공급했다. 이 지역의 길은 봉덕시장을 거쳐오는 육로와 더불어 

대각선으로 발달된 길로 관문 역할을 했다. 

1914년경의 대명동 명덕지구 땅의 사용

이 지역은 영선못에서 물 공급을 받는 수전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물 사용이 원활한 경작지다. 현재의 상아맨션 좌측으로 흐르는 

물길은 물베기마을(경북예고) 앞을 지나서 서문시장, 달성공원 

앞으로 흘러가 달서천에 부족한 수원을 공급했다.

1914년경 땅의 무늬

제방, 둑

길, 육로

못池, 도랑溝, 하천

대지, 민가

공터, 비경작지

산, 숲

동 경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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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에서 바라본 80연대

 <조선보병제80연대 만기기념사진첩(滿期紀念寫眞帖)>

신천방면에서 바라본 80연대(일제강점기 엽서, 화전완구점 발행)

대구지형도(1917년 측도, 1918년 제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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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월견산

위수병원

육군관사

보병영

봉
산
정

대
봉
정

신

천

신

천

대
휴
사

영
남
대
로

영
남
대
로

대
구
수
도

측
후
소

3

4

5

1

2



2928 비문자기록을 통한 기억의 구성 nontext record 일제강점기 | ㉢ 대명2동, 이천동 재개발지역

80연대 병사(막사) – 조선대구보병80연대 병사(일제강점기 엽서)

보병80연대 정문 – 제국재향군인회 대구지부와 함께 있었음 

(일제강점기 엽서, 옥촌서점 발행)

대구위수병원 정문과 병사(일제강점기 엽서, 대구희미옥상점 발행)

80연대 연병장에서 찍은 대구위수병원과 의무실. 

수기메모에 수호학壽護學을 수업한다고 적혀있음

(일제강점기 엽서, 대구옥촌토산부 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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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둔3대대장교숙사(일제강점기 엽서, 대구옥촌토산부 발행)

배수지 정문에서 육군관사방향 전경 –  

보병제80연대장교숙사(일제강점기 엽서, 대구옥촌토산부 발행) 대봉배수지 1호기와 접합정接合井 

대봉배수지 정문 오르막 – 대구상수도 월견산 배수지(일제강점기 엽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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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충령탑 진제식 거행 (낙성축하연도 성대)

 【대구】 군도軍都 대구의 영원불멸할 금자탑인 충령탑은 

예정과 가티 11월 11일 세계평화기념일을 점하야 

전대구를 거하여 성대한 진제식과 낙성식을 거행되엿는데 

당일은 오전 8시반부터 군인회관에 가안치하얏든 어령을 

충령탑에 봉천함에 80연대 보호대와 나팔수의 인도로 

시내를 도라 대명동식장에 지至하야 오전10시반 2만부민의 

참열리參列裡에 장엄무사히 식을 맛치고 단속하야 성대한 

축하연에 이移하야. 

大邱忠靈塔 鎭祭式擧行

<매일신보>, 1936년 11월 13일

1936년 건립된 충령탑 – 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일제강점기 엽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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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조선지형도 ‘대구’에 2020년 도로선 중첩 / 현재지명 + 과거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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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완공된 대구공설운동장 — 

야구장 5,900평, 정구장 1,200평(일제강점기 엽서)

1937년 대구지형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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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80연대 정문과 입구의 칙유하사 50주년 기념탑

(일제강점기 엽서)

1 21937년~1938년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대명동 고분군 5기 조사 — 

현. 경북어린이집 주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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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연대 부속학교라고 불렸던 대구중학교 정문과 교사 

건물(일제강점기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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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의 고인돌 발굴인 대구중학교 앞 

지석묘 발굴현장(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발굴된 고인돌은 현재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대구중학교 앞 고인돌 제 11석곽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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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봉정 배나무샘梨泉이라면 여름에는 이를 꺽는 듯한 찬물이 솟고 

겨울이면 뜨뜻한 물이 흘러 더울 때 땀을 물리치고 겨울에 빨래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치 이름난 곳이다. 

그 뿐 아니라 어른이 앓거나 아이가 편찮해도 또 아이를 빌고 

재앙을 떨어뜨리며 잡귀를 물러가게 하는 데로 옛 가정 부인이 걸핏하면 

이곳으로 따라가서 용○을 먹이고 손을 부비는 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우연만한 가뭄에도 수원지가 말라서 부민이 물기근의 

협위를 받게 되는 수난을 면하려 대구부에서는 용수량湧水量이 

풍부하다 하여 25,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배나무샘에 보조수원을 

만들어 요즈음 그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 보조수원의 용수량은 하루에 1천 입방미터 내지 

1,500입방미터로서 많은 사람들의 납량과 기도지를 없앤 대신에 

지금으로부터 물기근이 없어지리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4년 4월 18일

물을 정수해서 대봉배수지로 보내는 파동정수장

(일제강점기 엽서)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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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2호기

대봉배수지 1, 2호기와 보조수원지

경상북도 달성군 수성현 하수서면 봉덕동 원도

현 건들바위 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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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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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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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때 판관 이서가 조성했다는 제방림. 

신천대로를 건설하면서 사라짐 <조선의 임수>

대구명소 엽서 시리즈 봉투 이미지로 사용된 대봉배수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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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란

대구목장 

최신식 기계로 만든

완전한 살균 

우유, 양유, 요쿠르트

대구봉덕동의

대구목장

위수병원

자혜의원

각 병원 이용중

신청소申込所 자혜의원앞

野タ上良

전화 552번

<조선시보>, 1916년 8월 25일

광고란

영양이 비교가 안 되며

저온살균 우유

대구시내 가정 배달함

대구 목장우유 판매소

신청소 동성로2가 전화 237

<영남일보>, 1948년 3월 13일

7 8 1923년 6월 김(G.W. Kim) 박사의 영선못 방문사진(한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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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학전문학교 교수들로 추정되는 4인의 영선지 방문사진

최일문(1888~1946): 부산 출신으로 대구고보(1916), 경성의전(1920)을 

졸업하고 1920년에 대구자혜의원에 의사로 근무. 

1928년 대구의학강습소 교수, 

1941년 대구동산병원 원장

서승해: 대구의 도립병원 교수

영선지 정자 <매일신문>

수도산에서의 박정희대통령 <졸업앨범>

영선지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 시민들 <동아일보>, 1924년

영남체육회가 주최한 빙상경기대회 <동아일보>, 1938년

대
구
영
선
지

밭
둑
에
서
기
념

최
일
문

서
승
해

백
남
O

김
O
원

192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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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대구지형도, 2020년 지도정보 중첩

현재지명 + 과거지명(■) 경상북도 달성군 수성 하수서면 대명동 41매

 (41개의 세부도를 구성하기 위한 인덱스지도)

측량연도: 1910년 12월(명치43년 12월 7일) 측량

측도연도: 1914년 9월 25일(대정3년 12월 8일) 측도

축적: 1200분의 1

측량자: 田中十郞, 김복현 등

측도자: 제11이동조사반 기수(技手) 丸山宗次郞

부속원 서기 김윤희, 조사원 김주흡

센트로팰리스

사대부고

영선초등

대구고

사대
부초

제일
중학

대봉
더샵

상아
맨션

대구
교대

하늘채
뉴센트원

대봉
배수지

영선
시장 영선아파트

대백
프라자

대성
유니드

대구
중학교

코오롱
하늘채

앞산
힐스테이트

대구도서관
예정지

봉덕
예다움

한라
하우젠트

남구청 봉덕
시장

강변
타운

이천
주공

청운맨션

경북
여고

대구
초등

삼정
그린코아

서한
포레스트 상업학교

육군관사

영선지

월견산

산대지

경북중학교

대구중학교

위수병원

편
창
제
사
장

대
구
목
장

형
무
소
공
장

신
시
장

광덕
시장

동
괘
진

서
괘
진

금
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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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땅의무늬

수성현 일대 지적도 합본 (■ 과거지명)

1914년 당시 밭이었던 구번지 대명동 

433, 434번지 일대 - 현. 광덕시장

제방, 둑

길, 육로

못池, 도랑溝, 하천

대지, 민가

공터, 비경작지

산, 숲

동 경계

서괘진 일대 밭이었던 광덕시장

서괘진, 동괘진이라는 지명은 앞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엄청나서 마치 강가의 나루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른쪽 

현재의 캠프워커는 동괘진, 서쪽은 서괘진이라고 불렀다. 서괘진은 

좌측에서 내려오는 안지랑 계곡의 물과 합쳐 성당못의 수원을 형성하고 

달성습지를 통해 낙동강으로 빠져나간다. 

일제강점기 비행장으로 개발된 동괘진

앞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으로 현재의 캠퍼워커 일대는 평평한 

충적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대명동 일대는 대부분 구릉지로 

울퉁불퉁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동괘진 일대만 높낮이가 고르게 

분포되어 일제강점기 비행장으로 조성되었다.

●

●

1917 조선지형도상의 광덕시장 일대 지명(■) + 현재 지명

대 명 동

대 명 동

신 지

동

괘

진

덕

산

동
고

산

동

산
대
지
동

금

암

동
서 괘 진

금
암
동

신지
신지동

산대지동
산대지

서
괘
진

동
괘
진

덕
산
동

용마
맨션

가르멜
수녀회

가르멜
수녀회

대명중

대명중

안지랑
곱창골목

안지랑
곱창골목

예수성심
시녀회

예수성심
시녀회

동신
맨션

대명
성당

영대
병원

남부
경찰서

영남대
대구캠퍼스

남부
경찰서

대구도서관
예정지

대구도서관
예정지

남구청

남구청

봉덕
초등

봉덕
초등

봉덕
시장

효성
타운
효성

하이츠

앞산
힐스테이트

경일
여고

경일
여고

앞산
태왕

앞산
태왕

보성
대덕

보성
대덕

보성
청록

남명
초등

미리내

광덕
시장

광덕
시장

용마
맨션

동신
맨션

남명
초등 보성

청록

광덕
시장

대명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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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캠프워커 훈련장에서 교도훈련을 받고 있는 대구학생들  

 <일본군80연대 사진첩>

●

해방이후~한국전쟁~수복기

㉤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58

㉥ 광덕시장－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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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중동교·봉덕동 항공사진

(Carl Mydans 촬영)

1954년 항공사진과 2020년 도로선 중첩

과거 위치(■)+현재지명(■)

대백
프라자

대봉
저수지

대봉
더샵

서한
포레스트

청운맨션

상아
맨션

영선
시장

대구
교대

영선아파트

영선초등

대구고

하늘채
뉴센트원

대성
유니드

코오롱
하늘채

앞산
힐스테이트

대구도서관
예정지

봉덕
예다움

한라
하우젠트

CAMP
JORGE

HENRY

CAMP

봉덕
시장

봉덕
초등

남구청

센트로팰리스

사대부고

제일
중학

강변
타운

이천
주공

경북
여고

(상업학교)
미5공군사령부

여자상업학교

소년원
우시장

남부국민

제3중학교

사범학교

신
학
대
학

향교 달성
제사

달성
국민

삼덕
분교

대성
고등

남문
시장

형무소
채소밭

(덕산국민)
신병교육대

(경북여고)
육군포병학교고

산
골

용두방천

제방림

영남대로

중동교

구 대구중학
(군부대)

대구
중학교

(능인중고)
신병교육대

미8군 대구사령부
CAMP SKIPWORTH

GATE2
GATE1

상업학교대륜고등효성여중

영선지

(충령탑)
군부대

군부대

군부대

군부대

(공설운동장)
미군부대

신지

경북중학교

상고예술학원
(삼덕초등)
신병교육대

(대구고보)
미군부대

복명학교

3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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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대명공설운동장 – 현. 캠프조지 

제1회시민대운동회 <영남일보50년사>

영선지 개수공사 － 부직영으로 계획추진

대명동 영선지는 호농 서창규씨의 기공으로서 

20여 년의 오래전부터 근방 일대의 전답 

급수지로서 공헌이 큰 바 있었는데 예년마다 

붕괴일로에 놓여 이지음에 이르러서는 홍수시마다 

못제방은 결괴되고 동민 및 전답의 유실을 위협한 

바 있어 이의 수축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었으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동 지池의 혜택을 입는 

농가수가 약 50여호며 농경면적이 390두락이나 

되고 있다. 급수의 혜택을 받는 농민들은 

이의보상으로서 매년마다 하곡시에는 보리한되 

추수에는 쌀두뒤를 바치고 오든바 이지음에 

와서는 수로와 수문의 개수비로서 매호당 

25원식을 수납하고 있다는데 동 경비로서는 

개수 수축공사는 극난한바 있다고 해서 농민들은 

년년이 현물수납함을 꺼리는 나머지 부당국에서 

이를 매수한 후 제방의 수축공사를 계획실시함이 

좋으리라는 여론이 떠돌고 있는바 부당국에서는 

이의 실정을 참작하고 조사한 후 부직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동 지池가 근방의 

수리에 미치는 결과가 심함에 비추어 긴급한 

수리복구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영남일보>, 1949년 6월 23일

0 해방이후 관리가 부실해진 영선지와

도시화 과정으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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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포스터

( Australis War Memorial, 

호주전쟁기록관 소장)

1950년 8월 4일~24일,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대구 임시수도

영선지문제 부에서 추진

부내 대명동에 있는 영선지는 약 만여 평의 면적을 가지고 450여두락의 

몽리면적의 전답에 공급하고있는 수리(水利)는 부근 농민들의 생활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착공이래 20여년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임해 둔 관계로 황폐일로에 놓여지고 있는 참상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앞서 부(府) 당국에서는 이를 부직영으로 운영코저 현소유자 대구의 

서씨(서진호)와 더부러 절충하고있는 중인데 부 당국칙에서는 전기 

서씨에 대하여 자진 기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보고 불응하면 부에서 

직접 매수토록 할 것이라하며 이것도 안되는 시에는 수리조합을 새로히 

창설하여 기채(起債)로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개인소유로 

방치되는 것보담 공공단체의 직영으로서 동 지池의 운용을 갈망한다는 

농민의 소리가 자자한 바 있다. 

<영남일보>, 1949년 8월 4일

낙
동

강
 방

어선

낙
동

강
 방

어선 다부

CHILGOK

TAEGU
임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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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4월 20일 신병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는 장병

사진 속 장소는 EUSAK(Eighth United States Army 

in Korea) 본부 – 현. 캠프핸리로 추정 

(NARA, 미국국립아카이브)

총검술을 훈련받는 장병, 

대구 인근 학교로 추정 (NARA, 미국국립아카이브 소장)

1 2한국전쟁 당시 신병교육대였던 현재 상아맨션, 

영선초등학교(구 능인중고) 자리 (Carl Mydans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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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월 4일 신병들이 사격술 예비훈련(PRI)을 받고 있다.

(NARA, 미국국립아카이브 소장)

신병훈련을 받고 있는 육군지게부대

지게가 영문 알파벳 A와 닮았다고 하여 미군을 비롯한 

UN군은 이들을 ‘A프레임 부대’라고 불렀다.

사진 속 장소는 현.캠프헨리로 추정

(NARA, 미국국립아카이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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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에 배치되는 미군에게 대구 명물 사과를 건내는 아낙네

(NARA, 미국국립아카이브 소장)

1951년 5월 18일 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전선으로 

이동하는 신병들 (NARA, 미국국립아카이브 소장)

1951년 5월 15일 신병교육수료식

사진 속 장소는 현. 캠프헨리로 추정

(NARA, 미국국립아카이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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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53년 사이 한국전쟁기에 찍힌 

현. 캠프헨리 항공사진

 (당시 부대명 미8군소속 CAMP SKIPWORTH 추정)

한국전쟁기 미8군 사령부로 사용된 일본군 80연대, 1950년 9월 2일

USAK(Eighth United States Army in Korea) Headquarters, Taegu, Korea  

(Harry S. Truman Library & Museum 소장)

영
남
대
로

영 남 대 로

과수원

(일제강점기)대봉배수지

(현재)수도산

(일제강점기)위수병원

(한국전쟁기)콘세트막사

(일제강점기)위수병원

(한국전쟁기)미군부대

(일제강점기)위수병원

(현재)대성유니드아파트

(일제강점기)80연대본부

(한국전쟁기)미군부대

팔공산

대구시내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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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헨리 차량기지 (구 위수병원) 차량기지에 일하러 온 소년들

대구군사우편국 사령부

(Charles A. Warnock 상등병 촬영, 1954-55)

미8군사령부 입구 전경

미8군 대구사령부 환영식에 참가한 

주한미군사령관 Mattew B. Ridgway와 

미육군성 장관 Frank Pace Junior가 

방문하여 경례하는 모습 – 사령부 건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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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바 Taegu Service Club–Snack Bar (Robert C. Colson 촬영) 스낵바 마당에서 휴식을 즐기는 미군들 (Robert C. Colson 촬영)

럭키스트라이크 담배와 

맥주를 즐기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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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 통신대대 총사령부(GHQ) 알파중대 사진팀 멤버들

(Richard T. Aoyama, Robert V. Palmer, John J. Thomas)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캠프헨리에서의 기념사진 

(Robert White 촬영)

남문시장 서편의 우시장 풍경

(1954~1956년 교회봉사로 대구에서 체류한 Adam 촬영)

캠프헨리 콘세트막사 옆 운동장에 모인 대구 어린이, 시민, 미군들 

(1954~1956년 교회봉사로 대구에서 체류한 Adam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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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캠프헨리 GATE1(정문1) 밖 상점들 1952년 캠프헨리 GATE1(정문1) 밖 상점들

사진 뒷면 기록 

 AREA “C”는 캠프헨리를 의미

사진 뒷면 기록 

 AREA “C”는 캠프헨리를 의미

⑨
서울종로
미장원PEACE LAUNDRY

⑩
평화상회

㉖
TAILOR

LAUNDRY LAUNDRY L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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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ROSE LAUNDRY 로즈세탁소

캠프헨리 GATE2(정문2) 앞 

대봉동 474번지에 위치한 PUSAN SHOP (CUSTOM SHOP)

㉗ ㊲

취급품
고양이
자수
잠바
항공잠바
파자마
담배재킷
라이터
초상화
셔츠
도장
안경
걸레
풍경사진
인형
반지
목공품
테이블보
악세사리

K-2 부대와 연계된 가게

대구 대봉동 474번지 캠프헨리 정문2 K-2 버스정류장 앞

ROSE LAUNDRY PUSAN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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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뒷면 기록 

‘ Slant eyed(눈꼬리가 올라간) 여성들’

1952년 캠프헨리 주변 상점거리 캠프헨리 주변 바(미군 Goerge R. Perry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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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항공사진 + 2020년 도로지도 중첩 (■: 과거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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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 base in Taegu, Korea

 (Williams, Hanson A., Jr, 1928~2009, 촬영)

<Pepperdine University Libraries>

0 11950~1953년 사이 앞산에서 캠프워커 방향 전경

Army base in Taegu, Korea

 (Williams, Hanson A., Jr, 1928~2009, 촬영)

<Pepperdine University Libraries>

앞산케이블카
주차장

산대지
(봉덕초등) 앞산 자락

용두방천
신 천

산대지동

임시비행장

미군부대
(현 캠프워커)

중
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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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헨리 서편의 한국전쟁 UN군 임시 묘지 (Carl Mydans 촬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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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월 16일 임시비행장 주변의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신병 (NARA, 미국국립아카이브 소장)

1954년 항공사진에서 광덕시장의 위치는 

당시 미군 임시활주로의 격납고로 사용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광 덕 시 장

서
괘
진

격 납 고

동 괘 진

UN군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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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96

㉧ 광덕시장－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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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동 명덕지구

이 지도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중반 대상지역 상황이 그려진 

지도다. 대명2동 명덕지구는 영선못의 북쪽에 위치한 농경지로 

절반 이상이 주거지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거지의 확대는 

영선지의 물을 끌어다 쓰는 농지가 점점 사라짐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으며, 1960년대 초반 대구시가 달성 서 씨로부터 매입하여 영선못을 

매립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천동 문화지구

이천동 문화지구는 1950년대 중반 거의 주거지화 되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외지에서 밀려온 피난민들로 대구는 주택지가 부족했다. 영선지 

우측 야산의 경사면을 개발하여 지도상의 검은 점들처럼 주택들이 

자리잡게 된다. 캠프조지는 공설운동장이었다가 한국전쟁기에 

미군부대가 자리를 잡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문화지구를 관통하는 하천은 구. 달서천이 흘러가던 관통로였으나 

도시화로 위축되고 수량이 줄어들면서 신천쪽으로 유출시켰다.

명덕네거리

이 지도는 일제강점기 대명동 공설운동장이 들어서기 전에 대구부가 

도시의 확장을 계획한 지도다. 당시 대구부의 영역확장, 도로의 폭, 

광장의 번호를 정한 도시계획이다. 해방이후 한국은 일제가 세운 

도시계획을 별다른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1965년 대구시가 

해방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1937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37년 시가지계획도상에 13번 광장이 현재의 명덕네거리다. 

1960년대 초에 명덕네거리 – 건들바위네거리로 이어지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명덕네거리 광장을 함께 만들었다.

캠프헨리 제2정문 도로의 계획

1937년 시가지계획도에는 일본군80연대의 서편 정문 앞으로 15미터가 

개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해방이후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

●

●●

1957년 대구지도

US. Army Map Service 1937년 3월 23일 대구부 시가지계획도

명덕
국민학교

영선지

캠프조지

캠프워커

이천교
병영교

두부촌경북중학교도로개설전

도
로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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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초반 일본군80연대 항공사진

병영교 (일본군 80연대 군인 전역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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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대구시가도상의 대상지역 현황

 (개설된 도로 및 계설예정인 도로 함께 표기됨)

대명동 명덕지구

1962년 대구시가도상에는 영선못이 이미 매립되어 있고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바둑판식 도로를 만든 것으로 나온다. 그 위쪽의 

명덕지구에도 바둑판식으로 도로가 그려져 있으나 20%정도만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구릉지이고 울퉁불퉁한 

지대다 보니 도로개설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이천동 문화지구

이천동 문화지구를 관통하는 큰 도로는 복개천 자리로 가창에서 

신천으로 오는 물을 돌리기 전에는 이곳에 대구에서 가장 큰 물이 

흘렀다. 달서천의 주요 수량을 공급했던 중심코스로 이천동 야산 기슭을 

타고 배나무샘을 지나 봉산문화거리 방면으로 흘러갔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일본군80연대의 인공해자 역할을 하다 현재의 캠프헨리 

북편으로 물길을 돌리게 되면서 현재의 신천과 합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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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2월 2일 해방이후 최초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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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2월 2일 도시계획

영선못 –  1960년대 초에 매립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영선시장’이 들어섬

구 대구중학교 부지 –  공원으로 지정됨

도로개설

명덕네거리~캠프워커 광로(50m) 계획

명덕네거리~대봉교 직선도로(30m) 계획

①①

②

②

③

③

④

④

1968년 1월 15일 도시계획

영선못 – 영선못 서편은 용도를 거주지역으로 바꿈. 

영선못만 상업용도

중앙대로 - 개설이후 주변 블록 상업용도로 변경함

1969년 10월 4일 도시계획 가로재정비

도로개설

봉덕시장 앞 도로 30미터, 캠프헨리 남서쪽 모서리에서 

희망교 수성구를 잇는 도로 25m 계획됨

1994년 6월 12일 도시계획 가로재정비

도로개설

캠프헨리 정문에서 40m 광로로 

중동교~수성구를 잇는 도로 계획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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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3월 1일 대구시구역도 1977년 캠프헨리 제2정문

1977년대말 캠프헨리 초소 (미군 Bob Mazon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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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이천동 골동품거리를 청소하는 주한미군 (대구공보실)

2005년경의 이천동 캠프헨리 주변 상가

1977년 캠프헨리 주변 어르신들, 

제2정문, (미군 Bob Mazon 촬영)

1977년 캠프헨리 주변 봉덕시장 풍경

1964년 11월 8일 미8군이 마련한 부대주변 

대명동 노인초청 경로잔치 (권정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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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2월 27일 대구시지도 영선시장 왼편

경북여자고등학교

명덕초등학교

대명우체국

화랑목재

현대학원

성인의원

경북경리학원

진명약국

한일은행

경복여중

청운여관

경북예고

대화세차

캠프헨리 주변

청구외과

대봉교회

대봉초등학교

대구중학

대봉주유소

하바나제과

장안약국

성남외과

선명사진관

남도극장

봉덕시장

현대극장

대구개량조합

남구보건소

대봉배수지

능인중고등학교

영선초등학교

YWCA

교육대학

태백제재

아시아자동차

가톨릭문예관

강화약국

남대구우체국

남대구여관

여성회관

명선의원

대구고등학교

경핵협회 

동성여관 

동아여관 

태성여관

한국체육관 

선산건재 

신문안의원 

신신택시 

동양세차 

영남호텔 

삼성의원

영생섬유

중동교

성가의원

오존탕

송도여관

화교중고등

봉덕초등학교

문화문구

마산여관

현대내과

삼성주유소

산수여관 

백소아과 

현대제과

경북목재 

삼성목재

인천탕

아성식다이 

대왕건재 

대성중고등

남대구유리



1968년 항공사진에서의 광덕시장 위치 (논, 밭으로 사용 중)



115114 비문자기록을 통한 기억의 구성 nontext record 1955년 이후 | ㉧ 광덕시장

1977년 2월 27일 대구시지도

1975년 2월 27일 대구행정구역도

1974년 11월 촬영한 항공사진을 적용한 지도(육군측지부대)

1972년 9월 대구지도 (광덕시장 건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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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육군 보병80연대

현재의 캠프헨리 땅은 조선시대 이래로 교장(校場), 장대(將臺)벌로 

불린 지역으로 군인들이 대규모 훈련을 하던 지역이다. 대구에 

처음으로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 직후 1904년이다. 

그해 7월 일본군 통신대가 달성공원 앞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1907년 제12여단사령부가 대구역 건너편, 제14연대가 대구읍성 안 

친군남영 자리에, 그리고 제10중대 본부가 대구읍성 밖 관덕정에 

주둔하였다. 1909년에 이르러 제12여단사령부가 일본으로 귀환하고 

식민통치를 위한 임시조선파견대 사령부와 산하 보병 제2연대, 

제3연대, 제3대대 본부가 다시 대구에 입성했다. 경성위수병원 

대구분원(후에 대구위수병원으로 개명함)도 당시 경상감영 남쪽에 

위치하며 처음으로 군인병원이 개원했다. 

무늬가 바뀌지 않은 땅

그림1 

일제강점기 | 일본육군 보병 80연대

1910년대 초반에 대구에서 군부대유치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1916년 4월부터는 일본군 보병80연대(하치쥬엔따이)의 사령부가 

이천동 361-3번지 일대의 땅에 주둔하였다. 더불어 군인들의 

식수공급을 위한 대봉배수지, 장교들의 숙소를 위한 육군관사지역, 

체력훈련을 위한 공설운동장, 전몰장병들을 위한 위령탑 및 

임시비행장(현 캠프워커)도 함께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일본이 

패전하고 80연대를 무장해제시킨 미군이 그대로 적산(enemy’s 

asset)으로 인수하면서 미8군(Eighth United States Army) 

대구사령부 캠프헨리(Camp Henry)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로 몇백 년, 근대이후로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군사 기지로 

사용되고 있어 주변 동네의 변천사에 있어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 

일본군 보병80연대 본부 연병장에서의 사열, 80연대 제대군인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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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태어나 1944년까지 대구 남구 

캠프헨리 인근에서 살았던 모리사키 가즈에의 기억에 의하면 

 “아침에는 80연대의 병영에서 기상나팔이 바람을 타고 주택가까지 

들려왔다.”1고 한다. 말 탄 군인과 나팔 소리 등 군대가 주둔한 마을 

풍경 속에는 아이들의 노래에도 군부 문화가 스며들 수밖에 없었다. 

1936년에 발행된 「대구독본(大邱読本)」이라는 청소년 

도서에서도 80연대의 ‘군기제(軍旗祭)’와 많은 시민이 참여한 

 ‘군기배수기념일(軍旗拝受記念日)’의 모습 등이 소개되어 있다. 

1940년대 전쟁 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중학생 소년의 모습을 

그린 고바야시 마사루의 단편 「검은 여름(黒い夏)」(1963년)에도 

 “소학교의 동급생 중에도, 중학교 때부터의 친구 중에도, 보병장교의 

아들이나 헌병의 딸 등이 아주 많았다.”고 묘사되어 있다. 

일본군 보병80연대 전경, 80연대 제대군인 앨범

1920년대초반 일본군80연대 군기제, 80연대 제대군인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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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연대가 있는 고장, 사과 과수원이 있는 고장, 대구는 그렇게 불리고 

있었다. (…) 역시 그 시절 동요 속에 ‘스크럼을 짜고’ 라는 말이 있어서 

“스크럼이 뭐야?”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다. 

 ‘쇼와의 어린이’는 어깨를 단단히 펴고 군대식으로 행진하는 

이미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크면 군인이 될 

거라고 대답했다.2

일본 80연대장은 대좌(대령)로 영남권 일대를 지휘하며 

그 세력이 막강했다고 한다. 그의 숙소는 현재 건들바위 언덕 일본군 

관사 중에 하나로 80연대는 조선인 폭도들의 침입을 우려해 부대 주변에 

인공도랑을 만들었다. 인공도랑은 부대 북편에 이천동 문화지구에서 

시작하여 북쪽 끝 영남대로까지 둘렀으며 현재 복개천으로 그 옛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평화슈퍼 앞의 횡단보도가 복개되기 

전까지 이천교, 북동쪽 모서리에 병영교 등이 있었다.

언덕을 올라가면 넓은 대지가 있고, 안쪽으로 향해 울타리를 

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나무숲이 많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것은 육군 장교 관사였다. 이 관사의 언덕 끝에 약간 모던한 구조의 

민간 주택이 딱 세 채 있었다.(…) 언덕 밑에도 몇 갈래의 길을 두고 

육군관사가 늘어서 있었다. 언덕 위는 대위 이상의 군인이 사는데, 

일본군 80연대 북동쪽 모서리의 병영교 – 멀리 대봉배수지 첨탑이 보인다 
80연대사병 전역앨범

그림2

그림3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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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좌 · 중좌 · 대좌 · 소장3 하는 식으로 계급이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들어가고 집도 커졌다. 맨 안쪽에는 보병 제80연대의 연대장 집이 

있었다. 그 마당은 부드럽게 넘실대는 넓은 잔디밭으로, 소나무가 

굵은 뿌리를 울퉁불퉁 드러내고 있었다.4 

1919년 3월 8일 대구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영남지역 최초 

3.1운동이었다. 시위대는 ‘대구 큰시장’이라 불렸던 옛 서문시장 

입구(구 동산파출소 터)에서 출발해 대구경찰서(현 중부경찰서), 

대구읍성 영남제일문 터(약전골목 내 종로와 남성로 교차 지점), 동장대 

터(현 중앙파출소)를 거쳐 너른마당(대구백화점 북측 구 달성군청 

터)에 이르렀다. 이때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80연대가 출동해 

길을 막았고, 그곳에서 많은 시위군중들이 체포되고 부상을 입었다. 

이날 시위로 시민과 학생 157명이 구금되어 67명이 재판을 받았다. 

1945년 연합군의 오끼나와 공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을 대비한 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80연대는 

경북방위군 24부대로 개편되어 일본 항복 시까지 주둔했다. 80연대 

내에는 일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애국충성비’가 세워졌지만 이 

비는 1949년 육군보병 제6연대장 오억준 중령이 3.1운동 30주년을 

맞아 탑신을 그대로 둔 채 글자를 ‘애국헌신’으로 고치고 이면에 

국군의 3대 선서를 새겨 3.1운동 기념비로 바뀌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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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구향교 남측 일대의 일본군 80연대 육군관사, 일제강점기 엽서그림5

그림6

3 4 5

군인이 되는 중학교, 대구중학교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전형적인 식민지 

교육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식민지 교육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 내에서의 교육을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전문교육으로 

한정했다. 일본인이 재학하는 학교의 명칭은 중학교(中學校)였고, 

조선인이 재학하는 학교의 명칭은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였다. 

이 두 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급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일본인은 

처음부터 5년제 중학교에 진학한 반면 조선인이 다녔던 

고등보통학교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당시 4년제였다. 일본인이 

중학교에 올라오기 전에 다녔던 소학교가 6년제인 반면 조선인이 

고등보통학교에 올라오기 전 다녔던 보통학교는 4년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보통학교는 제대로 된 중등교육이 아니라 '초등교육의 

연장'에 불과했다.  

대구중학교 본관 전경, 일제강점기 엽서

1922년 2월 6일 일제는 3.1운동 같은 민족적 저항을 방지하려고 ‘문화 

정치(文化政治)’라는 미명하에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7)을 

발표한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학교 종류와 수업연한에서 일본과 

동일한 학제를 채택하고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소학교와 같은 

6년으로 늘어났다. 1926년 무렵 대구에는 소학교, 고등소학교,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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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여학교, 고등상업학교, 고등농림학교, 기예학교, 사범학교, 

의학전문학교 등이 있었다. 소학교와 중학교, 고등여학교는 일본인이 

통학하는 학교였고, 조선인 소학교는 보통학교, 중학교는 

고등보통학교, 여학교는 고등보통여학교라고 했다. 고등보통학교는 

5년제로 대부분 엘리트 가정의 조선인 아이들이 진학했고 학교에서 

모든 대화는 일본어였다.  1921년 설립된 대구공립중학교(이하 

대구중학교)는 5년제 10학급으로 시작했다. 대구중학교 부지는 80연대

주둔지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어 군사교련이나 야외연습 

시에 지도와 지원을 받는 등 연대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기숙사 창문으로 날마다 병졸들이 열렬하게 교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부지불식간에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했다. 특히 올 가을에는 실탄 훈련에 대한 지도, 

운동회 때 기관총대의 응원에 이어서 이번 3일 동안의 영내 숙박 등 

얻는 바가 매우 많았다.”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부임한 젊은 신임 영어교사, 

우메하라 겐타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우메하라 겐타의 모델은 

우메하라 게이이치, 즉 최규하 전 대통령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41년 2월에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한 학기 동안 대구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인보다 더 일본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어학실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로 조선총독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경고등사범학교의 적극 추천으로 일본인 학교 교사로 부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6

“남자는 선명한 색의 푸른 양복을 입고 새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키는 아마 5척 8촌 정도였다. 그는 로이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테는 검은 색이 아닌 연지색이었다. 머리카락은 젊음을 

드러내기라도 하는 듯 새까맣고 윤이 났다.”7

소설 속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중학교 3학년생 고로는 우메하라 

겐타의 세련된 모습과 억양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쿄 출신일 것이라 

믿어 버린다. 세련미에 친근함, 싱그러운 젊음과 에너지로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우메하라 겐타가 조선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주인공 고로는  “차가운 쇳주먹이 그의 여린 

심장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누가 했어, 그런 잔인한 말.”이라며 

충격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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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일본인중학교｣, ｢쪽발이｣ 저자 

그림8
대구중학교 영어교사였던 
최규하 전 대통령, 영남신문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과 멸시를 잘 보여주는 고바야시 

마사루의 소설 「일본인 중학교」(1957년)의 무대는 대구중학교다. 

1927년 진주에서 태어난 고바야시 마사루는 농림학교 생물교사를 

하던 아버지의 전근으로 인해 소학교 무렵 대구로 이사와 1944년 

일본으로 귀환하기까지 대부분의 성장기를 대구에서 보냈다. 소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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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본인보다도 일본인답게 보였던 우메하라 겐타가 실은 

조선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흥분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일본인 학생들의 지배자 의식은 단숨에 분출됐다. 

다음날 영어 시간이 시작되기 전, 교실은 이상한 활기에 

둘러싸인다. 누군가가 힘껏 창문의 커텐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밖에서 깨진 오지그릇과 밥공기를 가져왔는데 이것들로 

교탁이 장식되었다. 잔인한 열기로 가득 차 있는 조용함이 흐르는 

교실에 경쾌한 발걸음으로 우메하라 겐타가 들어오지만 곧바로 

교실의 이변을 알아차린 그의 안색은 변했다. 그의 얼굴은 파랬다. 

입술에도 혈기가 없었다. 눈은 정신 나간 것처럼 크게 떠져 있었고, 

양손은 축 늘어뜨린 그대로였다. 가까스로 그는 낮고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니……”8

결국 우메하라 겐타는 일본인 학생들의 멸시와 조롱으로 

학교를 사직하고 만주로 가버리며 소설은 끝난다. 

패전으로 인하여 일본인학교로서의 기능이 정지된 후, 

1946년부터 80연대 부지에는 미군이 주둔하였고, 부대 내에 

대구중학교의 기숙사가 세워지기도 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그 구획 안에 있던 대구중학교도 미군에게 대여하고, 1952년 미군부대 

동편으로 교사가 신설되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한 미군기지 

캠프헨리로 사용되는 이천동 361-3번지 일대의 땅은 지속적으로 

군사용도로 사용되며 엄혹하고 무거운 한국사를 품고 있다. 

81연대라고 불렸던 대구사범학교

1961년 1월 1일 구제 실시로 설치된 대구광역시 남구는 대명동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명동은 대구광역시 소재 동들 중 행정동이 

가장 많은 동이다. 1965년 2월 1일의 동 행정구역 개편 및 통폐합에 

의해 남구는 남산1동, 남산2동, 남산3동, 대봉1동, 대봉2동, 대봉3동, 

봉덕1동, 봉덕2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등 

13 행정동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 4월 1일 남산동 일원(남산1동, 

남산2동), 대봉동 일부(대봉1동, 대봉3동), 대명동 일부(대명4동, 

대명6동)를 중구에 편입하게 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재 제5호인 

구 대구사범학교(본관과 강당)는 현재 중구의 관할에 있다. 

대구사범학교는 2층 벽돌조 건물로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1923년 경북도립사범학교로 설립되었다. 1925년에는 강당을 건축하고, 

1929년 4월에 관립 사범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931년 기숙사 및 학교장 

관사 신축공사를 하였다. 사범학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갈 수 있었으나 1943년 ‘사범학교 규정’이 제정되면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교사 양성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일제강점기 

대구사범학교는 경성사범학교, 평양사범학교와 더불어 조선 3대 

사범학교로 꼽혔고 학비와 기숙사비는 물론 용돈까지 지급되었다. 

일제의 삼엄한 통치 하에서 황국신민 육성을 위한 교사 

양성 전문기관이었지만 1939년 대구사범학교 7회생들을 중심으로 

반일민족의식의 조직화를 위해 표면상 문예활동을 표방하는 

‘문예부’와 학술연구를 표방하는 ‘연구회’를 통해 민족의식·항일정신을 

고취해 나갔다. 1939년 7월 일제가 전시동원체제의 일환으로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때 대구사범학교 

전교생이 왜관의 경부선 철도 복선 공사에 동원되었는데 여기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조선인 학생들이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41년 2월 15일 유흥수(柳興洙)·문홍의(文洪義)·이동우

 (李東雨)·이주호(李柱鎬)·박우준(朴祐寯)·권쾌복(權快福)·배학보

 (裵鶴甫) 등 16명이 항일비밀결사인 다혁당을 결성하게 된다. 현 달구벌대로에서 대구사범학교 방향 전경, 일제강점기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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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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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졸업 이후 전국 각지로 흩어져 교직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 수업시간에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설화를 가르친 

졸업생이 1941년 7월 검거되면서 졸업생·재학생·교사·학부모 등 

300여 명이 붙들렸다가 6개월 동안 혹독한 취조를 받았다. 이 가운데 

35명이 기소되어 예심에 회부되었고, 결국 34명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최고 8년, 최하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5명이 옥중에서 

사망하고, 12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출옥 후 세상을 떠났다.

해방 후인 1946년 10월 15일, 대구사범학교 본과는 대학기관인 

국공립 대구사범대학으로 승격되고 이어 1962년 경북대학교로 흡수 

통합되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모태가 되면서 대구사범학교는 

1963년 초 공식적으로는 폐교되었다. 등록문화재인 구 대구사범학교의 

본관과 강당은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의 교정에 

위치해 있으며 본관 1층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역사관이 되었다. 1972년 본관 건물은 화재로 서쪽 교실이 전소되고 

외벽만 남았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본관 앞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사범 출신(1932~1937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석(2005년)과 다혁회 사건으로 옥중에서 숨진 분들을 

기리는 ‘대구사범학교 항일학생의거 순절 동지추모비’(1973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1932년부터 37년까지 대구사범학교를 다닌 박정희는 1936년 

당시 대구사범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2주일씩 80연대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소년들은 비인간적인 

노무 작업에 강제 동원되어 가혹하게 시달리고 있었고, 1934년 즈음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저항적인 경향을 가지면 

퇴교 당하는 등 병영화된 학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81연대, 기숙사는 

제2형무소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대봉배수지 

대구상수도는 1906년 일본인대구거류민단에 의해 설치문제가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1911년 대구 최초 상수도설치계획 수립, 

총공사비 일화 48만5천엔(円)의 예산으로 1914년 7월 착공, 1918년 

3월 가창정수장과 대봉동 수도산 대봉1호 배수지를 준공하여 3만 

명에게 하루 2,800m3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대구의 남동쪽 시가지로부터 약 9km 떨어진 가창면 오동의 

취수정에서 신천 상류의 복류수(하천의 수위가 주변의 지하수면보다 

높을 때 지하로 침투하는 하천수)를 끌어들여 대구 시가지에서 

약 8km(20리) 떨어진, 파동의 정수장에서 처리 후 대봉동의 

대봉1호배수지로 보내고 이곳에서 시가지에 급수하였다. 당시 

대구 인구 4만 명에 1인당 801리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었지만 

2,800톤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은 한국인 부자들과 일본인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가창정수장으로부터 대봉1호 배수지까지의 

송수관은 구경 300mm관(管)을 포설하였으며 그 총길이는 약 

4,350m에 이르렀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대구 인구의 증가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배급수량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1921년 말경부터는 여러 차례 단수 소동이 빚어지기도 

육군관사 맞은편 언덕에서 촬영한 대봉배수지 전경, 일제강점기 엽서그림10

일제강점기 | 대봉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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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에 대구부에서는 1924년 4월 시설확장공사를 시작해서 

이듬해인 1925년 4월 수원지 시설확장과 시가지배수관 증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급수량은 4,600m3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3만 

3천명의 인구가 하루 140리터씩 사용하는 양으로 예상되었다. 이 

확장사업에서 새로 개발한 수원지는 대구 동편을 흐르는 신천의 

상류지점으로, 대구시가지로부터 약 9km 떨어진 달성군 가창면 

냉천동의 서북편 끝으로, 취수구와 정수장에 있는 양수정을 연결하는 

도수관은 구경 200mm관을 사용하였고 그 총길이는 약 2,754m에 

이르렀다. 같은 해 12월 10일 대봉1호 배수지 바로 곁에 2호 배수지를 

증설하였고 1928년 말 대구부의 배수관 총길이는 33,100m에 

이르렀으며, 급수구역 내의 총 20,571가구, 인구 88,609명 중 

급수가구 수는 4,710가구에 급수인구는 20,555명에 이르렀다.9 

당시 대구 시내에 매설한 배수관의 파이프라인은 현재까지 

남아 재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창수원에 대한 두 번의 

상수도 설치공사와 수원 및 시설확장 공사에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수원이 부족하게 되어 1930년 10월 응급조치로 보조수원을 

개발키로 하고, 당시 물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던 대봉동 수도산 밑 

 “배나무 샘” 부근에 대봉보조수원지 신설공사를 착공, 1933년 12월에 

완공하였다. 대봉보조수원지에서 하루 평균 300m3의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써 대구 상수도 물 생산량도 약 4,900m3이 되었지만 

대봉보조수원지는 약 30연간 존속하다가 수질이 나빠져서 1967년 

초에 수성보조 수원지와 함께 폐쇄되었다.

대봉배수지 2호기 (1호기와 다르게 위에 탑신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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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그림12-13

9

배수지 접합정 배수지 염소투입실

대구 남구 이천동 439번지에 위치한 대봉배수지는 상수도사업본부 

건물 등을 제외하고 면적 2,298m2의 규모로 2006년 6월 19일 

국가등록문화재 제251호로 지정되었다. 대봉 1호 배수지는 원통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11개의 원형 창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창 주위에는 곡선형 테두리를 돌려 장식하였다. 현재까지 

배수지 2호, 붉은 벽돌과 정교하게 가공된 화강석을 사용해 화려하게 

장식한 접합정(接合井), 염소투입실, 돔 형태의 작은 건물 등 여러 

시설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봉1호배수지의 돔형 탑신부의 대리석에 

새겨진 글씨는 ‘일석신(日夕新)’이다. 낮이나 밤이나 새롭고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뜻으로 추정하며 일제강점기에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산 내에 위치하여 이국적 형태를 띤 근대건축물, 

대봉배수지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대구의 대표 산업 시설 중 하나로 

일제강점기 | 대봉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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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1925년 6월 6일자 동아일보에는 두 개의 

단체로 나뉜 부녀회의 견학 풍경을 소개했는데 그해 5월 30일 오후 

240명의 부인들이 자동차로 잠종제조소, 공장, 배수지 등 근대 산업 

시설물들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 

대구의 하수도 시설

근대적 개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도는 1918년부터 1943년까지 

22년 동안 475백만 원을 투자하여 시가지의 범람, 하수의 정체, 

오염 및 방류 분뇨 처분을 목적으로 225km 간선 및 지선하수도를 

개량 또는 건설한 것이다. 대구의 하수도는 구한말 이후 대구성내에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1913년 현 중앙공원 앞 450m의 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 하수도시설을 한 것이 처음이었다. 차츰 주택이 

도심지에 밀집하고 강우 시에 우수가 범람하게 됨에 따라 시내 간선 

하수도인 달서천 개수공사를 1917년 공사비 13,600원을 투입하여 

921m를 시설한 바 있다. 근대식 하수도는 1918년 5개년 계획을 

수립(1923~1928), 7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13,038m를 시설하여 

달서천 및 신천으로 방류토록 한 이래 대구의 발전과 더불어 하수도 

사업도 점차 발전하여 현대식 하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양지의 부인사회견학 2대로 분하야
제2단 또한 3일 오후 1시 정각 전후하야 240명의 부인이 빠짐없이 모여 
마치 한 가지 자동차로 ‘원잠종제조소’로 향하여 양잠상황을 고루 본 후 
 ‘감옥’을 다음으로 보았으며 기차에 기류회사공장, 편창제사공장, 그리고 
배수지에 이르러 견학의 종을 고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녹음 우거진 
배수지 구내에서 추첨여흥으로 반일간의 피로를 망각케한 한바탕 흥미의 
소를 정한 공전의 성황으로 원만히 마치었는데...(대구)

그림14

1937년 건립된 대명동 공설운동장, 일제강점기 엽서그림15

대구공설운동장

1920년 조선체육회의 설립을 시작으로 각종 운동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지방에서는 청년회가 조직되어 시민운동회와 각종 

경기대회를 주최하는 등 지방스포츠의 활성화가 일어났고 근대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라 대구 발전과 대구부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31년 5월 31일 준공되었다. 대구에 만들어진 최초의 

일제강점기 | 대구의 하수도 시설 | 대구공설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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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장인 대구공설운동장은 경북체육협회에서 특별조사위원을 

위촉해 대도시의 각 운동장을 참조, 시찰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 국내에서 경성운동장 다음으로 최고의 

경기장이었다. 경상북도와 대구부의 무상지원을 통해 동운정(현재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안)의 관유지 7,299평에 3천엔의 

예산으로 야구장과 정구장을 만들어 6월 1일 개장했고 이후 각종 

체육운동은 물론 옥외집회장으로 이용되었다.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개장식에는 내외귀빈을 

비롯한 관민 300여명이 참여했고, 개장식을 마친 후 각 경기장에서 

개장기념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운동장 정액 입장료는 대인 5전, 

15세 미만 3전이었고 운동장 사용료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기의 

경우, 야구장은 1일 10엔, 4시간 이내 2엔, 정구장 1일 5엔, 4시간 이내 

50전이었다. 운동장 개폐장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 시간을 

정해 운영했다. 

1934년 8월 세무감독국 청사건설에 의해 부지의 일부 

반환으로 운동장이 협소해져 대명동의 영선못을 메우고 새로운 

대구종합운동장이 1937년 5월 건설되었다. 대명동의 종합운동장은 

85,000엔의 예산으로 총면적 29,000평에 육상장, 야구장, 정구장 

등을 갖춰 모두 1만 1천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 

대구공설운동장은 미군정 시기에 미군주택지로 사용됨에 따라 

1948년 4월 북구 고성동으로 터를 옮기고 대구운동장으로 개장했다. 

충령탑 

1930년대 말, 대구공설운동장 서북쪽 언덕(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일제는 만주사변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높이 30m의 

충령탑을 세웠다. 1940년 9월 말경 대구사범학교 심상과 8기생 

70여명이 충령탑에 모여 1939년에 있었던 왜관사건을 계승을 위한 

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전쟁 확대는 세계대전을 초래할 것이며 서방의 생산력과 군사력을 

일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패망하고, 그 결과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0 그들의 

전망처럼, 오랜 동포의 염원대로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마침내 

해방을 맞았고 충령탑은 광복 첫돌인 1946년 8월 15일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되었다. ‘8·15해방 1주년 기념준비위원회’의 

주관 아래 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의 각 정치·사회단체, 미군정 대구시 

관계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8·15 첫돌 기념식을 가지고, 기념식이 

끝난 후 대명동까지 행진해 충령탑 폭파식을 거행했고 순국애국지사 

유족대표로 선정된 정문택(대구 노동운동의 대부 정운해의 아들)이 

폭파단추를 눌렀다. “충령탑을 깨끗이 시원하게 폭파해서 일제 

잔재를 쓸어버려 감명 깊게 했습니다.”라는 당시 ‘해방뉴–쓰’ 보도처럼 

첫 광복절은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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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학교 학생들의 충령탑 방문, 서동성 개인앨범그림16

“......서로 맞대고 나니 위문의 인사말도 나오지 않고, 본사 장인환 

사장 이하 일동도 울고, 이재민도 울고, 위문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우러나는 동포애에 잠기어 낙루오열하였다.”11

충령탑이 세워졌던 언덕은 6.25 때 UN군으로 참전한 

미군통신소가 주둔하였다가 휴전 후 철거되었고 1956년 도시계획에 

일제강점기 | 충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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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남문시장에 형성되었던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철거민들의 임시 

이주지로 동네가 형성되었고 충령탑이 있던 곳이라 하여 탑동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11) 대구시보, 1946.8.16.

2. 미군 주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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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헨리 

 “휴전이 되고 해가 바뀌었다지만 그 무렵까지 대구시에는 2군사령부, 

군 통합병원, 미8군사령부 외에도 육군본부가 미처 환도하지 못한 

채 있었고, 군부대에 기댄 각종 기업체와 군수 공장과 하청공장이 

많아 전쟁 경기가 좋았다. 시내 중심거리인 중앙통, 향촌동, 송죽극장 

일대에는 넥타이 맨 양복쟁이와 양장 차림에 뒷굽 높은 뾰족구두를 신은 

젊은 여자들로 넘쳤고, 군복 차림의 한국군과 미군도 민간인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한편, 피난민, 실업자, 잡상인, 지게꾼, 거지, 

구두닦이 또한 발에 차이는 돌멩이만큼이나 널려 있었다.”12

한국전쟁이 터지고 1952년까지 대구시는 한국군, 미군 8군단 및 

제5공군의 총사령부가 주둔했었다. 1951년까지 36.9%, 그 이듬해에는 

10.4%의 인구가 증가했고 1953년 전쟁 마지막 해에는 전후 잔류인구 

52,206명을 포함하여 약 104,894명의 난민들이 대구에 있었다.13 

대구 방천(현재 신천)은 빨래터로 낡은 군복 세탁과 장작불을 

지펴 빨래를 삶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넘쳤고 도심에서는 전국 

사투리를 들을 수 있었다. 팔·다리가 없는 상이군경이 군용 가방 

속에 잡동사니를 넣고 대구역, 다방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돌며 

물건을 팔았고 슈샤인 보이라 불리던 구두닦이와 신문팔이, 껌팔이 

등은 소년들의 노동이었다. 양색시인 한국애인과 함께 온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 영화관의 간판을 그리는 사람, 미군 부대에서 

사환으로 일하는 신여성 등 전쟁 후 대구의 풍경은 인간시장을 

방불케 하는 난전과 같았다. 

일본군 80연대가 주둔했던 군사 용지와 시설을 1945년 10월 

1일 미군이 이어받아 주둔하기 시작했고 당시 이름은 캠프헨리가 

아니라 캠프 스킵워스(Camp Skipworth)였다. 6만 2천평 규모의 

주한 미군 병참·행정 사령부인 이곳은 1950년 9월 1일, 한국 전쟁 중 

전사한 제2보병사단 제38보병연대 F 중대의 프레데릭 F. 헨리 중위를 

기념하며 1960년에 캠프헨리라는 명칭이 붙여졌다.14

건들바위네거리에서 남구청사거리로 가는 길 좌, 우로 

포진한 캠프헨리는 미8군의 주력, 핵심 부대로서 현재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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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신천에 몰려든 피난민들의 바라크(임시 움막) 「Russel Lewis」그림17

미군 주둔지 | 캠프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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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기지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후방의 군수지원은 물론 수송의 

임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지이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남구 

일대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접변한 곳이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오히려 미군부대로 인하여 오랫동안 주변 지역과 단절 되고 고도제한 

7층에 걸려 지역발전이 저해된 낙후지역으로 대구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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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대구사령부(캠프헨리) 배치도그림18

미군 주둔지 | 캠프헨리

2002년 8월 캠프헨리와 캠프워크의 이천동 주택가 골목에서 한국인에 

대한 폭행·성추행 사건도 일어나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졌다. 

주한미군 자녀 3명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주민들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주민 3명을 집단폭행하고 

부근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다음날 봉덕동의 한 슈퍼마켓의 

주인 방모씨가 기물 파손을 우려해 항의하다 미군 2명으로부터 

폭행당했고 얼마 후 9월에는 남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미군 

중위가 여자 손님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자를 미군 

측에 넘겨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한국 

측의 안이한 수사 태도는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고 같은 해에 일어난 

경기도 양주의 미군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 인해 반미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모임을 비롯하여 대구지역 시민단체 10여개는 연석회의를 갖고 

미군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도 했다.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15(약칭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되었고,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2008년에는 법률 제15800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고 남구청에서는 

2013년 ‘이천동 주거지 재생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2000배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단 이 연구에는 갈등과 

단절의 상징이던 미군부대 일대를 재구성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민과 미군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화감을 주던 미군 담벼락 재정비, 주민과 미군의 

언어 교환 프로그램 마련, 국제화특화지역을 통한 간판 영어 혼용기재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한편 2019년 10월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미군공여구역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대구광역시 남구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6 

미군부대가 있어 무엇이 특별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천동에 

살고 있는 꼬마 아이(이소율, 10세)가 대답했다. 

“골목이 미군부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거기에 

서가지고 불꽃놀이 하는 거 봤었어요, 그리고 미국 국기랑 한국 

국기랑 같이 있는 그 코로나 현수막. 이겨내요~ 하는 거, 학교에서도 

동네 한바퀴 하면서 99계단 밑에 벽화 있는 거 사진 찍으러 왔었어요.”

벽화를 그리고, 할로윈 파티를 함께 개최하고, 미국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즐기면서 이천동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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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미군부대라는 환경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불편한 동거에서 

다문화와 다양성이 존재하는 동등하고 평화로운 국제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캠프워커

1904년 러일전쟁(露日戰爭) 때 일제는 자국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대구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1907년 현재의 남구 대명로 240 

일대에 경비행장, 탄약고, 군사 훈련장을 설치했다. 광복 직후에는 

한국 정부군 비행장으로 사용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주둔하기도 했으며, 한국 최초 개발 항공기인 부활호도 이곳에서 

비행하였다. 이곳 22만 6천 평은 1959년부터 미군부대 캠프워커 

 (Camp Walker)가 되었고 대구 남구에 위치한 미군기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기지 명칭은 1950년 12월 23일 당시 교통사고로 순직한 

국제 연합 사령부 지상군 사령관이었던 월턴 A. 워커 중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곳에는 고정익기(항공기의 종류 중 하나로, 날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활주로도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헬기만 운용하고 있다. 

진동으로 늘 고통을 받아왔고 골프장으로부터 골프공이 민가로 

날아드는 등 인근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했다. 

캠프워커 배치도그림19

그림20

캠프워커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봉덕동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헬기장 주변 주민 1만여 명은 헬기 이·착륙 때 나는 소음과 

미군 주둔지 | 캠프워커

2000년대 초반 캠프워커 정문앞에서의 시위

65년 이상을 대명동에 거주하다가 2, 3년 전 이천동으로 이사하신 

신영배 씨(75세)은 남구 봉덕동 관제탑이 있는 자리가 활주로였고 

그곳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L19 경비행기가 

날아 다녔다고 기억하신다.  

“캠프워커 못 가서 보면 지금도 활주로가 쭉 돼가 있어요. 

관제탑 서 있고. 지금은 헬기정도 뜨는데 에르 나인틴 비행기 그거는 

지금 없어진지 오래됐고......”

헬기장 인접 지역에는 지상 3층(높이 9m)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2000년 5월 

28일 캠프 내 석면 오염 확인, 11월 22일에는 항공유 유출사고 발생, 

2002년 7월 8일에도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오염된 토양의 

폐기물 반출신고 절차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산 바도 있다.17 

캠프워커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거의 미군들의 훈련이나 

생활을 위하여 활용되지만 영어 학교, 레스토랑 이용, 캠프워커 부대 

개방 행사 등을 통해 외부인도 캠프워커에서 특유의 문화를 누리거나 

공유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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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씨의 기억 속 미군부대는 화려하고 낯선 문화가 펼쳐지던 

곳이기도 했다. 

 “미국독립기념일이 되면 대구 기지에서도 칠면조 바비큐 

파티를 한다 그라대. 그러면 부대를 개방해 가지고 우리나라 각 

기관장들을 초대해 가지고 골프 모임도 갖고 파티도 하고... 6, 70년대에 

거기에 초대 받으면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시절이거든.”

현재까지도 캠프워커는 군인가족 및 장군 숙소, 장교·사병클럽 

등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고 골프장, 수영장, 대형마트, 식당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대구 속의 작은 미국’이라 불릴 정도로 이국적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남구와 미군부대는 한미 우호 증진과 교류를 위해 

2007년부터 초·중학생 <글로벌 앞산 캠프>를 통해 캠프워커와 

캠프헨리의 부대에 방문하여 영어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매해 한 

달간 진행해 오고 있고, 2017년 ‘한미친화거리’로 조성하고 10월 

16일 캠프워커 정문 앞에서 기념 커팅식을 가졌다. 한미친화거리는 

총사업비 11억 8,000여만원을 들여 봉덕3동 삼정길 효성로에서 

캠프워커 정문까지 폭 11∼12m, 길이 470m의 미군부대 주변의 경관 

개선, 녹지 확충 및 간판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관광안내판 설치 및 

자유의 여신상 사진 등 미국을 상징하는 여러 사진을 곳곳에 걸었다.

한편 남구는 면적의 14~15% 정도가 미군부대로 그 만큼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못 받게 되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이재용 전 

남구청장은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2년 3월 29일, 당시 캠프워커 

토마스 하비 사령관과 담판을 통해 캠프워커 동쪽 활주로와 헬기장을 

반환한다고 약속받았다. 2019년 6월 1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차 실무협의에서 미군은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경계 확정 합의 

권고문과 공동환경영향평가 요청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2022년 캠프워커 내 헬기장(H-805) 터에 498억원(국비 

255억원 포함)을 들여 대구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 

도심 전체를 순환하는 3차 순환도로 전체 25.2km 가운데 미군기지로 

미개통된 1.38km 중 동측활주로(700m) 구간,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중동교도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2022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으로 지난 2020년 9월 25일 봉덕동 캠프워커 기지에서 동편 

주출입센터 신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그림21 그림22방호막을 앞에 두고 짚프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는 워커사령관 캠프워커 오픈하우스 2009년 5월 30일

미군 주둔지 | 캠프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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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조지 

캠프헨리에서 북쪽으로 300미터가량 떨어진 이천로 19길 55 일대에 

1만 9천평 규모의 ‘캠프조지(Camp George)’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의 육군 주둔지로서 운동장, 승마장, 

훈련장 등으로 썼던 곳으로 대구시가 1951년부터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고 있다. 캠프조지라는 명칭은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부천에서 전사한 명예 훈장 수여자인 제45보병사단 179보병연대 

C중대의 찰리 조지 일병의 명예를 기려 붙여진 것이다. 

캠프워커와 캠프헨리에 근무하는 군인들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을 위한 아파트를 비롯해 대구 미국인 학교, 

유아개발센터, 문화교류훈련 및 컨설팅센터를 갖춘 미군전용 

주거지역이다. 경북예술고등학교(이하 경북예고)와 캠프조지의 

미국인 학교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00년대까지 경북예고에서 

미술교사를 했던 학강 미술관 관장 김진혁(62세)씨는 카페트가 깔린 

교실 바닥, 자유로운 책상 배치, 12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오후 두세 

시간은 자율학습으로 예체능을 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캠프조지 쪽으로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직까지 있어요, 정문 

오른쪽에 보면 있는데 그 당시는 놀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미군들이 주둔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50년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니까.”

전쟁이 끝나고 한창 어려운 시절, 미군부대 앞에 있던 놀이터에 

대한 추억은 신영배 씨의 기억에 생생하다. 옆 동네 참남배기에 살면서 

어린아이 걸음으로 20분 넘게 부지런히 걸어야 올 거리를 달려와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모래판에서 씨름도 하며 놀았던 자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보다 한참 조그맣지만 간소한 생활체육시설이 놓여있어 

인근 주민들이 쉬고 있었다. 

캠프조지의 외국인 아파트는 1981년 LH가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미 육군 대구 기지 사령부와 2019년 12월 반환에 

합의했고 계약 종료 후 미군 측은 외국인아파트 대체지로 캠프워커 

기지 안에 미군 아파트 4개 동을 건설해 숙소를 확장·이전했다.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봉덕시장 

이동하의 소설 「장난감 도시」는 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고, 피난민과 

고향을 등진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당시 대구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내 쪽 학교에 미군이 주둔하자 서부국민학교까지 

부지런히 걸어야 했던 주인공은 아버지가 “장물인지 밀수품인지 

혹은 군수품이나 다른 무슨 암거래품이었는지”를 실어 나르다 

구치소에 수감되자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 안에 굴러다니던 군용 

반합”을 들고 구걸에 나선다. “군인극장”이라 불리던 어둡고 악취 나는 

동시상영 영화관에서 “군인 같이 보이는 변사”가 읊어주는 필름에 

매료당해 꿈과 모험과 폭격과 눈물을 쏟아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한 눈빛과 허둥거리는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원폭병 환자 김 씨,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서너 차례나 38선을 넘나든 피난민 주 씨, 고물상을 하는 곽 씨, 

양키시장에서 난전을 벌이고 있는 한 씨, 달러 장사를 하는 최반장 댁, 

전쟁 통에 팔 한 쪽을 잃은 외삼촌, 전쟁미망인 고모, 녹슨 총기 냄새가 

미군 주둔지 | 캠프조지 |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봉덕시장

그림23
대구미군기지 반환부지
매일신문,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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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족을 한 미래의 매형 등 주변 인물들에게도 전쟁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다. 

“지난 전쟁이 이 도시를 어떤 식으로 휩쓸고 갔는지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내가 본 것은 그때까지도 군데군데 

남아있던 상흔들에 지나지 않았다. 부서진 통운 창고, 반쯤 불타버린 

공회당 건물, 무엇에 쓰였는지 모를 앙상한 몇 개의 철탑, 수많은 

병사와 시민들을 수장했다고 전하는 더러운 하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실향민들이 해종일 우글거리는 벌거숭이 공원(......) 역전 양키시장 

골목에선 대낮에도 툭하면 살인이 났고, 자갈마당 난전엔 온갖 천박한 

사투리들이 악머구리 끓듯 하였다. 그런 속을 서성거리고 다니면서 

나는 늘 겁 많은 구경꾼 노릇을 했다.”19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한국 전쟁 당시 대구로 왔던 

피난민들이 미군 부대 주변인 봉덕동 일대에 조그마한 난전을 열기 

시작했고 봉덕시장이 생겨났다. 대규모 군인과 군속이 살고 있는 

캠프헨리와 캠프워커의 주둔으로 봉덕시장은 70~80년대 대구 4대 

시장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성장해 대구경제의 한 축을 이루었다. 

“시장의 가장 호황기는 1970~80년대였다. 당시 캠프헨리에 

주둔한 미국 병력 수나 군속, 한국인 노무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 이들이 여는 지갑은 지역의 큰 돈줄이자, 시장의 활력소였다. 

당시 봉덕시장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워커(군화), 담요, 재봉틀, 

씨레이션(미군 전투식량)부터 온갖 구제품과 군수보급품들이 

넘쳐났다. 명품의류, 구제 패션을 찾아 대구의 멋쟁이들은 봉덕동으로 

몰려들었다.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군무원이나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학생들이 골목을 누비며 쇼핑을 즐겼다. 이 때문에 

패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구 구제 시장 역사의 출발을 

봉덕시장으로 보기도 한다.”20

1936년에 태어나 1980년대 캠프헨리 후문에서 슈퍼마켓을 

하신 최원기(85세)씨는 미군들이 가져다 준 물건을 팔기도 했다. 도박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물건을 가져와 원가에서 조금만 

남겨달라는 부탁을 해서 사고 되파는 일을 했는데 휴지도 귀하던 

시절이라 캔사이다를 비롯해 별의별 외제품을 팔다가 교동시장에 

옷가게를 열게 되셨다고 했다. 하지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미군부대지역에서는 미군PX물품의 부정유출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조직적 범죄화되었고 대구는 캠프헨리와 캠프워커 주변의 

봉덕동과 이천동, 수성구 중동 등에 중간 거래상들이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1992년 2월 26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군 

동거인들이 PA(구내 매점)를 통해 컬러TV 등 전자제품과 미국산 쌀, 

양주 등을 중간상인들에게 팔았고 봉덕시장이나 중구 교동시장의 

수입상품점에서 단골손님들에게 알음알음 판매되었다고 한다. 

“PX물건 중간상인 崔모씨(39.여.대구(大邱)시 壽城구 中동)는 

지난해 8월17일 자기 집에 미군가족들로부터 구입한 골프채. 

컬러TV등 1천2백만 원어치의 부정외래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세관직원에 적발돼 구속됐으며 金모씨(41.봉덕(鳳德)동)는 지난해 

10월2일 壽城구 中동 주택의 창고를 빌려 PX물건인 캔 맥주 

4백55박스(시가5백50만원)를 은닉하고 있다가 구속됐었다.” 21

그림24 1977년경 봉덕시장 입구 풍경, 캠프워커 사병 John Petrick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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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PX 암시장은 가정집을 비롯해 ‘삼양당’, ‘알로에’ 등 간판을 걸어 

놓은 가게 및 수입화장품 가게 등 봉덕동 일대 골목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봉덕시장 역시 양주, 맥주, 담배, 화장품, 과자, 쥬스, 초콜릿, 

리바이스 청바지,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 유통기한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 

“미군과 그 군속은 한 달에 일정한 양의 면세물품을 PX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구매는 월할당 금액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런 규정을 이용해 1주일에 

두세 번 부대 안 PX를 돌아다니며 ‘뺑뺑이돌기’를 한다. 택시를 타고 

이 매점 저 매점을 돌며 물건을 조금씩 여러 번 사는 것이다. 이 

일에는 미군과 계약을 맺고 부대 안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에어리어 

콜’(AREA CALL)택시가 이용된다.(......)캠프워커에는 대형매장인 

커머세리까지 세워져 미군PX물품의 유출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곳 관계자들의 지적이다.”22

1990년대에 봉덕시장은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에 

남구청은 2006년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봉덕신시장을 새롭게 

개장했고 한국전쟁, 미군부대라는 역사지리 환경 속에서 그 특수성을 

찾고 있다. 

클럽, 양공주, 미8군쇼 

일제강점기 한국은 공창제를 통해 성매매가 관리되었다. 포주가 

여성의 성을 팔고 남성이 사는 것을 국가가 허가 또는 묵인하고 

관리·감독했다. 해방 후 1947년 공창제는 폐지되었고 일시적인 

군사정부의 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1961년 11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불법적인 범죄로 규정하였지만 1962년 특정지역에서는 

성매매영업을 허용한다는 내무부와 법무부의 공동지침이 발표되었고 

이 중 50% 이상이 미군이 있는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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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현재 봉덕시장 입구, 대구광역시

그림26
한국전쟁기 대구의 양공주, 
Gordon Burrough 일병 촬영

대구 남구 이천동과 봉덕동 일대에는 미8군 캠프헨리, 주한미군 육군 

비행장인 캠프워커, 그리고 두 군영 사이의 캠프조지의 총 3개의 미군 

부대가 있다. 1950년대 초반부터 봉덕동 일대에는 ‘양공주’가 등장했다. 

전쟁 후 가난과 가정 폭력, 그리고 사기 등에 속아 성매매로 흘러 

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미군과 한인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늘기 시작했다. 1965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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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루어진 국제결혼에서 99% 이상이 미군이었다. 하지만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계약혼 형태의 동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양공주’, ‘양색시’, ‘양갈보’ 등으로 불리며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들은 수많은 미군 범죄와 폭력에 무참히 노출되었다. 

1969년 대구시청 사회문제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의 수는 1968년 8월 91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연령은 19세부터 35세 사이였고 20-25세 

사이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당시 대구시 윤락지역 

지도를 보면 대봉지역과 봉덕지역은 미군부대캠프 지역으로 대부분 

미군들을 상대한 성매매였다. 

성병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한미친선협의회 회의에서 

미군은 캠프 부근에 성병 있는 여성들의 격리와 치료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한국은 최선을 다해 미군측의 요구에 부흥하겠다고 

협의했기 때문에 당시 미군 부대 인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는 인권유린이라 불릴 만큼 엄혹했다. 대봉과 봉덕 지역에서는 

297명의 등록윤락자들이 있었고 그 중 30%가 일정 시기동안 

계약결혼의 형태로 외국배우자와 동거하며 임대 가옥 등에 거주했다. 

이 구역의 윤락자들은 ‘협심회’라는 협회를 구성해 상호연대 했는데 

다른 어떤 윤락집단보다 훨씬 강력해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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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그림28 그림29

대구시 윤락지역 지도(1969년7월)

 “윤락자들이 장기간 ‘일시 계약결혼’한 특정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일반적으로 60~100달러(18,000-30,000원)의 월 생활비가 

외국배우자로부터 제공된다. 이 외에도, 빈번히 윤락녀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선물도 제공된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월 생활비로 제공되는 

일정금액이상의 수입을 벌게 된다. 야간 윤락업소의 경우에, 보통 

3,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런 특정 지역에서, 대부분의 

윤락자들은 그들의 상대자를 그들의 개인 임대가옥에서 만난다.”23

당시 공중보건소 군무자의 말에 의하면 외국고객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여성의 경우 정기검진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워 

1950년 545헌병중대 Haskell와 
Thayer대위가 찍은 ‘밤의 여성’.24

1950년 545헌병중대가 
 ‘적색라이트지역(성매매촌)’을 
불시에 급습한 장면25

하지만 파주, 동두천, 군산 등 미군부대가 주둔한 곳들과 대구 

기지촌의 풍경은 달랐다. 미군 부대 주변의 술집과 클럽, 식당, 미군 

대상 성매매 여성들이 자주 가는 미용실, 세탁소, 양복점, 환전소, 

골동품점과 사진관 및 초상화 그리는 곳,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임대사업자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 기지촌으로 발전하여 

일반 주거지역과 분리된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66년부터 68년까지 이천동 파출소장을 지낸 

이재철(90세)씨는 미군부대 주변을 술집이 많았던 곳으로 기억한다. 

미군 주둔지 | 클럽, 양공주, 미8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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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쟁 후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천 명 가량의 여성들이 미군의 배우자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1966년 발행된 영남춘추에는 당시 봉덕동에 

살던 어느 국제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 남편 찰스 전 씨는 구한말 

강화도 조약 당시 하와이로 이민간 한국 이민 1세대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오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다 귀국 직전 아내 

전점례 씨를 만났다. 전주 여고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의 부푼 꿈을 

안고 서울 수도 여사대에서 가정과를 졸업한 전점례씨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학의 길을 오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친척 아저씨의 

소개로 찰스 전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곧 도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와이에서 신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비록 미군과 결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점례씨의 말에서 

당시부터 시작된 아메리칸 드림의 열풍을 엿볼 수 있다. 외국인들의 

댄스파티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점례씨는 “춤에 능숙하지 

못할뿐더러 미군 주둔지구에서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답지 못한 

국제결혼(?)을 한 부부처럼 남들에게 인식될까봐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베풀고 있다고 한다.”26 그래서 댄스 파티는 가지 않으면서 

장교들의 “칵테일” 파티에는 간혹 참여한다는 대답에서 1960년대 

미군, 미군문화에 대한 동경과 비난의 양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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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그림31

한국전쟁기 대구 미군부대 주변의 바, 미8군병사 George R. Perry 촬영

검소 속에 피는 웃음의 꽃, ｢영남춘추｣, 신춘호, 1966.

 “그 당시에는 미군부대 미군들이 집을 얻어서 살 때야. 술집 많았잖아, 

전부 거기는 술집이 홀이야. 밴드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술집 주인은 

한국인이고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미군들이야. (…) 그때는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양맥주 같은 거 사먹지. 우리도 가망가망 사먹고 

자기네들도 가망가망 가지고 나와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용돈 쓰고 했지.”

이재철 씨는 당시 미군의 숫자가 많아 사고가 빈발했다고 

기억한다. 현재 미군은 가족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지만 60-

70년대에는 홀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술집 난동 등의 

경범죄가 빈번했고 사고가 나면 미군 헌병과 경찰이 합동으로 처리를 

했다고 한다. 캠프헨리 후문 인근에는 왕비, 비너스, 마마, 바니, 

텍사스, 캘리포니아, 위드 클럽 등 미군을 상대로 한 주점과 클럽이 

있어 댄스파티, 밴드 공연 등이 수시로 펼쳐졌다. 

올해로 65년 째 이천동에 거주하신 전천호(82세)씨는 건축 

일을 하며 미군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한다. 그의 집에는 미군과 

양공주라 불리는 성매매 여성이 세 들어 살기도 했다. 

“그 출신들이 다양했다고, 식모,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애들도 

있고. (…) 그런데 옛날에는 양놈하고 살아가지고 미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양공주를 했는거야.” 

1962년 정부는 이민정책을 수립했고 이 시기에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미군 주둔지 | 클럽, 양공주, 미8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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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영남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70년대 대구 봉덕동은 장발, 

미니스커트를 금지하던 군부문화의 탈출구로서 지역 젊은이들의 

모임 장소로도 각광받으며 통금의 예외 구역이기도 했다. 대형 

클럽 보다는 영세한 클럽하우스들에서 LP를 틀어주면 젊은이들이 

모여 당시 유행했던 로큰롤, 소울 등의 음악과 춤을 즐기며 놀았다. 

그녀는 한국에 단 4일을 머물렀지만 대구를 비롯해 서울, 동두천, 

인제를 방문해 미군 및 UN을 위한 10회의 위문 공연을 펼쳤다. 

2차 세계대전 중 발족된 민간 협력 위문단체 미국위문협회(USO: 

United Service Organization) 캠프쇼로 마릴린 먼로는 1950년 

한국전쟁 중에도 이미 내한한 바가 있었지만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라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렇듯 해외 스타 및 연예인들의 위문공연은 

고국을 떠난 미군들에게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역할을 

하였고 한국에서는 미군들을 위한 클럽 등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인 미8군쇼가 등장했다. 그리고 미8군쇼는 

신인발굴오디션, 연예기획사 시스템 도입 등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림32

그림33

1954년 한국 USO(United Service Organizations) 쇼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마릴린 먼로27

1952년 3월 23일 대구 미8군극장에서 공연된 미8군 3대대 
제10통신서비스중대 사병들의 “Stop! Look! and Listen!” 
공연, Pepperdine University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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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54년 2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의 주한 미군 

위문 공연은 지금도 유명하다. 마릴린 먼로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 결혼식을 올리고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주한 미군의 요청으로 미군용기를 타고 대구 공군비행장(현재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당시 세계적 스타를 환영하기 위한 

인파로 동촌비행장은 난리가 났다. 

“미8군쇼의 전성기는 1957년부터 베트남 전쟁으로 주한 미군이 크게 

감축된 1965년까지의 기간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스윙 재즈와 

스탠다드 팝에서 로큰롤로 넘어가는 미국 대중음악의 격변기였다. 

미군 주둔지 | 클럽, 양공주, 미8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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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쇼는 이런 추세의 변화를 재빨리 뒤쫒았다. 195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도 수많은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가 등장했다.”28

1980년대 후반부터 봉덕동 일대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은 러시아·필리핀 등의 외국인으로 대체되었고 성매매 여성을 

상대했던 미용실과 세탁소 등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클럽이나 술집 

등은 많이 사라지고 원룸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늘어나 미군부대 주변의 풍경이 변화했다.

고아, 혼혈아, 입양 

 “잡목들만 어성한 야산 등성이 위에 학교건물과 운동장이 있었다. 

단층목사의 교사를 보는 순간 나는 우리의 판자촌을 연상했다. 

임시 가교사라고 했다. 시내 쪽에 있는 본래의 학교 자리에 미군이 

주둔해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판자촌이 그러하듯 교실의 바닥과 

벽과 천장이 모두 나무였다. 지붕 역시 루핑으로 덮여있었다. 거대한 

장방형의 궤짝인 셈이었다. 그러나 더러는 벽만 온전할 뿐 맨흙바닥에 

군용 텐트를 씌운 교실도 있었다.(…) 정작 더 놀란 것은 교실에 

들어가서였다. 교탁 바로 앞에서부터 교실 맨 뒷벽에 등이 닿기까지 

단 한치의 여유도 없이 빼곡이 들어차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흡사 

거대한 콩나물시루를 보는 듯했다. 나중에서 안 일이지만 1백 명이 

훨씬 넘는 숫자였다... 한 교실에서 두 개 반이 동시 수업을 한다는 

얘기였다. 선생도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 아이들은 마룻바닥 

위에 촘촘히 들어앉은 채 하나의 책상을 네 사람이 나누어 쓰고 

있었다. 아, 이게 바로 도회지의 피난 학교로구나, 하고 나는 새삼스레 

경이감을 느꼈다.”29

1959년대 말 이천동에서 태어난 학강 미술관 관장 

김진혁(62세)씨의 기억에 의하면 1965년 영선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미군이 천막 열 동을 쳐서 입학식을 천막 안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6.25의 잔여물들은 한국사회 정치, 경제, 사회에 남았다. 전쟁 

직후 한국 애인에게 주기 위해 미군이 들고 나온 고기, 빵, 기름을 

쫒아 “할로가 먹을 것 많이 들고 지나간다. 할로 할로 추잉껌 짭짭 

기부미”를 외치며 미군들의 꽁무니를 뒤쫓던 시절 남구 이천동은 

GI(Government Issue), 즉 미군문화가 가장 먼저 형성된 곳이었다. 

영선초등학교에는 흑인, 백인 등 다문화 아이들이 많았고 희망원, 

희락원, 혜천원 등 고아원이 많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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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그림35

1952년강 기독교 봉사활동으로 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한 
Adam씨가 촬영한 고아사진.

미군 주둔지 | 고아, 혼혈아, 입양

아침이면 “밥~ 좀~ 주소야”라고 말하며 애절하게 집집마다 동냥하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어느 날 아침 김진혁 씨의 친구가 구걸을 하러 

왔다가 눈이 마주쳐 도망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가난한 

아이들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책과 영화가 이윤복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이고 명덕초등학교에 다니던 이윤복의 활동무대가 남구 이천동 

일대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이윤복처럼 껌팔이, 구두닦이, 신문배달 

등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을 책임져야 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대휴사를 인수해 고아원을 운영한 ‘대성사’, Adam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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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 튀기 또는 짬뽕이라며 놀리고 따돌리고 

그랬습니다. 전쟁 후 1950년대에서 70년 사이에 태어난 ‘하파’들은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한국을 떠날 수 없어 엄마와 살기도 했지만 어린 

자식의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편견이 심했던 50년대에서 80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참으로 살기 힘들었었지요.”30

하파(HAPA)는 혼혈인을 가리키는 하와이어로 지난 

2015년부터 한미혼혈그룹 대표 티아 라고스키 씨는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 혼혈인의 모국방문 및 부모 찾기를 도와주고 있다. 

1954년 한국정부는 6.25 전쟁으로 고아와 2, 3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군의 혼혈아들(GI babies)이 많이 생겨나자 해외 

입양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20만명의 

한국 어린이가 입양되었고 그 가운데 11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특히 한국 아동과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동은 매춘부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혈통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적·사회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 사례1

Vernon E. Jackson병장이 입양한 6살 Wayne K. Jackson에게 

UN사령부 Marion G. Carson 병장이 서울행 기차표를 주고 있다. 

어린 Wayne은 1년 전 입양되기 전까지 고아였으며 새로운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여행을 가고 있다. 부자는 아버지인 Jackson이 

파견되었던 대구로 되돌아 가고 있다. 

ADOPTED - Wayne K. Jackson, 6, adopted son of Sgt. Vernon 
E. Jackson (right), hands his train ticket at Seoul Station 
to Sgt. Marion G. Carson, United Nations Command coach 
commander, Young Wayne, who was a Korean orphan until 
adopted by Jackson one year ago, accompanied his father on 
a trip to Seoul. They are returning to Taegu where Jackson is 
assigned. (USA Photo) Feb. 15,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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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림36

미군 주둔지 | 고아, 혼혈아, 입양

미군뉴스, 1962년 2월 15일, 입양된 아이에게 자신의 
티켓을 주고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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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많이 안 가고. 어릴 때 다 입양가요. (…) 그 당시에 또 월남전쟁이 

있었어. 그래서 월남전쟁에 가면 헤어지잖아.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기로해서 아기까지 낳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되니까 

애기 하나 데리고 있다가 애기는 미국으로 양자로... 그 당시에 

미국사람하고 살면서 낳은 아기들 외국으로 많이 갔어. 형편이 안돼서 

그랬지. 그리고 또 학교 갈 호적이 없잖아. (…) 한국에서 거지같이 

사니까 전부 다 못 먹고. 교회 목사, 성당의 신부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애들을 다 모아 가지고 입양했지.”

1980년대 캠프헨리 후문에서 슈퍼마켓을 한 최원기씨는 

미군들과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의 사연을 잘 

알고 계셨다. 현재도 이천동 미8군 후문 인근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아동보육시설 호동원은 1970년대에 생겨난 고아원이다. 그곳엔 

혼혈아들이 많이 있었고 입양 단체를 통해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신앙심과 애국심이 섞인 ‘기독교적 미국주의’로 

자국 군인의 자녀들을 입양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부응하듯 많은 

혼혈아동들이 교회와 입양 전문 기관 홀트(Holt)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되었다. 늦게까지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미군 

부대 안에서 세차 일을 하거나 구두닦이 등을 하며 살기도 했다. 

한미 혼혈그룹 대표 티아 리고스키 씨는 부평의 주한 미군 

부대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1978년부터 가족과 미국에 들어와 현재 로스엔젤레스에서 남편과 

살고 있다. 그녀의 남편 프랭키 라고스키는 대구에서 태어난 

미군과 한국여성의 혼혈인으로 최원기씨는 아직 그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너무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갔는데 미국 가서 대학 

졸업해서 한글도 너무너무 잘 하고 잘 쓰고, 영어도 잘 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 아들 둘인가 낳았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 중에 

자식을 못 찾는 사람 찾아주는 그런 협회를 하고 있어. (…) 프랭키는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자기 아빠도 찾았대. 미국 사람인데 월남 전쟁 

가서 죽었는지 알았는데 미국에 있더란다.”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혼혈입양인의 부모 찾기를 돕는 단체는 

325Kamra(Korean American Mixed-Race Adoptees)로 지난 2015년 

9월 캘리포니아 버클리시에서 한국계 혼혈 입양인 캐서린 김 씨 등 

3명이 함께 창설했고 티아 리고스키 씨는 이 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맡고 있다. 한국계 혼혈입양인의 100만 달러 기금으로 

DNA 키트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한인 및 참전 미군들에게 한 가정 당 

2명까지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비밀은 100% 보장된다. 

 “설립되어 지금까지 근년 동안 300여명의 혈연이 확인 됐으며, 

90명을 연결시켰다. 이 수치는 한국 경찰이 DNA 검사로 지금까지 

찾은 입양인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한다.”32 

지금도 한국을 들를 때마다 고향 대구에 와 최원기 씨를 

방문한다는 프랭키 라고스키 씨는 365Kamra에서 일하는 아내의 

명함을 전해주며 자식을 찾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면 꼭 알려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티아 리고스키 씨의 명함 뒷면 광고:
DNA/유전자 검사로 가족 재회
입양으로 보낸 자녀를 찾고 계십니까?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4,000여명 이상의 한국계 입양인들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제공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한국계 입양인들이 매일 
더 많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전자 키트 분석 및 관리는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전분석과 비밀유지는 미국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지 | 고아, 혼혈아,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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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대구 고아 8살 본조(Bonzo)에 대한 어느 미군의 글(번역문 전문)

그
림

36

미군 주둔지 | 고아, 혼혈아, 입양

출
처

: h
ttp

://
ko

re
an

ch
ild

re
n.

or
g/

작
성

자
: S

te
ve

 W
ar

ec
k 

(M
ay

 2
5,

 1
95

6)

◉ 사례2: 대구 고아 8살 본조(Bonzo)에 대한 어느 미군의 글(번역문 전문)

Vernon E. Jackson병장이 입양한 6살 Wayne K. Jackson에게 

UN사령부 Marion G. Carson 병장이 서울행 기차표를 주고 있다. 

어린 Wayne은 1년전 입양되기 전까지 고아였으며 새로운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여행을 가고있다. 부자는 아버지인 Jackson이 

파견되었던 대구로 되돌아 가고 있다. 

TAEGU, Korea-“Cpl.” Bonzo is an 8 year old Korean waif 
with big problems-he has no parents and speaks no Korean.  
Bonzo’s home is with the 19th Quartermaster Co. in Taegu, 
but nobody knows much about him except that his mother 
and father were killed in the war.  He was living with an 
engineering outfit, where he learned to speak English, until 
it broke up about a year ago.  A short time later, one of the 
19th’s water trucks was passing through town when Bonzo 
hailed it. He’s kept a bunk and footlocker with them ever since. 

BONZO’S MILITARY career has had its ups and downs. He was 
a master sergeant with the engineers, but one day he missed 
reveille and “the old man called me in and busted me to 
corporal.” He’s had his troubles with the 19th also. Recently, a 
colonel spotted him in his salvaged OGs and stripes. “He said 
I had to wear civvies”, Bonzo sighs, “but I was really lookin” 
sharp when a two-star inspected us. He threw me a highball 
and patted me on the head, so I guess I can keep wearin’ my 
uniform. But I can’t make master again, because I ain’t got 
nothin’. No patches, nothin’ and anyway, I’m on restriction for 
not taking a shower.” 

EVERY DAY Bonzo gets up for reveille and goes on police call. 
He makes all the formations “except PT” and “don’t pull much 
guard.” During his off hours, he “just messes around” drilling 
the troops and shooting some expert pool. He used to play 
ball, but is currently suffering from a sore arm. The men make 
sure he’s in bed by 9p.m. and watch him closely to make sure 
he takes a shower. 

대구 고아 ‘본조’상병은 8살된 아이로 부모도 없고 한국말도 못한다. 

본조의 집은 대구 제19보급대대에 있지만 누구도 그의 부모가 전쟁통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는 엔지니어팀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1년정도 헤어지기 전까지 영어를 배웠다. 본조가 나타나고 

잠시 후 19보급대의 물수송트럭중에 하나가 지나갔을때 그가 손을 들어 

차를 세워 만나게 되었다. 그때 그는 야전침대와 사물함을 들고 다녔었다. 

 ‘본조’의 군사경력은 들쑥날쑥이다. 그는 엔지니어들과 있을땐 상사 

계급이었다. 그러나 한날 기상나팔소리를 듣지 못해 늦잠을 잤다. 그의 

표현으로 “한 노인이 날 불렀고 상등병으로 깎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제19수송대대에서도 트러블을 일으켰다. 최근 한 대령이 그에게 

구조물품으로 입은 군복(salvaged OGs)과 stripes(그의 계급장 줄을 

의미하는 듯)을 달아주었다. 본조가 한숨지으며 말했다. “난 사복을 

입고있었고 투스타(소장?)가 날 검사할 때 샤프해 보이고 싶었다”, 

 “그는 나에게 하이볼(소다를 탄 위스키)을 주었고 머리를 토닥였다. 

그래서 난 나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난 다시 병장이 될 

순 없었다. 왜냐하면 난 가진게 없고 어쨌든 기워입을 옷 쪼가리도 없다. 

샤워도 마음대로 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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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zo maintains close liaison with the staff of AFKN’s radio 
station Kilroy. At any hour of the day he’s liable to call up 
and say “Hey, this is Bonzo. Play ‘O Happy Day’.” His special 
favorite is Doris Day, whom he considers “No. 1.” 

BUT THE STAFF has some trying moments with Bonzo. He was 
about to enter a Kilroy jeep several weeks ago when he got in 
an argument with a corporal over the right to the front seat. 
It was resolved when Bonzo pointed out, “I got more time in 
grade than you.” 

Currently the 19th has plans to send him to school. But 
Bonzo is resisting strenuously. How’s a fellow going to sharpen 
up his pool game if he has to spend all that time in class?, he 
argues. 

매일 본조는 기상나팔과 함께 일어나고 경찰서 전화가 오면 달려간다. 

PT(Pre Training 체조)를 제외하고 모든 사열동작을 할 수 있다. 근무 

외 시간이면 그는 부대를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몇 가지 

전문가용 당구(expert pool)를 쳐보기도 한다. 공놀이를 즐겨하지만 

요즘은 팔 통증으로 아파한다. 사람들은 그가 9시에 잔다는 것에 

확신하지만 그를 자세히 지켜보면 그때 그가 목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조는 AFKN 방송국의 Kilroy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날 그는 방송 중 전화를 받았고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본조에요. 

 ‘O Happy Day’를 틀어주세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그가 

No1이라 생각하는 Doris Day(Doris Mary Ann Von Kappelhoff, 

미국 영화배우이자 가수 Que Sera Sera가 유명하다)였다. 

이천동 고미술거리 

이천동 건들바위네거리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이어지는 이천로, 

이천복개도로 등에 ‘이천동 고미술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천동에 

고미술 가게들이 생겨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전통 문살과 한국 

민속품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군들을 상대하며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채로운 민속품, 도자기, 고가구 및 미술품 등 고미술 

애호가는 물론 국내외 관관객들에게도 인기를 누리며 80년대와 

9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다가 IMF 이후 

수요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송국의 직원들은 본조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본조는 

Kilroy의 지프차에 몇 주 전에 탔고 한 상병과 조수석을 두고 싸우게 

된다. 본조가 “난 당신보다 시간이 넉넉해요”라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긴 

했다. 최근 19수송대대는 그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본조는 

강하게 반대했다. 만약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만 보내야 한다면 내 

당구실력이 어떻게 늘겠냐면서 싸우기도 했다. 

그림36 2000년대 초반 캠프헨리 제2정문 건너편의 골동품가게.

미군 주둔지 | 이천동 고미술거리

전성기 고미술품 거리에는 약 100여개에 이르는 상점에 하루 수 천명이 

드나들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미술계에 경매가 확산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남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의 인사동과 

같은 ‘고미술거리’ 조성에 나섰다. 당시 사업 구간 일대에는 30여개의 

문화재 매매업소가 자리해 있었다. 남구청과 고미술거리 상인들은 

고려청자 모양의 상징 조형물을 세우고 문화재 매매업소들의 간판 

정비사업, 전통 문양을 활용한 보도블록 교체 및 캠프헨리 담벽 벽화 

등 거리활성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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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파출소장할 때도 골동품 파는 가게가 간혹 둣집인가 셋집인가 

있었어. 그때는 골동품이 요새만치로 이렇게 많이 없고 시시부지한 

골동품 갖다놨더라. 요새는 가보니까 없는 게 없고. 대단해!”

1967년도에 이천동에서 파출소장을 지낸 이재철 씨는 현재의 

고미술거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랐다고 한다. 2008년 

시작된 ‘고미술거리조성’사업 이후 2013년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 

및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단은 ‘이천동 주거지 재생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고 기존의 상징물들과는 차별화 된 고미술거리 

활성화에 나섰다. 다양한 포토존, 쉼터, 광장 등을 만들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고미술협회를 통해 작품 전시 및 운영방안을 모색해 

고미술 문화의 대중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천동 주민센터 

3층을 고미술센터로 사용, 남구청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통해 고미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천동의 특화 브랜드로 창출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20년 대구 남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고미술거리의 

상점 50여곳 중 15곳 이상이 재개발 부지에 속하게 되었다. 재개발 

부지로 포함되지 않은 고미술품 상점들도 문을 닫고 관련 상가, 

수리점 등이 골목을 떠나는 추세다. 이곳에는 3만 8천 700m2 택지에 

911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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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파사드 프로젝트	 김민정

건축에서 파사드란 건물의 주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를 말한다. 때로 

내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구성이 되기도 하며 장식적으로 다루어진다. 

거리를 걷다 보면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로 인해 건물의 파사드만 보기 

쉽다. 건물의 내부와 전체적인 구조는 문을 통해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나는 동네의 파사드적인 풍경을 그렸다. 문과 창문이 있는 

건물의 정면부. 때로는 공가라는 글씨가 쓰여 있기도 하고 덩굴식물이 

벽을 타고 자라기도 하는. 카메라와 대상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그려낼 수가 있는. 그것은 대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도 닮아 있었다. 

나는 처음 가본 동네에서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해석하며 

적당한 거리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의 겉모습을 그려냈다. 꼭 껍데기 

같아 보이기도 했다. 껍데기라 하면 속이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나의 작업이 그랬다. 

이번 남구 기억 아카이브 작업에서 파사드 작업을 제안받고는 

짧은 시간에 답사하며 어떤 풍경을 그려낼지 고민했다. 내가 껍데기를 

그리면 텅 빈 내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기억으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많은 건물들이 가림막으로 가려진 이천동은 

도롯가에 고미술 거리의 일부가 남아있었고(사진을 다시 찍기 위해 갔을 

땐 이마저도 가려져 한 장의 사진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집과 오래된 가게가 남아 있는 대명2동은 옛 물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풍경을 선택하였다. 재개발 계획은 없지만 많은 상인이 떠나고 사람의 

발길도 끊어진 광덕시장은 양 측면부 파사드를 그림으로 기록해보았다. 

당장 사라져버릴 풍경은 아니지만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것 없는 낡은 

시장이기에 좀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파사드란 용어에 대해 알아보던 중, 내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내 작업에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 파사드의 내부와 풍경들은 남구 기억 아카이브의 다른 

모든 작업을 읽다 보면 어렴풋이 떠오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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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가 세트_이천동 고미술거리

재개발 지역 담벼락에 빨갛고 파란 스프레이로 써진 ‘공가’라는 글자를 

볼 때면 어떤 폭력성과 무자비함이 느껴진다. 글씨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도 뒷골목의 깡패가 눈 앞에 그려졌다. 한 번은 ‘공가’나 

 ‘철거’ 대신 ‘안녕’이나 ‘잘 가’라는 문구를 쓰면 어떨까, 감상적인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다. 이천동 재개발 지역을 처음 찾았을 때도 스프레이로 

새겨진 ‘공가’라는 글자에 먼저 눈이 갔다. 여느 동네와 다름없이 철거, 

X로 반복되는 표시들 속에 긴 물결선이 눈에 띄었다. 파도처럼 길게 

이어진 빨간 선. 고미술 거리에 늘어선 가게들은 긴 선으로 한데 묶여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물이 지나던 길_대명2동

 ‘옛날에는 이쪽으로 물이 흘렀어.’ 

 ‘저쪽에 다리가 있었지.’ 

이 동네를 걷다 보니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예전에 큰 못이 

있던 자리고 하천도 흘렀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자세히 보니 물이 흘러간 흔적이 조금씩 눈에 

보였다. 그 흔적은 건들바위서부터 좁은 골목의 축대, 얼핏 보면 그냥 

산인데 절벽에 침식된 흔적이 있다는 얘기로 이어졌다. 평범해 보이는 

동네에서 처음 낯선 느낌을 받은 이곳 역시 돌로 만들어진 축대 위에 

집들이 늘어서 있다. 네모난 모양에 동그라미가 새겨진 돌들이 쌓여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져 도로와 같은 높이가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풍경은 계속 변화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나는 자연스레 옛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이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옛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었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면 켜켜이 쌓인 시간들은 흔적도 없이 모조리 사라져버리겠지. 

늘 그랬듯... 

넓은 덕을 잇는_광덕시장

눈으로 지도 어플을 열심히 훑으면서 머리로는 수많은 노점이 늘어선 

시장을 그렸다. 지도에 표시된 곳 근처까지 왔는데 도무지 시장 같은 

풍경이 눈에 띄지 않는다. 길가에 있는 상가들 사이사이로 좁은 골목이 

보였다. ‘주거지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모퉁이를 

돌아 조금 더 걸어가 보았다. 어둠 사이로 조그만 불빛이 반짝였다. 

골목이나 집 같은 사적 공간과 식자재나 물건, 음식 같은 것을 

사고파는 공적 공간이 혼재된 곳이었다. 옛날식 주상복합인데 1층은 

상가, (2층이라 하기엔 낮은) 1.5층은 주거공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면 정글처럼 우거진 텃밭이 펼쳐진다. 

텃밭도 상가와 동일하게 구획을 나누어 다양한 작물을 가꾼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재래시장 중엔 주거지와 상가가 결합한 형태가 많았던 것 

같다. 단지 길 양옆으로 다양한 가게들의 복잡한 풍경에 시선을 뺏겨 

주거공간을 잘 보지 못했을 뿐. 반면 광덕시장은 상가들이 얼마 남지 

않아 상가보다는 골목과 집이 더 드러나 있어 어딘가 낯설어 보였다.

•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간, 우중충한 날씨에 어둑어둑한 시장 구석에서 

어르신들의 옛날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기보단 그냥 

옆에 앉아 내 할 일을 했던지라, 기억은 별로 없지만 광덕시장이 한때 

성업했던 곳이었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상인들도 

많이 떠났다고 하셨다.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섞인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되긴 힘들 거라는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긴긴 터널 같은 말을 지나 시장 밖으로 나오는데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었다. 당연히 비가 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놀라운 건 시장 내부가 어둑한 탓에 날이 갠 것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나는 찍었던 사진을 뒤로하고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22cm ×73cm 종이에 수채 2020

22cm ×73cm 종이에 수채 202022cm ×73cm 종이에 수채 2020 17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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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광덕시장은 어떤 곳인가요? 

없는 게 많은 곳. 평범하고 오래된 시장. 큰 마트 들어서기 전에는 장사가 

잘 됐던 곳. 3남매 키우고 결혼 시키고 생명의 은인 같은 곳. 살던 동네. 

좋은 곳.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 재밌고 즐거운 곳. 놀이터. 생활의 터전. 

친구들 오가며 만나는 곳. 

앞으로의 광덕시장은 어땠으면 하나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잘 됐으면. 좋아지면 좋겠은데 좋아질 리가 없다. 

오래돼서 비도 새고 재개발 됐으면.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재정비됐으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듯. 그냥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유지되었으면. 

발전되었으면. 사람들이 북적였으면. 빈 점포에 젊은 상인들이 들어와 

상권이 형성되었으면.  

참여가게: 대명철물, Mellow moment, 울진김치, 미진참기름, 오복상회, 

실비식당, 해왕성

거리 파사드 프로젝트

  대구광역시 남구

2020. 11.

훌라 HOOLA

김민정

구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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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
철거지역의 시간

이 작업은 남구 이천동과 광덕시장, 대명2동 명덕지구를 여름-겨울 동안 사진으로 기록했던 일

부다.

이천동의 한 동네가 철거 되는 과정을 담았다. 철거를 앞두고 비어 가는 동네를 지켜봤고, 하나 

둘 떠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며 최대한 머물 수 있는 시간까지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도 만

났다. 머물 곳은 사라져가지만 여전히 보살핌을 받는 존재들을 만났고, 점차 사라져가는 동네의 

흔적을 좇았다.

무성하게 자라난 오동나무들이 이번에도 눈에 띄었다.

창호, 대문, 싱크대 등 돈이 되는 각종 철, 비철금속류는 다 뜯어내고 콘크리트 껍데기만 남은 건

물 사이로, 아직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들이 보였다. 그 나무에 내려앉은 새들과 바닥벽돌 사이

를 비집고 올라온 풀들에 시선이 머물렀다. 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식물이 있고 흙과 흙이었

던 흔적이 있었다. 

사진을 다시 보며 철거지역의 시간을 따라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 사람만 빠져나간 텅 빈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그 동

네만의 흔적을 살폈었다.  철거지역에서의 시간은 철거의 과정과, 그 지역에 남은 존재들의 변화

와, 그를 보고 있는 내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 그 모두였다. 이러저러한 기록들을 걷어내고 지면

에는 최대한 '철거지역의 시간' 만을 담기로 했다.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 철거예정 동네에서 동

네 사람들의 많은 추억과 애정과 이야기가 남아있던 장소가 그것이다.

이제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세대라고 했다. 

아파트 키즈에게는 '00아파트'가 고향이라면 고향이다. 골목에서 뛰어놀고 동네 아케이드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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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동
2020년 6월 2일

장에서 엄마의 두부 심부름을 하고 시멘트를 잘 바른 친구의 한옥집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했던 

나와 그 이상의 세대들과는 사뭇 다른 감각의 세대일 것이다.

살던 동네가 사라지고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 방향감각도, 

추억을 떠올릴 장소도 모두 상실해버린 채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한 도시인으로서 기록을 남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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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를 걸어서 돌아다녀 보긴 처음이다. 대구는 내게 여전히 타향이고, 

그래서 아직 넓고 낯설다. 

사진으로 먼저 남구를 접했다. 《남구도시기억탐사대》 행사를 

위한 포스터와 리플릿을 디자인하면서 남구를 찍은 사진들을 받았다. 

누군가가 의도한, 혹은 선별한 첫인상들이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선입견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낯섦. 자음과 모음을 키보드로 꾹꾹 눌러 적다 보면 우습게도 

표기법마저 낯설다. 남구가 그랬다. 생판 처음 보는 남 같은 구였다. 

주로 다니는 중구도 다 돌아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남구라니, (사실 

겪어보진 못했지만)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공부하는 중학생 같달까.

“이번 작업에 큰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작업에 대한 구상을 끝내고 훌라 안진나 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광덕시장, 대명2동, 이천동을 대상으로 

딴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세 작업이 하나로 묶인다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했다. 아차, 이 프로젝트에 ‘시각디자인’ 전문가로 

참여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록한 걸까? 스스로 반문했다. 

눈 알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짐짓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듯 

‘낯섦’이라는 단어를 툭 내뱉었다. 

“낯섦이요?”

돌아오는 확인사살에 가슴이 뜨끔했다. 

‘음? 너무 진부한가?’

그래도 이왕 꺼낸 카드니까, 주저리주저리 말을 막 이어갔다. 그러고 

나니 신기하게도 세 작업이 정말 하나로 잘 엮였다. 말을 받아주는 

안진나 대표가 말솜씨가 좋아서 저절로 엮인 게 반이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럴싸했다.

이제 와 말이지만, ‘낯섦’은 몇 년을 두고 머릿속을 맴도는 

주제다. 애초에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을 가진 이유라 할까, 나는 

빡빡하게 나열된 이들 속에 튀는 놈을 잘 잡아내는 재주가 있다. 글 

줄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거나, 글자나 기호가 가진 외형에서 

거슬리는 획이나 만듦새를 금방 캐치하는 눈을 가졌다(고 믿는다). 



255254 들어가는 글낯섦에 대한 기억

“거리 글자는 왜 우리를 멈춰 세울까?”

긴 시간 동안 거리 글자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북디자이너 정재완이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역시 

낯섦이다.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간판은 현재와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서 낯설다. 벽에 붙은 광고 스티커나 낙서들은 벽이 가진 

본래 모습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낯설다.

광덕시장, 대명2동, 이천동을 돌아 보면서 이런저런 풍경들을 

이미지로 채집한 이유는 낯설어서다. 눈에 띈다기보다는 눈에 튀는 

모습들을 담았다. 광덕시장은 시간이 겹겹이 중첩된 모양새가 

재미있다. ‘사랑미술학원’ 간판을 떼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장원가공소’ 간판을 덧씌워 놓는다든지, 가게 모퉁이에 016부터 011, 

010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주인장 핸드폰 번호를 수기로 업데이트한 

모습들이 눈길을 끈다. 그 모양새가 시장 건물 옥상에 만들어 놓은 

텃밭 같고, 자유로에 만들어놓은 광덕시장 같다.

주택이 촘촘히 늘어서 있는 대명2동에서는 대문들에 관심이 

동했다. 으레 재개발 이슈가 있는 동네들은 어느 때인가 집을 

수리하고 치장하는 행위를 멈추기 마련인데, 저마다 그 시간대가 

달라서 마치 여러 시간이 중첩돼 있는 공간을 지나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고 닫은지 십 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 낡은 문이 계속되다가 

문득 90년대에 유행했을 법한, 금색 문양 찬란한 두꺼운 철문이 

툭 튀어나오는가 하면 또 갑자기 2020년으로 돌아와 최신 유행을 

달리는 세련된 유리 문이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대명2동에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천동에 가까워질수록 빈 집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추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점점 망가진 대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스프레이로 그려진 ‘공가’나 ‘철거’ 같은 

글자가 대문을 강제로 용도 폐기 시켜버린다.

여기저기 헐리고 공사가 한창인 이천동은 ‘공가’, ‘철거’, ‘×’ 같은 

글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낯섦 끝판왕 같은 느낌이다. 글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곳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빨간 스프레이 자국들을 따라갔다. 이천동 탐사에서 

낯섦을 대변하는 기준은 ‘건물을 훼손하는 글자’들이다. 그렇다 보니 

이상한 낙서를 발견했는데, 

‘여교 사치마 속 촬영방

       지할려

        면 남

       자고등

           학생

            이여

           자   팬

                 티 입

        으라’

라고 쓰인 기괴한 문장이었다. 띄어쓰기도 맞춤법도 엉망인데다 

덜떨어져 보이고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적인 이 낙서는 재개발 중인 

이천동 건물 곳곳에 적혀있는데, 모두 같은 사람이 쓴 문장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머지 시리즈로는 

‘해군 부사관: 여자 전용 직업’

‘동성애: 불효 자식’

‘비행기: 온실가스 주범’

‘비행기 여행하면 피부암 걸린다’

‘2군 사령부 근처 신채아살롱에 만오천 원 커트하러 가지 마세요’

등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최혜경 전도사: 가짜 전도사’

‘신천지 신도: 가짜 기독교 신자’

라는 문장으로 삐뚤어진 종교색을 드러냈다. 신천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최근까지 계속해서 낙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네 전체를 배경으로 같은 글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며, 신기하게도 연습이라도 한 듯 필체와 

띄어쓰기, 행 단위 끊어 쓰기가 모두 같다. 재개발이라는 폭력과 

그 속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라는 도피처, 낙서로 대변되는 

피폐해진 정신. 이천동은 세 지역 가운데 단연 가장 낯선 동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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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낯섦. 여전히 낯설어 보이는 표기법이다. 입으로 자주 소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세 작업을 묶는 제목으로 여전히 진부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몇 년을 끌어안고 

끙끙대며 궁리할 정도로 뜨거운 고민이다. 그래픽디자인에서 일부러 

끼워 넣는 낯섦은 작업에 성격을 부여한다. 활자를 조판할 때 낯선 

요소를 낯설지 않게 정돈할지, 아니면 더 드러낼지를 결정하는 일이 

점점 더 즐거워지는 요즘이다. 익숙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낯섦은 

영감을 준다. 

남구는 재개발이라는 이슈가 낯섦을 만들어 내고 있는 곳이다. 

여전히 이 낯섦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고 정돈하는 문제와는 다르다. 현실 세계에서 도시가 

품고 있는 낯섦은 어떤 행위가 불러일으킨 연쇄 작용이고, 그 속에 

언제나 인간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낯선 풍경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지 다른 요소들과 결이 맞지 않고 눈으로 보기에 튀어 

보인다는 이유로 쉽게 정돈할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생=개발이라는 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진나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는 도시재생에 남다른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가 도시를 연구하고, 또 연구를 

실천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남구를 탐사하고 

기록하는 이 일을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 

글을 읽는 이에게도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년 11월

낯섦에 대한 기억

광덕씨 남구에 자유로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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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가이까,

광덕씨가 자유로 

옥상에 

텃밭을 일구고

71년인가 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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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521 7737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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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경보기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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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탕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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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가공소에는 

사랑미가 깔리있고

세올네일 아래서 

어른 놀이방이 성행

놀이방 꼬마는 커가 

대평도장 페인트 

공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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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옷을 수선하고

컴퓨터랑 이불, 신발 

세 개 다 세탁 가능

참 수학 교습소 안에 

은가가 

머리 깎까 줍니다

광덕씨 남구에 자유로 영업중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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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방있어요, 

빈방있어요

이곳에 쓰레기를 

빌라매매

35번 말 밑에는 

하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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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형 대출을 

무조건 해줘가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꼭 

마스크 착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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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광덕씨는 

갈치찌개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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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인가 남씨 멋대로 광덕씨를 6길에 델꼬 왔다

세월이 가이까, 광덕씨가 자유로 옥상에 텃밭을 일구고

텃밭에 닭장을 언지가

주일은 쉬는 인심으로 오리 토종닭도 팔고

민속 90호에 자유 50을 언진기라

651국에 7737번은 010 521 7737이고

016 521 7737 우에 010 2521 7737을 또 덧대이

67이랑 67 새에는 67을 써가 끼아놓고

건물이 허물어지이 버팀철을 덧대가

뺑끼가 더덜더덜하이 뺑끼도 다부로 칠하고

전기 계량기 밑에 화재경보기도 달고

세탁기 여풀떼기에 차곡차곡 의자 싸–놓고

상인회 사무실은 상인회 교육장

에덴이불 동양화, 혼수전문 그림방

세아노면 식육점인데, 눕히뿌면 하늘에 복이 닿은 식품인기라

헌 참기름 우에 번떡, 번떡하이 쌔거로 하나 또 언지놓고

대덕 이발관은 야생꽃을 팔고

추어탕을 팔고 옻닭을 팔다가 에터미도 팔고

대왕상사는 속옷 양말 내의로 입춘대길

장원가공소에는 사랑미가 깔리있고

놀이방 꼬마는 커가 대평도장 페인트 공사를 하고

세올네일 아래서 어른 놀이방이 성행

유리 옷을 수선하고

컴퓨터랑 이불, 신발 세 개 다 세탁 가능

참 수학 교습소 안에 은가가 머리 깎까 줍니다

빈방있어요, 빈방있어요

35번 말 밑에는 하얀 고양이

이곳에 쓰레기를 빌라매매

적금형 대출을 무조건 해줘가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꼭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광덕씨는 갈치찌개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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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대명2동 동2명대 문대낯섦에 대한 기억 285284

문은 열면 통로고 닫으면 벽이다. 높이가 낮고 강도가 약한 싸리문과 

전체를 막아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튼튼한 한옥 대문은 공유와 단절 

중 무엇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다. 

집 하나를 바라볼 때, 대문은 그 첫 인상을 결정한다. 오래된 문, 

세련된 문, 낡은 문, 새 문, 높은 문, 낮은 문, 단단한 철문, 포근한 

나무문, 걸쇠가 걸린 문, 쉽게 열 수 있는 문, 안을 살펴 볼 수 있는 문, 

그렇지 않은 문. 문은 그 집이 가진 언어다. 사상이고 관계의 척도다. 

또한, 문은 상징이다. 심지어 담장이 없는 집이라도 문은 (현관 

밖에 놓여져서,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을 알리는 지표로써)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문’이라 칭할 수 있는 물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둥이나 바닥재 등으로 문을 따로 표시해 

두기 마련이다. 담장과 대문이 없더라도 외부에서 집으로 통하는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형체가 없는 그 통로를 ‘문’이라 부른다. 

그것이 문이 가진 격식이다. 격이 없이 아무렇게나 드나드는 사람은 

보통 ⸺ 이를테면 집 주인이나 친구 같은 ⸺ 그 집과 ‘격’이 없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대명2동에서 이천동으로 향하는 도보 탐사에서 골목골목에 

즐비한 대문들을 시각 언어로서 바라봤다. 문은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는 버려진 집입니다”, “사람은 

있지만, 방치하고 있는 집이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환영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경고합니다”. 서로 다른 모양새로 

저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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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동&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

	 기억현상소 ‘화사’가 되는 일

기억현상소 Ⅰ

이천동&대명2동 명덕지구 기억캠프

	 INTERVIEW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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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시장 기억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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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현상소



CONTENTS

남구 도시기억현상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일대의 오래된, 사라지는 동네의 기억을 찾아 이천동, 대명2

동 명덕지구, 광덕시장 일대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듣고 초상화를 그리고 사진으로 담아낸 작

업니다.

기억초상화

기억현상소 Ⅰ

이천동&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

 [친구들을 만나는 동네] 강영자 

 [심심하면 놀러오는 배수지] 노순향

 [나무와 친구가 있는 동네] 김병수 

 [떠날 수 없는 동네] 배섬순 

 [세 모녀의 도심 속 시골] 이소율, 이소윤, 남미정 

 [앞산이 훤히 내다보이는 동네] 김동계 

 [오래 오래 살기 좋은 동네] 박일용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 동네] 신영배 

 [교육하기 좋고 환경이 좋은 동네]  김성호

 [자연이 준 보물, 수도산] 손영분

 [이천동 파출소장] 이재철 

기억현상소 ‘화사’가 되는 일 

 [배수지 태극권 스승님] 구홍회 

 [복 받은 동네] 도현주

 [제일 살기 좋은 동네] 김상태

 [자연 그 자체인 동네] 서홍란

 [골동품 같은 동네] 이월난 

 [앞마당 같은 배수지] 김병권   

 [불편한 게 없는 동네] 박주영   

 [소싯적 놀던 곳] 우경화

 [마츠다 별장에서 학강미술관까지] 김진혁

 [신선이 사는 동네] 신난혜

 [달래 캐 먹던 영선못] 임혜숙

이천동&대명2동 명덕지구 기억캠프

INTERVIEW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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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34 남구도시기억도큐멘타 기억현상소

 [이천동 터주대감] 전천호

 [다시 돌아온 이천동] 최소남

 [미군부대와 뽀이] 정진학

 [동네 종합병원 ‘수도산 배수지’] 장미자

 [미군부대와 양공주 그리고 입양아] 최원기

 [도랑 건너편에 있던 으리으리한 집] 최재란

462

471

468

460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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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현상소 Ⅱ

기억현상소 Ⅲ

INDEX

 [3호 대성상회] 서분선

[예술인이 많은 동네], ‘파가니니’ 김성재

 [34호, 35호, 36호 주민] 장순희

 [22호 상주야채] 박순자

[스피커 종합병원], ‘필스피커’ 소대천

 [16호 대명철물] 권미자

[마츠다별장에서 학강미술관까지], ‘학강미술관’ 김진혁

 [왕년에 대명동을 누빈 버스 드라이버] 장강조

 [33호 금강식육점] 조용순

[단골손님이 곧 동네 사람], ‘정수이용소’ 심영부

 [61호 서화실] 김주경

 [14회 오복상회] 유오복

[미군양장사], ‘대영맞춤’ 전영목

 [8호 주인] 박역순

 [29호 대덕슈퍼] 박재언

[동네 사랑방], ‘성주슈퍼’ 신갑선

 [52호 해왕성] 최영옥

[골목의 밤을 비추던] ‘대성슈퍼’

 [21호 달성해물] 서상분

[고미술거리 1호 가게], ‘목고당’ 박상길

 [평상 시스터즈] 한미자, 김숙자, 표순자

 [43호 예천김밥] 박순옥

[평생 동네사람들의 약을 처방하고 싶었던], ‘남신약국’ 신경애

 [10호 성서상회] 박점순 

[정다운 도심 속 시골], ‘대영맞춤’ 김옥남

 [37호 주민] 장유정

 [24호 콩나물집] 손경숙

[대명동 터줏대감] 신영배

 [20호 선산참기름] 이정숙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고미술품], ‘목고당’ 박기석

 [대명동 토박이] 최호숙

 [40호 장수건강원] 박계홍

[이천동 산 증인] 전천호

 [16호 대명철물] 최종길

[동네의 산 역사], ‘구세군 교회와 혜천원’ 김태근&김종선

 [해태제과 사모님] 노절

 [30호 성은상회] 이의호

[성주슈퍼 단골손님] 이춘자

 [54호 실비식당] 권정분

[동네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하는 사진관], ‘낙원스튜디오’

 [22호 상주야채] 신원식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고미술상], ‘옥진사’ 박영배

 [49호 미진참기름] 이석진

[동네사람들의 삶을 쫙 펴주고 싶었던], ‘미림세탁나라’ 이종길

광덕시장 기억캠프

「현장방문」 편
INTERVIEW - 광덕시장 상인들

INTERVIEW - 광덕시장 주민&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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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현상소 ‘화사’가 되는 일 ]

- 정효진(미술작가)

 나만이 가진 고유성을 되새기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

게 하는 힘이었다. 한 사람의 고유성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 위에 시간마다 쌓이는 

경험들과 그 속에서 짙게 우러나온 감상들로 구성될 것이다. 진득하게 우러나온 감상은 

얼굴과 몸 밖으로 드러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내 안에 쌓인 보물 같은 이

야기들과 점점 뚜렷해져 가는 흔적들을 꾸준히 살피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힘을 근근이 

채우며 지내왔다.

 그래서 나는 훌라의 제안이 반가웠다. 나는 내가 가진 이야기에 관심을 쏟아온 만큼, 타

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도 그 모습이 반갑고 좋기 때문이다. 기억을 공중에 더듬더

듬 그리면서 그땐 그랬었지-하고 미소를 보이는 촉촉한 표정을 좋아하고, 여전히 생생할 

영웅담을 눈 반짝이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호쾌한 모습도 좋아한다. 지금 여기에 있

는 유일한 당신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기억들인지, 또 그 기억들을 기꺼이 꺼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을 보일지 궁금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응집된 표정을 담기에

는 내가 가진 도구의 색상 가짓수가 너무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종이 위에 표현해보고 

싶었다. 당신이 기꺼이 그려준 기억 속을 여행하면서 저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고 드

린 그림이 당신의 일상 속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다. 

 다른 분들이 캠프를 설치하시는 동안에 만들어본 어설픈 수제 포스터를 가지고 대봉저

수지에 도착했을 때 비가 조금 내리는 중에도 나를 기다리는 주민분들이 많았다. 이곳에

서 수년간 아침마다 단체로 태극권 수업이 있었는데, 몇 년간 이어진 아침 태극권에 어르

신들은 건강이 좋아져 태극권 선생님을 열렬히 따르시는 게 느껴졌다. 정말로 이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연세에 비해서 젊고 정정해 보이셨다. 그중에서 갑자기 나타난 우리에

게 호기심을 갖고 초상화를 기다린 분들도 계시고, 매일 운동하던 공간을 갑자기 낯선 사

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간식도 듬뿍 드리고 

같이 태극권도 따라 해보면서 속상한 마음 푸시기를 소망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어르신들은 캠프 바로 앞 벤치에 앉아서 동네 이야기 들려주실 다른 주민분들도 불러주

셨고, 가장 더울 때 효선쌤의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서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도 함께 부르

며 정이 들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수박도 나눠주셔서 같이 먹고, 뒤돌아서 집으로 가시기 

전에 건강하게 꼭 행복하라 말씀하실 때의 촉촉했던 눈빛을 기억한다.

 훌라 멤버들이 주민분들로부터 동네 이야기를 끌어내고 기록하는 동안에 같이 머릿속에 

이야기를 그려 보면서 표정을 관찰하다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인상대로 오일 파스

텔 36색 가운데 골라 종이 위에 다양한 색상을 쌓아가며 표현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

기를 듣는 중에 마음에 닿아 메모해둔 것을 하단에 마지막으로 적고 완성했다. 첫날 그릴 

때는 여백도 많고 간단하게 그리는 느낌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얼굴표현이 자세해

졌고, 배경요소도 처음에 느낌만 표현하는 정도에서 점점 실제 사물과 풍경을 넣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갔다. 하루에 많이 그려봤자 여덟 장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도 있고, 오래 사신 주민과의 

이야기도 점점 길고 깊어지니 시간이 넉넉해져서 그런 것도 있다. 물론 옆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던 쌤이 대화 중에 곁눈질로 보면서 그림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며 이미 끝났을 대

화를 길게 이어가는 수고를 한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림에 집중하느라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답하지는 못했는데, 모든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면서 기록하고, 공감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고, 동시에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지까지 살피면서 대화를 이어가니 생각할 

때마다 대단해 보여서 감탄했고, 맘 편히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다.

 활동 내내 하필 장마철이었다. 대봉저수지는 야외 공간이라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쏟아지는 날에는 바닥이 진흙탕이 되는데, 다행히도 튼튼한 텐트 안에 꼭 붙어 앉아 사람 

대신 비에 젖은 풍경을 그리며 그치기를 기다리고, 쨍쨍하게 더운 날에도 중간중간 갑자

기 소나기가 쏟아져버리니 붙여놓은 그림이 젖지 않게 옮기느라 분주해졌다. 덥고 습하

니 모기가 많아서 아침마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모기향을 있는 대로 가득 

피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행히 이후 광덕시장에서는 아예 지붕 끄떡없는 실내 공간이

라 비가 온다고 분주해질 이유가 없었고, 전기가 들어와서 선풍기도 쓸 수 있었다. 날씨에 

그대로 노출돼서 고생스러웠던 대봉저수지를 먼저 다녀온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 

모기향 잔뜩 피우는 건 똑같았지만. 

 대봉배수지와는 다르게 광덕시장은 상인분들이 자신의 공간에 머무르고 계셔서 오늘 미

처 다 못하더라도 내일 와서 뵐 수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좀 더 번거로운 시도를 했

다. 종이를 가로로 돌려서 <기억현상소>에 찾아오신 상인분들을 그린 후, 인물 옆의 더 넓

어진 여백에다가 다시 직접 찾아가서 가게의 모습을 그리기로 했다. 한 장에 최소 두 번을 

뵙고 그려야 하니 수고가 두 배로 들 수밖에 없지만, 상인분들의 또 다른 정체성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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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정도로 최소 수십 년의 시간이 새겨진 정든 공간이 눈앞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데, 이를 빼놓을 수는 없었다. 덕분에 막바지에 다다라서 빈틈을 채우기 위해 쉴 틈 없이 

찾아가고 또 그려야 했지만, 수고한 만큼 좀 더 알찬 그림이 되었으니 뿌듯한 마음이 제일 

크다. 사실 일을 늘려서 시간이 빠듯한데도 고생한다고, 쉬면서 하라고, 너무 잘 그린다고 

칭찬과 응원을 쉼 없이 던져 주시는 훌라 멤버들 덕분에, 부끄러워서 몸 둘 바를 모르긴 

했지만, 끝까지 즐기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당연히 제일 큰 보람은 그림을 받으신 주민분들의 반응이다. 그림을 보자마자 박장대소

하시면서 너무 잘 그린다고 친구까지 불러오는 모습, 그림을 전시해놓은 게시판 앞에 모

여서 아는 사람 찾고 깔깔 웃으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길 잘했

다 싶은 마음이 든다. 매번 밥은 챙겨 먹었는지 묻고, 직접 갈아 만든 토마토 주스며, 파는 

과일들, 식혜 등 먹을거리도 자꾸 챙겨주시고, 김치를 담그다가 지나가는 우리를 불러세

우고 맛보라며 입에 넣어주셨는데 잊을 수 없이 감동적이었다. 갓 튀긴 따끈한 거 먹겠다

고 아침부터 사 먹은 고추 튀김도, 점심으로 먹은 국수랑 김밥도 너무 맛있어서 그리워진

다. 옛날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댔다던 광덕시장이 지금은 추억을 가진 단골손님

들만 조금 다니는 정도지만 상인분들은 서로 간의 정과 인심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

셨다. 우리도 그 가득하게 담아주신 따뜻한 정에 배가 불렀다. 광덕시장에 모인, 없는 게 

없는 다양한 품목만큼 사장님들은 한 분 한 분 다른 매력, 다른 색깔로 우리를 반겨주셨

고, 기꺼이 기억 서랍을 열어주셨다. 하루하루 다르게 마음이 진해져 가는 광덕시장에서

의 시간.

 대봉저수지와 광덕시장에서 총 10일간의 기억현상소를 마무리하고, 기간 동안 전시해놓

았던 그림을 폴라로이드 사진과 함께 봉투에 담아서 그림의 주인공들께 우편으로 보내드

렸다. 그 후 광덕시장 골목에서 그림을 전시하는 표구사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림 잘 받았다며, 고마워서 자신도 보답으로 줄 그림을 그렸다고, 보내주고 싶으니 어디 사

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직접 가져다 주셨다.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구절과 함

께 장미꽃 한 송이 그려진, 예쁘게 액자까지 한 그림이었다. 그림을 드린 보답으로 그림을 

받다니, 나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만큼 의미가 큰 일이었다. 

 훌라 선생님들은 광덕시장에 있는 동안 생명이 위태해 보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

끼고양이 다섯 마리를 구조해서 보살폈는데, 그중에 한 마리는 우리 집으로 와서 건강하

게 쑥쑥 크고 있고 지금도 옆에서 아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다. 

 지금 이렇게 그때를 떠올리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만난 사람

들의 얼굴과 그 표정이다,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 없는, 몇십 년 전 이곳의 모습을 다시 떠

올릴 때의 아련한 눈과 반가운 미소, 고유한 성격이 드러나는 특유의 표정들. 그리기 위해

서 얼굴과 이야기에 고도로 집중했던 만큼 여전히 생생하고, 좀 더 깊은 모습을 알아간 것 

같아서 그립고 아련하다. 그만큼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어르신께서 과거에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고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가 흥미로워 배

경으로 그리고 싶었으나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실물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이다. 좀 더 많은 이의 공감을 끌어내면서도 치우치지 않고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

해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역사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 언어도 과학도 

공부해서 그림 안에 꾹꾹 담을 수 있도록. 그림 속에 드러난 단서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작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단절의 강에 작은 연결다리 하

나 놓고 함께 같은 햇빛을 받으며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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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현상소 Ⅰ

KEYWORDS
#기린산 #수도산 #배수지 #서봉사 #99계단 #미군부대 #일본군80연대 #미8군

#캠프헨리 #캠프조지 #양공주 #혼혈아 #고아원 #고미술거리 #건들바위 #야시골

#이천동지석묘 #이천교 #복개천 #능인고등학교 #상아맨션 #영선못 #영선시장 

#영선초등학교 #마태산 #마츠다별장 #대구음악원 #참남배기 #배나무샘골 #미산

#탑동네 #배꼽마당 

이천동&대명2동 명덕지구 기억캠프

■ 기       간 : 2020년 7월 29일 ~ 8월 2일(5일)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       소 : 수도산 주민체육시설 실외테니스장 

■ 주       최 : 대구광역시 남구(문화관광과)

■ 주       관 : 도시문화기획단체 훌라(HO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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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이천동 & 대명2동 명덕지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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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을 만나는 동네 ]

#배수지 #수도관 #영선못

대구 토박이로 ‘대구댁’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친정은 수성동이나 결혼 후 성서를 거쳐 대

봉동에서 30년째 살고 있다. 길만 건너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이기에 수도산 배수지에 

매일같이 드나든다.

  배수지
20년 전부터 배수지에 오고 있다. 몸이 안 좋아서 왔다가 윷놀이를 하고 노는 할머니들을 

발견하고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보통 10명~12명 정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 사 

먹으면서 놀고 있다. 테니스 코트 쪽에는 70-80대가 모여서 놀고, 아래쪽 운동기구가 있

는 곳에는 80-9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논다.

“처음에는 나도 일하러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오니까 저 밑에 할머니들이 윷

놀이 하고 참 재밌게 놀더라고. 그래가 친구 사귀어가지고. 여기 온 지가 20년? 여기 20

년째라 산에 온 지가 나는.” 

“많이 오면 12명도 오고, 정식으로 오는 사람은 10명 정도고. 모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

야기 하면서 웃고 즐기고 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생일날 한턱내면 같이 먹고 

다른 사람 생일 때 가서 얻어먹고 재밌게 놀아."

강영자
1941년생  

대봉동에서 30년째 거주

  배수지 수도관
“옛날에는 여기 물을 올려 가지고 밑에 전부 다 관이 다 묻혔답니다. 배수지에서 아령 같

은 거 하다가 떨어트리면 저 집에서 쾅쾅 울린답니다.”

  영선못
"영선못은 없어졌지. 학교 저기 운동장 있는 데가 못이었다. 저기는 이제 없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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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지 태극권 스승님 ]

#수도산 #배수지 #태극권 #서봉사 #이천동

서른 살에 이천동 일대에서 의상실을 열고 서봉사 아래쪽에서 살아온지 어느덧 40여 년

이 훌쩍 지나 이제는 동네 터주대감이 되었다. 아내를 위해 대체의학 쪽을 알아보다 태극

권에 입문하여 지금은 매일같이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태극권 강습 봉사를 하고 있다.

터가 좋은 수도산
배수지는 지대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영하 12-3도 내려가도 덜 춥고, 여름에

도 나무 그늘이 넓게 뻗쳐서 아침에 운동하기 좋다. 또 운동할 때 기의 흐름에 방해요인이 

없어서 운동하기가 좋다.

“여기 아침마다 운동하러 와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선현들이 저 서봉사 

터를 보고 지었을 때는 우리 일반 문화인들이 택지를 선정하는 것 보다 월등하게 머리가 

더 좋았다고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문명적으로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선조들의 어떤 부분들은 나는 못 따라간다고 느끼는 점이 여기가 상당히 밑에 보다는 높

은 곳이잖아요.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영하 12~13도 내려가도 여기가 덜 추워

요.”

구홍회
1950년생

이천동에서 41년째 거주

수도산 태극권 선생님

서봉사와 서로 기를 주고 받는 사이

공기 맑은 이천동

아내의 병상으로 대체의학에 관심갖게된 것이 태극권을 시작한 계기였다. 5년 전부터는 

배수지에서 정식으로 태극권을 가르치고 있다. 어른들과는 서로 건강을 지켜주는 관계

다. 이 어르신들은 배수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천동 일부가 재개발로 주택이 빠져나

가도 배수지에 운동하러 오는 분들 숫자는 줄지 않는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안 쉬고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나를 기다리

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게을리할 수가 없다. 내가 여러분들 건강 지킴이가 아니고 여러분

들이 저 개인의 지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에 문을 열어 놓으면은 아마 목탁은 4시 반? 이 분들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내 

기합 소리가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업이 되고 좋답니다. 이번에 절 새로 지었을 때 내가 거

기에 준공식 테이프 끊을 때 들어가서 스님한테 ‘스님, 절이 참 아늑하고 조용한데 제가 

새벽마다 운동하면서 구령을 붙이고 기합소리를 내고 해서 시끄럽게 해 드린 거 같아 죄

송합니다.’ 하니까 스님이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기를 받습니다.'라고 하시

더라고. 그 스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받았어요."

대구 시내 중심에 있지만 낙후된 지역으로 문화 혜택을 가장 못 받는 동네다. 하지만 동네 

분위기나 환경과 교통은 좋다.

“사실상 여기는 지금 현재 대구 시내 중에 중심에 있으면서도 낙후한 지역이긴 하죠. 문

화시설 혜택을 제일 못 받는 동네니까요. 반면에 이 동네가 자연이 있고 공기가 맑아 살기

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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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산이 훤히 내다보이는 동네 ]

#고미술거리 #배수지 #영선초등학교 #능인중학교

 #동네 #마태산 #영선시장 #99계단 #재개발

1970년대 이천동 동사무소 인근으로 이사왔다. 자녀들을 영선초등학교, 능인학교에 보내

며 키웠고, 마태산 자락으로 영선시장을 오가며 살림을 꾸려왔다. 쑥 들어가고 쑥 나올 수 

있는 주택이 좋고, 평생 살아온 기억들이 담긴 이 동네에서 지금처럼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미술거리

배수지

학교

“골동품 가게들 생긴지는 한 30, 40년 넘었을거라. 우리 친구 한 사람 거기 있었어. 배수

지 밑쪽에는 전부 아파트 짓는다고 지금은 이사 가고 건너편만 남아있지.”

“옛날에는 여기 잠겨있었어. 문도 안 열었어. 열어 놓은 지 20년 좀 넘었어. 문 열고 우리

가 여기 왔거든.”

“우리 애들이야 영선초등학교도 다니고 그전에는 대봉국민학교도 다니고 그랬지. 지금 

없어진 능인중학교도 옛날에는 멀리서도 다니고 좋은 학교였어.”

김동계
1950년생

이천동에서 40년째 거주

마태산

99계단

영선시장

재개발에 대한 의견

“옛날에는 영선시장 갈 때 마태산길로 늘 다니고 했지. 거기 오르면 앞산도 잘 보이고.”

“99계단은 옛날부터 있었지. 우리 모를 때부터. 그 계단에서 앞산 훤히 다 보인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옛날에 전부 저 밑에 동사무소 있는데 거기로 다니고 영선시장 아니면 

안 다녔지.”

“나는 주택이 좋아. 13층, 15층 이래 이러지 않고,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나이 먹은 사람

은 그게 좋아. 어디 갈라하면 그냥 문 딱 잠궈 놓고. 주택에 있으면 누가 돈 달라하나? 우

리 쓰는 대로 쓰고. 아파트 가면은 관리세 줘야 되잖아. 그리고 외롭지. 옆에도 누가 사는

지도 모르고. 우리는 옆집, 앞집, 뒷집 서로 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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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마당 같은 배수지 ]

#이천동 #수도산 #배수지 #영선못 #도랑 #선술집

김해 김씨 집성촌인 대명6동 토박이로 6대째 살아오다 2년 전 재개발 때문에 상아맨션에 

임시 거주 중이다.

이천동과 수도산
시내와 가깝고, 조용하고, 공기 좋아서 살기 좋다. 또, 아침부터 밤까지 수도산에 아무 때

나 올 수 있다. 집 앞마당처럼 하루에 한 번 꼭 수도산을 방문한다.

“(대명6동은) 시내랑은 거리가 좀 멀었거든. 근데 여기는 조금가마(가면) 뭐 시내하고는 

아주 가찹(깝)고.”

“나는 이 아파트(상아맨션) 사가 오고 싶은 마음이 커요. 요 배수지 공원 때문에. 이만한 

장소가 없어요. 차 많이 안 댕겨서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언제든지 하루에 내 맘 내키는 

대로 와가 산책 할 수 있고. 그기 참 좋아요. 이만한 데가 대구에 잘 없을 거 같아요. 여는 

밤 11시 되면 불이 갑디다. 아침부터 와도 되고, 저녁에 뭐 갔다 와도 되고. 불이 있으니까. 

일하러 댕기니까 저녁 먹고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 집 앞마당 맹크로. 하루에 한 번은 꼭 

오죠. 비가 마이 오는 날은 할 수 없고. 겨울에도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와요.”

김병권
1950년생 

2년째 거주

영선못에 대한 기억

복개도로 전 도랑들 

“한 번씩 놀러 오면 영선못 앞에 연탄재도 갖다 내 삐리고 쓰레기도 갖다 내 삐리고. 내 어

릴 적엔 지저분한 동네였어요. 물 좋을 때야 (수영하고) 그랬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은 무조건 물이 더러웠어요.”

68-9년쯤 아직 도랑이 있었다. 교대 앞, 경북여상 자리도 도랑이 있었다.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지기 일쑤였다. 

“남구 보건소 인근이 비가 오마 질퍽질퍽했어. 포장도 안됐고, 흙이었어요. 그리고 도랑이 

있었어. 지금은 복개됐지요. 언제 복개 됐는지는 모르고. 복개하기 전에 몇 번 댕깄지요.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이이께네.  68년. 69년도에 왔죠.”

“우리는 이 꺼지는 안 왔고, 교대 앞에 막걸리 집이나 경북여상 자리. 거기도 복개를 안 했

거든 옛날에. 거기 도랑가에 선술집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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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와 친구가 있는 동네 ]

#수도산  #이천동 #상아맨션 #복덩방 #능인고등학교

북구 노곡동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대봉 2동에서 50년간 살았다.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1

년 전에 상아맨션으로 이사왔다. 야구선수 김상엽이 셋째 아들이다. 

수도산

이천동

상수도 시설이 생기면서 산이 유명해졌다. 친구들이 모두 수도산에 있어서 대봉동에 살 

때부터 이곳으로 놀러 왔다.

“옛날에는 삼봉산, 기린산이라고도 했다는데, 상수도가 있으니까 수도산이라 부르지. 대

봉2동 살 때 내 혼자 놀러 댕기면서 여기 수도산에도 올라오고 그랬어. 여기가 조금 유명

하게 된 건 상수도 시설이 위에 있잖아. 낙동강에서 물이 들어오면 그걸 정수해서 우리한

테 내려 보내잖아.”

“파출소가 있나, 동사무소가 있나. 시장이 있나. 후진 동네야. 딴 데 비하면 시장도 없고, 

우체국도 없고. 대신 산 있고 나무가 있고 공기가 좋아. 그래서 이사 왔지.”

김병수
1941년생

1년째 거주

할아버지들의 모임장소, 복덕방

능인고등학교

재개발과 동네

상아맨션 북쪽에 복덕방이 있고 서쪽에 노인정 있다. 복덕방에는 상아맨션 주민 외에 인

근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주로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여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다.

“상아맨션이 능인고등학교 자리라. 우리 큰 아들도 능인고등학교 나왔는데. 상아맨션 자

리 있을 때 다녔어.”

“대봉2동은 다 허물어가, 아파트 짓고 있어. 6층 올라갔더라. 30층 짓는다 하대. 나는 친

구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데로는 이사 못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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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살기 좋은 동네 ]

청도에서 태어나 공무원을 하다 사직 후 1978년도에 대구 북구 3공단 쪽으로 이사를 와 

팔달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공기 좋은 곳을 찾다가 1987년 ‘상아맨션’에 입주했다. 

논밭이었던 이천동
대구 변두리는 평리동까지 모두 농지였다. 대구에는 버스가 겨우 1대 다녔는데 그마저도 

너무 승객이 많아서 타지도 못했다. 상아맨션 주변에 한옥집이 많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천동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내가 78년도에 대구 왔을 때 변두리 저기 평리동까지도 농지였어요. 전부 다 논이고, 밭

이고. 시골 땅이랑 가격이 똑같았어요. 버스도 지금 같은 버스가 아니라 많이 타지도 못했

어요.”

“80년대 상아맨션 왔을 때는 한옥집이 많았어요. 주위에 거의 한옥집이라요. 다른 거 변

동된 거는 없고 정수장 있잖습니까? 그 앞에 파출소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거의 90년도 

인가 그 때 철거 되었어. 골동품 골목은 그대로고. 건들 바위는 좀 보완해 가지고 조형물

도 만들어서 넣어 놓고 좀 꾸며 놓았어.”

김상태
1932년생

33년째 거주

#이천동 #한옥 #상아맨션 # 수도산

#배수지 #능인고등학교 #재개발

상아맨션

수도산 배수지

북구 3공단 노원동에서 살다가 공기가 안 좋아서 상아맨션으로 이사 왔다. 상아맨션 주변

은 옛날과 변한 것이 거의 없다.

“노원동이 공업지역이라 가지고 3공단이랑 인접해서 공기가 나빴어. 그래서 공기가 좋다

고, 남구에 앞산을 갈라 했는데 마침 여기 아파트 짓더라고. 그때가 앞산이 제일 살기 좋

을 때거든요. 대구에서는 부자들만 다 살고 나는 부자는 아니라도 공기 나쁜 게 싫거든, 

그래 가지고 한번 둘러봤는데 마침 광고가 있더라고.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모델하우

스에 가봤는데 87년도에 입주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로 왔지.”

“3공단이 섬유공장이라요. 낮에는 공무원들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는데 밤에는 공해물질 

안 있습니까? 대부분 화공 약품인데 그거 작업(무단투기)을 다해요. 엉망진창이라. 그래

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이상한 냄새도 나고,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앞산을 가야 

된다 싶었어. 앞산에는 그 때 공기도 좋고 집도 다 좋고 이랬어요. 그래서 앞산으로 갈라

고 했는데 마침 여기 아파트를 짓는기라. 고층 아파트를. 대구에서 처음지을 때 라. 청구

맨션하고 거의 동시에 지었어요. 그래서 상아맨션에 들어왔지. 남구에 살아보니까 좋더

라고.“ 

"상아맨션 주변에는 전부 옛날 그대로 살아있어요, 영선초등학교 밖에 없었는데, 영선초

등학교는 건물만 바꿨지, 그 당시 건물은 없고 싹 바꿔서 지었고."

1987년 상아맨션 입주 당시에는 개방이 안 돼 있었으나 1990년 즈음 개방된 것으로 기억

한다. 수도산은 생명과도 진배없는 곳이다.

“수도산 여기가 상아맨션 입주하고 2, 3년까지는 개방을 안 해서 못 들어왔잖아. 그 당시

만하더라도 국민 수준이 안 좋아서 오염 시킬까봐 그런지 여기 다 전부 폐문을 해놓았더

라고. 철조망도 있고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랬어요. 수위도 있고. 1990년에는 개방했던 거 

같아요. 남구청장님이 들어 와가지고 임병헌씨라고 그 분이 들어와서 여기 개방시키고 

발전시키고 했어요. 개방되고는 여기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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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공원이 산 생명이거든요. 아침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운동하고 완전히 내 

생명하고 진배없는 곳이라 여기가. 앞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은 앞산까지는 여기

에서 갈라하면 멀어. 여기 개방되기 전에 앞산에 다녀봤는데 거기까지 걸어갔거든요. 너

무 힘들어요. 차 가지고 가는 거는 운동이 안 되잖아.” 

능인고등학교

재개발되는 동네

상아맨션은 능인고등학교 자리로 보성에서 능인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상아맨션을 

건설했다.

"상아맨션 여기가 능인고등학교 자리 아닙니까. 능인고등학교가 수성구로 가고 보성에서 

이 터를 매입해가지고 상아맨션을 지었어요."

“제일 살기 좋은 동네는 남구 여기라. 교통 좋고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구청에서도 잘 

도와주고 잘 살피고. 도와주는게 아니라 구민을 잘 살펴. 구청장들이 관심도 많고 바뀌어

도 다 좋더라구요. 여기가 살기 좋고, 자랑으로 느끼고 있어요. 뭐 하나 안 좋은 게 있거나 

안 맞는 게 있으면 다른 데로 갔을 거 아닙니까? 뭐 할라고 내가 여기 수십 년을 살고 있

겠어요? 건물이 조금 노후 돼서 언젠가 개발되겠지 했는데 20년 걸렸지. 참 오래됐어요. 

계속 안 되다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느낌이 좋고 우리 주민들도 환영을 하는 거지."

[ 교육하기 좋고 환경이 좋은 동네 ]

#상아맨션 #신천뚝 #미8군후문 #복개도로

#이천교 #피난민 #이천동 #수도산

달성군 하빈면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1964-5년 경) 대구 신천동으로 이사했다.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자녀교육문제로 1987년에 대구로 와 ‘상아맨션’에 입주했다. 자녀 셋 모

두 영선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상아맨션
가족 모두 함께 서울로 이사가려다가 자녀 교육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은 대구에 남아 상

아맨션에 살면서 영선초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상아맨션은 튼튼하게 잘 지은 곳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애들 학교 때문에 이리로 이사 왔어요. 서이(셋이) 다 영선초 나왔어요. 그런데 학교(영

선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니까. 

나는 학교 거의 못 가고 애 엄마가 학교에 갔어요.”

“애들을 대구 학교 보내야 되는 게 그게 첫째, 초등학교 대구에서 보내야된다고 해서, 크

게 나는 그것도 몰랐고. 이게(상아맨션) 그 당시에 선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청했죠. 그런데 운 좋게 돼 가지고. 나는 뭐 여기에 대해서 큰 정보도 없었어요. 그 당시

에는 제일 괜찮다 카더라고. 튼튼하게 잘 지었다고. 그래가 애들이 쪼맨한 스무 평 짜리에 

김성호
1948년생 

33년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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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뚝

미8군 후문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천동에서 신천 뚝으로 해 가지고 미8군 후문으로 해서 걸

어 다녔어요. 후문 그 앞으로 해서. 요 아파트 있고 길 있잖아요. 그 길로 해서 대구고등학

교 갔어요. 거의 한, 5km 넘을 거예요. 버스가 있긴 있었는데, 두 코스를 갈아 타야 됐거든

요? 그런데 그때 차멀미가 심해 가지고 아예 뭐, 일찍 쭉 신천을 돌아가지고 지금 방천시

장 글로 해서 미8군 후문으로 해서 대구고등학교 다녔어요. 집에 갈 때는 큰길로 걸어가

고, 학교 갈 때는 바쁘니까 샛길로 간다고 신천 뚝을 따라갔죠.”

“그때는 신천이 참 추자왔어요(더러웠어요). 코오롱공장이 있었는데 뚝이 정비가 안 되고 

해 가지고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랬어요. 폐수 다 버리고. 물이 더러웠어요.”

“퇴직해 가지고 아-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내가 일로 다녔지 싶어서 다시 걸어봤어요. 학

교 다녔던 길. 처음에는 대구고등학교 앞에 샛길도 몰랐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더라고요. 

당시 샛길에 중국집 하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아- 여 집이 중국집 했던 그 집이구나. 터

만 남아있었고.” 

미8군 후문 근처 도랑은 복개가 안 되어 있었다. 대략 폭은 6m로 차 한, 두 대가 겨우 지

나갈 정도였다. 도랑 주위에는 피란민들이 살고 있는 판잣집이 많았다.

있다가 여기 오니까 다니니까 발바닥 아프다 그랬다고. 이 방 저 방 다니니까. 너무 넓어

가지고. 

그런데 일 때문에 87년도 6월 말에 발령이 나서 서울 이사 갈라고 목동에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어요. 전학을 가려면 수속 해야되거든요. 방학이니까.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여

와서 내가 고생해야 되지 (가족들이 서울에서 생활) 하면은 영원히 대구 몬 내려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나는 대구 다시 내려오고 싶었다고. 부모님도 시골에 계시고 연세

도 많고 하니까 내가 서울 이사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때 계약을 40-50만원 해놨는데 그

것도 포기하고. 취소하고. 안 올라갔어요. 맨날 주말부부했죠. 그러다 운 좋게 다시 구미

로 발령이 나서 91년에 대구 와서 98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했죠.”

시내와 가까운 이천동

환경이 깨끗하고 도보 생활권으로 시내와 반월당에 걸어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른 

동네로 떠날 생각이 없다. 

”내가 여기를 제일 못 떠나는 이유가 첫째. 환경이 깨끗해요. 이 주위에 도로고 뭐고 일대

에 나는 구청장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게, 환경 깨끗하도록 제일 노력한 분이 이 구청장님

인데. 대구중학교 나온. 그때부터 환경이 계속 유지되더라구요. 더구나 수도산 이것도 여

기도.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이것 때문에 못 떠나겠어. 다른 데 안 간다 카니까요. 환

경 깨끗하고 도로 깨끗하고 배수지도 잘해놓고 해서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에요. 내 사는 

103동에 우리 통로만 하더라도 87년도에 이사 온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집이 몇 집 안 돼

요. 70%는 다 이사 가서 20%도 안될 거에요. 그래도 나는 어데 다른 데 이사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지금 내 딸도 교사인데 106동 여기 우리 앞에 이사왔어요. 범어네거리 큰 데 있

다가. 이리 와서 애를 아내가 봐주고. 여기 좋은 기 또 뭐냐 하면은 시내에 걸어서 다닐 수 

있거든. 저는 반월당도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올 때만 타고 갈 때는 

걸어가요. 그게 내 운동이니까 다른 특별한 운동 없이 그래요 ”

“지금은 미8군 후문 앞이 복개가 돼 있는데 그전에는 복개가 안 돼 있었어요. 여기서 쪽 

내리가면.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천교 있는 그쪽으로. 전부 도랑이었어요. 신천은 폭

이 상당히 넓었죠. 거의 15m-20m 됐을 텐데. 여기 도랑은 한 6m. 차 한, 두 대 겨우 지나

갈 정도로. 그래가 또랑을 메워가 현재 차가 다니는 거죠.”

“도랑 주위에는 집도 큰 거는 없었고 아주 초라한 그런 집이었어요. 피란민들 판자집. 술

집 같은 건 없었어요.”

“미군들이 일과 끝나고 나서는 8군 후문 쪽에 유흥가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지. 나

는 아침 7시에 나와서 학교 8시 반 전에 가야 되니까. 그래 갔다가 학교는 4시나 5시 돼서 

끝나니까. 그런 건 못 봤어요.”

수도산
“나는 크게 이 아파트 주위로 다니고 그라지는 않았어요. 내가 퇴직하자마자 몸이 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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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지고. 맨날 앞산에만 다녔어요. 늘 출근하던 시간에. 7시 반 되면 앞산 가서 한 시간, 

두 시간 걷다가 11시쯤 되면 집에 오고. 3-4개월 정도는 앞산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러

다가 처남이 죽전네거리 옆에 공장 하고 있었는데 일하자 해서 한 10년 거기 출근했지. 

거기도 맨날 아침 집에서 9시 반까지 출근해가 5시 반까지 퇴근하는 걸 10년 하고. 그래

서 여기는 내가 63-64살 정도 돼 가지고 수도산도 오고 여기 둘러봤어요. 그래 아침에 마

을 둘러보고. 내가 학교 다녔던 길도 방천시장으로 해서. 생각해보니 다 떠오르더라고. 처

음에는 내가 다녔던 길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고

등학교 때 이리 다녔지 싶더라고요.”

[ 마츠다 별장에서 학강미술관까지 ]

이천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토박이다.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 ‘마츠다별장’이라 

불리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여러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이었다. 결혼 후 자녀

를 키우며 살림을 살기도 하다가 이곳에 ‘학강미술관’을 열고 운영해왔다. 곧 재개발로 인

해 사라질 집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학강미술관 (=마츠다 별장)
현재 학강미술관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마츠다가 살던 별장이었다. 마츠다는 대구역 인

근에서 양약방 회춘당을 운영했다. 이때 번 돈으로 마태산 일대를 구입 해 네 채의 별장

을 지었는데 이게 바로 마츠다 별장이다. 마츠다 별장은 경북대학교 의대의 전신인 ‘대구

의전’ 학생들이 아침마다 구보를 하기 위해 ‘마츠다 별장에 가자’고 했을 정도로 유명했다. 

해방 이후에 음악가 권태호가 일본인에게 불하받아 마츠다 별장에 대구음악원을 만들어 

사용했으며, 그 이후 ‘제6연대 반란사건’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사건이 진압

된 후에는 미군의 군속들이 살았으나 1960년대에 경상중학교 재단이 불하 받았고, 경상

재단은 해당 부지에 일반 주택을 수백 채 지어 분양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별장 건물 

세 채가 모두 사라졌고, 부지 또한 아파트로 개발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학강미술관이 유

일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 또한, 2020년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

다.

김진혁
1959년생 

62년째 거주

#학강미술관 #마츠다별장 #권태호 #대구음악원 

#제6연대 반란사건 #영선못 #영선시장 #김일두 #미군부대 

#양공주 #혼혈아 #참남배기 #영선초등학교 #복개천 

#고미술거리 #이천동지석묘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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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부터 그 집(학강미술관)에서 살았어요. 원래는 가정집이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학강미술관 옆집에서 살다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학강미술관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지금은 상아맨션으로 이사 가서 살고 있죠. 그리고 2016년 10월 10일에 학

강미술관을 오픈했어요. 지금도 운영 중이에요.”

“이 일대(이천동) 유지로는 일제강점기에 ‘마츠다’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대구역 앞 

‘회춘당’이라는 약국 사장인데 학강미술관 자리에 별장을 지어 살았대요. 양약(洋藥)방을 

해서 돈을 벌어서 마태산을 다 사서 산 안에 집을 네 채나 지었는데 그게 마츠다별장이에

요. 대구의 대표적인 별장이었어요. 지금은 건물이 한 채만 남았지만 그 당시에는 별장 자

체가 한 2~3,000평 되었다니까. 어머어마하게 크지. 성벽이 쌓여있고 했다니까.”

“일제강점기에 지금 경북대 의대 전신인 ‘대구의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면 ‘마츠다 벳쇼 이키마쇼.(마츠다 별장가자)’했어요. 마츠다 별장을 한 바퀴 돌고 지금 경

북대 의대 자리까지 매일 구보를 했어요. 호수(영선못)가 있고 주변에 별장도 하나 있고 

거리상으로 수성못까지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 그 당시에는 논두렁, 밭

두렁이니까.”

“동경음악원 출신 권태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리 나리 개나리’ 작곡가. 그 사람이 46년

도에 와서 47년도까지 마츠다별장에서 대구음악원을 만들고 운영했어요. 당시에는 음대

가 없으니까. 그런데 서양음악이 그 당시에 생소해 경영이 잘 안 되지. 그래서 권태호 선

생이 몇 년 정도 건물을 비웠는데 그때 좌파가 이곳을 무력으로 인수했어. 그때가 미군정 

시절이었는데 대구역 앞에서 쌀 배급을 잘못했는거야. 돌도 섞여있고 그랬어. 그래서 사

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경찰하고 공방이 붙어서 경찰이 죽고 대구역 앞에서 삼덕 로

터리까지 경찰들 시체가 막 있고 전쟁이 붙었지. 그 전쟁과 더불어 군인들 중에서 좌파들

이 있었잖아. 그 상사하고 장교 하나가 또 폭동을 일으키는데 거점으로 ‘마츠다별장’을 자

기들이 무력으로 인수해서 본부로 만들어서 전쟁이 벌어졌지. 좌파들이 ‘미군들이 와가

지고 세상이 더 험악하다. 일제강점기 보다 더 먹고 살기가 힘들다. 공평하게 배급해 준다

고 했는데 안 해준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미군들이 좌파를 진압하러 와서 ‘마츠다별장’에

서 전쟁이 붙었다니까. 그게 ‘제6연대 반란사건’이잖아. 결국 진압이 되고 좌파 군인들 다 

사살되고 사형 당하고 마츠다별장은 미군들이 접수 했어. 미군이 접수하고서는 미군들 

군속들이 한때 살다가 60년대 초반에 상중재단에 불하합니다. 상중재단이 지금 경상중

학교 재단이야. 60년대 중반에는 'ㄱ'자 한옥을 많이 지었잖아. 경상중학교 재단에서 마츠

미군부대

영선못에서 영선시장으로

미8군 캠프헨리는 일본군80연대 자리, 캠프조지는 일본군 연병장 자리였다. 일제강점기

에는 연병장에 위령탑(충혼탑)이 있어 아침마다 사열 및 천황에 대한 세레모니를 했다고 

전해진다. 캠프조지는 현재 탑동네라 불리며 이곳에는 미군장교 숙소와 외국인학교가 있

영선못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구부민들의 대표적 휴양처였다. 1960

년대에 김일두 소유의 땅이었는데 그가 영선못 개발을 추진하여 1960년대 초반부터 중

반에 걸쳐 11,000평이 메워졌다. 지금의 영선시장이 되기 전 잠깐 우시장이 되었다가 영

선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영선아파트는 70년대 중반에 지어졌다. 

“영선못이 60년대 초반부터 메워지기 시작해서 60년대 중반에 완전히 메워졌어요. 영선

못은 11,000평인데 지금 영선시장 위치예요. 영선못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중간

에 섬이 있어서 일제강점기에 배로 한 바퀴 돌고 해서 대구부민들의 대표적인 휴양처가 

됐죠. 박정희 대통령도 맨날 영선못에 와가지고 놀았어. 혼자 상념에 잠겼대요. 박정희 대

통령 회고록에 10대 때 방황할 때 영선못에 왔다고 나와요.”

“영선시장 되기 전에 거기에 우시장을 잠깐 했어. 소하고 돼지 키우고 그랬는데, 완전히 

도심지 중간에서 소, 돼지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잠깐 하다가 시장이 형성되었

어요. 영선아파트는 70년대 중반 들어와서 지었지.”

“김일두라는 사람이 60년대에 있었는데 영선못. 영선시장이 거의 다 그 사람 땅이었어요. 

그 사람이 영선못을 개발했어요, 국가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시장을 형성했어요. 김일두

는 상아맨션 옆에 큰 주택에 살았는데 그 당시 남구에서는 제일 부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영선초등학교 운영위원장도 1회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40대에 와서 사업이 잘 안 돼서 

70년대 초에 완전히 손을 뗐어요.”

다 별장을 인수 받아서 일반인들이 살도록 그런 한옥집들 수백 채를 나눠서 줬다니까. 60

년대 중반에 일반주택으로 분양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학강 미술관 130여 평이

야. 옆집에 살다가 77년도에 이사를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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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주변 상가
미8군 앞으로 외국인 전용 클럽하우스가 많았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으나 

암암리에 한국인도 이용했으며 헌병들도 눈을 감아주었다. 미군부대 주변으로는 클럽하

우스 외에도 초상화를 그려주는 집, 기념품 파는 집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었다.

“미8군 앞에 외국인 전용 클럽 하우스가 많았어요. 텍사스, 미드클럽 등등 영어이름 붙여

가지고. 양공주 들어가고 미군들 거기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런 게 형성되어있었지. 양공주 

직계가족들은 들어갈 수 있고,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한국인도 받지. 왜? 불법

이지만, 술 팔아주니까. 헌병들 와도 눈 감아줘.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미군 MP들이 와서 

제재해야되는데 자기들도 부대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술 마시고 갔어. 나도 가고 그랬

지. 거기서 영어로 한 잔 할라 하면은 나는 또 카투사 근무했거든요. 영어 좀 하기 위해서 

내가 클럽 하우스 가끔 가면은 제지도 안 하고 그랬지.”

“초상화 그려주는 집. 그리고 기념품 파는 곳. 옷에 한국, KOREA, 뭐 태극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좌판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곳들이 있고, 보세집도 있었지. 미군들이 크니

까 옷 맞출라 하면은 옷이 엄청 큰 빅 사이즈 그런 거도 팔고 그랬지.”

“캠프워커 주변으로는 최근에도 남아 있었지만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모든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변하게 되었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잃은 것도 있고 그렇지. 미군 부대 

앞도 그때부터 완전히 정비되면서 그런 곳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지.”

다. 

“미8군 캠프 헨리 자리가 일본군 80년대 자리예요. 그리고 미군 장교 숙소 있고 외국인 

학교 있는 켐프조지는 일본군 연병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연병장을 아마도 기마대라고 

했나본데 그건 잘 모르지만, 캠프조지는 지금 탑동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일제강점기

에는 거기에 일본군 위령탑, 우리말로 하면 충혼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

열하고 일본 천황에 대한 세레모니도 했는데, 해방 후에 폭파를 시켰죠. 지금도 폭파시킨 

자리 터가 남아 있어요.”

미군들과의 추억
장교들은 부대 안에서 살았지만 일반 사병은 부대 밖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군은 동네에

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미군을 만나면 “헬로, 헬로” 부르며 껌을 받

기도 했다. 

“어릴 때 미군들 만나면 하는 대화가 있어. ‘헬로, 헬로’. 헬로우도 아니고, 사람 이름도 아

니야. 그냥 헬로라. ‘헬로 왔나, 헬로 저기 있다.’ 이렇게 부르고, 미군한테 가서 ‘츄잉껌 짭

짭 기브 미’ 이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들어. 그래서 껌 받으면 신나서 뛰어 다니고 그랬

다고. 그때는 까만 고무신에 반바지 입고 쌔까맣게 다닐 때였지.”

양공주와 동네 혼혈아들

참남배기

영선초등학교

일반 사병들은 한국 여자와 살았다. 서양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해서 ‘양공주, 양색시’라 불

렸는데 미군부대 주변으로 양공주 집이 많았다. 그 때문인지 영선초등학교에도 일찍이 

혼혈아 학생이 많았다.

“일반 사병들은 여기 와서 한국여자들하고 사는거야. 동거를 하면은 애를 놓잖아. 그러면 

애들은 영선초등학교 가야 돼. 60년대 중반에 내가 학교 입학하니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많은 거야.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이 다문화가족을 경험했지. 그런데 걔

네들 다 어렵다고. 아버지 있다가 거의 도망가거든. 아버지 가는 날 보면은 뭐 엄마하고 

비 오는데 애하고 같이 울고 아버지는 백팩 메고 미군들 트럭 타고 오산 군기지 들어가서 

본국으로 들어가거든. 갈 때 ‘다음에 편지할게’ 그러곤 안 오지. 한국전쟁의 결과지 그게.”

“참나무가 많아서 참남배기예요. 상아맨션 근처에 지대가 약간 높은 곳이 있잖아요. 탑 동

네랑 참나무배기 쪽이 지대가 조금 높아요. 여기가 못 둘레인데, 못 둘레는 조금씩 높았어

요.”

학교를 짓기 전에는 소, 말을 키우는 목장이었다. 개교 당시 명덕초등학교 학생들을 나눠

서 영선초등학교를 개교했는데, 1965년도에는 학교 운영을 할 때 미군의 관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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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천

고미술거리

명덕로터리에서 경북여상 담벼락을 거쳐 달성공원까지 복개천이 흘렀다. 이천동 쪽으로

는 참남배기 마을, 영선시장, 고미술거리를 거쳐 신천으로 흘러갔다. 1960년대에는 쓰레

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다. 가끔 아침에는 죽은 아이 시체도 있었다. 이는 1970년대에 모

두 복개되었다.

“어릴 때는 여기 복개천이 흘렀거든요. 명덕 로터리까지. 뚜껑이 안 덮혀져 있었거든. 그

러면 60년대에는 아침에 보면은 죽은 애들도 있고 그랬어. 애들을 낳아서 키우기가 힘드

니까 그냥 거기다가 던져 놓는거야. 시대가 지금하고는 다르지. 이게 한 70년도 정도. 70

년대 초. 60년대는 거기 뭐 쓰레기하고 엉망진창이야. 지금 경북여상 담벼락으로 해서 그

게 달성공원까지 흐르는데 그 길로 해서 참나무배기해서 영선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천동 골동품거리, 밑에가 진흥반점 짬뽕집으로 해가지고 신천으로 다 흘렀지. 그게 전

부 뚜껑이 없었다니까.”

1960년대 귀국하는 미군을 상대로 형성되었다. 미군의 수요가 줄었지만, 고미술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까지도 번성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다음으로 대구 

“영선초등학교 되기 전에는 목장을 했지. 산이니까. 소하고 말 이런 거 키웠지.”

“옛날에 영선초등학교 없을 때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잖아. 영선못 찍은 거 가끔 보면 

산능선에 (영선초 자리가) 목장 비슷하게. 산지가 이렇게 되어있고, 멀리 그런 거 보였죠.”

“내가 65년도에 1학년 입학했는데 그때는 건물 한 동하고 미군들이 와서 천막을 쳐가지

고 1학년 때는 천막 속에서 수업했어요. 미군들이 우유도 갖다 주고 옥수수 빵도 갖다 주

고 그랬어요.” 

“52, 3년생부터 62년생까지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명덕초등학교 밖에 없

었는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명덕초등학교 학생들을 일부 데리고 와서 이 동네 학생하고 

섞어서 영선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내가 5회 졸업생이니까, 60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이천동이 고미술거리로서는 가장 번성한 곳이다.

“60년대는 미군 상대로 많이 했지. 미군들이 한국에 오면 기념품을 뭐 하나 갖고 가야되

는데 미군들 복무 기간이 그 당시에 2, 3년이잖아. 계속 로테이션 도는데 와서 도자기 같

은 거 여유가 되니까. 그 당시 미군들 월급이 한국사람 받는 거에 3, 4배 받았으니까. 지금

은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사가고 호랑이 그림도 하나 사가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지. 이제는 미국사람들이 사가는 게 거의 없

어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게 되어서 그런대로 최근까지 번성했지. 경매

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골동품의 메카해서 여기 다 모여가지고 밤에 음성적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6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지구 재개발 때문에 3

분의 1은 뜯기고 없잖아요. 서울에 장안평, 인사동 다음에 대구에 이천동이 제일 쎈 곳인

데 가게가 한 60여개쯤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이사 갔지.”

“골동품상이 옛날에는 전부 호리꾼들이야. 호리꾼*이 뭐냐면 대구 지방 근교에는 신라 가

야 토기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고령, 창녕, 성주, 대구 서문시장 뒤, 비산

동 이런 곳에 고분이 대형무덤이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호리꾼들이 비 오는 날 몰래 후레

쉬 들고 긴 창을 땅에다가 찔러. 옛날 무덤은 그게 쑥 쑥 들어가. 툭 찔러서 귀에 대고 소

리를 들으면 이게 흙인지 사금판인지 쇠붙이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파내가지고 불상이

라던지, 가야 금관 그런 걸 호리해가지고 갔지.”

* 호리꾼: ‘파다’를 뜻하는 일본어 掘(ほ)り에 우리말 ‘꾼’이 붙어 사용되는 은어로 「도굴꾼」을 말한다. 같은 맥락으로 ‘호리하

다’는 ‘도굴하다’라는 뜻이다.

이천동 지석묘

“이 동네도 지석묘가 많았지. 영대병원에도 많았고 지금 대구 중학교 자리에도 많았어. 여

기 있던 지석묘는 여기저기 다 가져갔어. 경북대, 영남대에도 갔고 일반인들이 잘라 가지

고 간 것도 있고. 집에 돌 필요하다고 다 부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대구문화예술관 앞

에 있는 것도 여기서 가지고 갔어. 다 뿔뿔이 흩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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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재개발에 대한 아쉬움
“여기는 옛날 집들도 있는데 무조건 다 헐어버리니까 안타깝지. 동네사람들은 좋아하지. 

아파트 지어가 재산 두, 세 배 오른다 하니까 무조건 도장 찍어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

람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뭐 80% 이상 도장 찍어버리면 통과되어 버리니까 좀 문제는 

돼. 적어도 중구나 남구처럼 도심 속에 있는 것들은 그런 개발은 하면 안 되거든. 유럽에 

대다수 도시에 가면은 도시 중심은 개발을 못 하게 해. 전혀 아파트 못 지어요. 외곽지역

에 해요. 파리 같은 경우에도 라데빵스라고 신도시를 따로 만들잖아.” 

“학강미술관도 철거돼요. 요즈음은 높이 올리려고 하고 아파트 짓는 게 개발도상국 같아. 

선진국은 몇 십 년 전에 벌써 폐기처분 하고 오히려 골목을 더 멋있게 살리고 있는데. 마

태산이 보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잖아요. 외국에는 이런 특징을 더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다 평지로 만들어서 아파트 딱, 딱, 딱, 딱 들어서고. 그게 좀 답답해. 특히 남구가 

인구가 없으니까 인구 유입을 위해서 무조건 아파트 짓는 거야. 높이. 그러면 타지에서 인

구가 유입되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지.”

[ 심심하면 놀러오는 배수지 ]

#이천동 #건들바위 #배수지

영천군 대창면이 고향이다. 19살(1960년)에 대구 봉산동으로 시집왔다. 대구초등학교 앞

에 40년간 살다 최근 재개발로 인해 이천동으로 이사 왔다. 

이천동
교통 좋고 자연환경 좋은 동네다. 10년 동안 새 건물이 들어서는 등의 변화가 있기는 하

지만 땅은 변함없이 그대로다. 

“시내에 이런 산만데기가 어디 있노. 나무가 이래 있는 데가 별로 없데이. 여 뭐 심심하면 

올라오고 또 시원하고. 운동도 하고. ”

“별로 변한 거 없지. 집은 뭐 다 고치더만. 집은 자~꾸 새로 지어가 영 동네가 깨끗해졌지. 

옛날보다. 땅은 그대로다.”

노순향
1941년생 

10년째 거주

건들바위
“옛날에는 아들 잘 되라고 건들바위에 빌고 그랬다 카대. 그런데 바위가 조금 넘어져 가 

조금 깎였대. 자꾸 무너지고. 그러다 인쟈 앞에 도랑을 맨들고 뭘 맨들었대? 바위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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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맨날 심심하면 여 놀러오고. 시원코 좋아가지고. 여기 그늘있지. 공기 좋고 딴 데 갈 데 

어디 있노 뭐. 일로 왔다가 가고 계단으로 올라오고 운동하러 왔다 갔다.”

는 더 컸어.” [ 복 받은 동네 ]

#건들바위 #상아맨션 #배수지 #이천동

건들바위
옛날에는 건들바위에 못 들어가도록 철조망이 막고 있었으나 1970년대까지 시어머니가 

새벽에 몰래 가서 기도했다. 특히 음력 2월 8일 ‘바람의 날’에는 명태 대가리, 막걸리 등 

음식을 받치고 기도했다.

“옛날에는 건들바위가 신이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 앞으로 물길이 지나가고, 사

람들이 함부로 못 드가게 철조망으로 막아 놨었어. 우리 시어머니는 사람들 모르게 새벽

에 열고 들어가서 기도했어. 내가 73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도 우리 어머니가 빌러 갔어. 

맨날 우리 신랑 저기 팔아먹었으니까 저기 절해라 이러는데 아이고. 옛날에 음력 2월 8일 

되면 ‘바람의 날’이라고 기도하러 갔어. 명태 대가리 꼭 가져가고, 막걸리 한 병 가져가고.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새벽에. 조용하게 가서 빌었어. 80년대에는 안 빌대.”

도현주
1949년생 

약 40년 거주

상아맨션

상아맨션에는 현재도 촛불 붙이고 기도하는 곳이 있다.

“상아맨션에도 기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입구에 상가 끝머리에 보면 돌 이렇게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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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동
“딴 데는 이사 못 간다. 여기는 복 받은 동네 아니가. 이런 데가 어디 있노. 공기 좋고 여기 

차가 안 다녀서 조용하고. 우리 친구가 와서 ‘너거는 복 받은 동네다.’ 이런다.”

“우리 시동생이 그런다. ‘형수는 왜 이사 안 가요?’ 옛날에는 어린 애들이 있어서 주위 사

람하고 말이야 하지. 이제는 들어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나와도 인사를 안 하거든. 지금 나

이에 딴 데 가면 동네에 친구 사귈 수도 없고. 이래 아는 사람들 많은 데서 살아야 세월도 

안 지겹고. 내가 시동생한테 ‘아이고, 나는 이사 안가고 여기 살거다.’ 한다. 집수리 싹 해

서.”

굴 같은 데가 있어. 촛불 붙이고 등 놓아두고 굴 같은 거 만들어놓았어. 근데 요번에는 그 

놓는 거 치웠더라고. 옛날에는 미신이 많았잖아. 할매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

다니까.”

“옛날에 점치니까 ‘아줌마 저녁에 건들바위 한 바퀴 돌아야지 아들 장가갑니다.’이랬는데 

내가 아이고 그거 왜 믿노 했는데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서 내가 요새 거기 한 번씩 간

대이.(웃음) 가서 속으로는 빈다. 남들처럼 손으로는 못 빌어도, 건들바위 한 바퀴 돌면서 

저녁에 속으로는 한번 기도하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서(웃음) 이제는 가보네.“ 

[ 오래 오래 살기 좋은 동네 ]

#이천동 #영선시장

창녕에서 나고 자라 결혼 후 아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1973년 무렵) 먹고 살 거리를 찾아 

대구로 왔다. 내당동과 복현동을 거쳐 이천동에서 30년째 살고 있다. 

이천동
공기가 좋고 놀기 좋으며 이웃 사람도 좋은 동네다. 하루에 한 번 배수지에 와서 친구들과 

윷가치 하며 논다.

“우리 집 바로 뒤에 주택에 있어. 한 30년 살았어. 복현동에서 이사 왔어. 복현동에서 한 

10년 살았어. 아파트 높은 데 가노니끼네 처음에는 잘 댕깄는데 나이 많으니께네 고만 몬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 왔어요. 여 뭐 공기 좋고 놀기 좋고 좋잖아예. 윷가치하고 놀아. 저 

아래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여 다 오래 산 사람들이라.”

박일용
1930년생  

30년째 거주

영선시장

“영선시장 장보러 가고 하죠. 이사 왔을 때는 영선시장만 있었어요. 영선아파트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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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게 없는 동네 ]

#이천동 #서봉사 #미군부대

서울에서 살다가 30여년 전 대구로 이사왔다. 수성구 대봉동을 거쳐 이천동으로 이사왔

다.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와 가까우면서도 조용하고 공기 좋은 나무랄 것 없는 동네다. 

이천동에 대한 자부심
“공기 좋고 교통도 좋고. 여기 뭐 나무랄 데는 없어요. 교통 좋지. 제일 큰 변화는 3호선 생

겼는 거. 여기 서봉사를 내 정원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요일마다 꼭 한 번씩 오고 점

심 먹고 한 바퀴씩 돌아요. 카페도 있고. 절도 새로 단장하고.”

“일단은 여기가 조용해요, 조용하고 노인층들이 많더라고. 제일 좋은 건 시내 생활권. 여

기는 불편한 게 별로 없잖아요. 시내 생활권이니까 영화보고 싶으면 영화 보러 가면 되고 

지상철 생기고 수성못 갈 때도 10분밖에 안 걸려요. 시내 가는 것도 차만 타면 10분 정도. 

교통이 좋아.”

“이짝(이천동) 동네하고 저짝(대봉동) 동네하고 많이 수준이 차이나. 우리 동네는 사람들

이 수준이 좀 높다. 길 건너 사람들하고, 전부 다 도로 하나 두고 한 집 같이 지내니까 뭐. 

저런 사람들(수도산 배수지 오는 어르신)은 좋은 사람들이야. 저기(대봉동)랑 수준차이 

많이 나요. (이천동 어른들은)다들 인견 입고 오시고, 상아맨션 사시고.”

박주영
12년째 거주

미군부대와 주변상가

“미군 많이 봤죠. 나이트클럽 비슷한 거 했잖아요. 미국사람들 많이 오고 게이하고 뭐 이

런 사람들. 거기 사장님 68년생인데 친구예요. 지금은 영업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미군부대 축소되고 성주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동생이 미군부대 다니다가 성주로 갔어

요. 20년 정도 근무했어요. 거 미군부대 애들도 헬스장도 오고 그랬다. 여 오면 여성들도 

거의 막 벗은 상태로 길에 뛰고 이랬다.”

“(미군부대 근처 가게는)거의 다 술집이죠. 주인들이 영어를 다 하잖아. 미군부대 그쪽에

도 햄버거 가게 있는데 애들 영어 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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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 수 없는 동네 ]

#이천동 #배수지 #영선시장

대봉동에서 40년간 살다가 재개발 때문에 작년에 이천동으로 이사왔다. 이사 당시 딸과 

며느리가 각자 자기 집 옆으로 오라고 했으나 낯선 곳, 변두리로 가기가 서글퍼 친구들이 

있는 이천동으로 왔다.

대봉동에서 이천동으로

쇠퇴하는 영선시장

“낯선 데 변두리 갈라고 하니까 서글퍼 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왔어. 딸내미, 며느리 집 옆

으로 오라하는 거 내가 안 갔어. 여기 알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배수지 오는 사람

들) 다들 같이 모여서 노는 사람들이라.”

“우리 아파트(상아맨션) 자체가 오래된 건물은 맞는데 일조권 거리가 멀고 그래서 시원해 

보이고 좋아. 요새 아파트는 가까워서 파이라. 층도 별로 많이 안 높고.”

“영선시장가니까 또 재래시장이라서 물건도 많이 없고 좀 폐쇄되고 그런 느낌이라가지

고. 영선시장 안에 가기는 가는데 좀 많이 사 가지고 올라 하면 불편하지.”

배섬순
1941년생 

1년째 거주

[ 자연 그 자체인 동네 ]

#배수지 #상애맨션 #능인고등학교 #재개발

배수지

상아맨션

배수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

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배수지에 자주 거의 매일 온다. 운동하고, 걷고, 기구 돌리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랑 이야

기하고.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여기 없으면 안 돼. 아마 나는 배수지 공원 

없어지면 이사할 거 같아. 하하.”

상아맨션은 살기 좋다. 주차시설도 좋고, 특히 배수지처럼 자연이 가까이 있어서 주거환

경으로 좋다.

“우리 집은 딱 살기 좋다. 주차시설도 널찍하고. 특히 여기 배수지가 너무 좋지. 이렇게 주

변이 다 자연으로 돼 있어서 살기 좋아. ”

서홍란
1961년생 

이천동에 5년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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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형 재개발에 대한 바람

“이 동네 정말 아름답다. 내가 여기 사는 게 감사하다. 자연 좋지, 사람들 좋지. 여기를 재

개발 한다면 제발 저층으로 지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자연경관을 너무 좋아하거든. 여

기는 이런 자연이 없으면 안 돼.”

능인고등학교
“상아맨션 여기가 원래 ‘능인고’였잖아. 여기에 봉황새가 앉아 있던 자리라는 이야기 있

어. 그래서인지 능인고에서 의사, 변호사가 많이 나왔어.”  

[ 자연이 준 보물, 수도산 ]

#수도산 #배수지

대구 토박이로 수성구에 살다가 16년 전에 이천동으로 이사 왔다. 명덕네거리에서 약사

를 오래 하기도 했다.

도심 속 시골

배수지

버스와 지하철 3호선 덕에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수도산이 있어 시골 같은 인상을 준다. 

“우리 동네는 좋은 게 많아. 먼저 교통편이 너무 좋아. 버스도 있고 3호선도 다니잖아. 수

도산이 가까이 있는데 이건 진짜 보물이다. 자연이 준 보물.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참 많

은 걸 줘요. 도시 안에 있는데 시골 같단 말야. 그래서 참 편해. 분위기가.”

동네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 곳이다. 주로 걷기를 많이 한다. 자주 오는 사람들은 하루에

도 한두 번 이상 이곳에 온다.

“나는 여기 매일 두 번씩 와. 보통 여기 동네 사람들 하루에 한 번은 와. 와서 기구 운동도 

하고, 여기 주위를 걷기도 하고 그래.”

손영분
1947년생 

이천동 16년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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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동 #영선초등학교 #능인고등학교 #상아맨션 #서봉사

신난혜
1940년생 

18년째 거주

[ 신선이 사는 동네 ]

신선이 사는 동네, 이천동
이천동은 보통 인연으로는 못 사는 동네로 2002년에 이사 왔을 당시만 해도 아스팔트 도

로포장조차 안 돼 있었다. 그래서 더욱 시골 촌 동네 같았다. 

“신선이라. 신선. 내가 말하잖아. 우리 동네는 신선이 사는 동네다. 보통 인연가지고는 여

기에 못산다. 처음에 이사올 때랑 비교하면 딴 세상 되었지.”

“여기 2002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오니까 아스팔트 도로가 안 되어 있었어. 영선시장 내

려가는 도로도 원래 포장도 안 돼 있고 움푹 패여서 그랬는데, 지금은 스무스하게 길 내 

놓고. 아스팔트로 3m 확장 했어. 우리 집 앞에 도로 아스팔트하기 전에는 말이 여기가 대

구 시내 동네지, 완전히 시골 동네 같았어. 우리 시어머님이 2005년에 95세에 돌아가셨

는데 ‘야야, 우리 동네 여기 시골 촌 동네하고 한가지다, 그쟈?’ 이랬어. 왜 그렇게 말씀하

셨냐 하면 저기 유치원 있죠? 상아맨션 동문 들어가는 쪽에. 그 담이 옛날 그대로인데 지

금은 도색을 자주색으로 해놓아서 산뜻하죠? 그 때는 도색도 안하고 버드나무가 두 그루

인가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 두 분이 백발 신선머리를 하고 앉아서 같이 놀아. 그

러니 마을 꼴이, 아스팔트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 동네는 신선 사

는 동네라고 했잖아.”

영선초등학교

능인고등학교와 동네

서봉사

“영선초등학교는 아주 구식이었어. 우리 영감 살아있을 때 2012년인가, 10년인가 학교를 

새로 지었어.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인 거 같은데” 

“상아맨션 이 자리가 능인중고등학교자리거든. 능인고등학교 재단이 불교 재단이거든. 

파란 대문 저게 우리 동네 통장인데 옛날에 능인중고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계시던 분이

라. 여 부근에는 저런 분들이 공로자야. 동네 뿌리라. 뿌리.”

“서봉사라는 큰 절이 있어 가지고 좋지. 우리 태극권 선생님이 늘 그래. 절은 아무 데나 짓

는 게 아니래. 옛 선조들이 터를 다 보고 지으니까. 이 절도 역사가 굉장히 깊은 절이에

요.”

“여기는 화재가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있잖아. 파란 대문 있는 집이 옛날 통장인데 화재 

없는 마을 이라고 딱 붙여놓았어. 역사적으로 화재가 없는 마을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지금도 들리지만 햇빛도 나니깐은 여름에 매미 소리도 요란하고 아침에는 온갖 새소

리도 들리고. 그래서 내가 엊그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새소리에 아침 잠을 깨고 저녁에

는 별빛을 보고 달빛에 잠을 이룬다.’ 그랬어.”

“낮에는 푸른 하늘, 흰 구름을 벗 삼아 뒷동산에서 나무와 땅 냄새를 직접 맡으면서 모든 

생명체를 느끼면서 산다. 비둘기, 고양이 많아요. 여기. 다 우리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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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동

이천동은 배나무 ‘이’와 샘 ‘천’, 즉 배나무 샘이라는 뜻이다. 현재 대명동 일부와 봉덕동 일

부 또한 이천동에 해당하며, 실제로 옛날에는 배 밭(과수원)이 많았다.

[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 동네 ]

참남배기
상아맨션 후문의 옛날 동네 이름이다. 참나무가 많아서 참남배기 마을이라 불렸다. 처음 

참남배기 마을에 왔던 50년대에는 전부 초가집이었고 조금 사는 집은 기와집이었다. 60

년대 후반,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집이 슬레이트집으로 바뀌게 되었

다.

“상아맨션 후문 알랑가 모르겠다. 영선시장 가는 길도 나오고, 거기 옛날 동네 이름이 참

남배기였어. 참나무가 많았다고. 여기(배수지)서 걸어서 나가면 10분 15분밖에 안 되는데 

69년 전에 처음 대구 와가지고 처음 정착한 우리 살던 집이 아직까지 남아가 있어. 지금

도 고대로 주택이라, 69년 된 집이에요, 아직 고대로 있다니까. 곧 재개발 들어가거든요. 

재개발 들어가면 다 헐리지.”

“50년대 그 당시에는 전부 초가집이었지. 좀 산다 카는 집은 기와집이고. 슬레이트는 60

신영배
1946년생

대명동에서 69년째 거주

#이천동 #배나무샘 #참남배기 #배꼽마당 #야시골 #탑동네 

#미산 #영선못 #이천교 #또랑 #미군 #기린산

배꼽마당

교대 옆 야시골

옛 심인중학교 자리가 배꼽마당이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배꼽마당에서 모여 자치

기, 기마전, 말타기, 기차놀이, 고무줄놀이, 땅따먹기, 딱지치기 등을 하며 놀았다.

“상아맨션 후문 쪽으로 쭉 나가다보면 무슨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 일대에 심인중학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심인중학교로 거기서 시작해서 있다가 저리로 옮기면서 중고등학교 

됐지.”

“전부 골목길이니까 조금 큰 공간은 거기뿐이니까, 그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주 

떤지 놔놓고 애들이랑 어울리 노느라고, 우리는 자치기를 마떼라 했어. 마떼하고 놀고. 안 

그라마 기마전. 학교 운동회 때 하는 거. 그리고 말타기. 기차놀이, 여자들은 고무줄놀이. 

땅따먹기 그라고 딱지. 뭐 하여튼 놀이가 많았지.”

교대 옆 아파트 재개발 구역이 야시골이다. 야시는 여우를 뜻하는 단어로 야시골은 여우

가 많은 곳. 즉 공동묘지를 말한다.

“지금 교대 옆에 지금 아파트 재개발하잖아, 그걸 야시골이라 캤어. 야시가 여우를 말하거

든. 여우가 많았다고. 그 일대 옛날에 전부 공동묘지였거든. 지금은 인자 동네가 확장됐지

년대 후반 70년대 들어와 가지고 ‘새마을운동’하면서 생긴거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석 달 만에 내 여동생이 태어났어. 여동생이 지금 66살이거든. 

그 여동생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내하고 서이서. 남편은 없지, 자식은 있어가지고 먹고 살

아야지 하니까 심인중학교 정문 앞에서 판자로. 막, 말이 집이지 집이 아니지. 거기서 학

생들 문구 공책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놓고 팔면서 5-6년 살았나. 그랬어. 그 당시에 우리 

세대는 다 어려운 걸 겪어 왔지. 양조장, 과수원, 방앗간집 자식이라하면 그 당시에는 다 

부유한 편에 들었거든. 다 쌀밥 먹고. 우리 같은 형편에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

까. 우리는 아침 먹으면 뭐. 저녁 때 걱정 해야될 그럴 정도고. 맨날 바가지로 쌀독 밑바닥 

긁는 소리를 여사로 들었으니까. 아이고, 지금 옛날이야기 할라하니까 눈물 날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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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이천교

추억의 미산

영선못

현재 이천동 동사무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도로가 이천교였다. 이천교의 폭은 승

용차 한, 두 대 지나갈 정도였다.

“여름되면 잡초가 막 날 거 아니라요. 그럼 장난한다고 풀하고 풀끼리 딱 묶어서 매듭을 

지어놓는거야. 군데, 군데 묶어 나놓으면 저녁에 특히나 여름에. 막 덥잖아. 더우면 바깥

으로 아고 어른이고 나오거든. 나오면 7-8명 걸리는 거야 가다가 막 쿠당탕 나자빠지고

잉. 껄껄껄. 그런 추억도 있고.”

영선못은 농사 수원지였기 때문에 주변으로는 전부 논밭이었다. 현재 영선시장 일대가 

영선못이었는데 여름에는 뱃놀이, 수영, 물놀이를 하기도 했다.

“영선못이 지금도 눈에 선하지. 영선못 자리가 영선시장 일대가 그때 못이었어. 그때는 여 

뭐 전부 벌판이었거든 집이 이래 없었지. 영선못 그게 농사지을라 카는 수원지 역할을 했

는기라. 그래 영선못 그 밑으로는 전부 논밭이지 지금 명덕네거리 할 거 없이. 명덕초등학

교 하나만 덜렁하게 있었지. 전부 그게 논이었거든.”

“영선못에 뱃놀이도 하고 여름 되면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말’이라 카는 걸 알랑가 

모르겠다. 속에 밤같이 하얗게 나오는데 가시가 달리가 있고. 그런 것도 많이 따먹고.” 

탑동네
“야시골 건너편에 거기는 탑동네라 했어. 탑이 있어가지고. 남구 복지회관인가 있지? 바

로 고 자리에. 거기에 탑 있었다고 탑동네 캤어.” 

만 그 당시는 거기 첩첩산중이었으니까.” 미군부대

수도산의 옛 이름, 기린산

“원래 캠프헨리 이기 일본군 주둔지였거든. 해방되면서 일본군 나가면서 그러자마자 

6.25 터지고 미군 주둔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군이 됐거든. 원래 일본군이 주둔했어.”

수도산 옛 이름으로, 1910년대에 상수도 배수지 설치되면서 수도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원래 여기가 기린산이라. 그런데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1910년대에 상수도 배수지가 생

겼거든. 이게 수돗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도산이 된 거고. 그 전에는 기린산이었

어. 상상 속의 동물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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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싯적 놀던 곳 ]

#이천동 #미군부대 #고미술거리 #봉덕동 #통행금지

#고미술거리 #99계단 #건들바위 #능인고등학교

1970년대 직장 때문에 대구로 와서 수성구에 살다 IMF 직후 대봉동으로 이사왔다. 대봉

동에 살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인 이천동에 대한 기억이 많다.

시내와 가까운 이천동

“시내가 가까워서, 지금도 시내를 걸어 댕기잖아요. 시내가 가까워서 가서 쇼핑을 하던가. 

교통편 좋아요. 1, 2, 3호선 다 있잖아요. (이 동네도) 25년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 

지금은 어른들이 많고.”

“대봉동은 놀 곳이 없어. 댕길 데도 없어. 여기(배수지)는 맨날 운동하고 미군부대 앞으로 

길 건너 와서 마이 댕기지. 우리는 이천동 많이 다녔어. 심심하면 운동하러도 마이 다니

고, 이 뒤에 계단으로도 많이 다니고 옛날에는 요 아파트(월드메르디앙)도 없었잖아. 아

파트 없을 때도 그 쪽 길로 마이 다녔거든. 주로 산책하러 많이 다녔고, 전에는 동네에서

도 뭐 맛있는 거 무러 이쪽으로 많이 다닜는데 지금은 없어.”

우경화
1951년생

대봉동에서 25년째 거주

미군부대 일대 골목생태계
미군 부대 앞에는 술집, 옷가게가 많았으며, 미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한 골목에 많았

통행금지가 없던 봉덕동

고미술거리

"봉덕동에는 술 먹으러 다녔어. 외국 사람도 오고 한국 사람도 오고. 거기는 밤새도록 하

잖아. 거기에는 통행금지가 없잖아. 다른 데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봉덕동 거기에는 미

군 부대 근처라서 통행금지가 없었어, 그 당시에. 한 40년 됐나."

“팝송이나 LP 이런 거 많이 들리는 거 같대. 밴드들도 좀 있었어. 공연은 한, 두 번 봤지 싶

은데. 하도 기억이 오래되어서. 주로 시내 가서 놀고 그쪽으로는 친구들하고 한 번 씩 가

고. 처녀 때 내가 좀 여기저기 다녔어.”

“기억에 남는 장소는 99계단 있는 데 하고, 골동품 파는 데 고가 좀 기억에 남지. 옛날에

는 심심하면 눈요기하고 그랬었지. 근데 요새는 글로 안 다니지. 거의 비었으니까, 가 봐

도 볼 거 없고 그렇더라고요. 전에는 미8군 있는 그 뒤로 댕기면은 볼 거도 많았는데... 골

동품 그런 거도 있고.”

다. 또, 집 안을 식당처럼 꾸며 미군 부대 맥주를 파는 곳도 있었다.

“미군들도 많이 봤죠. 봉덕동 이쪽으로도 많이 다녔지. 그래서 내가 동네를 조금 알지. 미

군 상대 가게들 많았어. 거의 술집이고 옷가게도 있고. 초상화 그려주는 가게도 있었어

요.”

“이천동 하면 뭐, 옛날에 골동품 파는 거하고. 미제 물건 파는 사람들이 골목에 많았어. 지

금도 집 안에 물건 파는 사람들 있을걸.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사러 왔었는데. 미군부대 후

문 뒷골목 어디 가니까, 간판 없이 있던데. 보통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서 알아가지고 들어

가지. 약부터 뭐, 다 있어. 교동은 내 놓고 파는 거고, 여기는 좀 싸고 약도 팔고 아이스크

림하고 많이 팔았어 여기. 교동에는 가짜도 섞였잖아. 여기는 가짜는 없는 거야. 부대에서 

바로 나오는거니까. (시절이 어려우니 미군 부대에서 물건 해가지고 밖에서 파는 곳) 많

았어요. 집 안에서 맥주집 비슷하게 식당 해서 팔고. 지금은 어렴풋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데. 3-4년 전만 해도 팔았어. 지금도 팔거라. 미군부대 후문 있는 데, 아파트 가기 전에 뒷

골목으로 가면 이쪽 주택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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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고등학교 4월 초파일 등불행사
“우리 아들을 76년도에 낳았는데 그 2, 3년 전에 했어. 대구에서는 큰 행사였어. 초파일날 

되면 해마다 능인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서문시장 가는 쪽에 원만사인지 운만사인지 아

무튼 엄청 오래된 절로 갔어. 친구가 절에 다녀서 나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처녀 때인데 

스무 살쯤인가? 우리 친구들이랑 등불 들고 했어. 불교 신자들도 오고 그냥 참석하는 사

람들도 많았어. 그때는 상아맨션 짓기 전에 능인고등학교가 있었거든. 능인고에서 출발

해가 시내까지 행진 했지. 그게 원불사인가, 원만사에서 추진했던가. 하여튼 등불 들고 시

내까지 행진했어.”

4월 초파일 등불행사 참석 당시 친구들과

건들바위 신앙
20년 전, 저녁으로 운동한다고 지나가다 보면 건들바위에 기도하는 사람(할머니)이 많았

다.

“옛날에 건들바위 네거리에 저녁으로 보면 사람들이 거 앉아 가지고 빌고 그랬지. 아주 

옛날, 도랑 흐를 때는 아니고 조금 개발을 해 놨을 때였지. 저래 건들바위를 만들어 놨는

데도 사람들이 저녁으로 빌고 그러더라고. 내가 운동하고 향교로, 일로 해가 이천동 이쪽

으로는 내가 계속 돌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 비는 사람들 있었어.”

“2, 3년 전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빌더라. 20년 전에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 저녁으

로 운동한다고 보면 거기서 빌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20년 전에는 이상하게 거기에

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빌더라고.”

재개발 붐의 한 가운데
오래된 집이 많으니 새로 주택을 짓든,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재개발해서 아파트

를 지어도 기존의 주민은 아무리 보상을 받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다.

“대명동은 재개발이 20년 더 전부터 된다고 했어. 경북여고 뒷담하고 우리 집 길 하나 사

이로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봉동이라도 남산동 옆에 붙어있지. 우리 집도 재개발 

들어간다 하는데 언제 되는지 모르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재개발한다고 사람들이 돌

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집 사 놨어. 전부 집 장사들이 다 사 놓고 투기꾼들이 다 사고. 요

새 또 투기꾼들이 한창 다 사서 우리 집 옆에 모여가 있어. 우리는 뭐 살고 있으니까 안 건

드리대. 빈집이 많아요. 반은 비었어. 무서워. 우리 며느리는 여기 살다가 무섭다고 가버

렸지.”

“우리 동네에는 아직 한옥이 남아 있어. 거기 할머니들은 집이 7평, 평수가 작으니까는 이

사도 못 가잖아. 보상 받아도 이사도 못 가. 그러니까 그냥 있어. 아무데도 못 가. 2천만 원 

받는데 뭐... 여덟 평 같으면 천 얼마 밖에 더 되나. 거기 보면 조그만한 집이 많아. 재개발

이 되면 살고 있던 사람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살던 사람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한다 하면 재개발 해주지. 근데 그 조건을 업자

들이 안 준다니까. 더 비싸게 받을라고. 저거는 그 땅 가지고 20층이고 뭐고 올릴 판인데. 

우리는 땅을 30평이 40평이고 내주면 우리는 왜 아파트를 한 채 안주냐고. 저거는 아파

트 올려서 돈 많이 버는데.”

“이 동네 와서 아는 사람들은 5, 6년씩 10년씩 살다가 이사가 버렸어. 이 동네는 재개발 

때문에 흉흉하니까 이사 가버리고, 우리야 뭐 자가니까 이사 갈 수도 없고 사는 거지. 세 

살던 사람들하고도 좀 친하게 동네에서 뭐 있었는데 다 이사가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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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녀의 도심 속 시골 ]

#영선못 #영선초등학교 #이천동 #골목 #재개발

남산동에 살다 10년 전 이천동 주택으로 이사왔다. 원래 살던 곳이랑 가깝고 교통이 편리

한 곳을 선택했다. 99계단 바로 밑에 벽화마을 인근에 살고 있다.

영선못

영선초등학교

이소윤(초3, 딸) “학교에서 사회 배울 때 배웠어요. 영선시장이 옛날에 영선못이었고, 무

슨 배수지인가 했었는데 거기에서 배타고 물고기 잡고 했었대요. 지금은 흙을 넣고 매꿔

서 영선시장이 됐대요.”

사회시간에 영선못 역사를 가르쳐주거나 동네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과과정이 있다. 2, 

3학년 때는 ‘자기 고장 배우기’, 6학년 때는 ‘안전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남미정(엄마) “(학교에서 동네 관련된 수업을) 좀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동네 한 바퀴 

돌면, 그날 하루는 수업을 안 해요.”

이소율(초6, 딸) "3, 4학년 때는 내 고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3학년 되면 자기 고장

이소율 (2008년생)

이소윤 (2011년생)

남미정 (1981년생)

10년째 거주

시골같은 동네
시장, 배수지 외에는 인프라가 없고 도시 속의 시골 동네 같다. 

남미정(엄마) “동네에 뭐가 없어요. 시장, 배수지 말고는 진짜 딴 게 없는 동네에요. 그래

도 딴 데 비하면 애들 키울 때는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하다못해 키즈카페도 없으니까. 

달서구는 애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한번 놀러 갔다가 너무 복잡해서 문화충격이었어요. 

(여기는) 어디 시골 동네 같아요. 한 블록만 넘어가도 정말 대구 시내 같은데 이 동네는 

진짜 시내 안 같아요. 저는 그게 좋아서 있기는 했는데 나갈 상황도 안 되기도 했고, 이제 

재개발되면 또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지겠죠. 사람들이 대구 시내에도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모르거든요. 하다못해 남산동도 저희보다 더 옛날 동네처럼 느껴졌던 부분들 있었는

데 다 밀렷고. 거의 여기 밖에 안 남았어요. 시내 한  중간인데 산처럼 되어있고 여기에 오

면 시내에 있는 느낌이 아니고 어디 앞산에 잠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인거죠. 

이소율(초6, 딸)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해주었음 좋겠어요. 도시 속의 시골? 그런 생각

하고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 주었음 좋겠어요. 조용하니까 지쳤을 때 주말에 잠깐 들리면 

쉬는 그런 느낌이 나면 좋겠어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언덕도 많고 골목도 사람만 갈 수 

있는 좁은 골목도 많고 하잖아요. 차가 못 다니니까 안심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남미정(엄마)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거려요. 몇 집 빼고는 저희 가족처럼 오래 사는 사

을 배우는데, 자기 마을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설명해주시고, 배우면서 몇 번 돌아다

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동생은 2학년 때 했어요. 5학년 때는 5, 6교시는 비워 놓고 점심 

먹고 책가방 메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거기서 바로 해산했어요. 6학년 때는 안전 마을인가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동네를 한 번 돌았어요. 지도 프린

트해주셔서 동선 정하고 안전지도 만들었는데, 프로젝트를 해보고 동네에 좀 위험한 거 

보수해 주었음 하는 생각이 더 든 거 같아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통행로랑 인도가 막혀서 

다니기 불편하니까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학교 후문 쪽에 학원 많은 거기는 

인도가 아니라 통행로 색칠해 놓은 곳이라서, 주정차문제가 제일 심한 거 같아요."

이소윤(초3, 딸) "저는 2학년 때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3, 4교시에 돌고 마지막 한 교시는 

돌면서 보거나 느낀 거 그런 거 적는 거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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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기 좋은 골목

재개발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이소율(초6, 딸) “저희 집 앞이 막힌 골목이라서 집 앞에서 놀기 좋거든요. 골목에서는 배

드민턴 치거나 퀵보드 타는데, 언덕이 많아서 타는 게 재밌어서 많이 타요.”

남미정(엄마) “애들이, 딴 데 가서는 재미없다고 퀵보드 안 타고 다시 집에 왔어요. 두류

공원 갔는데 평지니까.”

남미정(엄마) “(땡큐마트) 거기는 재개발 안 들어가는데 이랬든 저랬든 이사를 갔어요. 그

래서 동네가 휑해요. 밑에는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데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원래 

사람 없고 조용한 동네긴 한데 이제는 뭐 거의 없죠. 지금 당장에 앞집이랑은 있으니까 그

렇게 심하진 않지만 삭막하다고 느껴져요. 사람 사는 동네 느낌은 안 들죠. 아파트 생기면 

분위기 달라질테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거죠.”

남미정(엄마) “옛날에 살던 동네(남산동)에 가보면 다 밀려가지고 아파트 서 있고. 조금 

남아있는 일부 지역은 어릴 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나누어서 재개발하니까. 이

제 그냥 못 보는구나. 아쉽죠. 아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옛날이야기 할 수 있는 그거 밖에 

안 남았는데.”

람들이 잘 없더라구요. 아니면 어르신 계신 집 있고.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적은 

동네인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차도 없었는데 요즘에 차도 

많아졌고, 주차되어있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밑에 빌라가 몇 개 생기면서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신 거 같아요.”

[ 골동품 같은 동네 ]

#이천동 #고미술거리 #도랑

이천동 동사무소 옆 세무서 과장이 살던 집을 사서 여태 살고 있다. 미군부대 바로 옆이

다. 이 동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길이 바뀐 것 외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천동

고미술거리

도랑

“미군 부대가 바로 옆으로 있지. 그래도 가게도 별로 없다. 우리 동네는. 옛날에도 없었다. 

지금은 뭐 골동품이 되었지. 전부 골동품이라. 집값도 오르는 거도 없고. 좋아진 거도 없

고 매일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발전되는 게 없어. 동사무소만 하나 있다뿐이지. 골동

품이지 말하자면.”

“50년 전에 왔을 때는 사람들 많이 없었지. 도로는 조그만 했고.”

남구청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컸으며 양쪽으로 집이 있었다.

이월란
1939년생

50년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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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굉장히 컸어. 근데 그거 전부 덮어가 도로가 되었어. 도랑 

양쪽에는 집이 있고, 다리를 놓아가 건너고 했거든. 지금은 그거 다 덮었고. 다 덮어놓고 

양쪽에 집이 사니까 그래 이제는 발전이 되어서... 그게 발전이라. 차도 오고 가고 하니까."

[ 이천동 파출소장 ]

고향은 김천이다. 1950년 8월, 23살에 대구로 피난 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천동에는 

경찰생활을 하면서 오게 되었다. 지금은 대봉동에 귀속된 옛 이천동에 살다 1987년에 상

아맨션으로 이사왔다. 순경 시절에 영선못 일대 관할지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이천동 

파출소장을 역임했다.

과수원과 연못이 있는 이천동
이천동은 예부터 과수원이 많았다. 지금 영선초등학교 아래쪽에 배나무밭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작은 연못이 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또, 이천동에 도랑이 있었는데 범람해도 당시

에는 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 주민들이 협조해서 해결하곤 했다.

“그때는, 거, 마. 전부 논이야. 논인데, 비 오면 수해가 나 가지고 야단날 때다.”

“이 동네 일대가 과수원이야 전부 과수원. 과수원 안에 연못이 있었지. 배나무밭 안에 있

었어. 지금 영선초등학교 요 밑에지 싶어요. 쪼맨한 못이라. 그런 게 있었어. 그거 기억나. 

쪼매난 거 있었어. 나도 순경으로 근무할 때 여기 살았던 건 아이잖아. 사고 나면 출동 해 

가지고 그런 현장을 봤는거지. 그러니까 그때 영선못은 확실히 컸다는 건 내 알고. 옆에 

쪼끄만 못이 있었다는 기억이 있어.”

이재철
1929년생

33년째 거주

#이천동 #영선못 #미군부대 #이천교 #영선초 #영선못

#고미술거리 #능인고등학교 #상아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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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 사건사고
“육군 군인들이 술 먹고 민간인들하고 싸우는 사고 많고. 민간인끼리 싸우고. 그때는 빨래 

같은 거 옥상에 널어놓는다 이기야. 빨랫감 중에 좋은 거 있으면 군인들도 훔쳐 갈 수도 

있고 넝마주의라는 게 있어. 넝마꾼이 메고 댕기다가 고마 빨래 같은 거 걷어서 훔쳐 가고 

그런 일이 수두룩했어. 참말로 빨래도 좋은 옷 올리 놓으면 다 걷어가요, 요새는 길가에 

놔도 안 가 가는데.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그래.”

미군과 관련된 사건사고

양맥주를 팔던 이천동 미군 술집들

미군부대 앞이다 보니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미군과 관련된 사고 또한 빈발했는데, 이

때는 미군 헌병과 경찰이 합동으로 출동했다.

“그때(파출소장으로 있을 때) 미군 사고들 많이 나요. 사고 나면, 미군 헌병이랑 우리 경

찰이 합동으로 가 가지고 사고처리 하고 그랬어.”

“그 당시에는 미군들이 요새맨치로 이렇게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이기 때문에 자주 났어 

사고가. 술 먹고 사고 치면 미 헌병이랑 같이 나가면 헌병대에서 잡아가 처리하고 그랬지. 

사람 죽이고 이런 건 없고. 술 먹고 싸우고.”

“그때 미군들 술 많이 먹고 돈 많이 벌어줬어 한국사람한테.”

미군부대 인근에는 술집이 많았다. 대부분 홀이 있어 밴드가 연주하고 춤도 출 수 있는 술

집이다. 술집 주인은 한국인이고 손님은 주로 미군이었다. 당시에는 소주, 맥주가 흔치 않

을 때라 보통 술집에서는 주로 막걸리를 마셨다. 하지만 이천동의 술집에서는 미군에서 

나오는 양주나 양맥주를 몰래 판매했고, 손님들도 몰래 사 먹었다. 금액도 비싸지 않았다.

“이쪽에는 술집이 많았잖아. 전부 거기는 홀이야. 술집이 홀이야. 밴드도 연주도 하고 춤

도 추고. 미군들 술도 먹고 술집 주인은 한국인이고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미군들

이야. 한국 사람은 간혹 있을까, 잘 없지.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하고 잘 안 가고 전부 미

군들이지.”

“막걸리집은 요새 만치로 한국인들 소주하고 맥주 같은 게 별로 없었어. 그저 할마이들 

파는 막걸리만 먹었지. 그런데 이천동에 오면 미군에서 나오는 양주나 맥주, 양맥주 그런 

거 먹지. 다른 데서는 못 사 먹고. 비싸지도 않아. 술집 주인들도 가망가망 가지고 나와 가

지고 팔고, 우리도 가망가망 사먹고. 자기네들 용돈 쓰고 그런 게 있지.”

이천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천교라고 작은 다리가 있었지. 이천교 있는 데 거기 그때는 술집도 

없고 식당도 별로 없었어. 전부 주택 쪼매끔하이 초가집 비슷한 거지 뭐."

영선초등학교의 혼혈아들

“그때는 미군부대 미군들이 집 얻어가 살 때야. 우리 한국 여자들하고 그냥 살림 차리기

도 하고, 정식으로 결혼해가 살기도 했거든. 그래서 혼혈 애들도 (영선초에) 왔지. 그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좀 있었지. 간혹 좀 있었지.”

영선못에서의 사건 기억

순경시절(26세) 영선못 인근이 관할 근무지였다. 당시에는 이미 영선못의 물은 더러워서 

사람이 들어가거나 수영할 정도가 못 됐다. 영선못에서 익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

는데 육군헌병, 공군헌병, 해군헌병, 경찰 4군데가 합동으로 출동했다. 

“수영하는 건 못 봤어. 수영할 만큼 물이 좋은 물이 아니라. 막 뭐가 끼이 가지고 말이야. 

물이 더러웠어. 물에 들어갈 그게 안 돼.”

“그 사건이 일어난 게 1956년도라. 내 나이가 스물 여섯인가 그땐데. 내가 순경으로 있을 

때. 영선못은 여 시장이야. 영선시장인데. 16헌병대라고 있어. 대구여고 옆에 가면 요새 

경북광유가 있어. 그 자리가 16헌병대였어. 그때 16헌병대는 대구뿐 아니라 경상북도 일

원을 관할하는 헌병대라. 그때는 군인들도 많이 있었어. 2군사령부도 있었고 50사단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육군헌병, 공군헌병, 해군헌병, 경찰. 4계 합동으로 움

직였어. 어디 사고났다 카면 육군헌병, 공군헌병, 해군헌병, 경찰 다 타고 막 출동하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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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고미술거리
“그때는 집도 이렇게 좋지도 않고, 오두막집들 해가지고. 식당도 안 많고 그랬어. 구멍가

게 같은 거 있고. 지금은 양쪽에 전부 갖다 놓고 골동품 파는데. 내가 파출소장 할 때(1967

년도)는 골동품 파는 가게가 간혹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있었어. 요새만치로 이렇게 많이 

없고. 시시부지한 골동품 갖다 놨더라. 요새는 가보니까 없는 게 없고. 대단해!”

능인고등학교 4월 초파일 등불행사

잘 지은 아파트, 상아맨션

1966-1968년 당시의 기억으로,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과 불교 여신도들이 모여서 출발했

다. 여신도들은 한복을 입고 행진했고 능인고등학교에서 출발해 반월당과 중앙통을 거쳐 

시민운동장으로 갔다. 80년도까지는 능인고등학교에서 등불축제를 진행했다.

“그때 내가 파출소장 할 때인데, 4월 초파일되면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 모아 가지고 여기

서 출발해 가지고 내리막으로 내려서 시민운동장까지 가. 능인고등학교가 고바위져 있잖

아. 그때 학생들이 질서 있게 줄지어서 가기 때문에 좋았지. 능인학교가 불교계거든.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 당시에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 모여가지고 출

발하잖아.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여자들이 많이 오거든. 불교인은 전부 한복 입

었어. 여신도들이 한복입고 나와 가지고 등 들고 그렇게 행진하잖아.”

‘한강 이남에서는 잘 지었다.’ 하는 아파트로 의사, 시장 등 돈 있는 사람들 많이 입주했다. 

라. 차는 지프 백차라. 지프차 뽀얀 백색에 위에 홀도 없이 말이지. 사건이 육군인지 공군

인지 해병인지 민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이가 백차 타고 사이렌 풀면서 현장에 오는 

거야.

한 번은, 영선못에 사람이 하나 빠져 죽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단 말이야. 그때는 경북

광유에서 요새만치로 길도 이렇게 안 좋고 소잡한 길인데. 상당히 멀었어 그때는. 출동 해

보니까 여자가 자살했는지 하나 떠 있어. 그래가 이양해 가지고 보니까 한국 여자. 일반 

민간인 여자라. 그래서 경찰이 취급했지.”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의 공간이 넓고 나무가 많고 공기가 좋으며 교통이 편리하다.

“그때 거짓말 아니라 한강 이남에서는 잘 지었다 하는 아파트라 이게. 잘 지었다 하는 아

파트거든. 그때만 해도 이 아파트 들어올라카면 힘들었어. 당첨 받아가 나도 들어왔지만. 

의사도 들어오고, 시장 같은 사람도 들어오고 그랬어. 여기 돈 있는 사람. 지금 나이가 많

은 사람이 많이 살아. 전부 다 어른이 여기 살기 때문에 명절 때 되면 차가 수두룩해. 제사 

모시러 이리로 오거든.”

“살기 좋은 기 첫째 딴 데 가면 아파트 공간이 없어 가지고 따닥따닥 이잖아. 그런데 여기

는 공간이 좋고. 그리고 수목이 좋아.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공기가 좋단 말이야. 교통도 

좋잖아. 지하철 1호선 있지, 3호선 있지. 조용하고 북적거리지 않고. 내가 그래서 32년간 

여기 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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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 캐 먹던 영선못 ]

#이천동 #수도산 #능인고등학교 #영선못 #영선초등학교

#이천교 #고미술거리 #영선시장 #건들바위 #상아맨션

대봉초등학교 근처에서 태어나 살다가 1975년에 이천동으로 시집왔다. 그때만 해도 전부 

밭이고 산이고 집도 많지 않았다. 동네 집들은 전부 초가집, 기와집에 양철대문을 한 곳이 

많았다. 도로도 좁았다.

이천동
“좋지예. 공기 좋지. 운동하기 좋제. 동네 인심 좋제. 우리는 정말 내 얼굴만 쫌 안 좋으면 

옆집에서 맨날 죽 끓여가 갖다주고 반찬도 해서 갖다주고 이러니까 반찬 생전 신경 안 써

요. 김장하면 일곱 집, 여덟 집에서 가오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겨우내 먹어요.”

“여기는 전부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이랬어요. 요 동네만 쪼매 있었고 전부 산길 맨치로 

산길 오솔길 해가지고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집 좀 있고 이랬다 카이.”

“대봉초등학교 있는 거기서 태어나서 그 동네 살다가 이 동네 시집을 왔어요. 그때만 해

도 여기 집이 전부 다 초가집이고 기와집이고 그렇고 도롯가에는 전부 다 양철문. 그걸로 

돼 있고. 그라고 요 길이 되게 좁았어요.”

임혜숙
1952년생

45년째 거주

수도산

수도산은 아줌마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놀고 사진 찍고 

했던 곳이었다. 과거에는 배수지에 올라오는 입구 안쪽에 

배수지 관리자(수위) 집이 있었다. 지금처럼 운동기구가 

생긴 건 불과 10년 전 쯤이다.

35년~40년 전 수도산 입구 사진

능인고등학교 4월 초파일 등불행사

능인고등학교 통근차 사건

4월 초파일 되면 밤에 온갖 종류의 등이 다 나와 능인고등학교에서 시민운동장까지 행렬

했다. 동네에 차가 마비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 

“능인학교가 불교학교잖아요. 그래서 여가 본부라. 4월 초파일 되면 밤에 등 같은 거 별에 

별 게 여서 다 나온다. 여기서 이 모든 걸 다 해가 나갔어요. 뱀도 만들고 용도 만들고. 어

디로 가나하면은 대구시민운동장까지 행렬을 하는 거예요. 참 이쁘고, 그때가 정말. 이 동

네 차 다 마비돼요. 내 그때 직장 댕겼는데, 이 동네에서 그래 하는지 몰랐어. 저녁에 되니

까 차가 이리 안 와. 그래 가지고 집까지 걸어왔다니까?”

“등만 들어 나가는 거 보면 정말로 화려하고 여기 막 나가는 동안에 좌우로 줄 쫙 서가지

고 구경하고 그랬다카이께네. 차도 못다니지. 반월당 이쪽으로부터 남문시장 여 차가 안 

댕기지 전부 요즘맨치로 경기하면 돌아댕기듯이 돌아가고 그랬어요. 4월 초파일이 아주 

큰 행사였지요”

학교 측에서 통근차를 구매하여 시승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학생이 버스에 매달

려서 사고 난 적 있다.

“능인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할라꼬 새 차를 사서 왔어. 와가 시승식하고 할라하는데 

아-들이 새 차가 들어오이 좋다고 막 매달리는데 뻥 터졌어. 뒤에 매달리다가 학생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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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못

영선초등학교 혼혈아들

물길과 복개도로

영선시장

현재 영선시장에서 올라가면 있는 교회 자리가 영선못 뚝 자리로 영선시장이 작게 있었

을 때에도 못 뚝이 있었다. 뚝 물은 깨끗했고 뚝에서 쑥과 달래도 캐 먹었다.

“영선시장이 째맨하게 있었는데도 요래 올라가면 거 만데이에 못이 있었어요. 못가에 뚝

이 있어서 우리 거기 쑥도 뜯고 달래도 캐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데 딴 사람

들이 그걸 뜯으러 가니까 우리 남동생캉 둘이 뜯으러 갔어. 가가 배가 고프니까, 이런 나

물을 먹어보니까 뿌리가 되게 맛있었던 거야. 그래 뭣도 모르고 다 빼 먹고 해가 배탈 나

고 안 그랬나. 머라캐이고 이랬다. 거기 못 뚝에 물은 깨끗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붔어이. ”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대구초등학교 다녔는데 영선초등학교 여기는 전부 다 아이

들이 튀기였었어. 껌딩이, 흰딩이. 전부 다 알록달록하이. 꼬불머리 있잖아. 후문에 있으

니까. 근데 어느 날 이기 정부에서 우예 했는가 없어지더라고. ”

“물길이 건들바위로 다 흘러갔잖아. 대백프라자 맞은편에 거기 웨딩샵 거기서부터 하수

천이어서 그건데 전부 복개 했지. 이천교 거기도 다 복개공사 해 가지고 집 짓고 했다 카

이께네. 이천교 쪽에 오작교라는 술집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도랑이잖아요. 그 다리

를 건너면 바로 술집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다 복개돼서 고미술거리가 됐어. 그러니까 그

게 없어졌지.”

“옛날에는 영선시장도 가고 봉덕시장도 가고 했어요. 지금은 영선시장 안 가요. 봉덕시장 

가요. 영선시장이 옛날에는 컸어예. 요새는 남문시장도 영선시장도 다 죽었지만. 영선시

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안 했잖아,”

발 씻고 놀던 건들바위
“우리는 거기 기도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거기 발도 씻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 전기하

고 하니께네. 옛날에는 뛰놀고 했다니까. 집이 대봉동이니까. 학교 갈 때 대구초등학교니

까 이리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발 씻고 놀고 했지.”

목욕하고 놀던 방천

재개발보다는 보수와 정비

“옛날에 여 방천에 여서도 맨날 목욕하고 그랬잖아. 대백프라자 앞에 방천.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줌마가 빨래를 삶아줘요. 거기 깡통 하나 갖다 놓고 나무로 불 떼

가지고 빨래를 삶아줘. 그럼 우리가 돈을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빨아서 가고 그

랬어요.”

“내 살 동안만 재개발 안 됐음 좋겠어요. 그냥 살다 죽게. 처음에 상아맨션에서 도로를 다 

여을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뒷집에 할머니가 옛날에 이 동네 전체가 자기 농토였었어요. 

그러니까 딸도 시집을 미국으로 가뿌이 외롭고 이래 가지고 자기 살아생전에는 절대 안 

한다카믄스 해가지고 요 동네가 못 들어갔어요. 아니면 여기를 상가를 다 지었으면 괜찮

았을긴데, 참했을긴데. 그래가 지금 지저분하지 동네 자체가. 지금은 좀 지저분해요.”

“우리 골목하고 도로가 까지는 상아맨션이 사야 돼. 상아맨션이 사서 앞에 도로가는 상가

를 딱 짓고 그래야 요 동네가 깨끗해져. 우리 골목도 엉망진창이었거든. 근데 내 동사무소 

가 가지고 우리 골목 너무 추접다고 그러니까 인도블록 싹 깔아주더라니까.” 

장은 가면 학교에서 다섯 시 되면 조교 시간이 되잖아요? 종이 울려요. 오후 5시 되면 웽-

하고 고동이 불면은 전부다 국기에 대한 경례 하고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 근데 어른

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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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종합병원 ‘수도산 배수지’ ]

#수도산 #배수지

영천에 살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아들, 딸이 있는 대구로 이사왔다. 이천동에 

3년 살다 4년 전 영선시장 안으로 이사했다. 시골에 살다 낯선 지역으로 이사 온 터라 마

음 붙일 곳도 친구도 없어 우울증 비슷한 신경쇠약을 겪다 우연히 와 본 배수지 쉼터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이제는 매일같이 이곳에 모여 함께 태극권도 하고 이야기 나누

고 놀며 동네에 정을 붙여가고 있다.   

수도산
“(수도산이 남구의) 자랑거리라고. 요기 전부 다 오거든. 노인네들 여기 오래 사는 이유가 

여기에 공기를 쐬고 놀기 때문에 오래 사는거라. 그리고 요런 터가 있어 가지고. 태극권도 

우리는 했거든요. 나는 요즘은 이제 안 하는데. 태극권 하러 사람들 제법 옵니다. 아주 잘 

가르쳐줘요.” 

장미자
1944년생

4년째 거주

배수지
“이사 와서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가지고 시골 같지도 않고. 어디 가서 살아야되노, 싶어가

지고 누구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우울증 비슷하게 신경쇠약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래가

지고 안 되겠다 어디라도 나가 보자 싶어 가지고 여기로 올라왔어요. 여기 제일 공기가 좋

대요. 그래 와보니 이 친구들이 앉아가 놀더만요. 그래서 어울려서 놀고 했어요. 그러다보

니 마음도 낫고 몸도 가뿐해요. 여기는 진짜 동네 종합병원이예요.”



463462 남구도시기억도큐멘타 기억현상소

[ 이천동 터줏대감 ]

#피난민 #능인고등학교 #영선초등학교 #이천동 

#탑동네 #미군 #건들바위 #99계단

피난민

1939년 예천에서 태어난 전천호 씨는 강릉과 삼척에서 살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 상주

로 피난길에 올랐다. 상주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한 후 어머니의 의지로 1960년대에 대구

로 오게 된다. 그때 이 동네에 이사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살고 있는데, 당시에 

이 동네는 피난민들이 사는 곳이었다. 어머니가 7평짜리 집을 평당 500원에 구입했던 집

을을 고치고 확장해가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원래 고향은 예천이야. 예천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어. 그

때 피난민들이 칠성산에 다 숨어 살았는데 거기 있다가 서봉사 희스님하고 파계사 배대

원 스님하고 같이 피난 왔지. 피난을 상주로 갔어. 그래서 상주에 살다가 중학교 졸업했는

데 어머니가 ‘아, 이거는 아이다. 여기 있으면 애 배리겠다.’ 해서 돈 5만원을 쥐고 대구에 

이 동네로 왔어. 60년대 였던 것 같아. 그때 지금 살고 있는 집 땅을 평당 500원 주고 샀

거든. 처음 왔을 때 피난민 사는 동네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7평짜리를 구했어. 부엌 3평

이고 방이 3평이거나 3평 반, 4평 이랬지. 그렇게 살았던 집이 주변에도 열 집 정도 있었

어. 우리 집은 그때부터 계속 살면서 집을 다섯 번 뜯어고쳐서 지금의 파란 집이 됐어.”

전천호
1939년생

이천동에 60년째 거주

능인고등학교
능인고등학교 9회 졸업생이자 합동16회 졸업생 전천호씨는 능인중고등학교 행정실장으

로 근무하기도 했다. 능인고등학교를 지산동으로 이사할 때 전천호 씨가 부지 매매를 진

행하고 감독했다. 건설사 후보에 우방그룹이 있었다. 이순목 회장이 능인고등학교 졸업

생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부도난 광명주택을 인수하며 고층아파트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스님들의 우려로 보성이 선정되었다. 현재 능인고의 씨름장 또한 전천호 씨가 지었다.

“내가 능인고등학교 나왔어. 능인고등학교 9회 졸업생인데, 합동으로 16회 졸업생이야. 

능인중학교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고등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능인고등학교가 남산동 천지기업사 자리에 있었어. 그

러다가 이 동네로 왔지. 그런데 능인고등학교를 지산동으로 옮길 때 이 자리가 좀 발전됐

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행정실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능인고등학교(현.상아맨션) 땅을 60

만원 받고 팔았고, 지산동 땅은 3만원에 샀어. 돈을 벌었지. 그래서 옮겼잖아. 87년 9월 

10일 이사 갔어.”

“능인고등학교를 지산동으로 옮길 때 내가 감독을 했어. 내가 스무 살 때 건축을 했으니

까 교장이 나보고 감독을 해 달라 하더라고. 능인고등학교를 보성에 김상구 전 회장이 지

었는데, 그때 보성이 빌딩은 안 짓고 판잣집이랑 작은 건물만 지었어. 상아맨션이 보성의 

첫 아파트야. 그러니까 보성의 감독이 건물을 지을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감독을 한 거

지. 원래는 우방그룹에 맡길까 했어. 우방그룹에 전.이순목 회장이 능인고등학교 2년 선

배야. 그때 이순목이 경북고등학교도 지었어. 그런데 그때 광명주택이라고 부도난 회사

가 있었는데 우방에서 그걸 인수했어. 그래서 스님들이 이거는 한 몫 주면 안 되겠다 해가

지고 보성이 짓게 된 거야. 설계는 서정남이 했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내 머리털 다 내삐리

뿌고, 김상구가 고생해서 지었어.”

“능인고등학교 씨름부도 내가 만들었거든. 원래 영신학교 씨름부가 있었잖아. 그런데 능

인 씨름부로 영신 씨름부를 내가 꺾었지. 그래 씨름장을 지으라고 하더라고. 우리 학교 직

원이 하나 있었는데 씨름장 설계해봐라 했더니 설계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점 여덟 

개 찍어서 16m 해가지고 내가 지었지. 지금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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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동 일대 건축
능인고등학교에 근무하기 전 전천호 씨는 건축 일을 했다. 주먹구구로 배웠지만 공장, 서

봉사 법당 등 이천동과 영선시장 일대에 많은 건물을 건축했다.

“우리 집이 못 사니까 어머니가 중참을 했어. 참집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고, 연탄도 팔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 아무튼 일꾼들이 우리 집에서 참을 먹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벽돌이 한 장에 얼마고 기와 한 장에 얼마 이런 걸 얘기한다고. 들으면 단가가 나오잖아, 

벽돌쟁이 벽돌 값 나오고 한 장 사는 데 얼마고 머릿속에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배워서 건축을 했지. 능인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천동이랑 영선시장 이 

동네에 많이 지었어. 공장도 짓고, 서봉사 옛날에 법당도 짓고, 배수지 올라오는 데 있는 

저 담장도 내가 다 지었어.”

수도산

영선초등학교

탑동네

“옛날에는 이게 철조망이잖아. 수도산 부지가 다 철조망이었어. 여기 미군 부대였어요. 들

어왔을 때.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수도산 안에 있고.” 

학교가 세워지기 전 일본인들의 말 목장이었다. 목장 이후에는 수창초등학교에 있던 헌

병학교가 영선초로 옮겨왔다. 그리고 영선초등학교 언덕 위에는 장거리 통신대가 있었

다.

“영선국민학교는 학교 없었고 일본 사람들 말 키우던 자리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면은 수창초등학교 있던 헌병학교가 영선국민학교에 있었어. 있다가 그게 영천 갔어. 갔

다가 서울 올라갔지. 그리고 영선초 언덕 위에는 옛날 장거리 통신대가 있었어. 능인고 자

리에도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 충혼탑이 있던 동네이기에 탑동네라고 불렸다. 영선시장 위 언덕의 여성

회관 위치가 탑동네였다. 탑동네는 특히 못 사는 동네였는데 작업일꾼들, 목수, 기와쟁이, 

미장, 벽돌쟁이가 많이 살았다.

“탑 동네는 옛날에 일본 시대때 충혼탑이 있던 데잖아. 옛날에 누가 많이 살았냐 하면은 

작업일꾼들. 목수. 기와쟁이, 미장, 벽돌쟁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못 사는 동네니

까. 내가 건축을 했잖아. 노가다하면 술 많이 먹으니까 여기 탑 동네 미장들, 목수들을 많

이 알거든. 지금은 많이 개발 돼 가지고 이 동네보다 탑동네가 더 발달 됐잖아.”

미군부대
"내 왔을 때도 미군들이 있었지. 미군부대 근처에는 양놈들 상대하는 술집이 열세 집 있

었어. 특히 후문 앞에. 왕비부터 비너스, 마마, 코끼리 웨딩, 그런 술집이 쫙 있었어. 많았

어. 캠프 헨리에도 많았어. 미군부대도 그렇고, 부대 앞 술집도 그렇고 옛날에 한국 사람

은 못 들어가. 우리는 이방인 지대라고 하거든, 그런데 나는 그때 미군들이랑 술 많이 먹

었어. 우리는 술 먹으러 갔어. 내가 지금은 이래도 젊을 때는 좀 이뻤어. 일본사람 닮았다 

그래 가지고 외국인인 척 “재패니즈, 재패니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었지(웃음). 

거기는 맥주를 이홉들이(360ml 병)에 팔았어. 75원이었는데, 한 박스에 24개 들었거든? 

우리는 보통 가면 50개, 80개, 100개까지 먹고 다녔어. 내가 능인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월급을 2만 원 받았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건축일 할 때는 한 달에 술값만 40만원 씩 

내버렸어(웃음)."

99계단

99계단은 옛날에 올라오던 돌길을 중간에서 꺾었기 때문에 계단 개수가 99개보다 조금 

적다. 그리고 계단 밑에는 가창댐에서 올라오는 수도관이 2개 묻혀있다. 물이 좋기로 유

명한 가창 물을 미군들이 먹는다.

“99계단이 아니라. 더 적어. 옛날에는 돌도 이래가 올라 왔자나. 올라오다가 중간에 이렇

게 꺾었어. 그래서 너덧 개가 없지. 그리고 99계단 밑에 가창서 올라오는 댐 관이 2개 묻

혀있어. 그래서 그걸 못 뜯어.” 

“지금 가창 물을 누가 먹느냐? 물이 좋으니까. 그걸 양놈들, 미군들이 다 빼 먹어. 여기까

지 안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 물 자체가 안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빼 먹다 보니 우리는 낙



467466 남구도시기억도큐멘타 기억현상소

건들바위
건들바위는 예부터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이었다. 한때, 건들바위가 끊어

지고 터가 헐릴 뻔했을 때, 경북대학교 양인석 박사의 주장으로 원상복귀 한 후 지금의 건

들바위가 만들어졌다. 또한 앞산에서 건들바위, 반월당으로 빠져나가던 천이 흘렀는데 

물길을 옮긴 것이 신천이다. 지금도 명덕지구 아래에 수도관이 묻혀있다.

“건들바위가 왜정시대에 애 못 낳을 때 무당들이 굿 많이 하던 곳이야. 경북대학교 교수

하던 양인석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능인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를 하셨어. 그분이 말하

기를, 그 터를 헐면 안 된대. 건들 바위가 약간 끊어져 있을 때 양인석 박사님이 그거 뜯으

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지금 건들바위 만들어놨잖아.”

“달서천이 앞산 헬리콥터자리에서 건들바위 밑으로 내려와서 반월당으로 빠져 갔거든. 

그걸 옮긴 게 신천 아이가. 옛날에는 건들바위 밑으로 내려갔잖아. 지금도 명덕지구 재개

발하면 그 관을 파가지고 큰 길로 해서 돌아가지고 빼야 돼.”

고미술거리

정전이 없는 이천동

선거연설을 했던 옹기전

“고미술거리는 60년대 말에 생겼는 건데. 지금은 뭐 많이 죽었지. 예전에는 이천동부터해

서 골동품 거리 그 앞으로 천이 흘렀어요. 지금은 도로인데, 복개한 거야.”

“옛날에는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이 잘 되었잖아. 그런데 이 동네는 정전이 안 되는 전기

야. 비상전기를 써.”

“남문시장 남남캬바레 자리 앞에 돼지골목이 옹기전이었어. 옛날에 옹기전에서 선거연설

을 했어. 시장이고 터가 넓으니까.”

동강 물을 먹잖아, 저쪽 편에는 운문사 물 먹고.” 종축장
칠곡종축장이 99계단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종축장에 돼지를 대 여섯 마리 키웠다.

“종축장은 99계단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위에 코너 2층 집이 있어. 그 자리가 종축장

이었는데 딴 데로 갔지. 당시에 돼지는 많이 없었어. 대 여섯 마리 있었어.”



469468 남구도시기억도큐멘타 기억현상소

[ 미군부대와 뽀이 ]

#미군부대 #캠프캐롤 #장물 #양색시 

#캠프조지#중앙정보부 #상아맨션 

미군부대 뽀이 시절
17살에 고향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부산의 미군부대에서 뽀이로 3, 4년간 일했다. 대구에 와

서도 헌병대에 들어가 일하다 23살 때부터 교동에서 전기업에 종사했다. 왜관의 캠프캐

롤에 15년 정도 전기 자재를 납품하기도 했는데 그 때문인지 캠프 조지 출입증을 발급받

아 장교 식당에 밥을 사 먹으러 다니기도 했다. 

“내가 17살에 부산 가서 미군 공병대에서 먹고 자고 잔심부름하는 뽀이를 했어요. 외지 가

서 성공한 사람들이 고향에 오면 어른들이 ‘우리 아들 밥이나 좀 먹여주소~’ 하고 데려가

라 한단 말야. 그때 부산 가서 성공한 사람이 고향에 와 가지고 나를 미군부대 세탁소에 

넣어줬어요. 3년인가 4년 정도 일하다가 공부 할라고 나와서 야간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

리고 또 헌병대 들어갔어요. 고향 사람 중에 대구 지부에 헌병대 대장 된 사람이 있었거

든. 헌병대 대장이면 끗발이 상당히 셌어요. 대구를 전부 다 관할 하거든요. 그렇게 헌병

대 들어가서도 세탁소에 오래 근무하다가 장사를 했지.”

“나도 부대에 있다가 부모님 생신이나 이럴 때 고향 가면 동네 친구들이 집에 찾아와. 같

이 갈 수 없냐고. 그래서 내 친구들도 둘 정도 넣어줬어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일하는 게 

옳게 된 직장은 아니었어요. 급료라고 할 것도 없었거든요. 미군들은 휴가를 받으면 일본

으로 가요. 휴가 다녀온 군인한테  손수건, 사진을 받거나 돈 한 푼 씩 나오는 거 그거 조

정진학
1938년생

33년 째 거주

미군부대 장물

미군부대와 양색시

미군부대 출입시절

미군부대 접시 탈취(?) 사건

“그때 어떤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먹던 숟가락도 숨겨 나와서 팔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에서는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니까 미군 부대에서 장물을 많이 빼돌렸어. 어느 정도냐 하

면 부산 앞바다에 배가 있으면 부대에 입항도 안 했는데 그 물건이 국제시장에 돌아다닌

다고.”

“양색시가 미군 만나고 하는 게 그 당시로 치면 국제결혼이지.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미

군부대에서 목요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 파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철조망 밖에 여자들이 

들어 올라고 별에 별 짓을 다 했어요.”

“내가 왜관 캐롤부대에 전기 자재 납품을 15년 정도 했어요. 내가 부대 가면 전기과에서 

인솔을 해줬어요. 캠프조지에는 납품을 한 적은 없지만 출입카드는 가지고 있었어요. 아

무나 주는 게 아닌데 우야다 보니 받아가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가고 했죠. 출입증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3명인가 4명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식당이 먹을만 해요. 

미군 음식이 뭐가 좋냐하면 아이스크림이 참 좋아요. 고기도 한국 고기 이상으로 좋고. 한 

끼에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했을 거예요. 한국보다 배 이상 비싼데 음식이 그만한 가

치가 있어요. 테이블도 아주 널찍하이 군 장교 식당이거든요.”

“30년 쯤 전에 미군부대에 밥 먹으러 갔다가 접시 훔쳐서 식겁한 적도 일이 있었어요. 앞

산 밑에 중앙정보부에 있는 친구가 결혼 피로연을 부대 안에서 했어. 근데 부대 출입하면

서 장물 빼돌리고 하는 사람이 그런 팁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가라고. 장

교 식당 그릇이 좋아요. 그래서 접시를 쪼매 봉지에 넣어가 차 트렁크에 실었거든요. 그런

금씩 받았어요. 그런데 부대에 있으면 쓸 일이 있나요. 밥도 나와서 미국놈들하고 같이 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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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맨션 전기자재 납품
“내가 이 아파트하고 인연이 있어요. 상아맨션에 전기 자재를 납품했거든. 자재 납품하고 

돈 대신에 입주권을 받았어요. 원래는 내가 23살에 교동에 가서 7, 8년 정도 동광전업사

를 하다가 79년도에 시청 앞에서 전기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 일도 많이 하고 LG, 대

한 전기 대리점도 같이 했는데 그때 상아맨션에 자재를 납품했지.”

데 조금 있으니 미군이 권총 차고 나타나더니 헌병대 가자고 그러더라고, 식겁했지. 다행

히 정보부에 있는 친구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잘 못 된 게 있나, 내가 책임지겠

다.’ 그랬지. 그래 영어로 얘기 나누면서 어찌하다가 다행히 문 앞에까지 데려다주더라고. 

그래서 모면했어.”

[ 다시 돌아온 이천동 ]

#이천동 #수도산 #봉덕시장

포항에서 10년 전쯤 대구로 왔다. 대봉동, 대명2동에 살다 재개발이 되면서 얼마전 이천

동으로 이사왔다. 대봉동에 살 때 수도산 배수지에 자주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대

명 3동에 이사가서도 한참을 걸어 매일 올 정도로 이곳에 대한 애착이 크다. 이번에 이천

동으로 이사온 이유도 바로 수도산이 가까워서였다.

친구들이 있는 동네로, 이천동
“친구들은 여기 산에 와서 만났지. 대봉동에 살 때는 수도산에 올라오면 됐는데, 대명동으

로 가니까 멀어. 그래서 이천동에 왔지. 친구들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대명동에서는 한참 

걸어야 해. 그래서 매일은 못 와도 며칠 있다가 오고, 안 오면 친구들이 ‘포항댁 오라고’ 연

락 오면 또 오고.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며느리랑 집 보러 다닐 때 여기 수도산이라 하거

든. 수도산 근처로 온 거지.”

“동네 좋아. (수도산에) 아침에도 오고. 낮에 친구들 있을 때도 오고. 여기 나오면 친구들

이랑 뭐 모든 이야기 다 하고 웃는 이야기도 하고 좋아요. 사람이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없으면 뭐 어디 갈 데가 있노? 거기다 봉덕시장도 가깝고.”

최소남
1939년생

두 달 전, 대명동에서 이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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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산 운동시설

“처음에 대봉동 살 때는 저런 거(운동기구)도 없었어. 남구청에 요청해주는 사람이 있어

야 하는데. 남자들이 하지. 그래서 남구청에서 해줘서 운동기구도 생기고 지붕도 생기고 

벤치도 생기고. 빗자루랑 쓰레받기랑은 여기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들 청소하고.”

[ 미군부대와 양공주 그리고 입양아 ]

#이천동 #마태산 #99계단 #건들바위 #고아원 

#호동원 #미군부대 #양공주 #혼혈아 #입양아

고향은 김천이다. 김천여고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다 결혼 후 대구로 왔다. 

캠프헨리 후문에서 구멍가게를 하며 밑천을 마련해 시내에서 크게 옷 장사를 했다. 미군

부대 앞에서 가게를 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미군들, 양공주, 혼혈아들에 대한 기억이 각별

하다. 이천동 인근에 살다 20년 전 상아맨션으로 이사왔다. 

살기좋아 고른 동네, 이천동

마태산

“이천동은 살기는 좋아. 와 그런고하면 봉덕시장이 물건도 싸고 품목도 다양하고. 사람들 

인심도 좋고. 그래서 살기에는 그저 그만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를 수성구로 가려고 

하다가 코오롱에도 미분양돼서 집이 있었는데 상아맨션으로 왔어. 수성구로 갔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지.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때는 이천동에 살기가 좋아서 여기서 살게 됐어. 

그래서 지금은 딴 데로 갈 수가 없어.”

“아이들이 요 앞을 마태산이라고 불렀어. 마태산 놀러가자 하면서 99계단 타고 올라오고 

그랬어. 후문 쪽에 사는 애들은 놀 데가 없으니까 마태산에 놀러가고 했지”

최원기
1936년생  

20년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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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

미군부대 일대에서 꾸린 슈퍼

“옛날에 호동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어. 지금은 호동유아원이던가? 그 자리가 그대로 고

아원이 있었어. 그 외에도 고아원들이 몇 개 있었지.”

“나는 작은 슈퍼를 했어. 미8군(현.캠프헨리) 후문 있는 데서 조금 올라간 자리에서. 그러

니까 내가 많이 알지. (슈퍼) 이름도 없었어. 외국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이 (슈퍼를) 많

이 알았지. 미군들이랑 많이 만났어. 보급창고장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랑 사니까 많

이 만났지. 너무너무 내가 잘 알지. ”

“그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았잖아. 집에 휴지도 없었다니까. 없어서 책 겉은 거 노트 

겉은 거 찢어서 화장실가고 그랬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휴지를 미국사람들이 항그

(많이) 주면은 아주 귀하게 나눠 쓰고 그랬어. 그리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도 많이 얻

었어. 보급창하고 있는 그 사람 마누라가 한국사람이야.” 

“미군 소방대장을 알고 지냈어. 시코라라고 독일사람이거든? 그런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

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가지고 미국 들어갔지. 소방대장이 우리 남동생 시골에 

있는 아를 데리고 와서 미8군에 헌병대장 비서로 넣어줬어. 근데 너무 할 게 없더래. 맨날 

옷 빨 거 나오면 캠프워크에 가서 빨아가 오고. 그 사람도 미8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

까 매일 자기 집에 편지만 쓰고 일 시키 주는 게 없더래. 그래서 못 다니겠다고 나와버렸

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정직하게 살았어. 외국사람들한테도 정직하게 하니까 믿고 나한테 맡기기도 하고. 자기

건들바위
아이를 못 낳는 사람, 아들 없는 사람,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 등 건들바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많았어. 그때는. 아이 못 낳은 사람들도 기도했어. 아이 낳게 해달라고. 또 아들이 없는 

사람들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고.”

들이 PX가서 뭐 사가 와서 주기도 하고. 한 번은 나를 시험해볼라고. (미군들이) 가끔 없

으면 내가 집 청소도 좀 해주고 이러니까 자기 다이아 반지를 빼 가지고 침대 밑에다 떨

어뜨려 놨더라고. 내가 청소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가만히 뒀어. 자기가 와서 보니까 (반

지가) 그대로 있고 믿을만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믿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미군)들이 물건을 사다줬어. 나한테 팔아 가지고 자기들 원가에서 

조금만 남가주고 달라 해서 그것도 내가 사 가지고 팔기도 했어. 제일 처음으로. 대구시내

에서 첨으로.”

“별에 별 거 다 팔었어. 그때는 사이다도 캔이 우리나라는 없었어. 그때 미국에는 사이다

가 캔이 있었어. 우리나라는 없었고 병으로 돼 있는 거 쪼끄만한 거밖에 없었어. 내가 교

동시장에 외제품 파는데 1등(처음)으로 팔았어.”

양공주
양공주는 18살~20대 초반의 여성이 많았다.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많

았다. 보통 미8군(캠프헨리) 후문 앞 나이트클럽에 일하면서 미군을 만났다. 미군과 결혼

해서 함께 미국에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이를 낳았음에도 미국에 함께 가지 못 하는 경

우도 있었다.

“(양공주는) 전국에서 다 왔어. 전라도 사람들도 많이 왔거든. 결국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 전라도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런 편견을 안 가졌어. 다 똑같이 대

해줬어. 나도 걔네들 많이 도와줬어. 나이는 다 어렸지. 열여덟 살, 스무 살부터 스물 몇 살 

요 정도라.”

“나이트클럽이 있었어. 미8군 후문 앞에. 이름은 모르는데 나이트클럽이 많이 있었어. 저

녁에 일하면서 미군들 만나가지고 살다가 어떤 애 하나는 결혼해서 같이 미국에 들어갔

어. 당시에 결혼해서 한국에서 애 낳아 가지고 같이 미국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같이 못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미국 못 가면) 장사를 했지. 또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생활하고 생활비 받아서. 그 

사람들도 밑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잖아. 근데 미군 통하면 물건을 구하니까. 물건이 그때

는 지금처럼 흔하지도 않았어. 내가 말하잖아. 휴지도 없었다니까. 노트, 책 같은 거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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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미군과 양공주 사이의 아이들이 많았다. 한국에 살지만 아이들은 모두 외국 이름을 사용

했다. 70년대 중후반부터 아이들이 입양가는 걸 봤는데 2, 3년 정도 한국에서 키우고 입

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자랄 경우, 호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군이랑 같이 살다가 결혼해서 미국 가는 사람들도 있긴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월남

전쟁이 있었어. 미군이 월남전쟁 가면 한국에 남은 여자는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기

를 낳아.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되니까. 아기를 미국 양자로 보냈지. 너무

너무 많이 갔어. 그 당시에 미국사람하고 살면서 낳은 아기들 외국으로 많이 갔어.”

“걔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목사가 그 애를 데리

고 서울로 갔어. 서울에서 미국에 입양을 해줬어. 처음에 어떤 아이들은 옥수수 밭에서 일

하기도 하고 이랬단다. 한국에서는 학교도 못 갔던 아이들이 미국가서 한글도 다 배우고, 

영어도 다 배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너무 똑똑해졌어. 거기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미국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가. 

그랬는데 이혼을 해서 그 남자가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낳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여자

도 흑인 혼혈이더라고. 남자는 백인 혼혈이라. 그애 아빠는 내가 잘 알거든.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도 잘 알아. 그랬는데 그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애랑 여자랑 미국에 데리고 가겠다

고 했는데. 월남전에 갔어. 그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 했어. 

아이는 살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우유 한잔도 못 먹어 봤다잖아. 그렇게 있다가 그 목사가 

서울로 데리고 가서 양자로 보낸거지. (학교 못 간 건)형편이 안돼서 그랬지. 그리고 또 학

교 갈 호적이 없잖아. 엄마 밑으로도 안 들어갔어.”

미국 입양아 찾기 캠페인
“미국에 입양 가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하고는 연락해요. 프랭키라고. 가는 너무 돈이 없

어서 학교도 못 갔는데 미국 가서 대학 졸업해서 한글도 너무너무 잘하고 잘 쓰고, 영어도 

서 화장실 가고 했다니까, 50년 전이니까 그렇잖아. 두루마리 휴지도 없었어. 텔레비전도 

없었어.”

프랭키씨의 아내 티아 라고스키씨의 명함 

뒷면 광고 ‘DNA 유전자 검사 가족 찾기’ 

잘하고. 그래서 결혼 해가지고 딸 하나 아들 둘인가 낳았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 중에 자식

을 못 찾는 사람. 찾아주는 그런 협회를 하고 있어. 거기 협회에 이사장인가 그래. 이름이 

프랭키라. 아이를 양자 보냈는데 못 찾는 사람 여기 와서 유전자 검사해서 다 찾아주는 검

사하고 있어. 그런 사람 못 찾는 사람 (소개)해달라고 나한테 명함을 하나 주고 가서 명함

도 하나 가지고 있어.”

아드님 증언
“혼혈 애들이 많았어. 미8군에 살던 애들, 학교 못 가고. 부대 안에서 세차하고. 그런 거 다 

알아. 세차장에서 차 닦아 주고, 구두 닦아 주고 그런 거 했어.”

“혼혈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같이 놀던 사진이 있어. 영남교회 다녔어요. 교회에 혼혈인 친

구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 있었어. 그때는 교회 목사님이 애들 불러 가지고 한꺼번에 

미국에 데리고 간 적도 있고, 신부님이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입양한다고. 한국에서 거

지같이 사니까.” 

미8군 정문 일대의 기억

미8군 정문에서 앞으로 나오면 남도극장이 오랫동안 있었으며 장교 숙소와 득인약국도 

있었다. 또한 이천교 근처에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은 미군들이 저녁에 나와

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술집으로, 다른 가게들보다 늦은 시간까지 운영했다.

“(정문 앞)거기 아파트 지어놨대. 예전에는 그 동네 살았어. 거기, 미8군 정문 담 옆에 아

파트  지어놨대, 그 동네 살았어. 거기 옛날에 남도극장 앞이잖아. 남도극장이 오래 남아 

있었어.  그때 남도극장이 봉덕시장 앞에 있었어. 그러고 거기 득인약국. 8군 정문앞에 득

인약국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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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랑 건너편에 있던 으리으리한 집 ]

#능인고등학교 #상아맨션 #수도산 #배수지 

#도랑 #미군부대

대구 토박이다. 남산동에서 태어나 대구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면서 건들바위로 이

사왔다. 건들바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직접 빌어본 적은 없다. 

새로 복원하고 난 뒤 최근에는 예식을 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능인고등학교에서 상아맨션으로

운동코스, 수도산 배수지

능인고등학교 자리에 상아맨션 들어선다고 했을 때, 도로 건너 동네의 분위기는 좋았다.

“우리는 도로 건너니까 하면 좋지 뭐. 동네 살고. 학교보다는 아파트가 안 낫나. 그래서 다

들 좋아하는 분위기였지.”

“재작년, 작년 2년간 아침 7시면 태극권하러 왔어요. 지금은 아침에 못 나와서 오후에 한 

번씩 산책오지요. 영선 초등학교 한 바퀴 돌고, 배수지 와서 돌고. 운동하기 참 좋잖아요.”

최재란
1952년생  

약 40년째 거주

도랑
도랑이 복개되기 전, 그 옆에는 큰 집들이 있었는데, 도랑을 건너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가 놓여 있었다.

“복개천이라 가지고 지금은 도로지만은 옛날에는 물이 흘렀어. 건너편에 있는 집은 좀 멋

스러운 집이라 캐야되나. 도랑 다리를 건너가야 집으로 갈 수 있지. 거기 집이 몇 채가 있

는 데, 자기 집 앞에 다리가 놔 져 있는기라. 이쪽 동네랑은 다르게 거기 있는 집은 잘 사

는 집 같더라고.”

미군부대
“(미군부대가) 옛날이랑 맹 고대로 있잖아. 그래가 많이 봤지. 우리 이웃에도 미군이 살았

어요. 한국 사람하고 같이. 지금은 미국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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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현상소 Ⅱ

KEYWORDS
#광덕시장 #옥상텃밭 #연탄재 #다락방 #공동수도 #미군부대 #캠프워커 #축제 #미

국독립기념일 #할로윈데이 #불꽃놀이 #활주로 #비행장 #앞산아파트 #중앙정보부 

#수녀원 #종축장 #충혼탑 #영화<저하늘에도슬픔이> #남명초등학교 #남부경찰서 

#앞산 #동괘진 #서괘진 #도촌 #부촌 #솔밭 #보리밭 #정구지밭 #과수원 #도랑 #판

잣집 #옹벽 #복개천 #돌담 #탱자나무 #옹기전 #양계장 #성냥공장 #대동풀 #닥나

무 #젓가락공장 #카페거리 #재개발

광덕시장 기억캠프

■ 기       간 : 2020년 8월 5일 ~ 8월 9일(5일)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       소 : 광덕시장 상인회 사무실

■ 주       최 : 대구광역시 남구(문화관광과)

■ 주       관 : 도시문화기획단체 훌라(HOOLA)



483482 기억현상소

INTERVIEW
광덕시장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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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대성상회 ]
서분선

1946년생
50년째 거주

#광덕시장 #옥상텃밭 #연탄재 #돌담 #탱자나무 #도랑 #미군부대 #옹기전

광덕시장

광덕시장 공동수도

연탄재로 만들어진 옥상텃밭

“여기 왔을 때 뭐 생선이고, 채소고, 건어물 가게도 크게 있었고, 옷집도 있었고 다 있었

어. 주변에 초가집은 없었고 기와집이나 새로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었지. 내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장사가 가장 잘 되었지. 저녁 장에 손님이 많았고, 아침에도 꽤 있었어. 나는 그

때 다락에서 살았어. 장사가 잘 되니깐 점포 다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

광덕시장 내에 몇 개의 공동수도가 있었다. 처음에는 집집마다 개별 수도가 없었다. 공동 

수도 1개를 3-4가구가 사용했다. 수도세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 나눠서 냈다. 

“각 모퉁이에 하나씩 다 있었어. 시장 안에 몇 개 있었지. 우리는 여기서 3, 4집이 사용했

지. 물 수도세 나오면 갈라서 내야지. 식구별로 나눠서 내야지. 식구 많으면 더 내고. 둘이 

먹으면 둘이 먹은 값, 셋이 먹으면 셋이 먹은 값 내고. 우리는 애들이 넷이라서 우리가 제

일 많이 냈을 거라.”

“처음부터 밭이 있었던 게 아니야. 대야에다가 물 받아서 옥상 올라가 애들 씻기기도 하

고, 여름 되면 옥상에 가서 자기도 하는 쉼터였지. 그런데 전부 연탄을 때우니까 연탄재를 

버릴 데가 없잖아. 자기 지붕 위에 다 갖다 버렸어. 그게 삭아서 흙이 되어서 채소 기르고 

했어. 연탄재가 흙이 되었지. 고추도 있고 호박, 고구마도 있고 파도 있고 그래요. 마늘이 

되면 마늘도 해요.”

명덕시장에서 만화방을 하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장사하던 이곳(광덕시장)으로 70년대

에 이사 왔다. 시어머니와 함께 채소가게를 운영하다가 장사를 이어받게 되었다. 이후에 

생선 장사, 과일장사를 하다가 10년 전부터 반찬가게를 하게 되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

셔서 4남매를 키운다고 고생을 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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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

미군부대 축제

옹기전

“도랑에 빨래도 하고 앞산에 골짜기 올라가면 목욕도 하고 했는데. 더울 때 밤에 가서 목

욕하고 그랬어.”

“애들 클 때 안 가면 되나? 가자고 하니까 갔지. 뭐 사 먹고 거기 가면 오만 거 다 했어요. 

총 쏘는 거도 하고. 미군부대에서 몇 번 했어요. 1-2일씩 했던 거 같아. 아마 춥지 않을 때 

한 거 같은데, 봄 아니면 가을에 했을 거야.”

‘대덕탕’ 앞 난전에서 장독대 류를 판매했다. 연중무휴였다.

“옹기전도 있었지. 목욕탕 앞에 쫙 깔아놓고 팔기도 하고, 여기 위에 건물에 점포가 있었

지. 365일 했어.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

돌담과 탱자나무 담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동아주택 올라가는 길에서 탱자나무 담을 봤지. 동네에 돌담이랑 

탱자나무 담이 많았다고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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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성서상회 ]
박점순

1940년생
47년째 거주

#양계장 #광덕시장 #솔밭 #비행기활주로 #다락방 #옥상텃밭

#연탄재 #동괘진 #서괘진 #도촌 #도랑 #앞산아파트

양계장에서 성서상회가 되기까지

광덕시장 변천사

광덕시장 가게 다락방

“지금 원마트 자리가 우리 양계장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했었는데, 내가 딸 낳았을 때, 우

리 남편이 이어 받았지. 지금 우리 딸이 50이니깐 50년 전이겠네. 양계장 할 때 시장을 짓

기 시작해서 여기 위로 (양계장을) 옮겨왔거든. 시장 다 짓고 나서는 동네에서 냄새 난다

고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시장에 들어왔잖아. 양계장 그만하고 여기와서 닭이랑 계란

을 팔기 시작했지. 그때는 닭을 직접 잡아서 팔았어. 닭이랑 계란은 지인이 하고 있는 곳

에서 받았고. 우리가 시장에 왔을 때는 좀 빈 곳들이 있었지. 우리가 거의 초창기에 열었

다고 보면 돼.  2층을 조금 고쳐서 살림도 살았다. 딸은 여기서 키워서 시집보냈다. 중앙정

보부에 식당이 있었거든. 거기도 계란하고 닭하고 좀 납품했다.” 

광덕시장 자리는 6.25 전쟁 이전에 솔밭이었다. 주변은 논밭이었다. 6.25 전쟁 때는 비행

기 활주로가 됐다. 1970년대 광덕시장 점포 매매가는 10평에 700만원 정도였다. 장사가 

가장 잘 된 해는 1988년이다.

“옛날에 6.25 사변 때는 이 자리(광덕시장)가 솔밭이었어. 그리고 사변 때 비행기 활주로

가 됐지. 주변에는 다 논, 밭이었어. 옥수수도 있고, 파도 있고 온갖 거 다 심었지.”

단층인 점포의 천장 부분을 나눠서 2층을 다락방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1층 천장이 낮다. 

처음 용도는 주로 거주 혹은 창고(물품 저장소)였다.

여기가 고향이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 현재 ‘원마트’ 자리에서 아버지가 하시던 양계

장을 1969년에 남편이 물려받았다. 이후 1972년에 광덕시장이 생기면서 냄새 때문에 동

네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광덕시장 안에서 닭이랑 계란 판매를 시

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현재 상인들 중 장사한 지 가장 오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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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텃밭

목욕도 하던 넓은 도랑

동괘진, 서괘진 그리고 도촌

미군이 살았던 ‘(구)앞산아파트’

처음에는 시멘트로 덮인 옥상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휴식도 하고, 애들을 씻기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연탄재를 부셔서 각자의 집 위(옥상)에 뿌리기 시작했다. 그걸 경작

하는 흙으로 사용했다.

“거기 농사 짓기 전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었지. 처음 (시장) 짓고는 올라가서 잠도 자고, 

다라이에 물도 받아서 애들도 씻기고 했어. 옛날에는 우리가 연탄을 피웠잖아. 그래서 연

탄재를 올려가지고 그랬지. 연탄재를 흙으로 써서 농사 지은 거지. 자기 집 위에 자기네 

연탄재를 붓고 농사를 지었어.”

“원마트 앞에 길 덮어 놓은 거, 그거 전부 도랑이었어. 거기 우리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

랬어. 얼마나 넓었다고."

“여기 동네 이름? 여기 옛날에는 ‘동괘진’이라고 했어. 저기 밑에 9동 사무소 있는 거기는 

‘서괘진’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도촌’이라고 했어. 도시 사람들만 산다

고.”

‘앞산아파트(현, 보성청록아파트 자리)’에 미군들이 세 들어 살았다. 월세는 30평에 100

만원 정도였다. 

“우리도 아파트에 외국 사람들한테 세 놓아 봤거든, 저기 앞산 아파트 저기에. 한 달에 좀 

받았다. (32평 짜리를) 100만원. 몇 년 동안 받았지.”

“여기 옛날에는 다락이 천장 낮게 해 가지고 만들었다. 1층을 좀 낮추고 2층, 그러니깐 다

락을 만든 거지. 여기서 살기도 하고, 뭐 갖다 놓기도 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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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오복상회 ]
유오복

1943년생
50년 이상 거주

광덕시장 터에서 시작한 오복상회

1960년대 광덕시장 터와 주변

1969년에 가게를 열면서 술 도매를 했고 주 품목은 막걸리였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

는데 술을 시원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우물 샘에 담가 놓았다. 1977년 광덕시장 점포를 샀

고, 수리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상회를 하면서 쌀, 연탄 등 동네 배달을 했기 때문

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까지 알 수 있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광덕시장이 없었고, 대부분 보리밭이었다. 소방도로가 코너에 생기

면서 평당 200원에서 500원으로 땅값이 올랐다. 당시 주변에는 돌담이 있었고, 광덕시

장 자리는 ‘동괘진’, 옆 동네는 ‘서괘진’ 이라고 했다. 공터에다가 유채 나물을 갈고, 여름에

는 거름으로 인분을 뿌렸다. 냄새가 많이 났다. 

“내가 이사왔던 1968년도는 시장 짓기 전이었으니까. 시장 짓기 전에 여기 다 보리밭이

었어. 여기 전부 다 소방도로도 없었고 조그마한 도로 있을 때. 소방도로가 코너에 생겼을 

때는 500원이고, 없었을 때는 200원이었어.”

“여기는 ‘동괘진’, 저 밑에 동네는 ‘서괘진’. 복개천 저거 덮기 전에 아래쪽은 다 보리밭이

었어. 공터 있을 때는 시나나빠(유채나물) 갈고. 여름철 되면 인분을 퍼가지고 밭에다가 

뿌려 놓으면 냄새가 얼마나 난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 그리고 성냥공장도 있었

고. 그리고 저 위에서 내려오면 전부 돌담으로 되어 있었어, 돌로 담을 쌓아 가지고 초가

집을 나지막하게 살았지.”

고향은 경북 달성군 하빈면 묘동이다. 1960년대 초반에 광덕시장 터(당시엔 아직 광덕시

장이 없었음)로 왔다. 제대 후, 1968년에 주소 전입신고를 했다. 광덕시장 터에서 작게 구

멍가게 하면서 아는 형님 술 도매업을 봐주다가 69년도에 ‘오복상회’를 열었다.

#광덕시장 #보리밭 #소방도로 #동괘진 #서괘진 #복개천

#돌담 #자갈시멘트 #미군부대 #캠프워커 #중앙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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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섞은 시멘트로 지은 광덕시장 건물

미군부대 공짜 캔맥주

중앙정보부

광덕시장 건물을 지을 때 밤자갈(개울에 있는 동글동글한 자갈)로 만든 시멘트를 사용했

다. 지금의 시멘트 전용 못으로 쳐도 안 들어갈 정도로 견고했다. 

“그 당시에는 밤자갈이라고 하는 국산 자갈. 개울 같은 데 가면 동글동글한 자갈 있잖아. 

그걸 가지고 시멘트 한 거지. 지금 시멘트 못으로 쳐도 못이 안 들어가. 못이 부러져버려.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야. 요새는 그런 게 없어. 그때는 레미콘 차가 오는 게 아니고 사

람 손으로 해서 다 시멘트 한 거라.”

1970~80년대에는 1년에 한번 씩 축제를 했다. 처음에는 ‘양맥주’라고 하는 캔 맥주를 동

네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다가 이후에는 판매했다.

“1년에 한 번씩 축제도 하고 했는데. 축제할 때 들어가고 했지. 축제할 때 동네 사람들하고 

들어 가면은 맥주도 먹고 한 바퀴 돌면서 음식도 사 먹고 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맥

주 같은 거 공짜로 주기도 했어.”

“70년대에 있었는데 정보부가 지금 수녀원 자리였어. 내가 거기에 일할 게 있어서 가면 

그때는 겁났어. 문이 지하로 되어있고 그 위에 잔디로 되어 있었어. 정보부가 있다 보니깐 

주변에 부촌도 생기고 그랬지.”

도랑
1960~70년대에는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도랑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다.

“목욕탕이 없어서...사람들 도랑에서 목욕하고 씻고 했어. 그 당시에는 사람들도 많이 안 

살았고 하니까 물이 깨끗했어.”

쇠락한 시장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기 전까지 잘 됐는데, 그 후로 큰 마트 허가를 많이 내줘서 그대로 

시장들이 다 죽어버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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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호 대명철물 ]
최종길

1944년생
48년째 거주

1970년대 대명동

도랑과 복개도로

처음 이사왔을 때는 주변에 공터가 많았고 신개발지역이라 하여 주택을 많이 짓고 있었

다. 건설회사를 다니던 때라 이 주변에 집을 몇 군데 짓기도 했다. 옛날에는 대명동이 ‘동

괘진’, ‘서괘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동괘진’은 ‘원마트’ 뒤로 해서 ‘보성 청록아파트’까

지이고 ‘서괘진’은 광덕시장 밑 쪽이었다.

“제가 72년도에 올 때만 해도 여기 공터가 많았어요. 그때 여기가(광덕시장) 신개발지라

고 해서 주택을 많이 지을 때 와 가지고 나도 건설회사 다니던 시절에 이 동네에 집을 몇 

군데 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주거지역하고 주거전용지역이 있

었어요. 그러니까 주거전용은 단독주택으로 해서 평수가 50평 이상 짓는 그런 게 있었고 

이쪽은 40 몇 평 수형 주택을 짓게 해서 구분되도록 했어요. 그때는 빌라나 그런 거는 없

었고 단독주택은 있었어요. 대구에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좀 있었어요. 중앙통 쪽에서 

가게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건설회사 사장 집도 있었어요. ”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복개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앞산 공원에서 내려오는 도랑인데 매

년 조금씩 복개한 거지. 1980년도쯤부터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1990년도쯤 되었을 때 복

개가 다 되었다고 보면 돼요. 복개가 대명천에서부터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 예산이 있

을 때 했고 중간중간에 다리가 있었어요. 1980년대에는 개울을 조그마한 미군 군용 철판 

같은 거, 활주로 까는 거 그걸로 동네 건너고 했다고 하더라고.”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구에서 살았다.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대

구로 와 동인동에 있다가 1972년에 대명9동으로 왔다. 회사생활을 하다 25년 전쯤 광덕

시장에 철물점을 차렸다.

#도랑 #복개도로 #동괘진 #서괘진 #미군부대 #할로윈데이 #광덕시장 #옥상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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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미군부대 출입시절

미군부대 할로윈 데이

“옛날에 여기 정보부 있었다가 만촌동으로 갔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국가정보원 그건

데 정규직은 몇 명 없었어요. 군대에서도 사복 입고 나오기도 했고 동창 중에 거기 근무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 횡포가 좀 심했어요. 금마들 순 나쁜 놈들이야. 옛

날에는 차에 선팅을 해 가지고 안에서는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안 보여서 모르잖아요. 바

깥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문 열고 ‘와 인마, 여기 보노’하고 그랬어. 좀 횡포가 심했어요. 

그때는 권력의 그거라서 애매모호한 사람 거기 끌려가면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맞기도 하

고 그랬어요.”

“내가 캠프 워커도 많이 가봤고 캠프 헨리도 들어가 봤고 그랬어요. 보통 못 들어가는데 

pick up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옛날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자재도 넣다 보면 들어가기

도 하고 그랬어요. 사병 숙소도 들어가서 보면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빈 깡통 모아서 자기 

방에 재워 놓은 애도 보고 그랬어요.”

“보통 가을에 그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2, 3일 할 때도 있고 하루 

만에 끝날 때도 있고 그랬지. 행사하면 사람들이 많이 갔지, 미군 풍습이 어떤가 싶어서 

가보기도 했고, 그때는 양공주들도 많았죠. 거기서 캔 맥주를 좀 싸게 팔았지. 걔들이 어

떤 애들인데 공짜로 주겠어? 할로윈 데이 때는 장사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모르고 미군 

물건이 좋은 줄 알고 처음 보는 거 사서 가지고 오고 그래했지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었고 요즘처럼 다양한 품목이 없었고 미군 PX에서 나오는 색다른 물건

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사 먹기도 하고 그랬지. 지금은 들어가서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다.

동괘진과 서괘진
“옛날에는 대명동이 동괘진, 세괘진이라고 나눠 불렀어요. 동괘진이라고 하는 데가 저기 

위에고 원마트 뒤쪽에. 뒤로 해가지고 보성 청록아파트 거기가 동괘진이었어.”

튼튼하게 지은 광덕시장
“이 시장은 못을 박으면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시멘트를 튼튼하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

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레미콘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했냐면 건축에 보

면 원, 투, 쓰리 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은 자갈을 하나, 투는 모래를 둘, 그다음에는 시멘

트 한 포. 그래가지고 일본 말로 ‘데누리’ 이래 제껴 가지고 시멘트를 했다고. 요즘은 레미

콘이 있는데. 옛날에는 자갈이라 하면은 25mm 조그마한 자갈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근데 

요즘에는 건축에 들어가는 게 바윗돌 부순 거를 쇄석이라고 하는 거를 넣거든. 옛날에는 

동글동글한 이 자갈을 골재장 모래 퍼는 곳에서 채에다가 골라 가지고 잔자갈을 팔아먹

고 했거든. 그걸로 지은 집이라.“

옥상 텃밭
”우리도 위에 텃밭을 조금 하죠. 여름에는 고추, 겨울에는 마늘. 그거밖에 안 해요.”

권미자
대명철물 사모님

46년째 거주

#광덕시장 #중앙정보부 #앞산 #부자동네 #복개천 #미군부대 #카페거리 #재개발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 신보사에서 필경 아르바이트를 하다 1974년 결혼을 하면서 대구로 

왔다. 앞산 밑이 살기 좋다고 하여 이 동네로 이사 왔고, 현재 남편이 ‘대명철물’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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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무서웠던 중앙정보부

부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

이 동네에서 제일 무서웠던 곳으로 기억한다. 그 앞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를 으스스한 기분

이 들곤 했다. 

“앞산 순환도로 끝에 정보부, 거기는 제일 무서운 곳이잖아. 거기는 돌담이 높이 올라간 

다음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보부와 관계된)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정보부 그런 곳 이야기도 들어보고 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 일단 정

보부라 하니까 조금 으스스했지. 동네 사람 중에 정보부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

기 돌봐주고 잔디 깎아주는 사람 정도죠. 그런 분들은 그 안에 이야기를 잘 안 하지. 거기

를 가꾸는 일 정도만 하니까 사소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봤어요.”

앞산 정보부 뒤쪽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다 안전하기까지 한 

살기 좋은 동네라 했다.

“정보부 뒤로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산이 가깝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앞산 

밑 정보부 뒷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으니까 넓은 집에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에 거기로 많이 갔겠죠. 넓은 마당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왔던 거 같고요. 정보부가 가까우니까 도둑도 잘 없었다고 해요.”

북적거리던 광덕시장

광덕시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이 동네로 이사 왔다. 입구에는 난전이 즐비하였고 시장

이 활기찼다.

“이 시장이 들어선 게 1972년도라고 하는데, 1974년에 이사 왔으니까 여기 시장이 생긴진 

얼마 안 된 건데 더 오래된 시장 같아 보였어요. 저기 입구에 길거리 장처럼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시장이 잘 되었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오전이면 다 소비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고 있다. 대명동에 대한 첫 기억
서울에 있는 신보사에서 일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후배의 집이 대명10동에 있었다. 그 후

배에 대한 좋은 기억 덕분인지 대구로 오기 전부터 대명동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대구에 이사 오기 전 서울에 있을 때 같이 필경하던 후배가 되게 예뻤어요. 긴 머리를 하

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대명동에 산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은 10동에 살았다고 그러

대. 그래서 대구에 대명동이라는 곳이 있구나, 라고 알았는데 걔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게 대구에 대한 느낌을 되게 좋게 가지게 했어요. 근데 시집을 오고 나서 보니까 여

기가 대명9동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명동에 대한 느낌이 더 좋았던 거 같아요. 한 사

람이 주는 느낌이 도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한 지역에 대한 왠지 모를 호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 같아요. 나도 대구에 살면서 대구 사람으로서 행동을 좀 잘하고 그래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요.” 

복개천

“옛날 대동풀이 있던 길에서 이호상 씨 집 앞까지 전부 다 천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복개

했지요. 그래서 동네를 복개천 도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수도 개천이라. 빨래

는 못 하지. 빨래는 앞산 빨래터에서 했죠.”

미군부대

평상시엔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지만 독립기념일이나 특별한 행사 시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웠다, 그럴 때면 스테이크도 사 먹고 핫도그도 사 먹으러 가기도 했다. 남편이 하는 

‘대명철물’ 단골손님 중엔 미군들도 있었다. 

“그때는(70년대) 평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출입증 가진 사람이나 특권을 지닌 사람

들만 좀 다니고. 대신 미국 독립기념일이나 그럴 때는 문을 활짝 열어요. 열어 놓고 광덕

시장에서 이천동 쪽 까지 같은 부대니까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여기서부터 

봉덕동, 이천동까지 연결이 되니까.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맛있

는 거도 사 먹고 했죠. 그럴 때는 대구 사람들이 많이 오대요.”

“예전에는 미군들이 한국 여자하고 살면서 이 동네에 많이 살았어요. 지금 손님들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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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있는 동네
“이사와 보니까 대명동이라는 도시의 인상은 정리되어 보이고 이 주변에 좋은 집들이 많

았어요. 정리는 좀 되어있지만 오래된 느낌, 그리고 하천이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옛날 도

시 같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여기 사는 게 좋아요. 사람들 인심도 좋고 우리가 여기서 한 4, 50년 살았기 때문에 

누구 집은 숟가락이 몇 개까지인지는 몰라도 누구 집은 뭐 어떻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

서 좋고. 또 큰일이 생기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정이 아

직도 남아있다니까.” 

대명동의 변화

최근 카페 거리가 생기면서 동네가 너무 상업화되고 시끄러워진 듯해 아쉽기도 하지만 

여전히 앞산이 가까이에 있고 교통도 편리하며, 좋은 모임을 여는 카페들도 있기에 좋은 

동네이다.

“지금은 카페 거리가 되면서 골목골목에 찻집이나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정해숙 씨인가... 그 수필 쓰시는 분. 나이 드신 분 있어요. 그분이 하

신 말씀이 그렇대요. 다정한 이웃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의 욕심으로 인한 그런 게 너무 많

이 들어온다. 상업화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게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저희

가 어떻게 할 힘은 없지만 칼 보다 붓이 힘이 강하다는 말처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

시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그게 안 좋거든. 전부 막 카페 거리에 들어오니까 젊은

이들의 복장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게 별로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너무 자유로워

서. 우리는 구세대라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외국인들이 있죠. 한국말을 잘 못 해도 오면 우리 아저씨가 눈짓, 발짓 이렇게 하면은 대

화가 잘 통해가지고 단골손님이 되기도 하고 자기 나라 돌아갈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오래

된 포도주 같은 거도 주고 가요. 섭섭하다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다 똑같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다니까. 코쟁이나 안 코쟁이나 까만 사람들이나 다 사람이지. 까만 사람들도 참 

멋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세히 뜯어보면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사는 게 다 

비슷하고 생각도 다 비슷하네 싶어요.”

쉽지 않은 재개발
“요번에도 재개발한다고 한창 떠들었거든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 요구하고 건

축가가 요구하는 사항에 우리가 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생기다가 말았거

든요. 우리는 재래시장이 좋은데 자꾸 큰 가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 가는 게 사

실은 안타까워요. 우리는 좀 살리고 싶고 그런데 이 시장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살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을 개발하기 힘든 조건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말고 다른데 살 곳을 얻어서 나가 있다가 거기서 또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사람들이 또 변화를 싫어하잖아. 변해서 잘 살게 

되는 거는 좋은데 그 과정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OK라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이

번에는 그래도 70, 80% 정도는 OK라는 답을 받았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우리

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 시장 넓이만큼 더 지하를 파던지 면적을 넓히든지 하라는데 그게 

어렵지.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그게 도저히 안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접었잖아

요. 그래서 솔직히 안타깝더라고요. 주상복합건물로, 1층이랑 지하는 가게하고 위층에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시장도 안 없어지고 발전도 되고 

좋을텐데, 그게 어렵네요.”

만들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여기는 앞산이 가깝고 교통도 조금 걸어가면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좋잖아요, 걷기도 좋고. 여기 오래오래 살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입구에 있는 카페

나 이런 곳은 왜 좋으냐 하면은 그림책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런 곳이 들어오면 우리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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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호 선산참기름 ]
이정숙

1948년생
53년 거주

광덕시장의 역사와 함께 한 시간

시장이 생기고 초반에 터를 사놨다. 바로 장사를 하지는 않았다. 2칸에 매입가 300만원

이었다. 저렴했다. 장사는 77년부터 했고, 이전에는 차에다가 야채를 실어서 팔았다. 여

기 점포에서 처음 13년동안은 채소장사를 했다. 리어카에 실어서 배추를 50포기씩 배달

했었다. 김장철엔 절인 배추도 팔았다. 이후에 기름 짜는 기술은 가게 앞에서 참기름 가게 

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10개월 동안 배웠다. 

“시장이 생기고 얼마 안 돼서 빈터를 샀었지. 2칸에 300주고 샀어. 저렴했지, 그리고 바로 

장사하지는 않고 차에 야채 싣고 다니면서 장사했어. 그러다가 77년부터 점포에서 채소

가게를 시작했지. 여기 와서 채소 장사하면서 다 배달해줬어. 용감했지. 배추를 50포기씩 

리어카에 실어서 배달했다니깐. 남명초등학교 알지? 거기 언덕을 올라갔어. 그러다가 여

기 앞에 덮어놓은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기름을 했어. 세놓는다고 하길래 나한테 

놔라 하면서 10달에 300만원 주고 (기름 짜는 걸)배웠어.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고있는 

거지. 근데 참기름만 하니깐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미숫가루도 했지. 당시

에 미숫가루 볶는 걸 할 줄 몰랐어. 손님들이 와서 내보고 힘내라며 가르쳐줬어. 하하하. 

그리고 설에는 오꼬시도 팔았지.”

“바깥에 전봇대도 내가 세웠어. 내가 세워가지고 변압기도 3개 달고 그랬어. 처음엔 반대

가 심해서 한전에 찾아갔다. 주위에서 반대를 해서 전봇대 할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런데 내가 막 그러는 모습을 보고는 이쪽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옆에다가 세우라고 해

서 그렇게 전봇대를 세우고 변압기는 안 된다고 해서 밖에다가 세웠지. 그래서 전봇대 위

에 변압기 있잖아. 그거를 내가 3개를 했어. 그 당시에 돈 많이 들었어.”

고향은 울진이고 21살에 대명동으로 시집왔다. 자식 낳고 키우면서 시나나빠(유채나물)

를 심어 팔았다. 30살이 되어서 장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채소장사를 13년 정도 했다. 

그러다가 여기 앞에 참기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1년 동안 기름 짜는 걸 배워서 30

년째 참기름 집을 하고 있다. 

#광덕시장 #전봇대 #도랑 #빨래 #충혼탑 #중앙정보부 

#수녀원 #옹기전 #성냥공장 #대동풀 #삼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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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옹기전

성냥공장

옮겨 온 충혼탑

정보부 식당에 광덕시장 야채가 많이 들어갔다. 출입증은 따로 없었고, 수위에게 인사하

고 주방장에게 야채를 배달했다. 정보부 건너편에 전부 밭이었는데 거기에 호박밭이 있

었다.

“지금 수녀원 자리에 옛 정보부가 있었어. 거기 식당에도 채소를 배달했지. 거기 올라가면 

호박밭이 있었어. 정보부 건너편에. 지금은 카페가 있는데 그 자리가 전부 밭이었거든. 정

보부 들어갈 때 출입증 그런 건 없었고, 경비(수위)가 있잖아? 거기다가 채소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식당 주방장 아주머니가 보이면 들어갔지. 정보부 있을 때도 수녀원이 있긴 

있었어. 뒤편에. 나중에 정보부 가고 나서는 수녀원에서 전부 다 지었지. 이쪽(정보부 있

던 자리)에는 애들 키웠어. 장애인 아이들이 있었어. 지금은 어린이집이고.”

“대한슈퍼 자리가 옛날엔 옹기전이었어. 나는 거기 땅이 있어 가지고 안 팔린 무는 땅에 

묻어 놓았다가 봄에 2월에 그걸 파 가지고 와서 여기 가져와서 다시 팔았다.” 

“성냥공장은 저기 도랑가에 있었다. 지금 ‘대동풀’ 자리. 그 밑에 다 땅이었는데. 말하자면 

삼동초(시나나빠, 유채나물)농사를 많이 지었다. 크게 지었지.”

“저기 충혼탑도 없었다. 수성교에서 충혼탑이 왔어. 21살에 내가 시집오고 그 이듬해

(1968년도쯤)에 충혼탑이 생겼지.”

도랑
“원마트 앞 도랑이 복개되기 전에 빨래하러 갔었어. 거기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빨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큰돌에 널어놓고 왔다니깐. 물고기도 있었다. 비 올 때는 물이 철철 내

려오고 그랬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산에서 돌물이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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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호 달성해물 ]
서상분

1952년생
45년 거주

광덕시장 생선가게

자갈밭이었던 대명9동

“아이고, 멋도 모르고 어떤 촌놈이 와가지고 생선 장사가 잘 된다 해서 이래와서 고생했

지. 애 하나 업고 둘째 딸은 낳고 2주 만에 여기(광덕시장) 와서 고생 많이 했지. 처음 왔

을 때만 해도 가게가 많이 있었지. 장사도 잘 되었었지. 자리가 없어 가지고 가게 얻고 싶

어도 못 얻었었다. 여기가 104집인가 그랬을 거라. 그때는 생선장사하는 사람만 10명 됐

다. 10명.”

“여기(대명9동) 오니까 목욕탕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 전부 흙 있고 뻘건 흙

만 있더라. 미군 부대 있었고 이 앞으로 다 도랑이라고 하대. 전부 자갈밭이고 흙이고 그

렇더라고.”

고향은 대구 대신동이다. 가창으로 시집 갔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1975년도에 광덕시장에

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 왔을 때는 가게가 104집이나 있을 정도로 많았고 장사도 

잘 됐다. 그때는 생선가게만 해도 10군데가 넘었지만 지금은 혼자만 남았다.

온 식구가 다락에 살며 장사하던 시절

동네 커뮤니티

“장사 잘될 때는 우리 집 애 3명, 어른까지 5명이서 4평 다락에서 안 살았나. 살면서 장사

가 잘 되니까는 벨을 누르는 장치를 했어.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우리 집 벨을 누르면 오

는 거야. 그때는 젊어서 하나 팔아 먹을라고 벨만 누르면은 생선집이 10집이 있으니까 사

람이 욕심 안 있나. 막 바로 뛴다. 옆에 와도, 고함을 지른다. 그래 가지고 애들 3명 공부 

다 시키고 그래 뭐 하다 보니까 내 나이는 60, 70이 된 거라.”

“명절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뭐 하나 앞에 돈 1만 원씩 내서 놀자 이러면 한 번씩 놀았지. 

#광덕시장 #자갈밭 #다락방 #옥상텃밭 #미군부대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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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하고 쉬던 옥상에서 텃밭으로 

쇠퇴하는 시장

튼튼하게 지은 시장 건물

재개발

“옛날에는 잠은 안자도 목욕은 해야 되는데, 목욕할 데가 없어서 물 바께스(양동이)해서 

옥상에서 목욕은 한 번씩 했다. 애들도 씻기고. 마룻바닥이 있어서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

랬는데, 지금은 다 밭이 됐어.”

“다른 집들 장사 그만두고 할 때 나도 딴 걸 해 볼까 잠깐 생각해본 적 있지. 근데 친정 엄

마가 말리면서 해봐야 거기서 그 장사다 해서. 그러다가 여기 자리에 앉은 지 45년이 된 

거라. 내 청춘을 여기에 다 쏟았는 거지. 10집이나 되던 생선가게도 다 나가버리고 이제 

내 혼자뿐이다. 혼자 있다고 장사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만큼 장사가 안된다는 거 아니

가?”

“여기(광덕시장) 재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시장 전체가 1,000평이 조금 모자

라. 그래서 재개발 하면 2023년도까지 완공된다고 이랬는데, 장사도 이제 안 해도 되는구

나 생각했는데. 4월에 다리 수술하고 오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 헛방 쳤다.” 

요새는 세월이 좋아서 상인연합도 있고 상인회도 있고. 우리가 상인회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행사하면 노래자랑도 한 번씩 하고 그래.”

“옛날에 여기 집 지을 때(71년) 기계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여기 지을 때 손으로 밟고 그

렇게 했다 하대. 여기 집은 야물게 잘 지었어. 그래가 이렇게 위에 텃밭을 다 해 놔도 건물

이 그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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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호 상주야채 ]
신원식

1949년생
60년 거주

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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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다니던 경상북도 종축장

1960년대의 광덕시장 인근 동네에 대한 기억  

종축장을 다니던 아버지를 따라 이 동네로 이사왔다. 종축장이란 현재는 농촌진흥원 산

하 조직으로 소, 돼지, 닭, 칠면조 등의 동물 종자를 우수 종자로 만드는 곳이다. 1960년대 

초에 현재 남명초등학교 주변 산에 위치 했었다. 범어동(옛날 코오롱자리) -> 현재 대명동

(남명초등학교 주변 산 자리) -> 칠곡으로 이동했다.

“아버지가 거기서 일했는데. 종축장 그게 뭐냐 하면 농촌진흥원 산하에 있는 거야. 소, 돼

지, 닭, 칠면조 여러 가지 동물들의 종자를 우수 종자로 만들려고 하던 곳이야. 지금 남명

초등학교 주위 산 쪽으로 있었지. 내가 12살에 여기 이사 올 때, 그때부터 여기 있었지. 그

전에는 범어동에 있었는데, 옛날 코오롱 있는 자리였어. 범어 로타리 들어가서 복개도로

가 있는데, 복개도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었지. 지금 범어 로타리 가기 전에 있어. 그리고 

75년도까지 여기 있다가 칠곡으로 옮겨갔지.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은퇴했고.”

당시는 6.25 한국전쟁 직후라 피난민들이 많았다. 판잣집과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원마트 앞에 도랑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집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도랑에서 낮에는 빨래

와 물고기잡이를 하고 밤에는 목욕을 했다. 도랑에는 제방도 있었다. 그 주변은 전부 논과 

밭이었다. 과수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사과, 콩, 밀 서리 해서 구워 먹는 것이 아이들의 놀

이었다. 

“내가 여기 왔을 때는 6.25사변 나고 얼마 후였으니깐.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모

구미 선산에서 태어나 5살 때 대구로 왔다. 범어동에 살다 12살에 대명동으로 이사 왔다. 

아버지 직장이 종축장이라서 아버지 따라서 식구 전체가 이사 왔다. 12살 때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기와집이었는데 그때 당시 기와집이 동네에 2군

데 밖에 없었다. 1976년에 결혼해서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1985년쯤에 아내가 이어받

았고, 지금까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가게는 1980년대 후반에 입주한 곳이다. 

#종축장 #판잣집 #초가집 #도랑 #앞산 #닥나무 #과수원 #영화<저하늘에도슬픔이> #동

괘진중괘진서괘진 #중앙정보부 #부촌 #돌담 #광덕시장 #미군부대 #캠프워커 #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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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 1965> 촬영지

1970년대 초 광덕시장 일대

대구 명덕초등학교에 다니던 ‘이윤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로 전국적으로 흥

행한 영화이다. 1960년도에 남명초등학교 근처 CU(대명앞산점)와 현재 원마트 앞 도랑

의 제방에서 영화를 촬영했다. 촬영 이후에 MBC 문화방송 송신탑이 앞산에 세워졌다.

“60년도에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를 여기 도랑 제방에서 촬영했지. 대구에 ‘윤

복’이라고 있거든. 유명하잖아. 그 내용이야. 여기 남명초등학교 밑에 CU자리에서 영화 

촬영했지. 그리고 그 후에는 MBC문화방송 송신탑이 거기 들어왔고.”

70년대 초, 광덕시장이 생겼다. 남부경찰서 앞은 대부분 황토라서 비가 오면 장화를 신어

야 했다. 아니면 무릎까지 빠지곤 했다. 그 무렵 연탄이랑 전기가 들어왔고 도시계획과 함

께 판잣집이 기와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72년인가? 그쯤 광덕시장이 생겼는데, 내가 다 봤지. 그 시절은 남부경찰서 앞에 거기가 

전부 황토야. 비 오면 장화 없으면 못 나갔어. 길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빠지면 무릎까지 

여 살았어. 지금 원마트 자리 앞에 말이야. 거기 도랑 근처에 살았지. 판잣집이랑 초가집

뿐이었어. 전부 논이랑 밭이었고. 콩도 심고 그랬지. 내가 어릴 때는 도랑에서 놀았어. 물

이 깨끗해서 낮에는 물고기 잡고 했지. 사는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밤에는 목욕도 했어. 

그 당시만 해도 비 올 때마다 난리였어. 도랑 건너려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내가 

10살 때쯤 시멘트 다리를 만들었지. 옛날에는 전기도 연탄도 없으니깐 앞산에 나무를 베

서 썼는데, 산에 나무가 없으니깐 돌이랑 물이 막 내려왔지.”

“내가 어릴 때 여기에서 딱나무(닥나무)로 한지를 만드는 거야. 여기서 딱나무로 한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물에 불리고 삶아서 그거를 채에 해

서 그래야지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한 장씩 한 장씩. 그런 거도 있었고 박하나무도 밭

에서 재배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릴 땐(10대 때), 탱자나무 담장 사이로 과수원에 들어가

서 사과 따먹고, 콩서리, 밀서리, 그런 거 해가지고 구워 먹고 하다가 얼굴도 까매지고 그

랬어. 근처에 성냥공장이 세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놀기도 했어.”

동괘진, 중괘진, 서괘진

중앙정보부

이 일대에는 3개의 동네가 있었는데 ‘동괘진’, ‘중괘진’, ‘서괘진’이라 불리었다. ‘동괘진’은 

‘보성 청록아파트’, 서괘진은 ‘안지랑 시장 곱창골목’, 중괘진은 ‘광덕시장’에 위치했었다. 

‘서괘진’이 당시 조금 잘 살았다. 논도 많고, 사과 과수원도 있었다. ‘동괘진’, ‘서괘진’에서

는 소와 닭을 키웠다. ‘중괘진’에는 묫자리 몇 개가 있었다. 죽은 사람 묻을 곳이 없어서 밭

에 무덤을 만들어서 묻기도 했다.

“여기 동네가 3개가 있었는데 동네 이름이 ‘동괘진’, ‘중괘진’, ‘서괘진’. 여기는 ‘중괘진’ 자

리야. ‘동괘진’은 ‘청록아파트’ 자리쯤이었고, ‘서괘진’은 안지랑 시장 ‘곱창골목’. ‘동괘진’은 

거의 사람들이 살았고 대부분 흙집이나 판잣집이었지. ‘서괘진’ 거기는 조금 부촌이었어. 

논도 많고 사과 과수원도 있었지. 그리고 ‘동괘진’이나 ‘서괘진’ 둘 다 소랑 닭이랑 키우고 

그랬어. 사람들이 죽으면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중괘진’) 밭에 조그마하게 무덤 만들어

서 묻어주고 그랬어.”

종축장 자리 옆(현.수녀원 자리)에 세워졌다. 63년 아니면 65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 말, 동네 사람들 30명 정도가 이곳에서 일했다. 정직원은 아니고, 주로 식당, 수

위 등의 일을 했다. 1960~70년대에 정직원은 주로 시내에 거주하다 80년대 이곳에 부촌

이 형성되면서 살기 시작했다. 2000년이 되기 전, 범어동으로 이전했다. 이후 수녀원과 

유치원이 세워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3년인가 65년인가 그렇겠지. 그때 들어왔어. 관련된 사람들 분

위기가 살벌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여기 동네 사람들 30명 정도가 거기서 

일했지. 정직원은 아니고 식당이나 수위로 일했지. 보통 직원(정직원)이라고 할만한 사람

들은 시내에 살았고, 1980년 정도 돼서 부촌이 생기면서 이리로 이사 오더라고. 정보부가 

여기 있으니깐 도둑이 없거든 그러면서 부촌들이 막 생기더라고.”

빠지고 그랬어. 연탄은 70년대에 피우기 시작했어. 그때 전기도 다 들어왔지. 우리 집이

랑 다른 한집만 기와집이었고 다른 집들은 다 판잣집이었는데, 도시계획 하면서 주택 붐

이 일어나서 집을 새로 건축 다 한 거야. 기와집으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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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상’씨의 과수원

돌담

중앙정보부가 있던 시절, 국회 의장 이호상 씨가 이 동네에 살았다. 살았다. 당시의 그의 

과수원 자리가 현재 동사무소 옆에 있다. 지금은 집이 지어져 있다. 

“여기에 중앙정보부가 생기고 70평 이상 되는 큰 고급 주택들이 들어왔지. 대구 시내 부

자들이 다 모였어. 그때 이호상 씨라고 박정희 시절 국회 의장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과수원이 유명했어. 자리는 아직도 동사무소 옆에 있어. 지금은 과수원은 아니고 집 

지어놨어.” 

동네에 돌담이 90%도 되었고, 탱자나무 담이 유명했다. 제주도처럼 돌을 쌓아 놓은 방식

의 담이었다. 비가 오면 앞산 공원 쪽에서 돌이 많이 떠 내려왔는데, 돌을 처리하는 방식

으로 돌담을 만들었다.

“이 동네에 돌담이 한 90% 되었고 탱자나무 담이 있었어. 돌담이랑 탱자나무 담이 유명

했고. 비가 오면 앞산 공원 그쪽에서 돌이 많이 떠 내려왔는데. 돌을 처리할 때가 없으니

깐 도랑 물 잘 내려가라고 주워서 담을 쌓았지. 제주도 가면 쌓아 놓는 것처럼 말이야.”

광덕시장

1971~2년도에 생겼다. 광덕시장 자리였던 ‘중괘진’은 대부분 논과 밭이었다. 1980년대 후

반에는 점포 수가 91개 있었다. 당시에 장사가 잘된 이유는 앞산공원 때문이다. 앞산순환

도로가 생기고 두류공원이 형성되면서 앞산공원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장사가 잘 안 됐다.

“71년인가 72년에 시장이 생겼는데, 생기기 전에는 다 논밭이었어. 80년대 후반에는 이 

시장에 점포수가 91개였나 그랬는데 (빈)점포가 없고 들어올 사람들은 많았지. 그때는 왜 

장사가 잘 됐냐면 ‘앞산공원’이 있었잖아요. ‘두류공원’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쪽에는 

장사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광덕시장)가 장사도 잘 되고 복잡했지. ‘두류공원’ 생기고 

앞산 순환도로가 나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라. 그전에는 여기에 점포를 갈라서 나누어

서 쓰고 한 점포에 세 사람이 장사하고 그랬다니까.

어머님이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다

미군부대

1985년쯤 어머니가 하신 던 야채상에서 아내도 같이 일하게 됐다. 당시 점포 자리는 광덕

시장 37호 자리였다. 현재 점포는 80년대 후반에 입주했다.

“1985년도쯤에 집사람이 어머니랑 같이 장사를 했지. 이 자리는 아니고 신발가게 자리였

는데, 37호 자리였지. 그러다 지금 자리로 왔어. 우리가 입주하기 전부터 여기 가게 이름

이 ‘상주상회’였어. 우리 앞에 했던 사람이 상주 사람이었거든. 그 이름 그대로 우리도 쓰

게 됐지”

1980년대에 캠프워커에서는 일년에 한 번 5일 가량 축제를 열었다. 그날이면 평소에는 

못 들어가는 부대가 개방되다 보니 대구 시내 사람들이 많이 왔다. 미군비행장의 활주로

는 남부 경찰서 앞에 있었다. 지금은 담장이 세워졌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개방되어 있

었다. 미군 전용 아파트를 짓기 전, ‘앞산아파트(현, 보성청록아파트)’를 얻어서 미군 숙소

로 사용했었다.

“85년쯤이었나? 그때 미군 부대에서 축제하면 대구 시내 사람들이 다 오다시피 했어. 그

때는 부대를 개방도 시켜주고, 상인들도 많이 있었고, 행사 기간 중에는 사람이 많아서 붐

볐어요. 저기 남부 경찰서 앞에 지금도 활주로가 있어. 그때는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은 담장을 다 해 놓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거기가 개방이 다 되어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랬지. (현재)청록아파트 저기가 원래는 앞산아파트였는데, 미군 자기들이 아

파트를 짓기 전에 전체를 얻어서 미군들 숙소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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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1954년생

44년 거주

1970~80년대 광덕시장
1976년도에 시집오면서 광덕시장에 오게 되었다. 처음 왔을 때는 시장 안에 점포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바깥에도 난전이 많이 열렸다. 1970~80년대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들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 그때는 채소가게만 10곳이 넘었고 시장이 활기찼다. 

“이 동네(광덕시장)로 시집와서 계속 살았지. 처음 올 때는 점포가 저 끝까지 다 차고 바

깥에도 형성되고 가게가 많이 컸어. 그때는 대단했지요. 사람들이 오면은 진짜 대단했지

요. 그때는 지금 하고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되지. 채소 장사도 여기 열 집도 넘었지.”

고향은 경산이다. 1976년도에 결혼하면서 대구로 오게 되었고 광덕시장에서 시어머니가 

하던 채소가게 일을 돕다 물려받아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꾸려가고 있다. 

#광덕시장 #다락방 #미군부대 #캠프워커축제 #옥상텃밭 #연탄재

시어머니가 하시던 야채가게
시어머니가 광덕시장에서 채소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1, 2학년 무렵부터 일을 이어

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집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여기서 채소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대. 그랬는데 우리 딸

내미가 1학년인가, 2학년 때 시어머니가 하라 하대. 그때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야 하잖아. 그래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어버렸지.”

2층 다락구조의 점포

미군부대

1970년대 광덕시장 주변

원래 지어질 당시 광덕시장 가게 2층에는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을 개조해 살림을 살

면서 1층에서 장사를 하는 집이 많았다.

“그때는 다들 여기(광덕시장) 2층에서 살았지. 상가주택처럼 위에 살고 밑에는 가게 장사

하고. 원래 나무 다락인데 수리 해 가지고 위에 다 살림 살았던 거라. 그때는 우리 애들하

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시동생 하나 그래 있었지 싶다. 그렇게 있다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택가로 이사 갔지. 우리가 주택가로 이사 갈 그 즈음 해 가지고 여기 사

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지. 이제 다락방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1980년대에는 캠프워커 축제가 큰 볼거리였다. 일년에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다 먹거리나 볼거리가 많아 대구 시민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막내가 3~4살 무렵 축제에 

데려갔다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극적으로 찾았지만, 당시 붐비는 인파 속에서 아이를 잃어

버렸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옛날에는 캠프워커에서 축제했잖아. 먹을 거 팔고 행사도 하고 다 했는데. 불꽃놀이는 지

“처음에 시집와 보니까 주변에 밭이랑 빈터가 많았어. 철조망 쳐가지고 항아리 장사하고 

이랬다니까. 집도 별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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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텃밭
누가 처음에 옥상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모른다. 텃밭이 생기기 전에는 저녁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자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연탄재를 옥상 위에 올리기 시작해 지

금은 옥상 전체에 텃밭이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텃밭이 아니고 그냥 옥상이었지. 저녁 되면은 올라가서 놀고 그랬다니까. 동네 

사람들 모여서 수다 떨고. 더울 땐 위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때(1970~80년대)는 다들 연

탄 피웠잖아. 연탄재를 하나하나 얹혀가 그래 하다 보니 밭이 형성이 되었던 거라. 누가 

먼저 채소를 심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래가 지금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 

일단 키워서 먹고 남는 거는 팔기도 하지. 남으면 팔아야지.”

금도 7월 4일 날 가면 해요. 1980년대에는 볼 거리가 없으니까 동네사람들, 대구 시내 사

람들 다 왔다. 사람들이 밀려다녔어요. 한 번은 우리 막내가 3살 때인가 4살 땐가 거기서 

잃어 버려가지고 아직도 그거 기억하면 깜짝 놀라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애 아빠가 손

을 놓아 버려가지고 잃어버렸지. 파출소 가서 찾았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어디 끌려갈 

뻔 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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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호 콩나물집 ]
손경숙

1954년생
38년째 거주

1980년대 광덕시장

남편이 수위로 일했던 중앙정보부

과거 앞산아파트, 현재 보성청록아파트

당시 시장은 늘 북적였다. 생선 집, 채소 집 등 이외에도 이불 집, 뜨개 집 등 없는 게 없었

다. 달고나, 호떡, 과자 등을 파는 곳이 있어 동네 아이들도 시장 주변에서 많이 놀았다.

“시장에 애들이 많았지. 요새는 없지만. 학교도 바로 여기 위에고 하니까는. 옛날에는 먹

을 게 어디 있나. 먹을 거도 없고 하니까는 시장에서 호떡도 굽고, 과자도 팔고, 설탕 그거 

달고나도 했으니까. 그땐 장사가 참 잘됐다. 생선집도 있고, 채소집도 있고, 이불집이랑 

뜨개집도 있었다. 옛날에는 시장에 사람이 많아서 여기 위에 지붕 없을 때 양산 치고 장사

하고, 사람들이 새카맣게 있었다.” 

“정보부에서 우리 남편이 수위로 일했지. 옛날에는 거기서 호적 등록하는 것도 했다. 옛날

에는 뭐 주민센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거기서 일하면서 감나무, 대추나

무 뭐 이런 거 다 심었다더라. 거기 수위 하면서 밤에 지키고, 아침 되면 청소도 하고. 일

할 때는 정보부에서 잤다. 집이 근천데 집에 못 왔어.”

“앞산아파트 저기는 미군 사람들 많았지. 지금도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아파트(청록보성아

파트)에 많지.”

고향은 김천이다. 1970년대 중반 남편이 일 하다 만난 사람이 이곳을 소개해줬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남편은 ‘사바끼(고기를 부위별로 해체하는 작업)’일을 했는데 월급이 적

어서 난전에서 과자나 설탕 달고나를 팔았다. 이후에 칠성시장 등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

다가 1982년경에 다시 광덕시장으로 와서 콩나물 가게를 열었다. 남편은 중앙정보부 수

위로 일하기도 했다.

#광덕시장 #중앙정보부 #앞산아파트 #앞산빨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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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 빨래터
“저기 앞산 쪽에 지금도 빨래터 있잖아. 물 내려오는 도랑이었거든. 거기 가서 애들 목욕

시키고 빨래하고, 한나절 거기서 놀다가 한 저녁 6시쯤 되어서 내려왔다. 거기서 시간 떼

우고. 옛날에는 선풍기도 없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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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 대덕슈퍼 ]
박재언

1949년생
30년 이상 거주

미군들도 세 들어 살던 광덕시장

다락방 위 슬레이트 3층

중앙정보부

미군부대 축제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도 잘 없지만 옛날에 내가 왔을 때는 손님들이 많았어. 미군들이 

광덕시장에 세 살았는데, 그때 슈퍼에도 가끔씩 왔어. 가격표 딱 보고 2,100원 내고 가더

라. 영어 몰라도 다 알았어.”

“올려놓은 거도 뭐 허가 내서 올려놓았나. 그냥 올려놓지. 살기 좋을라고. 전에부터 허가 

안 난 슬레이트집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도 사서 그거 뜯어서 신축한 거지. 내가 올 때도 

슬레이트 3층들이 있었다.”

“여기 동네 사람들 중에도 정보부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주눅 들고 그랬어. 눈빛이 달라. 정보부 수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끗

발이 셌어.”

“얼마 전까지 축제도 하고, 축제하면 안에 들어가서 사먹고 했는데. 몇 월에 하더라. 한 번

88올림픽 지나고 광덕시장으로 왔다. 처음에는 세입자로 들어와서 20년 전에 이 자리를 

샀다.  이 곳에서 장사하면서 3남매 대학 다 시켰다.

#광덕시장 #미군 #다락방 #중앙정보부 #미군부대 100평대의 대명9동 부잣집들
“옛날에는 여기 다 밭이잖아. 그러니 집들이 다 150평씩 되고 그러지. 시내는 집 지으면 

30평씩 그렇게 지었는데 여기는 백몇 평씩 자리가 많잖아. 밭 하나가 백몇 평씩 되다 보

니까.”

씩 거기 구경하러 따라 다녔다. 한 20년 전인가? 7월 4일 날 폭죽 터트려서 저녁에 시끄

러워 죽는 줄 알았다. 축제하는 날은 들어가서 장사도 하고 뭐 팔고도 했다. 다른 날 폭죽

을 터트려서 시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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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호 성은상회 ]
이의호

1943년생
약 50년 거주

광덕시장

다락방

시장 전성기

옥상텃밭

“시장이 생기고 나서 밭떼기(밭에서 나는 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사는 일) 장사

부터 시작했어. 처음에는 남의 집 앞에 난전 펼쳐서 했어. 점포 자리도 없고 그때는 밑천

도 없으니까 남의 집 앞에서 조그마하게 차려놓고 점포 주인한테 돈 조금씩 주고 그랬어. 

누구든지 다 내놓고 팔고 그때는 그랬지. 그렇게 몇 년 하다가 한 칸씩 사서 지금은 3칸에 

장사하지.”

“여기는 살림 사는 게 다 돼 있거든. 화장실도 있고. 원래 다락이었는데 다들 1층 층고를 

낮춰 가지고 1층에는 장사하고 2층에 살고. 다 그렇잖아. 우리도 그렇게 했거든. 지금도 

위에 살고 있지”

“한 25년 전?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마트 같은 거도 없으니까 저녁 장에 전부 다 장 보러 

나오고 그랬거든. 지금은 마트 있고 자가용 있으니 다 나가잖아. 옛날에는 가게들도 많았

지. 시장도 그렇고 골목에 자리가 없었어요. 저쪽 끝에까지 다 장사했지.”

“옥상 텃밭 있었는지는 오래 됐어. 나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저씨가 많이 편찮

으셔서 못해.”

고향은 전라도 익산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하고 남편 따라 대구로 왔다. 동

산동에 있다가 대명동으로 이사와 광덕시장에서 과일가게 겸 꽃집을 하고 있다. 이곳에 

살기 좋은 점은 무엇보다 인심이 좋다는 것이다.

#광덕시장 #다락방 #옥상텃밭 #도랑 #미군부대 #캠프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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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

미군부대

동네 커뮤니티

“도랑은 저기 뒤에 원마트 쪽에 있었지. 예전에는 앞산에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내려왔었어. 

지금은 복개해서 그렇지. 그거 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십몇 년 됐나. 비 많이 오면 돌이 굴

러가고 그랬어.”

“옛날에는 캠프워커에서 축제 같은 거 많이 했지. 그거 하는 날이면 밖에 사람들 사 먹으

러 들어가고 하더라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군 부대에서 많이 했어.”

“이 동네는 그래도 인심이 좋다고 생각해요. 딴 데보다 인심이 좋아요. 서로가 정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동네 살던 분들 중에 다른 데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더

라고.  동네 사람들도 순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이거든. 딴 데서 하다가 온 사람들 아니고. 그러니까 순진한 편이지. 저녁에도 서로 

심심하면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지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답답한데 이렇게 나와서 서로가 대화하고 하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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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호 금강식육점 ]
조용순

1947년생
43년째 거주

1970년대 후반 광덕시장

다락방

옥상텃밭

1970년대 후반 광덕시장 주변

“1970년대 후반에 여기 왔는데, 그때만 해도 시장이 꽉 찼지. 복잡하고. 그때는 뭐 집집마

다 빈 곳이 없었어. 시장이 뭐 전부 과일 집도 많았고 생선 집도 많았고 채소 집도 많았고.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 고깃집(식육점)도 세 곳이나 있었다. 난전도 저 멀리까지 있고 사

람들이 바글바글했지”

“옛날에는 2층 다락방에 살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처음에는 나무로 돼 있어가 못 

쓰다가 수리해서 살았지. 그때 우리는 식구가 많아가 다락도 있지만은 1층에서 한 방에 

뭐 일곱, 여덟이 자고 했지. 가게 안에 방이 조그마한 게 있어가지고. 한 방에 시어머니하

고 살았지. 그때(1970~80년대) 그래 살았지.”

“옛날에는 옥상이 깨끗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밭이 다 됐어. 

이거도 한 30년 됐을거야.”

“밭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빌라를 지어놔서 다 망쳐놨어. 옛날에 주택 있을 때는 그

래도 손님들 나오고 했는데 빌라를 오만 데(여기저기에) 지어 나서 지금은 손님이 오나. 

그때는 저쪽 빌라 저기가(앞산 밑) 공터였잖아. 공터 있고 그럴 때는 손님들도 많고 물도 

좋고. 딴 데서 구경하러도 많이 오고 그랬어.”

고향은 김천이고 20살에 결혼하며 대구로 왔다. 대신동 갈비골목에서 식육식당을 하다 

1970년대 후반에 광덕시장에 와서 지금까지 식육점을 하고 있다.

#광덕시장 #다락방 #옥상텃밭 #미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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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옛날에 애들 어릴 때 캠프워커에서 축제할 때 한 번 가 봤다. 오만거 다 있어. 먹을 것도 

많고 옷도 팔고 다 팔아. 미국사람들도 많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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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호 장수건강원 ]
박계홍

1952년생
44년 거주

지인 소개로 오게 된 광덕시장

나무다락이 있던 상가건물

어린시절 아버지를 따라 누볐던 대명동

2층 주택값을 훨씬 웃돌던 매매가

“특별히 여기(광덕시장) 올라고 온 건 아니고, 아는 지인이 여기에 점포가 있다고 해서 들

어와서 장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관문시장에서 건어물을 했어요.”

“1층 점포 위에 다락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다락이 아니고 나무 다락이었어요. 지금

은 다 개조를 했고 나무 다락은 이제 시장에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때 다락은 낮아서 허리

를 구부려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지금 콘크리트 한 거는 다 개조를 한 거예요. 우리 가족

도 다락에서 조금 살았죠. 개조해서 살고 애들도 여기서 낳고 키우고 다 했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 이사 오기 전, 15, 6살 무렵 아버지를 따라 화장실 똥을 퍼러 다니며 대

명동 일대로 자주 다녔다. 도랑이며, 과수원, 보리밭이며 밀밭이 펼쳐졌던 당시의 기억이 

여전히 선하다.

“15, 16살 때 다녀보면 광덕시장 밑에는 자갈이 많아서 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콩이랑 밀

밭도 있었고. 시장 주변에 집 없을 때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짓다가 사람들이 집을 지으

“저는 처음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주인이 처음에는 매매를 할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올라

고 하니까 안 팔더라고. 그래서 전세로 들어와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사게 되었는데 보

통 여기 2층 주택이 1,800만원 할 때 2,400만원 주고 샀어요.”

대구 토박이인 그는 달성군에서 농사를 짓다 결혼하고 지인 소개로 광덕시장에 가게를 

얻었다. 건어물 장사를 30년 하다가 건강원을 연 지 10년 쯤 되었다. 

 #광덕시장 #나무다락 #복개도로 #캠프워커 #중앙정보부 #공동수도 #옥상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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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도로

캠프워커

중앙정보부

“원마트 앞쪽 도랑은 깊었어요. 그래서 앞산 아파트 위쪽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요. 그때는 하수도가 많이 없고, 앞산 버스 주차장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지금은 앞산 아

파트 옆에 복개를 해서 다 덮어 놓았잖아요. 지금도 거기 물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도랑 

쪽에는 이호상 씨 과수원이 있었어요. 파출소 뒤로 다 과수원이었어요. 복개하기 전에 양

옆으로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길이 있었어요.”

매년 7월 4일이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저녁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그날이면 안에서

는 장터도 열리고 먹을 거리도 많아 모여드는 이들이 많았다.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예요. 그때 되면 부대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저녁 

8시에 한 30분 정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갔었죠. 당시만 해

도 행사가 잘 없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붐볐어요. 먹거리라던가 물건도 많이 팔고. 

주로 한국사람들이 팔았던 거 같아요. 그러다 어느 해부터인가 그 축제를 이제 안 하더라

고요.”

정보부 주위는 동네에서 외딴섬이었다. 대구시 부자들은 전부 정보부 근처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부근엔 기업체 사장이나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그 당시에 그 주위를 외딴섬이라고 했어요. 그때 대구시에 부자들은 남구에 다 있었다고 

그러잖아. 정보부 부근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구조도 잘 돼 있었고 

주로 기업체 사장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 주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니까 그게(밭) 없어졌지.” 공동수도

옥상텃밭

시장의 전성기 그리고 현재

“동네 공동수도는 원마트 있는 자리에 복지회관 있는 쪽에 있었어요. 그때 물 한 통에 돈

이 2원인가, 3원인가 그렇게 했어요.”

광덕시장에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옥상에 텃밭하는 집은 한두 집 정도밖에 없었다. 그

러다 언제부터인가 옥상에 연탄재를 갖다 버리기 시작하면서 흙이 아닌 연탄재를 거름삼

아 지금은 거대한 옥상텃밭을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에 한두 집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두 집 있었는데 자꾸 

생겨났죠. 그 당시 여름에는 하도 더워 가지고 지금 같으면 저녁에 옥상 위에 올라가서 마

루 있지요? 그런 거 갖다 놓고 자고 그랬어요. 당시엔 난방하려고 연탄을 피웠는데 그 연

탄재를 옥상에 버리던 데다가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흙이 아니고 연탄재야. 

그렇게 한집 씩 하다보니 지금은 다 해요”

“제가 여기에 78년인가 79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80년도 중반까지 제일 잘 됐어요. 건

어물을 하니까 찬거리로 많이 나갔죠. 직장인들도 도시락 싸서 가고 그럴 때는 다 잘 되었

어요. 직장인들 도시락 안 싸가고 구내식당 생기고 학교에 급식 생기고부터는 급격히 안

되었어요. 그리고 또 80년대 후반 마이카 붐이 불면서 손님이 줄었죠. 지금은 전부 다 이

사 가고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몇 사람 없어요. 이제 장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문만 열어 

놓고 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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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호 예천김밥 ]
박순옥

1960년생
15년 거주

이어받은 상호

광덕시장

전 주인이 쓰던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예천 사람이었다. 오픈 첫날(2006년 5월 1일) 

남명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어서 주문이 많았다. 전 주인 받아놓은 주문들도 있었다.

“내가 오기 전에도 ‘예천김밥’이었어. 여기 전 주인이 예천 사람이었어. 2006년 5월 1일에 

왔다. 김밥 주문 많이 받아서 줄 서 있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날 여기 남명초등학

교 운동회라서 줄 많이 섰지. 옛날 주인이 받아놓은 거를 내가 했지. 그 사람이 조금 해주

고 간 거였지. 인수인계하면서 그 사람이 방법들을 가르쳐 줬어.”

2006년도에 빈 점포가 거의 없었다. 표구사 쪽으로만 조금 비워져 있었다.

“내가 왔을 때만 해도 빈 점포가 많이 없었어. 저기 표구사 쪽으로는 좀 비워져 있는 곳이 

있었지.” 

경산 남천 직물공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2006년 5월 1일부터 광덕시장에 왔다. 언니네 

식구가 광덕시장에서 장사(상주야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곳에 왔었고, 형부의 

권유로 김밥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광덕시장 #남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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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호 미진참기름 ]
이석진

1942년생
41년 거주

'미
진

참
기

름
' 사

모
님

 

재고 없는 참기름 장사

1980년대 광덕시장

광덕시장 전성기

다락방

“41년째 하고 있어요. 목수 일할 때 우연히 참기름 장사는 재고도 없고 모든 것이 전부 돈

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작했죠. 이게 8평 6합인가 그래요. 9평에서 조금 빠지

지. 41년 전이지? 당시에 많이 줬어요. 1,450만원. 그 돈이면 양옥 큰 거 사고도 남았는데, 

내가 참기름집 하고 있는 데를 샀거든. 목도 좋고, 돈이 되는 참기름집도 그대로 할 수 있

어서 샀지 뭐. 상호도 그대로 ‘미진참기름’이였어. 간판도 원래 그대로야.”

“채소가게만 여기에 네 집 있었고, 식육점 가게가 다섯 집, 쌀집이 네 집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떡집도 한 세 집 있었고 또 옛날 연탄 집이 네 집 있었고. 옛날에는 여기 

난전도 있었어. 돈(점포세) 안 내도 되고. 난전이 많이 앉아야 손님들이 오지. 옛날에 지을 

때 상하수도가 되어있었고, 공동수도가 5개 있었어. 차차 개인 단독 수도로 바뀌게 되었

지만.”

“여기 와 가지고 25년 동안은 장사가 잘 됐어요. 동네에 좋은 주택가도 많고. 주변에 전부 

교수, 박사들, 공장 사장들이 살았어. 대명9동이라 하면 최고 부자들만 여기 위에 살았어

요. 그때 제일 잘 살았어요.”

시장 건물 높이가 4m 되다보니 높아서 위에 다락을 넣어서 물품 넣거나 거주했다. 다락 

가창에서 태어나 20살에 대구 도동으로 이주해서 목수생활을 하다 참기름 장사에 눈을 

떴다. 35살에 광덕시장에서 참기름 가게를 시작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광덕시장 #채소가게 #식육점 #쌀집 #떡집 #연탄집 #난전 #공동수도 

#부자동네 #다락방 #옥상텃밭 #연탄재 #황토 #중앙정보부 #수녀원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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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올려 만든 옥상텃밭

중앙정보부

이전에는 테니스장으로도 썼다. 사람들이 옥상에 연탄재를 많이 갖다 버렸는데 이걸 흙

과 섞어서 텃밭 토양으로 사용했다. 연탄재에 황토가 섞여있어서 농사가 가능했다. 텃밭

이 된 지는 30년 이상 되었다. 고추, 깻잎, 호박, 파, 양파, 마늘, 토란, 오이, 가지, 정구지 

등을 경작한다. 

“그 당시에 장사도 잘 됐는데 청소비 7,000원이 아까워가 밤에 옥상에다가 쓰레기를 버

리는 거라. 몇 번 잡아서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 텃밭을 시작한 거지. 그전에

는 테니스장이었어. 그때만 해도 연탄재를 그렇게 많이 버리는 거라. 하루에 연탄을 많이 

때울 때는 10장도 때우니깐. 재를 어디서 다 감당하겠어. 그러니깐 다 위(옥상)에다가 버

리는 거지. 그런데 연탄재 그거는 흙이랑 섞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 15%인가? 황토

가 섞여 있어.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지.”

“옥상 흙이 너무 무거운 거 같으니 구청에서 한번 치우라고 했는데 (텃밭)사람들이 많으

니깐 그게 되나? 뭐 무너질 정도도 아니고. 콘크리트에 금이 가면 물이 새고 곰팡이 같은 

게 생기거든? 근데 그게 없잖아. 깨끗하잖아. 흙 때문에.”

“앞산 앞에 중앙정보부가 있었지. 그거도 원래 여기에 세울 때 땅은 수녀원 땅이라. 그 당

시에 지을 데가 없어서 수녀원에서 여기 지으라고 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 들어서고 지었

다가 2000년에 폐기됐을 거야. 건물은 다 뜯었고. 지금 수녀원 자리지. 그 당시에 정보부 

식당에서는 광덕시장에서 장 봐 가지고 밥을 했어.”

설치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성행했다.

“콘크리트 맞지. 맞는데 건물이 높으니깐. 높이가 4미터 됐어. 높으니깐 위에 다락을 넣어

가 밑에 있는 물품 같은 걸 다락에다가 넣기도 하고, 살기도 했지. 집집마다 다 달랐어. 81

년도에만 해도 다락 넣으면 신고도 들어갔는데 90년대쯤에는 전부 쭉 (다락을)할 때였

어.”

재개발이 어려운 이유

“재개발 할라고 한 게 한 2년 전이었는데 지하를 3층으로 파내자고 하더라고. 지하 3층

까지 하려고 하면. 여기 2m만 내려가도 전부 다 밑에 암반 돌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파

내?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된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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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호 해왕성 ]
최영옥

1961년생
4년째 거주

1990년대 광덕시장

1980년대 말~90년대 대명동

미군들이 살던 앞산아파트

다시 돌아온 동네

“30년 전에 여기서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빈 곳이 없었어요. 골목마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장사를 많이 했어요. 4년 전에 다시 오니까 빈 점포가 많더라고요.”

“시장 밖으로는 거의 다 밭이었어요. 빈 터가 많았어요. 그냥 할머니들이 농사짓는 거 있

잖아요. 콩도 심고 뭐도 심고. 그리고 도랑이 있었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도랑이 있었

어요.”

“재래식 집들이 많았고, 그 사이에 앞산아파트가 있었어요. 재래식 집에서는 우리집에 많

이 시켜먹었지. 그 당시에 제일 큰 집이 어디였냐 하면은 아파트 바로 옆 주택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는 거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 보성 청록아파트 

짓기 전에 5층짜리 앞산 아파트였어요.”

“여기 다시 와서 좋은 거는 분위기가 좋지요. 동네에 오래된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인심도 좋고”

고향 광주다. 서울에서 남편을 만나 88고속도로(서울과 광주를 잇는) 중간지점인 대구로 

왔다. 남편 고향은 옥포다. 34년 전 대명동에서 딸이 태어났고, 30년 전에 대명9동 ‘일미

반점(현,‘장덕구이’자리) 중국집을 했다. 이후 삼덕동, 상인동, 산격동에서 반점을 하다가 

4년 전 광덕시장으로 와서 ‘해왕성’ 중국집을 시작했다.

#광덕시장 #대명동 #빈터 #도랑 #앞산아파트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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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호 실비식당 ]
권정분 

1941년생
40여년 거주

광덕시장에 유일한 실비식당

중앙정보부

처음에는 새벽까지 손님이 드나들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캠프워커에서 일하는 사람

들이 주로 단골들이었다. 이제는 손님이 없어 몇 군데 있던 실비집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

았다. 하지만 평생을 일하고 살아온 시장은 그에게 고향과 다를 바 없다. 순수하고 착한 

시장 사람들은 이미 가족이다.

“아는 언니가 여기서 철물점을 하다 나를 불렀지. 그 철물점 자리가 내가 지금 식당하는 

집이야. 내가 돈 벌어서 샀어. 내가 살 때(70년대)만 해도 보통 주택값이 5백만 원, 7백만 

원 할 땐데, 여기는 7천만 원 주고 2칸을 샀으니까 비쌌지. 그때는 많이 벌어서 자식들 공

부도 다 시키고, 집도 사줬지. 처음엔 장사가 잘 됐어. 밤잠도 모르고 문 두드리고 새벽에 

3, 4시 되면 문 두드리고. 새벽 5시 반 되면은 일했다. 여기는. 실비집이니까 오징어 두루

치기, 돼지고기 두루치기 뭐 그런 거 위주로 했는데, 캠프 워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동

네 집 짓는 데 목수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 그때는 여기에 다른 실비집도 많았다.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떠났지. 나만 혼자 꾸준히 하고 있지. 사람들이 날 보고 그런다 

‘땡비라, 땡비(땅벌)’. 다 쫓아내고 지 혼자 산단다.(웃음)

”시장 안에는 다 친하지. 여기 보면 다 ‘이모’라 하지 ‘아지매’라 카는 사람 없어. 다 날 보면 

‘이모’카고 ‘형님’카지. 다른 데 가도 여기만 한 데가 없거든.“

“중앙정보부 있을 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못 봤고, 그 안에 목수 일하는 사람들이 전라

도에서 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식당에 왔어.” 

고향은 경북 의성이다. 23살에 대구로 와 비산동과 동인동을 거쳐 대명동으로 이사를 오

게 되었다. 광덕시장에서 철물점을 하던 지인의 소개로 시장에 점포를 얻어 장사를 시작

했다. 지금 광덕시장의 유일한 실비식당이다.

#광덕시장 #중앙정보부 #미군부대 #복개도로 #옥상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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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복개도로

옥상텃밭

시대에 밀려나는 시장

광덕시장에 오기 전에 형부의 소개로 캠프헨리 안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캠프 헨리, 거기는 우리 형부가 물탱크에서 일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노니까는 놀지 

말고 식장에서 일하면 월급 안 주나,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했다.”

캠프워커 축제 때는 동네주민들과 놀러가곤 했는데, 여러 가지 물건과 음식을 팔고 볼거

리가 가득했다.

“축제할 때는 온갖 거 다 판다 가보면은. 여러 가지 팔대. 먹는 거도 팔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구경 몇 번 갔어. 애들하곤 안 갔어”

“시장 바깥에 도로는 내가 왔을 때는 포장이 안 되어 있었어. 오고 난 뒤에 포장했어. 그때

도 복개는 되어 있었는데, 포장을 한 거지. 그 옆에 도랑도 있었는데, 거기서 빨래하는 사

람들도 있었어. 나는 시장 안에 수도가 있으니까 거기 안 갔어.”

옛날에 연탄재를 올려두던 것이 시작이 되어 현재는 모두의 옥상텃밭이 되었다. 채소를 

시장에서 사 먹는 게 아니라 길러 먹고 있다.

“옛날에 연탄재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름하고 했어. 파 심어 놓고 고추 심어 놓고 호

박, 상추 그리고 도라지 심고. 여러 가지 심어.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안되는 거라. 우리가 

심어가 키우고 먹으니까(웃음).”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거는 한 3년 되었어. 들어와도 바로 나갑니다. 요즘에는 슈퍼, 마트 

이런데 전부 깨끗하게 다듬어 가지고 파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시장 올라 하나. 마트에 

깨끗하게 되어있는데 거기 가서 사다 먹지 여기 안 오거든.”

“지금 여기는 집세가 워낙에 싸니까 혼자 사는 홀아비들이 많이 와. 한 달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하니까. 돈 안되는 홀아비들. 아이고, 애 먹이는 사람들. 뭐 갖다 먹으면은 가

져다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니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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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호 서화실 ]
김주경 

1947년생
20년 거주

표구의 세계
“제일 중요한 거는 배접. 작품을 손님이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배접을 잘 못하면 작

품을 버리는 게 되거든. 종이 바르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품을 배접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화선지를 갖다가 배접지에 딱 펴지게끔 잘 해야 되거든요. 풀 해 가지고 

다리고 합판에다 말려야 작품이 되거든요. 어떠한 작품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일본에서 태어나 예닐곱 살에 한국에 왔다. 제주도에서 성장기를 보낸 후, 대구로 와서 여

러 사업을 했다. 이후 성장기 시절 취미로 했던 서예와 수묵화를 다시 배워서 표구 일을 

시작하게 됐고, 1995년에 교대 옆에서 5년 동안 표구사를 하다가 2000년에 광덕시장으

로 옮겨왔다.

#광덕시장 #표구사

세가 싸서 고른 광덕시장 
“IMF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표구사가 안 되더라고요. 교대 쪽은 가게 세도 비싸가

지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광덕시장에는 손님도 많고 서예 공부 하는 사람도 많더

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할 겸 작업실을 여기(광덕시장)로 구했지. 여기가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어서 그런지 가게 세도 쌌어. 옛날에는 여기 한 칸이 70년대에는 한 칸에 10평 정

도에 (매매)750만원 했다고 하더라고. 들어왔을 당시에 두칸을 2년에 50만 원 줬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몇 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깐 내가 싸게 들어왔지. 요즘은 장

사가 잘 안되고 손님이 없으니깐 적적하고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안 나요.”

까다롭고 잘 못하면 작품을 버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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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광덕시장 주민&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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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호, 35호, 36호 주민 ]

장순희 
1945년생

50년 이상 거주

#광덕시장 #미군부대 #중앙정보부 #대명9동

광덕시장

미군부대

도둑 없던 중앙정보부 시절

“뭐 오만 거(오만 가지) 다했지. 전도 구워서 팔고 순대도 팔고 설 명절에는 오꼬시(쌀강

정) 하는거 알아요? 그런 것도 팔았어.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

어서 했지. 여기서 애들 공부 다 시켰지. 처음에 장사 잘 되었어. 옛날에는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맛있다고 자기 학교 앞에 와서 하라고 하고. 학생들이 많이 

왔지. 그때는 시장 안에 점포가 꽉 차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랬어.”

“캠프워커 축제행사할 때 구경은 많이 했어. 가보니까 미국 물건이라 비싸고 살만한 거도 

없고. 예전에는 동네에 군부대 일 가는 사람들 있었지.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사 

가고 없어. 상인동으로 가버렸어. 아는 아줌마 중에 미군하고 같이 살면서 물건 갖다가 팔

았어. 내가 몇 번 샀었어. 얼굴 갸름한 사람인데 젊고 사람이 참 좋았어.”

“정보부 있었을 때는 도둑이 없었어. 정보부 앞에도 지키고 있고 길에서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도둑이 겁이 나서 못 왔어. 

정보부 있을 때 그게 좋았어.”

고향은 문경이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대구 대명9동으로 왔다. 광덕시장에서 전, 떡볶이, 

순대, 쌀강정 등 여러 장사를 했다. 뇌수술 이후 몸이 좋지 않아 현재는 장사는 하지 않고 

광덕시장 내에 거주하고 있다.

부자들이 많이 살던 대명9동
“내가 장사할 때는 이 동네 부자들이 많았어. 여기 위로 사장들이 많이 살았어. 지금은 다 

이사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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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주민 ]

장유정 
1940년생 

51년째 거주

#광덕시장 #도랑 #옹벽 #복개도로 #중앙정보부 #성냥공장 #젓가락공장 #대동풀

광덕시장이 지어지던 당시의 모습

도랑 옹벽과 복개도로 공사 인부시절

수성동 황금시장 지을 때와 같은 시기에 광덕시장도 만들어졌다. 광덕시장이 지어질 당

시에는 지금과 달리 나무로 한옥처럼 짓고 슬레이트를 덮어둔 방식이었는데 그 이후 콘

크리트가 더해졌다. 

“광덕시장 지을 때 봤지. 내가 수성동 황금시장 지을 때 일했었는데, 황금시장이랑 이거랑 

같이 지은거라. 옛날에는 콘크리트 말고 전부 나무가지고 한옥 같은 거 만들고 위에 슬레

이트 덮고 그랬지.”

광덕시장 바깥쪽에 흘렀던 도랑은 복개되기 전만 해도 옹벽이 없어서 계곡으로 흘러 들

어갔다. 옹벽과 복개도로 공사 때 일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물이 맑아서 도랑에서 목욕도 

하고 물고기도 잡곤 했다.

“도랑에 옹벽도 없고 그냥 계곡으로 내려갔지. 옹벽 공사할 때는 우리가 일했는데. 옹벽부

터 만들고 도로를 만들었지. 처음에는 차가 많이 없었을 때라 리어카만 다니고 하다가 몇 

년 있다가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위에 덮었지. 그때는 물이 맑아서 도랑에서 목욕도 

했지. 버들피리(금강모치), 도꾸구리(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도 있었지. 지금도 가면

18살에 고향 예천을 떠나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다. 32살쯤(70년대 초) 대명동 구역을 정

리하던 시기에 공사인부로 이곳으로 왔다. 당시 옹벽과 복개도로 공사 현장에 일을 하기

도 했다.

중앙정보부 공사 인부시절

성냥공장에서 젓가락 공장 그리고 풀 공장으로

“중앙정보부 건물을 어디서 지었느냐 하면은 도로공사하는 ‘일신토건회사’라고 거기서 

정보부를 지었거든. 내가 그때 그 회사에서 도로공사할 때 일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 지

을 때 나도 따라가서 일했어.”

“지금은 수녀원이 사용하잖아. 정보부 건물을 싹 덮고 수녀원 거기서 새로 지어서 수녀원

을 하잖아.” 

“이북사람 강씨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북에서 넘어왔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던 큰 성냥

공장이 있었어. 그(성냥공장) 건물 아직도 있어. 지금 풀 공장(대동풀) 하고 있어. 중간에 

딴 거 하다가 했지. 자세히는 모르겠고 중간에 뭔가 성냥공장하고 와리바시(나무젓가락)

공장도 하고. 그 옆에(성냥공장) 꼬부랑 나무가 그만한 게 있었던 거라. 그 나무를 장사꾼

들이 사러 왔어. 와리바시 만들라고. 그때만 해도 와리바시 많이 만들었다고. 그거 만드는 

상인들이 많이 와서 그걸 다 베어버리다 보니 안테나 옆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그걸 쳐 

가지고 안테나가 꺼져버렸어. 그때 안테나가 월배로 나간다고 했었어. 그게 월배로 나간

다고 해서 변상을 안 해줬어. 그게 아직 월배에 있어."

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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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주인 ]

박역순 
1940년생 

대명10동 32년 째 거주

#도랑 #복개도로 #부촌 #미군부대 #불꽃놀이

앞산

무서웠던 중앙정보부

도랑과 복개도로

“앞산 밑에 사니까 공기도 좋고 첫째는 조용해서 좋았어. 예전에는 남산동에도 살아봤고 

대흥고등학교 앞에 3층 빌딩에도 사서 살아봤는데 주위가 시끄럽더라. 여기는 그런 게 없

으니까 참 조용하고.”

“딸이 5학년 때 대명동에 이사를 왔는데, 앞산 밑에 정보부 근처에 살았어. 삼화간장 감사

가 살던 집이라. 우리 집 한 칸 사이 골목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정보부가 아니고 수녀원

“남명초등학교 정문 앞에 보면 한빛촌 빌라라고 있어. 빌라 골목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황토밭이였어. 비가 왔다 하면은 신발이... 그 때는 고무신 같은 거 신었잖아. 거기 장화 없

으면 못 산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도래(도라지)라고 그게 봄 되면은 엄청 많이 올라왔었

어. 그거를 우리 어머님이 많이 캤어. 그거는 임자가 없으니까.”

“광덕시장 앞에도 도랑이 있었는데 이호상 씨가 국회의장 하면서 복개도로 했잖아. 이거 

이호상 씨가 다 했다.”

남산동에 살다 남편 직장 따라 대명동으로 왔다. 중앙정보부 근처에 살며 겪은 에피소드

가 많다. 광덕시장에 점포도 사서 세 놓고 있다가 재개발을 한다고 내보냈는데,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현재는 세를 놓지도 못하고 있다.

부촌이었던 대명동

미군부대

“부자들이 대명동에 많이 살았어요. 정치인, 사업가 그때는 대구가 섬유가 1위 아니가. 섬

유 공장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대명9동에 살면은 전부 부자라고 했어. 언제부턴가 그

분들이 차츰차츰 빠져나가더라고. 사장들은 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인들은 아파트 

좋은 거 사 가지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아파트 사서 살고 거기 집들은 

전세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미군들이 무섭더라.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상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 인상도 낯설고. 캠프워커 축제할 때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가도 우리 집 옥상 위에 올라가면 축제 때 불꽃놀이 하는 게 다 보여요.”

이고. 그때(32년 전) 정보부에는 큰 솔나무 같은 거 잣나무 같은 게 쫘악 있었고 나무가 

빽빽하게 있었어. 초등학교 후배 신랑이 정보부에 있었거든. 그때는 정보부에 사람들 들

락거리지도 못했다. 얼마나 무서웠다고. 엄청 무서웠다. 조금 비틀거리고 다니면 바로 가

둬버린다. 택시 기사도 여기에 안 올라 했다. 정보부 앞에는 겁이 나서 잘 안 오려고 했단

다. 우리 큰아들이 대학교 1학년일 때 여기에 집 수리할라고 곡괭이 하나 둘러 메고 버스 

타고 여기에 왔는데 우리 아들을 붙들어가지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란다.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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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제과 사모님 ]

노절 
1946년생 

대명동 30년 거주

#해태제과사택 #충혼탑 #중앙정보부 #미군부대 #PX #광덕시장 #앞산

해태제과 사택지

충혼탑

무섭고 비밀스러운 중앙정보부

“사놓기는 1년 전에 사놓고, 다음 해인 81년도에 들어왔지. 해태제과 사택으로 사놓은 집

이지. 그때 이 동네 골목이나 도로는 다 흙이었어. 그때 18세대 정도 살았지. 공용시설도 

있었어. 연립주택 지분으로 된 테니스장. 언젠가 그 지분을 그쪽(화성 산업)에서 가져가

버리고 연립주택만 딱 남은 거라고. 그래서 재판하고 그랬는데 안 되었어. 안되더라고.”

“충혼탑이 수성교에서 여기(현재 자리)로 옮기면서 동네에 고도제한이 생겼어. 4층 이상

은 못 짓게 됐지. 우리 전원주택도 30년이 가까이 되어서 아파트로 (재개발)하려고 했는

데 안 되었거든.”

“처음에는 밤에 다닐 때 무서웠다. 집들이 별로 없었고 지금 수녀원 자리가 정보부 자리

잖아? 정보부니깐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 기사들이 “아, 여기 무서운 동네에 삽니까? 그

런다니까. 아하하하”

고향은 부산이고, 부산에 있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대구로 이사 오게 되었다. 남편이 ‘해

태제과’ 지사장을 하면서 팔달교 주변 사택에 있다가 1981년에 대명동 연립주택 사택으

로 이사 왔어. 그때 당시 그 연립주택은 고급스러웠고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 

광복회 남구지회 사무장을 역임했다.

친구 덕에 드나들던 미군부대

광덕시장

앞산

“캠프워커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했었어. 나도 그때 놀러갔었지. 축제 아닐 때도 친구

가 미군에서 일하는 교포랑 결혼을 해서 가끔씩 들어갔지. 옛날에는 출입증이 있어야 들

어갔는데, 우리는 걔하고 같이 들어갔었어. 들어가면 PX가 크게 있는데 그거는 미군들만 

들어가는 데고, 일반인이 들어가는 데는 따로 있었어. 식당에는 스테이크 같은 거 팔았는

데 가격이 굉장히 쌌거든. 친구한테 얻어먹곤 했지.”

“당시에는 광덕시장에서 간단하게 채소나 반찬거리를 구매했어. 다른 건 시내 가서 사고. 

당시에 시장에 사람이 많았어. 괜찮았지. 다른 시장들이 머니깐 여기 오는 거지. 근데 큰 

시장들 생기고 다 큰 시장으로 가니깐”

“개나리가 도로변에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참 많고 집 안에서 앞산을 보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마당에서 보면 참 예뻤어.”

“옛날에는 도로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많이 걸어 다니고 했어. 저기 충혼탑까지도.”

“정보부 사택에 같이 모임 하는 사람 있었는데 부장급 사람이 있었어. 정보부장은 전화번

호가 비밀이야. 명함도 없잖아. 그때 그 친구 따라서 정보부장 집에 갔었어. 집이 높고 좋

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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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년에 대명동을 누빈 버스 드라이버 ]

장강조 
35년째 거주

대명5동 #대명9동 #도랑 #남부경찰서 #복개 # 앞산 #부자동네 #미군부대

1970년대 대명동 

도랑

1980년대 대명동

“그때 버스 드라이브맨을 했어. 지금 동명목욕탕이 대명5동에 있잖아? 거기가 협진버스 

주차장이었어. 공터였지. 비포장이라. 그때는 집도 뭐도 아무것도 없었어. 주변에 도랑이

고. 거기(대명5동) 살면서 버스 운전하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여기(대명9동) 집을 사서 왔

지. 그때 올 때가 85년에 왔어요.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죠. 그 집에.”

“1970년대에 저기 밑에 남부 경찰서 앞에 거기도 도랑이었어. 큰 도랑이 아니고 그냥 촌 

도랑같이 물이 줄줄줄 흘러갔어. 도랑 옆으로 차가 지나갔지. 그 도랑은 당시에 복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밀어버렸어. 싹 다 밀고 길 만들고 건물 다 들어서고. ”

“내가 올 때는 주택이 제법 들어섰지. 비포장이라도 주택은 윤곽을 잡았지. 앞산아파트 위

쪽으로. 그때는(85년도 이후) 그래도 아파트니까 고급스러웠지. 집 자체가 주거환경적으

로 좋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돈이라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왔겠지. 없는 사람들

은 안되니까. 주택은 촌집 비슷하게 쭉 있었지.”

고향이 포항이다. 1967년 대구로 와 버스 운전기사 일을 했다. 직장이 있는 대명 5동에 살

다 대명 9동으로 이사왔다. 1970년대 버스기사를 하며 다녔던 대명동 풍경이 눈에 선하

다. 

앞산 부자동네

중앙정보부

“앞산아파트 들어서고 그 후로 지금도 있지만 큼직큼직한 집들이 들어섰지. 그때(85년도 

이후) 그 사람들은 잘 살았던 사람들이지. 고위 공직이라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

들이 널찍하게 50, 60평 되는 터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었지. 그때는(85년도 이후) 잘 살았

어 그쪽에(앞산 밑). 부자 동네라고 했잖아. 지금은 여기가 구 시내에서 걸뱅이(거지)지만

은. 그때는 아무나 못 왔어. 앞산 밑에.”

정보부는 무서운 곳이었다.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입 밖으로도 못 꺼냈다. 아는 사람 중에 

정보부 직원이 있었다. 그 사람은 경북교통 회사 과장으로 있었는데, ‘정보부’ 하면 경찰

도 쩔쩔매던 시절이라 회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해결하곤 했다.

“지금 수녀원 자리지. 얼마나 좋은 땅이야. 정보부도 5.16 후에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고 거기 자리 잡았을 거야. 대도시마다 정보부가 하나씩 들어서 있었잖아. 서울에 본

부가 있고. 정보부가 무서운 곳이라는 거는 다 알지. 군사정보에 요충지고 그런 여러 가

지 뭐 정치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사적인 그거고 남북이 대치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간첩 잡는 곳이잖아. 그런 곳은 겁나는 곳이지. 일반 사람들은 정보

부 하면 덜덜 떨지. 함부로 입으로 못 꺼냈지. 경찰들도 꼼짝 못 해. 정보부 간부가 경찰서 

가면 쩔쩔매지. 경찰은 쪽도 못 썼거든. 지금은 물론 달라졌지만. 그때는 정보부가 왕이었

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보부 다녔어, 정규직으로 거기(정보부) 있었어. 내보다 나이 한 

살 많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시내버스 운전할 때 경북교통 과장으로 있었어. 회사 

뒤에 백그라운드라던가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 정보부한테 잘 못 보이면 박살 나. 

그러니 그 끈을 잡을라고 회사에서 그 사람을(정보부 사람) 스카우트 해 가지고 자리 하

나 책상 하나 만들어줬지. 그러면 그쪽 관계에 대해서는 연결하기가 쉽지. 차량 배차 문

제도 있고 차 정차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이(정보부 사람) 다리를 좀 놓고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지. 일반 사람은 거기 근처도 못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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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매년 7월에 축제했지. 미국 독립기념일에. 그때는 축제하면 굉장했지. 축제하면 일반인

들도 캠프 워커에 다 입장할 수 있었어. 여기 간판에 다 써 놓았어. 축제한다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오라고 하고. 미군들 축제한다고. 그때는 특별하니까. 완전히 개방해 놓았었어. 

미군하고 한국 사람이 같이 있지. 일당 주고 아가씨들이나 누나들이 점빵(가게) 차려놓고 

탁자 위에 갖다 놓고 팔고 그랬지. 안에 쇼하는 거도 구경하고 했어. 미군들 기타 치고 미

국 노래 부르고 하면 그런 거 구경했지. 그때는 부대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들 삶하고는 

다르지. 햄버거나 케이크 같은 거도 팔고 사 먹기도 하고. 주로 캔맥주를 많이 마셨어. 축

제 할 때만 해도 우리는 신기하게 생각했지. 우리는 아직 다 병맥주만 있었기 때문에 캔

맥주 따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특이했지. 저 사람들하고(미군) 우리는 다르니까. 모든 게. 

문화 수준하고 이런 게. 먹는 거도 수입해 온 거고. 전부 고급스럽고. 주스도 캔으로 따서 

먹고 우리가 볼 때는 신기했지. 축제 안 한 지가 이제 10년 넘었어. 10년 넘었을 거야. 그

전에까지는 계속했다고. 이제는 자기들만 하지. 일반인은 못 들어가고.”

[ 대명동 토박이 ]

최호숙 
1970년대 생

45년 이상 거주

#도랑 #복개도로 #돌담 #보리밭 #정구지밭 #미군부대 #비행장 

#도깨비시장 #미군주택 #중앙정보부 #수녀원

도랑

봄이면 보리밭, 겨울이면 정구지 밭

복개도로가 되기 전 도랑은 동네 사람들 빨래터이자 놀이터였다. 앞산에서 물이 흘러 내

려왔고 맑았다. 물고기도 있었다. ‘안지랑 약국’ 앞이 복개도로가 내려가는 끝 지점이었다. 

비가 오면 앞산에서 도랑으로 돌들이 물이랑 같이 내려왔는데, 그 돌로 돌담을 세웠다.

“집 앞에 옛날에 복개도로 되기 전에. 그 자체가 도랑이잖아. 앞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 그 

물이 굉장히 맑고 해서 놀이터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었지요. 옛날에는 빨래 방망이 들고 

걸레 정도는 거기서 빨았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깨끗하고. 안지랑 약국 앞에 복개

도로 내려가는 끝에 경치가 좋았던 기억이 나요. 도랑이 있으니까. 비가 올 때 산에서 돌

들이 내려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줍고. 우리가 앞산 밑에 이사 왔을 때도 뒷골목에 

아직 돌담 있는데, 그것도 그 돌로 지은 거야.”

“봄 되면 보리밭도 되고 겨울에는 정구지 밭도 되고. 동네 전체가 정구지 밭이었어요. 근

데 그때 그 시절에는 인분을 밭에다가 뿌려요. 겨울 되면 그거를 밭에다 다 뿌려요. 그래

서 부추를 진짜 못 먹었어요. 하하”

남산동에 살다가 12살 때 아버지가 다니는 종축장이 있던 대명동으로 이사 왔다. 결혼 후 

대명 5동에 살다 딸이 대학 4학년 때 오빠가 비워둔 집이 있어 대명9동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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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호상 국회의장 소유지

미군부대 비행장

도깨비 시장

미군들이 살던 주택

구 이호상 국회의장 집과 과수원이 유명한데, 동사무소 바로 옆 큰 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안지랑까지 많은 땅이 이호상 씨 소유였다.

“옛날에는 이호상 씨라고 제3공화국 국회의장하시던 그 분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동사무

소 바로 옆에 커다랗게 집만 남아있는 곳. 큰 집. 그게 이호상 씨 집이라. 과수원이었는데 

나중에 집을 짓고 거기서 안지랑까지 거의 다 이호상 씨 땅이었지.”

당시 미군 부대에는 비행장이 있었고 경비행기가 자주 떴다. 군수 물자를 실어 날랐다. 학

창시절(초등학교 시절) 1년에 한 번 정도의 견학을 가곤 했다.

“미군 부대에서는 하여튼 경비행기 그런 게 늘 뜨고 내리고 하던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미군 부대 비행장. 군수물자 싣고 그런 거. 초등학교 다닐 때 캠프 워커에 견학가고 이런 

게 일 년에 한번 쯤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중 미군부대에 일하는 사람은 PX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물건들 중 

일부를 일명 ‘도깨비 시장’에 팔았다. 광덕시장 안에도 도깨비 가게를 여는 곳이 있었다. 

보통 깡통(캔) 종류, 커피, 다양한 소모품을 판매했다.

“미군부대에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자기들은 뭐 사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 PX

에서 사 가지고 오면 도깨비 시장처럼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PX에서 나오는 깡통 

종류, 커피. 모든 소모품 다 있지··· 예천 참기름 옆에. 미진하고 예천하고 사이에. 지금은 

어떤 아저씨 혼자 세 들어 사는 거기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오만 거 다 있지.”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미군들이 군대 밖에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살만

한  큰 집들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미군들은 침실, 거실, 다이닝룸 등을 확실히 구분해 놓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가 지금 수녀원 자리 사무실이었어. 그러니까 동네에 집을 짓는데 하천 건너

편에서부터 정보부 밑에까지 집들이 굉장히 커요. 몇 평 미만은 짓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

어. 좋은 집을 쭉 지어가지고 길이 쭉쭉 나 있지. 정보부 바로 집 앞에 경비실 앞에서 보이

는 집이 어떤 의사 선생님 집이었는데 집을 지었는데 정보부 마당 쪽으로 창문이 있는 거

라. 얼마나 혼났는지 아나? 한편으론 정보부가 있어서 굉장히 안락했지. 깡패 구경도 못

했으니까. 치안 좋다고 소문났어.”

“수돗물 자체가 낙동강에서 오는 물이 아니고 ‘가창댐’에서 오는 맑은 물이라서 대명9동 

물맛이 좋다고 해. 아무래도 정보부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

고 그래서 동네가 그렇게 되었겠지.”

고 생활했으며, 잔디밭과 조경도 있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미군 사람들이 밖에 집을 얻더라고. 살만한 집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미군들을 좀 보기 시작했지. 집을 참 멋있게 하고 살더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

들 다이닝 룸하고 거실하고 침실하고 그런 구분이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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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 시스터즈 ]

한미자 
1943년생

40년 거주

김숙자
1942년생

10년째 거주

표순자
1944년생

50년 거주

신천동에 살다 1981년도에 대명동으로 왔다. 

새마을운동 시절 부녀회장까지 지낼 정도로 동네일에 앞장섰다. 

고향은 경주 안강이다. 영대로터리 근처에 살다 상인동에서 자식들 출가시키고 

친구가 있는 대명동으로 이사 온 지 10년째다.

고향은 경남 의령이다. 부산에서 살다 결혼해서 대구로 이사왔다. 

비산동 오스카 극장 앞에 살다가 1973년에 대명동으로 왔다.

동네 사랑방, 광덕시장
“우리는 여기서 장사는 안 하고 평상에 놀러와. 한 달에 열흘은 안 와도 20일은 오지 싶

다. 우리는 알게 된 지 50년이 다 되어간다. 애가 4살 때 만나 가지고 지금까지 모임 하고. 

요새는 며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안 된다. 한 사람 불러내면 다 와. 한 11명 돼. 산악회도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다 있었지. 과자집도 있고 슈퍼도 큰 거 있었고 살 집도 

#광덕시장 #다락방 #대명동 #도랑 #충혼탑 

#영화<저하늘에도슬픔이> #중앙정보부 #미군부대 

다락방

도랑

충혼탑

1980년대 대명동

“처음 지을 때부터 다락이 있었지. 지을 때 그렇게 지어놓은 거야. 근데 천장이 낮으니까 1

층을 천장 덴조 부분 걷어내고 좀 낮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전부 조금

씩 개조해서 2층으로 만들었지.

“우리 이사올 때만 해도 원 마트 앞에 큰 도랑이 있었어. 이게 앞산에 은적사 있는 거기에

서 내려왔지. 지금은 포장(복개)을 다 해서 그렇지.”

“지어진 건 오래되었는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지었

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한 번씩 올라가시고 했거든, 우리 시어머니가 사실 

때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 때다. 우리 여기 맨 처음에 이사 와서는 전쟁 때 남편 잃고 

아들 잃은 할머니들이 한복 입고 눈물을 흘리고 내려오면서. 진짜로 많이 오르내리고 했

거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6월 6일 되면은 충혼탑 저기서 제 지내잖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우리가 학교 앞

에 살 때. 국기를 달아 놓고 열흘인가 한달인가 계속.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70년도

“1981년도에 이 동네로 이사와 보니까 동네가 신선했어. 집도 주택도 많이 없고. 공기 좋

고. 영대네거리 쪽 하고는 7도 차이야. 한여름에는. 앞산에서 산바람이 부니까. 나도 그걸 

느꼈어. 그래서 나도 공기 때문에 왔지. 우리 집에서 딱 문 열면 골프장 보이고 앞산이 새

파랗게 보여. 중앙정보부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길이 좋았어. 집도 큼직 큼직하고. 남구에 

여기 산다고 하면 부자라고 했다. 전부. 코쟁이들 많이 살고.” 

큰 거 있었고 뭐 하여튼 다 있었어. 여기 가게가 다 찼었어. 옷 집도 있었고. 우리는 아직

도 여기서 장 봐. 나이가 많아가 멀리도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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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71년도에... 그때 맞네. 우리 아저씨가 보훈처에 근무했을 때니까. 그때는 정말로 어

마어마하게 했다. 지금은 시시해.”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

중앙정보부

미군부대

“이사 오니까 윤복이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했어. 윤복이가 이 동네 살았거든. 복개도

로 하기 전에 오막살이 집에 살았다고 하대. 거기 사는데 엄마가 가버리고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애들 패고 그랬대. 윤복이가 명덕초등학교 다녔어. 그때 학교가 없어 가지고. 여

기서 명덕초등학교까지 얼마나 머노? 거기까지 걸어 다녔어. 애가 착하고 공부도 잘해 가

지고 일기 같은 거를 썼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그걸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모른다. 이 동네는 미군부대 때문에 큰 건물이 없었거든. 그래가 영화 볼라면 남

문시장까지 갔어. 거기 ‘대한극장’, ‘대도극장’이 마주보고 있었잖아.”

“그때 정보부라 하면 무서웠지. 거기는 첫째, 간첩들 잡는데 아니가? 딴 거 아니고. 이북하

고 연락하는 사람들 잡는데 여차하면 잡아다가 조사하는 거라. 옛날에는 정보부 이야기 

들어보면 죄지은 사람들 고춧가루 물에 태워가 고문하고.”

“그래, 부잣집들 많았고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살았어. 여기 주변에. 코쟁이들. 

미군들이 주택에 세 얻어 살았어. 부대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미국사람한테 세 놨는데 요

번에는 애가 3명인가 그래. 하도 떠들고 고함 지르고.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애들이 그랬

으면 미국 사람들은 가만 안 있지싶어. 고함도 지르고 크게 음악도 틀어놓고.”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 봉덕동 거기에는. 주로 먹는 식당. 술집이

지. 여기도 세 놓는 사람 있지 않나? 아파트 세 놔 가지고 저 집에는 그래가지고 집 한 채 

사고. 그렇다 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세를 그만큼 주고 못 살거든. 월세로 1년치 준다하더

라. 저 집에도 그렇다 하더라. 꼭 미군 사람들한테만 세 놓거든.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주

고 얻을 사람 아무도 없어. 미국 사람들은 계산 그렇게 안 따지더라. 그 사람들은 달라고 

하는대로 주고 그렇게 깎을라고도 안 하고.”

“1980년대만 해도 비행기 소리 때문에 전화를 잘 못 받았어. 시끄러워서. 행사하고 하면 

우리 거기에 사러 가고 그랬잖아. 불꽂 놀이도 하고. 독립기념일에 주민들한테 개방해가

지고 부대 안에 구경도 시키고 과자하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랬지. 우리 애들은 요새도 

그때 아이스크림 막 큰 거 있잖아.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 없거든. 요즘은 안 하더라.”

“미군 부대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잖아. 집도 높게 못 짓고. 집값이 좀 쌌어. 아파트를 

높은 거 못 짓고. 충혼탑 저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어서 높게는 못 짓게 돼 있었어. 4층, 

5층만 지었지. 지금은 좀 높게 지어도. 미군 부대 때문에 여기가 좀 많이 손해 봤지. 건물

도 높게 못 짓고 아파트도 못 짓고. 아파트를 지을라 해도 높게 못 지으니까 업자들이 손

해본다고 안 지을라 하는 거라.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 옛날부터 해도 안 나가. 미국 사람

들 나가라고. 플랜카드 들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독립기념일날 불꽃놀이 하고 나면은 

그거 재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엄청 많아.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그 옆에 집 사람들은 얼마

나 시끄럽겠노. 쾅쾅 울렸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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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현상소 Ⅲ

예술인이 많은 동네,  '파가니니'

정다운 도심 속 시골, '대영맞춤'

미군 양장사, '대영맞춤'

동네의 산 역사, '구세군 교회와 혜천원'

마츠다별장에서 학강미술관까지, '학강미술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고미술품, '목고당'

고미술거리 1호 가게, '목고당'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고미술상, '옥진사'

스피커 종합병원, '필스피커'

대명동 터줏대감

동네 사랑방, '성주슈퍼'

단골손님이 곧 동네 사람, '정수이용소'

이천동 클럽박사

평생 동네사람들의 약을 처방하고 싶었던, '남신약국'

동네사람들의 삶을 쫙 펴주고 싶었던, '미림세탁나라'

골목의 밤을 비추던 '대성슈퍼'

동네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하는 사진관, '낙원스튜디오'

「현장방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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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이 많은 동네,  '파가니니' ]

김성재
1969년생

약 20년째 파가니니 운영
대구 남구 대명동 2125-3

#명덕네거리 #대명동 #악기상 #재개발 #문화 #예술

파가니니는 어떤 악기를 주로 판매하시나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악기상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이 동네에는 언제부터 사셨나요?

현악기, 관악기를 판매하고 수리도 전문으로 하는데 특히 바이올린을 많이 취급해요. 주

로 연주자나 학생들,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와요. 대부분 단골이에요, 학교 

선후배들이고, 학교 선생님들이죠. 옛날에는 이벤트나 행사를 기획해서 가게에서 연주회

도 열었어요. 우리가 주최해서 유진박이 여기 와서 연습도 하고, 연주한 적도 있어요. 연

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직접 의뢰를 하면 개최해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네 군데 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윽수로 많이, 수

십 군데 생겼죠. 학생들도 가게를 많이 오픈했거든요. 악기상이 수십 군데 생겼지만 장사

는 지금 다 같이 안 돼요. 7, 8년 전부터 쇠퇴 길로 들어섰죠. 계명대학교가 있을 때는 활

성화도 많이 됐고, 가게 수도 지금만큼 많지 않았으니까 괜찮았는데 계명대가 이전하면

서 손님은 줄었는데, 가게는 많으니까 경쟁이 심해졌어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잖아

요. 그리고 클래식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바이올린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클래식보

다 실용음악 쪽으로 많이 해버려요. K-pop하고, 기타치고 하면서 예고에 실용음악과도 생

겼거든요. 클래식이 팍 줄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대명동 살았어요. 학교도 여기 근처고. 제가 어릴 때는 예고 쪽에, 영선

시장 쪽에 놀이터가 많았어요. 그리고 대명동이 진짜 여기가 대구 시내에서는 제일 번화

가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만 해도 다섯 곳이나 여기 있었으니까, 다들 술 먹

으러 이리로 오고 그랬죠.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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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나고 자란 동네가 재개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 동네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남구가 워낙 침체돼 있으니까 아파트 짓는 건 좋은데 상권이 죽지 않았는데 다 나가게 되

니까. 예전에 여기에 음악 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참 많았거든요. 경북예고 말고 여상

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왔었는데 요새는 학생들 보기도 거의 힘들어요. 사람

도 많아지고 그렇게 발전이 된다면 재개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동네보다 예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예고가 있는데 음대만 있는 게 아니

라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거든요. 미술학원도 많고. 전통적으로 문화거리니까 그런 쪽으

로 특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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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운 도심 속 시골, '대영맞춤' ]
김옥남

1963년생  
34년째 대영맞춤 운영

대구 남구 대명동2321-11
재개발로 사라지기 전에 이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이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되셨나요?

음... 나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어떡해? 이 동네는 도심 속 시골처럼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서 더 정감이 가고 옛 추억이 너무 많지. 이웃끼리 정답

게 서로 나눠 먹고, 속 얘기도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웃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 

그래서 지금은 외롭고 쓸쓸해요. 내가 신혼살림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애기들 여기서 다 

낳고 다 키우고 했으니까. 벌써 34년째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새내기에요. 여기

는 오래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70년이나 사신 90세 할머니도 계세요. 재개발 때문에 나

가라고 하니까 ‘나는 안 나가. 왜 내보고 나가래. 죽을 때까지 가기 싫어. 이러시잖아.(웃

음) 나도 그렇고. 사실 난 여기 떠나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만 나가라고 그러니까 불안하

고 초조하면서 나가기는 싫고 그래요. 특히나 나는 단골이 있으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

음도 멀어진다고, 내가 옮긴다고 단골들이 따라오지는 않거든.

애들 아빠 선배가 여기서 수선을 했는데, 운영을 못 하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왔어

요.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수선도 하고 맞춤도 하고 전부 다 했어요. 양장, 양복 다 하다가 

IMF 터지고 중국 제품이랑 베트남 제품같이 싼 게 들어와서 맞춤이 내리막길에 접어들

었지. 그전까지는 옷이 너무너무 귀했어. 옛날에는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밖에 있잖아. 여

기가 집안인데도 옷을 놔두고 화장실 다녀오면 없어져 버려. 그러면 물어줘야 해요. 그런

데 저렴한 옷이 많이 나오니까 맞춤도, 수선도 힘들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스컴에서 

수선은 저자본으로 시작해서 많이 벌 수 있다고 창업을 장려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프린스호텔부터 영대 사거리, 미8군 뒤쪽까지 수선집이 우리 집 한 곳 

뿐이었는데, I.M.F 터지고 수선집이 저자본고매출 사업이라면서 매스컴을 탄 후에 이 주

변에만 20군데가 넘게 새겼어요 밥 한 그릇에 숟가락 20개 꽂아보이소. 한 사람도 배부

른 사람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애들 아빠하고 내하고 아침 8시에 문 열면 11시까지 해도 

받은 일을 다 못 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 혼자해도 놀아가며 해요. 그런데도 이 동네를 

떠나기 싫은 거지. 오래된 단골도 있고, 처음 살림을 차렸던 동네라서 추억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국전쟁 때 대구는 피난처니까 이 주위에 판잣집들이 많았잖아. 조막조막 있

던 게 집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는 곳이었거든요. 사실은 대영마춤 이 건물도 판자형이야. 

#대명동 #판잣집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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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다른 곳에서 가게를 여실 건가요?

동네가 재개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잠시 쉴 것 같아요. 일 자체는 은퇴가 없어서 건강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년이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요. 1,430만

원 받거든요.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못 받아도 3,4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요.  이 땅이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부지거든요. 대구시 땅이에요. 

사업자를 내고 싶어도 시유지니까 사업자등록증 허가를 안 내줘요. 법이라는 게 사각지

대가 많아. 여기가 한국전쟁기 때 판잣집처럼 생겨나서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사업자

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라고 해서 그것도 꼬박꼬박 냈어요. 그런데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3월 19일부터 두 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남구 

보건소 바로 앞이고, 보건소 직원들도 오니까 혹시나 우리 때문에 피해가 생길까봐 자발

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런 건 알아주지 않아요. 코로나 보상금도 10원도 못 받

았어요.

개발 되는 건 좋아요. 개발은 해야 하는데, 보상이랑 이런 문제를 떠나서 추억이 없어지는 

게 무엇보다 아쉬워요. 다 헐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30년 넘게 여기서 만들

어온 추억이 이제는 머릿속에만 남는 거잖아요. 장소가 사라지니까. 동네가 영선못 터라

서 우리는 못 봤지만, 옛날에 또랑도 있고 영선못 터에서 흘러내려오는 폭포도 있었다고 

해요. 못이나 폭포 같은 것도 좀 살렸으면 참 좋았을텐데. 있는 모습 그대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모조리 사라지고 아파트가 되니까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주택은 정다운

데, 아파트는 정답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편해서 좋다고 하지만, 주택도 그 못지 않게 편

한 맛이 있는데. 저는 촌스러운 게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다른 동네보다 추억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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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양장사, '대영맞춤' ]
전영목

1961년생  
34년째 대영맞춤 운영

대구 남구 대명동2321-11
캠프 워커 앞에서 수선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집안으로 통해가지고 다 취직을 하거든요. 중학교 졸업도 하기 전

에 16살에 작은 아버지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양복공장에 첫 발 디뎠는데 저도 몰랐죠. 시

골에 있다가 갔는데 미군들이 있더라구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러니까 놀랐죠. 

‘연탄인가’캤어요. 아무튼 그래 들어가서 처음에는 심부름만 했어요. 단계가 있는데, 심부

름 하다보면 바지 배우고, 조끼 배우고, 상의 요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 가면서 배우게 되

죠. 10년 넘게 했어요. 미군들 옷을 내가 25, 26살까지 했나? 그래 했죠, 월급도 장당 얼마

씩 쳐가지고 한 달 모아서 받았는데 달러로 받았어요. 요즘 같으면 좋지만은 그때는 달러

로 손해보고 환전하고 그랬다니까. 시근이 들다보이 그렇더라고. 환전도 시내가면 교동

에 양키 시장 있잖아. 보따리 장사하시는 할머니들한테 바꿔서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

날에는 공장에서 누워 잤어요. 처음 일 배울 때는 이런 다이에서 누워서 미군들 닥트(침

낭) 자꾸만 올려서 한겨울에도 그렇게 잤어요. 

#대명동 #미군부대 #캠프워커 #양색시 #혼혈아 #고아원 #재개발

몇 명이 함께 일했나요?

미군들이 옷을 많이 맞췄나요?

보통 한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6, 7명 되지요. 큰 데는 열 명도 넘고. 양복을 만드는 공장

이었는데 사람마다 담당이 달라요. 상의 만드는 사람이 한 넷 되고, 바지하고 조끼 만드는 

사람들이 세 명이었어요. 그런데 나도 심부름을 오래했어요. 기술을 금방 안 가르쳐줘. 밑

에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애들이 애를 먹이고, 그만두고 가버리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일

이 많았어요.  밑에 심부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기술을 할 줄 알고, 하고 싶어도 못해

요. 옛날엔은 풀도 다 연탄불에 끓여가지고 만들었고, 청소도 해야 하고, 실도 촛물 먹여

서 땡겨 주고 이런 거친 일이 많았어요.

많이 맞췄어요. 미군들은 옷 종류도 많아요. 색깔도 가지각색으로 하고, 한 사람이 양복을 

10벌씩 하고 바지 같으면 20벌도 하고 색깔별로 많이 맞췄어요. 원단도 좋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양복 기지가 가령 만 원 하는 거 같으면 미군들 거는 돈 천원도 안 해요. 그런 식



587586 남구도시기억도큐멘타 기억현상소

으로 가격에 맞춰주고 많이 했어요. 일도 미군들 옷 하고 우리나라 옷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미군들 하는 옷이 수월하고. 손 가는 데가 덜 가지. 손바느질해야 하는 곳을 그냥 미

싱으로 다 하고 마는 거지. 걔들은 자기 몸에 잘 맞는 거 보다 색깔만 잘 맞으면 OK라예. 

저거 나라보다도 원체 옷이 싸니까. 거의 10분의 1가격으로 맞춰갈 수 있으니까 옷을 많

이 해갔어요.

일 할 때 미군 부대 안에도 들어가 보셨어요?

일 배울 당시 주변 풍경은 어떠했나요?

다른 의상실도 있었나요?

부대 안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일 할 때는 아니고, 캠프 워커 축제 할 때 한 번 가봤어요. 지

금은 없지만은 해마다 7월 달에 독립기념일 앞으로 며칠 동안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구경도 하고 쇼도 보고 햄버거도 사 먹고 그렇게 많이 했다카이. 그 당시

에는 우리나라에 햄버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점점 안하더라고. 옛날에는 일반

인은 출입증을 들고 가야되기 때문에 부대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 일 할 때는, 부대 안 까

지는 아니고 부대에 자기들이 맡기는 단체들이 있더라고. 그 단체에 사이즈 재러 가거나 

가봉 하러 간 적은 있어요. 

캠프워커 정문이 삼정골, 지금 봉덕3동이에요. 1970년대에는 캠프워커 활주로를 죽 올라

가면 정문인데 그 쪽으로 다 미군들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였어요. 신발, 보세 옷, 양복, 와

이셔츠 공장, 양장 주로 악세사리 같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술집이랑 클럽 같은 것도 많

았어요. 클럽에 밴드도 있고. 옛날에는 진짜 경기가 좋아서 미군들이 돈도 많이 벌었잖아

요. 그러면 다 사치에 쓰는 거지. 사병들은 술 먹고 많이 했는데 장교들은 그래도 가정이 

있으니까 주로 양옥집 이런데 대명동에도 있어요. 좋은 집에도 미군들이 살았어요.

의상실도 있었죠. 와이샤스 만드는 데도 있었고. 부대 앞으로 보면 옷도 일반적으로 나오

지도 않는 이상한 옷, 니트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팔았어요. 미군들 가는 식당도 

있었어요. 양식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잘 없는 돈까스, 감자튀김 같은 거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서 미군들은 그런 거 먹었죠.

미8군 근처에도 가게가 많았나요?

미군부대가 동네에 있어서 좋았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 여성들은 이 주변에서 살았나요?

미군부대 근처라서 동네에 혼혈아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의상실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봐야지고. 클럽이나 술집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지 

딴에 방구 꽤나 뀐다는 사람들은 좀 왔지. 근데 한국사람들은 출입이 잘 안됐어요. 미군들

하고 사귀는 우리나라 아가씨들 주로 왔지. 미군부대 앞으로는 통행금지도 크게 없었고, 

그쪽으로 차가 항상 많이 다녔어요. 택시도 정문 한 몇 미터까지는 들어가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갔어요. 

미군부대 때문에 동네 발전이 안 되지요. 위치만 봐도 좋은 위치에 다 자리잡고 있어요. 

게다가 옛날에는 캠프 워커 컸습니데이. 미군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많았

어요. 일반인보다 미군들을 더 많이 보니까. 사건사고도 많았는데 쉬쉬해요. 술 먹고 싸우

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걔들은 교통사고 내도 저거 부대 안에 헌병대 애들이 와서 저거

들이 처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도 안 댔잖아요. 그런 게 많았다하니까. 우리나라 사

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

미군놈들 나빠요. 우리나라 아가씨들이 미군들한테 양색시 했거든요. 미군들하고 사는 

한국 아가씨들이 전부 예뻤어요. 그런데 애 낳고 하면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런 거 많았어. 

미군들한테 두드려 맞을 때도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더 

하지. 그쪽으로는 우리나라 파출소도 없었고 초소도 부대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었거든.

여기에 집도 있었고 포주도 있었어요. 다 달세로 살았는데 좋은 데 살 수 없잖아요. 봉덕

동 쪽에 집도 다 찌그러져 있고 쪽방 같은 데 살았죠. 바깥에서 미군들하고 술 한 잔 먹고 

그 집에서 볼 일 보고 가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혹여나 그 자리에서 잘못되어서 죽어도 

모르고, 애를 낳아서 그냥 버리기도 많이 버렸다고 하더라고. 

삼정골에 혼혈 애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미군들이 가버리면 애 낳아가지고 아가씨들 자

기들이 데리고 살다보니까 나중에 입양을 보내거나 버리거나. 미군은 절대 애들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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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요. 그래도 장교 같은 사람들은 점잖아요. 사병들하고 사귀는 아가씨들은 다 실패 보

고 장교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았다 

카이. 옛날에는 봉덕동 저기서 볼 거 못 볼 거 많았습니다. 이천동도 미8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았지요. 

동네에 고아원도 있었나요?

지금 이 위치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불과 몇 십 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고아원이 옛날에 구 효대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고아원이 큰 게 있었는데 다 밀었더라구

요. 제가 양복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진짜 열악했어요. 미군들이 택시 왕래를 많이 했어

요. 그러니까 쪼끄만한 애기들, 우리나라 애들이 미군들 택시 문 열어주고 팁 받고 이랬어

요. 부대 안에서 트럭 같은 거 타고 오면 바깥에 초코렛 같은 거 막 던져주고 했었다니까.

캠프워커에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K2로 갔어요. K2 앞에서도 미군 옷을 하다가 시내로 

가서 수선을 배워서 이리로 왔죠. 우리가 이 동네에 87년도에 왔어요. 올림픽 전 해에. 그

때, 선배 중 한 명이 요 맞은편 보금당 자리에서 대영마춤을 했는데, 제가 권리금을 조금 

주고 인수했어요. 저도 저 자리에서 하다가 저 건물을 짓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로 와서 

34년째 이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군들한테 무시 많이 당했지. 내가 양복할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장교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장교가 같이 미국 가서 양복점 할 수 없냐고 제안을 

했어. 밑에 옷 할 수 있는 사람, 위에 할 수 있는 사람, 딱 2명 데리고 갈라고 그때 했었거

든요. 나는 총각이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결혼해서 아들도 있어서 내보고 1년만 가서 벌

어오자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안 갔는데, 그렇게 미국 간 사람도 있어요. 특히 서울 이태

원에 미군부대 있잖아요. 그 근처 양복점에 있다가 미국 가서 몇 년 동안 돈 벌어 온 사람

들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일은 적게 하면서도 돈은 더 많이 받으니까. 대구에 

여기 있다가 이태원가서 돈 더 벌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사 왔을 당시에도 민군들이 많았나요?

이 동네 살면서 무엇이 가장 좋았나요?

사모님은 이 동네를 떠나는 게 너무 섭섭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미군들이 철수 많이 했어요. 어떨 때 보면 양복을 한 달에 2벌씩 하

거든요. 보름씩 해가지고 딱 2벌 정도 해요.

여기가 옛날에 몇 해 전만 해도 이웃 간에 참 정이 많았어요. 주민들도 많았어요. 보통 세 

놓으면 한 집에 최소 두 집이 사니까. 그런데 하나, 둘이 이웃이 떠나다 보니까 메말랐죠, 

아무래도. 여기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데도 다 정이 있었거든요.

20대 후반부터 있었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60이니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여기서 청

춘이 다 갔는데. (웃음)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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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 산 역사, '구세군 교회와 혜천원' ]

김태근
3년째 구세군명덕교회 담임사관

대구 남구 대명동 2017-2

김종선
10년째 혜천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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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과 혜천원은 언제 이 동네에 왔나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김태근 구세군이 대구에 들어온 지가 110년 정도 되었어요. 1908년에 한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대구 종로에 구세군교회가 생겼어요. 6.25전쟁이 끝나고 고아들이 많아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혜천원이 교회보다 먼저 설립됐죠. 구세군은 무료급식소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지역사회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종선 혜천원은 은혜 혜(惠), 하늘 천(天),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 이름

으로, 1951년 1월 1일에 대구1호 고아원으로 설립되었어요. 인가를 받은 건 1953년이구요. 

미국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여자 아이들만 받았어요. 건물을 계속 증

축하면서 남자 아이들도 받게 됐어요. 혜천원은 이 동네의 산 역사 그 자체예요. 허허벌판

인 동네에 혜천원이 생기고 다른 곳들도 생긴 건데,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에요. 

김태근 구세군교회는 슬로건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우리는 어려운 지역에 많이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그래요. 환락용 시설 안에 들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빈민촌에 많죠. 이 동네에서는 초창기부터 꾸준히 무료급식소나 어

려운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자선냄

비 본부와 빨리 연락을 해서 구호키트를 지역에 많이 배분했거든요.

김종선 혜천원이 남구에서 우수시설이에요. 제가 여기서 근무해서가 아니라 진짜 시스템

이 잘 돼있어요. 빌라처럼 돼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애들이 살기에 딱 좋죠. 그게 소문이 

나서 우리한테 입소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제가 일한 10년 동안, 이곳에서 큰 

아이들이 자라서 공무원, 변호사, 대학병원 간호사가 됐어요. 지금도 아이들을 받고 있어

요. 원래는 48명이 정원인데 재개발 때문에 조금씩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혜천원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생기면 그때는 더 받겠죠.

#대명동 #혜천원 #고아원 #구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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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교회에 교인들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재개발 때문에 이전해야 하는데 부지가 커서 힘드시겠어요.

김태근 재개발 전까지만 하더라도 130명 정도였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인원이 늘었

죠.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동네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중에는 

다른 데 이사 가서도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신도 중에 혜천원 출신도 있어요. 사실 

혜천원 출신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6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꽤 있죠.

김종선 애들 생각하면 옮겨야죠. 애들이 18명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학대 받

고 버림받아 여기 온 아이들인데 혜천원이 없어지면 또 다시 저희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

이들이 있을 장소가 만들어진 후에 철거를 하든 해야 하는데, 재개발 조합 측에서 자꾸 없

애려고만 해요. 

시골로 가거나 대구 시내에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데 다 아이들에게는 상처죠. 시골 가면 

학교도 옮겨야하고 문화 혜택도 갑자기 없어지고. 대구에 있더라도 흩어지면 형제, 자매

처럼 지내고 있는데...

김태근 우리 땅이 천 평쯤 되는데 구체적인 협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를 내몰려고 하

는 것 같아요. 구백 몇 십 평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77억 나왔어요. 땅값도 안 돼요. 우리

가 요구하는 건 그저 교회랑 시설을 다시 건축할 건축비인데, 터무니없다고 하더라구요. 

헌 건물 부수고 새 건물 지으려고 하냐고. 우리가 원해서 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혜천원은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사업 승인부터 다

시 다 받아야 해요. 혜천원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조차 모르죠. 남구에서 다시 하려고 해도, 

감정평가가 77억원인데 지금 남구에 평당 7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있냐는 말이죠. 

1,200만원~1,300만원 하는데. 그런 땅이 있더라도 이만한 넓은 땅을 구할 수도 없어요. 

김종선 복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어

요. 그런데 앞으로 입주할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혜천원은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요. 구세군교회는 괜찮은데, 혜천원은 안 된대요.

김태근 재개발 조합에서 620평정도 부지를 만들었거든요. ‘보육시설 및 종교시설’로 구

세군 때문에 만들어 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협상을 하면서 보육시설 및 종교시설이 아

니라 종교시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620평 땅 모두가 구세군을 위한 

땅도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어요.우리 교회 땅이 약 900평이 넘는데, 같은 법인 땅이지만 

372평이 교회 땅이고 나머지는 혜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백 보 양보해서 372평만 

종교시설로 들어가겠다.’이렇게 우선은 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협

상된 것도 없고 이것조차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재개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양상은, 돈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개발처럼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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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천원 연혁

1951년    1월: 
6.25동란으로 고아50명을 모아서 육아원으로 시작함

(대구 종로2가 4번지)

1952년  11월: 대구 남구 대명8동 2038번지에 대지 405평, 건평 104평을 매입해 이전

1954년  11월: C.C.F 회원가입

1958년   4월: 아동복지시설 인가받음

1966년 12월: 경북도지사로부터 우수시설 표창 받음

1974년   3월: 미국 구세군으로부터 보조받아 209평 3층 원사 신축

1992년   7월: 아동숙소 증축 142.65㎡

1998년 10월: 원사 증개축공사(1차) 시작 지하 1층 지상3층/면적865.40㎡

1999년  6월: 원사 준공식

2000년 9월: 원사 B동 증개축공사(2차) 시작, 지상3층건물/면적 366.72㎡

2001년  1월: 원사 B동 준공/지상3층건물/면적 3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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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츠다별장에서 학강미술관까지, '학강미술관' ]
김진혁

1959년생    
이천동에서 62년째 거주
대구 남구 이천동 454-2

대구가 고향이신가요?

처음 오셨을 때는 아직 가정집이었던 거죠?

학강미술관 자리에는 언제부터 사셨나요?

네. 1959년도 대구 중구 대봉동에서 태어났어요. 당시에는 동명이 대봉동이었지만 지금

으로 치면 이천동이에요. 이천동 고미술거리 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65년도에 영

선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는 본 건물 한 동 밖에 없어서 미군들이 천막을 

10개 쳐가지고 입학식을 천막 속에서 하고 그랬어요. 학교 가면 미군들이 옥수수빵도 주

고 우유도 줬어요. 영선초등학교 5회로 졸업을 했어요.

네. 여기서 살다가 후에 미술품을 모았거든요. 77년도에 미대 들어와서 현대 미술을 접했

어요. 저 가르쳐주시던 시간강사 중에 이강소라고 우리나라 현대미술 쪽으로 유명한 분 

있어요. 그 분 영향을 아무래도 받았죠. 서예를 바탕으로 한 현대미술을 하면서 유명한 작

74년에는 학강미술관 옆 한옥에서 살다가 77년도 대학 들어가면서 학강미술관으로 와서 

생활을 했죠. 마츠다 별장은 제일 부자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어릴 적 동네 사람들의 로

망이었어요. 마츠다 별장이 세 채가 있었어요. 지금 이 집이랑, 가장 메인이 된 집 그리고 

팔공빌라 자리. 그 세 채가 동네에서 마츠다 별장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메인 집은 48년

도인가 6연대 반란 사건 때 화재로 전소됐어요. 완전히 불타서 우리 어릴 때부터 집터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한 채는 팔공빌라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올 때 팔

공빌라 자리랑 이 집을 다 샀어요. 다 사서 갖고 있다가 어른이 편찮으실 때 병원비 때문

에 팔고 지금은 이 집만 갖고 있죠. 아무튼 마츠다 별장은 로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마

츠다 별장 주변에 살아서 인지 마츠다 가옥에 대한 궁금증이랑 신비감도 있었고요. 

마츠다 별장에 관한 자료가 구청에 알아봐도 잘 없어요. 1930년쯤에 지어진 것 같은데, 

상량도 이 집에는 없었어. 메인 집에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월드메르디앙 자리부

터 마태산 전체가 다 마츠다 땅이었어. 마츠다가 죽고 나서 미군들이 경상중학교에 불하

해서 60년대에 마츠다 집 안에 도로도 내고 한옥을 주욱 지었죠. 

#마태산 #삼봉산 #마츠다별장 #미군 #영선초 #양공주 #혼혈아 #고미술거리

#고아원 #저하늘에도슬픔이 #이윤복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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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왔을 때부터 학강미술관을 개관할 때까지 계속 이 집에 사셨나요?

소장품은 어떻게 모으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지산동이 한창 개발할 때 지산 우방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요. 그때도 지금

처럼 경쟁률이 100대 1이었는데 어떻게 신청한 게 됐어. 그 집으로 이사가서 거기 살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4년 있다가 다시 이 집으로 왔어요. 1996년도쯤인데 어른

들이 돌아가시고 이 집이 비어있었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 그때 집사람하고 애 둘, 

이렇게 4명이서 살았는데 나는 옛날부터 살던 곳이니까 편한데 애들이랑 집사람은 쉽지 

않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비오니까 비도 새지. 매년 지붕 올라가서 수리하며 써야 

되지. 그렇게 2016년 봄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애들도 크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일 가까운 상아맨션으로 이사 갔어요. 상아맨션 중에서도 이 집이 바로 

보이는 동으로 이사 갔어요. 아파트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집 잘 보이길래, 됐다. 여기다. 

하고 이사했죠. (웃음)

아니요, 대구 전역에서도 모으고, 시골 같은 데도 가고, 일본이나 중국 영행 가면 뒷골목

에 가서 샀어요.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그런 거 가져오면 잡혀갑니다.(웃

음) 결국 발품을 파는 거지. 발품을 팔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게 돼요. 그렇게 모았는데 

내 혼자 끼고 앉아 좋다고 하면 뭐하겠노. 계속 전시를 하고싶다 생각만 했었는데 아파트

로 이사를 가서 여건이 갖추어진거죠. 2016년 10월 10일날 오픈했거든요, 84년도부터 모

으기 시작했으니까 30년 만에 뜻을 펼쳤죠. 오픈하고 지원금도 없이 전시도 하고, 학술 

대회도 하고, 심포지움도 했어요. 미술관이 전시만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교육적인 기능

도 갖추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책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해 왔어요. 내 소장품

을 빌려주기도 해요.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달성군청 등 내 소장품이 전시 돼 있어

가들도 만나고, 전시도 했어요. 그렇게 대학생활 보내고 졸업한 후에도 계속 작가생활을 

했지만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에서 한국 미술사, 동양 미술사, 실기 이런 걸 지도하게 됐어요. 가

르치려면 공부를 해야되니 그때 이론을 알게 되면서 언젠가 나도 미술품을 모아야겠다. 

생각했죠. 84년도에 첫 봉급을 받았는데 20만원 정도였어요. 88년도 쯤 돼니까 40만원, 

50만원으로 월급이 올랐는데 월급을 받으면 반 정도는 쓰고 남은 반으로 고미술품을 모

았죠. 고물상 같은 곳 돌아댕기면서 발품을 팔았어요. 고미술거리는 언제 형성 되었나요?

미군부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기념품들 하나씩 사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미

군들이 오면서 한국적인 도자기나 토기, 그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한, 두 개 

생기다가 60년대 후반에는 20~30개, 70년대 들어와서는 40~5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

요.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가 최고의 전성기였지. 서울 인사동하고 맞설 수 있을 

정도였어요. 큰 물건이 거래되기도 했죠. 대구가 경주의 통일신라권, 고령의 가야문화권

을 받아들였고 팔공산을 중심으로 고려시대문화가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성리학 문화도 

여기 있고. 그래서 고미술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딱 좋은 지역이에요. 

이 고미술이 미군들에게는 신기하거든. 예를 들어, 나무로 만든 반다지가 있다. 한국 사람

들에게는 흔하니까 돈 주고 사라하면 거의 안 사지. 시골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

들은 사는 거야. 반다지가 100만원이라 치면, 미군들 월급은 400-500만원 받았거든. 그

렇게 형성 됐지. 내가 80년대 카투사 할 때 보니까 미군들 월급이 한국인들의 3배를 받더

라고. 90년대 들어와서 미군들도 한국인들이랑 월급이 비슷해졌더라고.

50년대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아직까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한국전쟁의 잔여물이 다 

남아있었어요. 저도 미군들 많이 봤어요. 미군들은 항상 고기니 빵이니 기름이니, 이런 먹

을 거를 노란색 큰 봉지에 넣어서 들고 나와요. 양색시라고 한국여자인데 자기들 애인 줄

려고. 우리는 미군을 ‘할로’캤잖아요. “할로 저 지나간다. 저 봐라 무을 거(먹을 거) 마이 들

고 간다.” 이카고. 미군한테 가가(가서) “할로. 츄잉껌 짭짭 기브 미.” 카면 하나 주거든요. 

그거 받으면 좋다고 막 가면 애들 따라가고.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은 미군부대가 있어서 G.I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정부요원, 미군을 거버먼

트 이슈(Government Issue)라 캐서  G.I문화는 미군부대 문화를 말해요. 가장 먼저 8군 후

문에서 형성이 되어서 클럽 텍사스, 캘리포니아, 위드 클럽 등등 이 앞에 한창 많을 때는 

요. 보통은 잘 안 빌려주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빌려줘요. 대신 보험은 넣고 가 가

라(가져가라)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학강미술관이 몇 

천 평에 어마어마한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한다니까 또 더 신기하게 생각하더라

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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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댓 개씩 있었어요. 흑인, 백인은 술 무러 가고, 한국 여자들은 서빙 하러 가고. 일종의 기

지촌이지. 아가씨들한테 방 세 놓는 그런 문화도 형성되고. 미군은 2, 3년 만에 본국 돌아

가잖아. 영선초등학교 보면 반에 흰 놈도 있고, 까만 놈도 있고 그래. 걔들이 가정환경이 

그러니까 중, 고등학교 들어가서 잘 풀린 사람도 없어. 여건이 안 되잖아. 엄마 혼자 벌어

서 애 키운다는 게.

미군부대에 들어가 본 적도 있으신가요?

미군 부대 앞에 초상화 가게도 있었나요?

아메리칸 타운처럼 미군부대 문화 중에 이 지역에 형성된 문화 같은 게 있

을까요?

미군들이 초청해서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예고가 캠프 조지 외국인학교

랑 자매학교야. 예고 선생이 미군부대에서 수업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영어가 안 되는 사

람이 가면 안 되니까 영어 쫌 한다는 선생하고 영어 선생하고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2,000년대까지 가봤는데 부대 안에 초, 중, 고등학교 다 있어요. 근데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아요. 군인 자녀들이니까. 교실도 우리나라 학교랑은 달라. 바닥에 카페트 깔려있고 책

상도 좀 자유롭게 배치돼 있어요. 수업도 12시 되면 다 마쳐서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은 2, 3

시간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더라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미술실 가서 그리고, 운동 

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농구하고, 컴퓨터 하고 싶으면 컴퓨터하고 그러더라구요. 

네. 있었어요.이제는 다 없어졌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미술 전공은 아니고 간판 그리고 

하듯이 그렸는데 미군들이 ‘내 얼굴 그리도.’ 또는 ‘양공주 순심이하고 같이 있는 거 그리

도.’ 그래서 그려주고 있었죠. 2000년대까지는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영업이 안 되니

까 후계자도 없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수제 햄버거 같은 미군들 상대하는 식당들도 있었고, 클럽 하우스에서는 주로 팝 노래가 

나오고 한국 노래는 잘 안 나왔지. 1940년대, 50년대 재즈나 락이 대세였죠. 엘비스 프레

슬리 이런 노래 많았지. 주로 LP를 틀었고, 라이브 밴드를 부르는 곳은 거의 없었어. 클럽 

하우스가 전부 다 작거든. 미군들도 술 먹으면 한 잔, 두 잔 마시지 한국 사람들처럼 부라, 

마시라, 그렇지도 않아. 

그 밖에 동네에 대해서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동네에 고아원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 는 어떤 내용인가요?

옛날에 영선못도 있고 대봉 배수지도 있고 80연대를 기점으로 충혼탑 등 일본 잔재, 근대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라고 지금 대봉정 뒤로 전부 일본 육군 관사였어요. 지금

도 몇 군데 남아있어요. 영성초등학교 자리는 그 당시에 목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여기 마

츠다 별장 밑에 영선시장, 영선못이 있었죠. 마태산은 봉덕동, 봉산동, 대봉동, 삼봉지역

의 거점이에요. 봉황 3개의 기가 모인다고 삼봉산이라고 불렀어요. 마태산, 수도산, 삼봉

산이 다 비슷해요,

고아원도 많았어. 한국전쟁 이후에 희망원, 희락원 캐가 많았다니까. 구세군도 그렇고. 호

동원은 조금 나중에 생겼고. 그런데 애들이 시설에 있어도 충분치 않잖아. 밥 요만큼 밖

에 안 주니까. 아침 되면 깡통 들고 동냥하러 오는 거야. 대문 좀 괜찮은 집 앞에서 숟가락

으로 깡통 두드리면서 자기들이 넣는 후렴이 있어. “밥~ 좀~ 주소~야~” 애절하게. 그때는 

흰 밥 아니고 보리하고 혼식을 많이 하잖아. 아침밥 차리다가 애들이 동냥하러 오면 한 그

릇 퍼주고. “김치 좀 주이소”하면 김치도 주고 그러는거야. 한 번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

리야. 보니까 교실에서 내 앞자리 앉는 놈이라. 걔가 나를 보더니 도망가버리는 거야. 친

구 집에 오는 게 부끄럽잖아. 나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당시에 이런 상황을 담은 영화

가 있어요. 「저 하늘에도 슬픔이」 라는 이윤복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이윤복이 일기를 영화로 만든거야. 이윤복이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는 알콜 중독자야. 그

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가 돈 벌어서 동생 먹여 살렸거든. 이윤복 이야기가 소

설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 이윤복이 배가 고파서 보니 누가 술 찌끄래기 

만든 걸 버려놨더래. 그래서 아침으로 그걸 먹었는데, 취해버린거야. 취한 채로 학교 가니 

친구들이 술 냄새 난다고 놀리고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아침부터 막걸리를 먹었냐고 막 

뭐라카더래.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그 뒤에도 점심 때 친구들은 도시락 싸왔는데 자기는 

수돗가에서 물로 배 채우고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보고 어릴 때 많이 울었다니까. 영화

도 대단했지. 관객을 한 100만명은 동원했을거야. 박대통령도 육영수 여사도 울고 그랬

어. 그런데 이윤복이 실제로 남구에 살았어. 명덕네거리, 교대 이 근처에 살았고 명덕초등

학교 다녔어요. 영화를 대구에서 촬영해서 영화 보면 당시 남구 모습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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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도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물러

나면 이 동네 살라고 집을 20, 30개 사서 사택을 지을라고 했는 거라. 마태산, 삼봉산 지

역이 대구에서 제일 좋은 명터라는 걸 누가 알려줬겠지. 하지만 집을 그렇게 사는 것도 쉽

지 않잖아. 경호실도 지어야 하고. 그렇게 안 돼가 자기 살던 연희동으로 갔잖아요.

남구가 어떻게 발전되기를 바라시나요?
음악창작소나 경북여상, 예고가 있고, 무용실이나 음악감상실, 미술학원 이런 게 있으니

까 이쪽 중심으로 청소년으로 특화된 공연문화 파트를 살리는 게 좋겠죠. 이미 있는 걸 없

애고 또 새로운 걸 찾는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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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고미술품, '목고당' ]
박기석

1970년대 출생
약 10년 넘게 목고당 운영
대구 남구 이천동 405-20

목고당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목고당은 목가구와 미술품 종류를 취급해요. 사업자등록증에 1971년도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시작하셨는데, 사업자등록증 내기 전부터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이 건물을 아

버지가 직접 50년 전에 세우셨는데, 지금은 이사 갔지만 예전에는 3층에 살면서 장사했

죠. 

#고미술거리 #미군 #재개발

미군들은 어떤 물건을 선호했나요?

어릴 때부터 고미술품을 늘 보셨겠어요.

1970, 80년대가 전성기 였나요?

목가구, 토기 이것저것 많이 사 갔어요. 사 간 물건 중에 지금은 미국 박물관에 물건이 있

는 경우도 있어요. 사 간 사람이 자기 나라 박물관에 기증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하신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미군들도 안 와요.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왜 안 오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출하기가 힘들어서 

그런건지. 아무튼 70년대, 80년대는 진짜 많이 왔었고 그 이후로 2000년대 들어서서는 

미국 사람들이 거의 안 온 거 같아요. 

예, 보면서 자랐죠. 아버지가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특이한 업을 하시는구나 생각한 적은 

있는데, 크게 관심은 없었죠. 그런데 70-80년대만 제가 어릴 때인데 정말 잘 되는구나 하

는 걸 느꼈어요. 

그때가 전성기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갔어요. 듣기로는 1톤 트럭 가져

와서 트럭 채로 사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한꺼번에 안 사가고 하나 사 놓았다가 지불하고, 

또 와서 사고 하다보면 쌓이니까, 트럭으로 한꺼번에 싣고 가는 거예요. 미국 돌아갈 때도 

우리나라 항공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미군 전용기에 실어서 갔거든요. 원래는 반

출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밤새도록 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특히 아주머니들이 와서 

자기가 이거 샀다고 데리고 와서 자랑하고, 서로 경쟁 붙어서 사가고 그랬어요. 얼마나 장

사가 잘 되었으면 손님들이 와도 신경도 안 쓰고 인사도 안 했어요. ‘내가 이거 사 간다, 돈 

주고 간데이!’하고 손님들이 알아서 사갈 정도였어요. 

1970, 80년대에 이 주변으로 고미술 상점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요. 점포수는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90년대 지나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길 건너 이천동 주민센터 쪽에는 가게가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생

겼어요. 주로 젊은 사람들, 후발주자들이랑 옥션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래된 가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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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있던 고미술상이 흩어지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고미술품을 구하기 힘든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게가 모여 있어서 좋은 이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느 가게

나 각자 알아서 장사해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이번에 흩어진 곳들도 대부분 사장

님들이 50-60대 젊은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손님이 있

어요. 그래서 흩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좋은 물건 있으면 손님한테 ‘한번 와서 봐라.’ 전화

하거든요. 손님이 와서 마음에 들면 사서 가요. 뜨내기손님은 이제 장사가 안 돼요. 아무

리 설명을 해줘도 가치를 잘 모르니까 책정된 가격을 납득하지 못 하거든요. 무엇보다 이

제는 장사가 안 돼요. 물건이 없어요.

네, 공급자체가 잘 안 돼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물건 떼 오는 나까마*들도 있었는데 이제

는 시골에 가도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사라졌죠. 발굴 자체가 안 되니

까 새로운 게 없어요. 이제 시장 내에서 있는 물건들만 도는 분위기예요. 옥션이든, 소장

가든 누가 팔아야 물건이 돌아요. 그런데 소장가들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혼자 즐기니까 

판매를 안 하고, 또 박물관에 납품을 하니까 점점 시중에 물건이 안 돌게 되죠. 

소장가들 중에서는 해외에서 사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 물건들이 

많아요. 일제강점기에 넘어간 물건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

싸요. 종종 미국 경매 사이트에도 우리나라 물건이 올라오거든요. 거기도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그 금액만 봐도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물건을 인정을 해준다는 걸 알 수 있

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외국 경

매 사이트가 더 비싸요.

*　나까마 : '동료'를 뜻하는 일본어 仲間(なかま)에서 파생된 말로, 고미술업계에서는 '중간도매상', '장물아비' 를 뜻하는 은

어로 사용된다.

대부분 우리 쪽 라인에 있구요. 이번에 철거된 그 골목에도 많았어요. 10군데 있었는데 

이 동네에 안 남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가게 구하는 게 힘들어서 간 게 가장 큰 것 같

아요. 이미 1층 점포들이 다 찼는데 10군 데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아버님이 미국 박물관 물건을 알아보셨던 것도 그렇고, 고미술상 운영하는 

분들은 판매도 하시지만 수집가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재개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사를 하면서도 반 소장가로서 애정이 있어요. 특히, 좋은 물건, 특이한 물건은 다 기억

하시죠. 고급스러운 물건, 좋은 물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죠. 장사꾼은 장사만 하면 

되지. 아무리 좋아도 돈이 돼야 하잖아요. 가격이 자꾸 하락해요. 서로 관심이 있어야 가

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장사도 더 잘 되고. 그런데 관심이 점점 줄어드니까 가격이 내

려가요. 옛날보다 경기가 많이 죽은 건 확실해요. 아버지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십몇 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가격

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이 동네가 너무 낙후가 되어서 밥 먹으러 갈 데도 없어요. 대구 시내 조금만 나가도 분식

집 있고 식당 있고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동

네에서 장사하신지 이제 5, 6년 된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얘기해요. ‘이 동네 참 대단하

다. 밥 먹으러 갈 데가 없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생기면 편의시설

도 생기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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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술거리 1호 가게 '목고당' ]
박상길

1943년생
약 50년 째 목고당 운영

대구 남구 이천동 405-20
고향이 이북이라요. 개성. 아버지는 보국대 가서 돌아가셨고, 1.4 후퇴 때 어머니하고 형

님하고 대구로 내려왔어요. 우리 큰 형님이 대구에 ‘케이메이지*'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통역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대구로 왔어요.

*　주한 미군 군사고문단(駐韓美軍軍事顧問團, 영어: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KMAG),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군사분야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하는 주한 미군의 군사 부대이다.

대구에서 태어나셨나요?

고미술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내가 군대 갔다 오고, 여기 말고, 삼정골에 캠프 워커 안에서 노무자로 일을 좀 했어요. 그

래서 외국 사람들 심리를 어느 정도 안다고. 다시 부대에 들어가는 것도, 직장생활 해 가

지고 다달이 월급 받는 거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처

음에는 꽃을 팔았어요. 외국 사람들이 꽃을 참 좋아해요. 자기들 정원 꾸미는 용도로 꽃을 

많이 사 갔는데, 꽃 장사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반닫이 같은 걸 좋

아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고미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어려워 가지고 이 

고미술이란 거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고미술을 좋아했는데, 그런 사

람 아니면 물건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구들을 좋아했어

요. 그때는 칠성시장 철길 옆에 가면 옛날 찬장 이런 걸 판매 했거든. 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샀다고. 우리나라에는 외국 군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때가 내가 27살인가 28

살쯤 됐을 거예요. 이 동네는 시내랑 비교하면 아주 촌이었어요. 차 다니는 아스팔트도 없

이 나중에는 가운데만 아스팔트 놓고 다니고 할 때 그때라요. 그런 시절인데 외국 사람들

이 고가구를 하나씩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가구를 다루면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맹 캠프 워커 부대 앞에서 했어요.

#캠프워커 #미군 #고미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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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상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셨나요?
옛날에 ‘고물 삽니다. 파세요.’하는 리어카가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집에서 고물을 

사서 칠성 굴다리에서 팔면 우리가 사 오는 거죠. 굴다리라 해도 그때는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다 흔해 빠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골라서 살 수 있었어요. 그때 10만 원 주고 사면 

20만 원, 30만 원 벌 수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또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돈

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시골에서 물건 구하는 사람을 ‘나까마’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중상인이지.

나도 물건 사러 각 지방으로 다녔어요. 옛날에는 부산도 가고, 전라도, 진주, 충무 다 다녔

어요. 각 지방마다 ‘나까마’ 집이 있어요. ‘나까마’가 촌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사 놓으면 

우리가 사러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물건을 구해오죠. 그런데 지금은 거

의 없어요. 

당시 캠프워커 앞 풍경은 어떠했나요?
그 당시에 미군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상당히 어려웠죠. 부대 안에 장교 숙소가 있

었어요. 장교들이 가족 단위로, 자기 마누라 데리고 와서 많이 살았죠. 그래서 한국 사람

들 중에 부대 다니며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대 앞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

대 앞에 양복점, 잡화점 같은 가게도 많이 있고 술집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나는 꽃 장사

를 했고 또 구두집도 있었고, 옷 수선하는데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부대 앞에서 장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보통 부대 다니던 사람들이 해요. 외국 사

람들 심리를 잘 알거든. 미군이라 해도 일반 사병들은 없었어요. 장교는 되어야 이런 것도 

살 수 있거든요. 미군을 상대해보면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점잖아요. 돈 있다고 과시하고 

그런 거도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면 장사하기 편했어요. 그 사람들은 솔직한 걸 제일 

좋아하고, 속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근처에 술집도 상당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가격도 안 

맞았지만 나중에는 우리 나라사람도 들락거렸어요. 술집에서 밴드도 연주하고 했는데 유

명한 밴드 그런 거는 없어요. 한 두 사람이 기타치고 색소폰 부르고 그거지.

10만 원 주고 사면 20, 3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쌀값이랑 비교하면 

얼마 정도라고 봐야 하나요?

캠프 워커 앞에서 점포 하시다가 지금 자리로 오신 건가요?

당시 이천동에 고미술상들이 좀 있었나요?

미군부대 앞이라 이곳에 점포를 차리신거예요?

미군들이 주 고객층이었나요?

예를 들어서 쌀이 만 원 하는 거 같으면 이런 거 하나에 몇천 원이지. 지금 100만원 하는 

거 같으면 그 당시에는 몇천 원이면 샀어요. 그러니 얼마나 쌉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

서도 괜찮고, 미군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싸지.

캠프워커 앞에서 할 때는 형 이름으로 형이랑 같이 했어요.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봉산동

으로 갔어요. 봉산동이 바로 요기 건너라. 지금 고서적 많은 곳. 당시에 봉산동이 세가 시

내에서 제일 쌌어요. 그리고 대백프라자 그쪽이 길목이었어요. 외국 사람들 K2 출근하는 

길목.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을 좀 벌어서 땅도 사고, 결혼해서 1970년도쯤 이리로 

왔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는 내 혼자 있었고, 그런 장사꾼은 시내가면 있었지. 화폐 파는 

데도 있고, 도자기, 그림, 표구점도 다 시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세가 비싸서 우리

는 엄두도 못 내. 그래서 이리로 왔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됐다 하는 ‘광덕사’도 나 들어온 

후에 왔어요. 원래 동성로에 있다가 비싸니까 이리로 왔지. 그 사람 오고 나서 차차 여기

에 고미술상이 모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더니만 그렇게 많아지대요. 

그렇죠. 미군부대도 있고, 내가 부대를 다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상대를 잘 하거든. 그 

사람들 성격 하고 다 알거든.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아니면 시내 갔지, 그런데 돈이 없

으니까 이리로 왔죠. 지금은 고미술상은 어디 있으나 똑같아요. 시내에 있으나 여기에 있

으나.

꼭 그렇지도 않아요. 미군들은 우리가 밥 먹을 정도로만 됐어. 박정희 끝나고 전두환씨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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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고, 노태우씨 집권할 때가 우리나라 최고 호황입니다. 그때는 돈이 아니고 그냥 종이 

쪼가리 비슷했어요. 진짜로. 돈 좀 만지는 시절에는 아주머니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물건

을 많이 사 갔어요. 여기 ‘내다~’ 하고 사는 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반상회하던 

시절에는 그 집에 반닫이 위에 병에다가 꽃 꽂아 놓으면 보기 좋거든. ‘그거 어디서 샀노? 

얼마고? 오래 됐는 거가?’ 그렇게 물어보면 오래됐다 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자꾸 소문이 

나서 퍼진 거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부유층에서는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천동에 고미술상이 많을 때는 80여 곳 정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동네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80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전부 재개발 때문에. 있던 사람들 전부 뿔

뿔이 헤어졌어요. 다 봉덕동에 퍼졌어요. 그런데 거기 자기 집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점포

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 받고 나왔다고 하대. 고미술업도 잘 되는 사

업은 아니거든.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현대식으로 아파트 들어서고 그 밑에 골동품 가게가 새

로 들어서면 깨끗하니까 더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파트 들어서서 집값 오르고 그

런 거는 신경 안 써요. 나는 이제 늙어서 갈 데도 없잖아. 여기가 놀이터고 아지트니까 다

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모레 나이 여든인데 지금까지 정말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욕 안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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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고미술상, '옥진사' ]
박영배

1949년생
약 년 째 옥진사 운영

대구 남구 이천동 405-20
고미술상을 일찍 시작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몬 했고. 학교도 몬 다녀서 배운 

거도 없었어요. 묵고 살기 바쁘니까 오만 장사 하다가 이거를 했죠. 내가 경산 살아가 처

음에는 경산서 했어요. 물건을 하나씩 촌에서 사 가지고 팔아보니까 다른 장사 하는 것보

다 낫더라고. 그래서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씩 모아놓고 다른 거 팔고 하니까 쪼매 수익금 

돈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밥이나 먹고 그랬지. 누구 말마따나 참 없이 살아도 먹고 살

기 개안캤다 싶어가 하나쓱 모으고 그랬어요. 국수 한 덩이 사서 나눠 먹고 맨날 죽 끓여

가 먹고 지내고 그래 살다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 마 집 사람 알아가지고 결

혼하니까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입니까. 그래서 벌라고 또 골동품 쫓아 댕겼지.

고미술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골동품을 파는 일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경산에서 하시다가 대구로 오신 건가요?

물건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경산에 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박군, 니는 천치 하는 것도 없고. 그런 장사 아무리 해

봐야 인생 못 편다. 너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촌에 가미 이런 거 저런 거 사라. 이거는 좋은 

거 하나 잘만 사면은 큰 돈 벌 수도 있고, 괜찮을 기다.’ 이렇게 얘기해줘 가지고 하게 됐어

요.

예. 집사람이 굶어 죽어도 대구로 가자고 해서 서른 살 되기 전에 이천동에 왔어요. 물건

을 이천동 갖고 가면 팔 수 있다고 들은 적도 있어서 왔죠. 와보니까 골동품 팔고 하는 가

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광덕사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주유소 있는 곳 그 

앞에 가면 ‘진덕사’랑 ‘취미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궤짝 같은 거 사 오면 그 사람들

이 사가고 그래서 재미가 짭짤하이 괜찮더라고. 

촌에서 구했지. 촌에 가면 집집마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나와요. 대대로 내려오는 옛날 

그림도 있고. 이 일 하면서 어렸을 때는 버렸을 책도 많이 샀어요. 그때는 한문 같은 거 모

#고미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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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중국 왕래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중국은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경산에 있을 때부터 중국집 하는 사

람 친척이 중국에 있으니까 초청하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중국집 그 사람 친척이라 해 

가지고 갔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도, 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홍콩으로 해서 

중국으로 들어갔지. 

내가 돈을 100불 정도 바꿔 갔어요. 환율이 100 달라가 8만 원 조금 넘었는데 그걸 넉 장

인가 다섯 장 가지고 갔죠. 돈도 양말에도 숨기고 몸 여기저기 하나쓱 숨겨 갔어요. 그런

데 이 100달러를 중국 돈으로 바꾸니까 황금어장이라. 돈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때 중국

에서 밥 먹고 잠자고 실컷 해봐야 우리나라 돈 몇십 원이면 되더라고요. 중국 돈 1원 짜리

는 쓸 줄도 몰라서 나중에 가이드 하는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그랬어.

중국에 우리나라 물건이 많았나요?

옥진사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북한에서 관여하는 우리나라 좋은 물건이 중국에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단동으

로 갔어. 북한 앞이라서 중국 사람이 단동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돌아오고 하더라고. 다 

밀수지. 물건이 진짜 좋더라고. 가격도 너무 싸서 환전한 걸로 다 사면 못 가져올 정도라. 

배송하고 이런 것도 없어서 전부 가방에 넣어 가지고 한국에 가져오는 거지. 인천공항에 

내려 가지고 인사동에 팔고 나머지는 집에 가져왔어. 인사동에서 물건 팔 때 보통 물건 한 

점에 300만원 쓱, 좋은 거는 500만원 쓱 이래 받았는데 내가 부른다고 불렀는데 왠지 거

저 뺐깄는 거 같아. 아무튼 돈을 이마이 벌어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펑펑 울더라. 그렇게 

물건 모으고 팔고 해 가지고 남의 집에서 달세 살다가 전세 갔다가 집도 사고, 애들 대학

도 다 보내주고 했지. 

처음에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되더라고. 허가증도 조건이 

있어요. 남의 집에서 3년 이상 봉사하고 물건을 배워야 허가증을 내 줘요. 3년 정도 배우

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찢어서 소 죽 끓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도 그림도 몽

땅 해 가지고 돈 몇 천 원 씩 주고 가져왔거든. 좋은 책이라고 해 봐야 한두 권 나올동 말

동이지만 좋은 책은 엄청 비싸요. 그라고 내가 중국을 가게 됐지.

면 어느 정도 물건을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배우러 왔다 하면 내가 구청에 ‘누구누구가 우리 집에 종사하러 와서 내 밑에서 배

우면서 일한다. 아침에 몇 시에 와가지고 몇 시에 간다.’ 뭐 이런 걸 등록을 해요. 요새는 

교육 받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나는 남의 집에서 3년 일하고 허가증 받아서 독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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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종합병원, '필스피커' ]
소대천

1963년생  
약 20년 째 필스피커 운영

대구 남구 대명동 2013-197
원래 건너에 있었는데 14년 전에 자리를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겨서 이리로 왔어요. 우리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큰 물건을 옮겨야 하는데 이 자리가 주차하기 좋더라구요.

언제부터 이곳에서 점포를 하셨나요?

스피커는 언제부터 수리하기 시작하셨나요?

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동네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배우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형님이 교동에 서울스피커 사

장이에요. 제가 그 가게에서 형님이랑 같이 하다가 따로 나왔어요. 형님이 잠깐 봐 달라고 

했던건데 잠깐 있는다는 게 고마 이만큼 있게 돼버렸어. 

동네 사람들은 없고 거의 다 옛날부터 오던 업자들이예요. 오디오도 하고, 좀 특이한 물건

들, 웬만한 물건은 다 다뤄요.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거든요. 수리할 때 정해진 방법이 없

어요. 상황에 맞게, 할 때마다 다르게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 것 중에 어려운 수리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재밌죠. 그중에

는 50년, 60년, 70년, 100년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부품이 없잖아요 부품을 직정 만

들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수리 말고 납품이나 행사, 공사도 해요. 음향 설치도 하고,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음향 오퍼레이션도 보고 행사 자체를 기획하기도 하죠.

우리도 이제 나가야 돼요. 아직 이사할 곳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이 근처 어디로 가야겠

죠. 저는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 옮기게 돼서 섭섭해요. 이 동네에 이런 가게들이 쭉 있는 

게 더 나은데 아파트만 들어오니까. 아파트 들어오면 가게들 다 없어지거든요. 꼭 좋은 것

도 아니라요. 사는 사람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값만 올라가고 다 그 사람들이 돈 벌

려고 하는거지. 이 동네 자체가 현악이나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인데 다 

떠나가는 거지.

#명덕네거리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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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동 터줏대감 ]
신영배

1946년생
약 26년 째 성주슈퍼 운영

대구 남구 대명동

#수도산 #기린산 #판잣집 #참남배기 #심인중학교 #탑동네 #야시골 #영선못

#영선시장 #이천교 #밀서리 #캠프조지 #미군부대 #미군장교 #혼혈아 #고미술거리 

#고아원 #능인고등학교 #재개발

수도산으로 지명이 바뀐 게 일제강점기 이후예요. 1918년도에 일본이 여기에 수도 시설

로 배수지를 만들어서 ‘수돗물 공급하는 곳이다’이래 가지고 수도산으로 불렸어요. 그전

에는 기린산이었어. 지금도 서봉사 보면 ‘기린산 서봉사’로 돼 가있거든. 기린을 갖다가 

보통 상상 속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붙있는지 하이튼 뭐, 큰 산은 아이고 조그

마한 야산이었어요. 지금 영선학교도 다 기린산이었어요. 60년대 초반에 학교가 생겼거

든. 딱 영선학교 자리에 정상 봉우리가 있었대요. 

수도산은 언제부터 수도산이라고 불렸나요?

이 동네는 언제부터 형성되었나요?

이천동에 배나무 샘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참남배기에 사셨다고 했는데, 참남배기가 무슨 뜻인가요?

1950년대 이전부터 있었지. 초가집이나 판자집이 따문따문 있었어요. 그리고 논밭이랑 

야산도 많았어요. 그래서 해만 떨어졌다 카면 여기야 첩첩산중이었지. 그때는 자동차도

로도 대구역에서 남문시장 네거리까지 밖에 없었어요. 거기만 지나면 전부 리어카도 못 

다닐 정도로 다 논이라. 대구공고 앞에도 보면 도로가 언덕이 져가 있는데 거기도 내가 처

음 대구 왔을 때는 산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산을 깎아서 도로를 냈어요. 도로 공사 

할 때 아버지가 일을 하셨거든요. 평생 공부나 하고 삽자루 한 번 들어보도 못한 양반이 

가족들 부양하겠다고 공사판에 뛰어 든거지.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하시는 바람에 병을 얻

으셔서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한테 아주 애착이 가는 길이라.

이천동 동네 자체가 옛날에 배 밭, 과수원이었어. 그 밭에 샘이 있었다고 하던데 본 적은 

없어요. 말만 들어봤어요. ‘배나무 이’자에다가 ‘샘 천’자 붙여서 이천동이잖아. 그런데 내

가 알기로 이천동은 3-40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대명동 일부고, 봉덕

동 일부였잖아. 대명동 조금 떼고, 봉덕동 조금 떼고, 대봉동 조금 떼고 이래가지고 생긴 

동네가 이천동이라.

참나무가 많았다고 그래 참남배기. 옛날에 심인중학교 있던 그 동네인데, 초가집이 많았

어요. 초가집이 많다가 시간이 가면서 슬레이트집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동네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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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라 카는 조그맣게 야산이 있어요. 산이라 칼 것도 없는데 지명이 미산이거든. 여기 풀

이 굉장히 많이 컸어. 그래서 사람들 자빠지게 하려고 풀하고 풀을 엮어놓고 그랬어요. 그

래 해두면 저녁에는 안 보이니까 애고 어른이고 다 나자빠지는기라. 그런 장난도 많이 쳤

죠.(웃음) 1950년대에는 미산에 가설극장 아니면 서커스단이 왔어요. 업자들이 천막을 

짊어지고 오는 거야. 요새 오일장 따라다니듯이 여기서 쪼금 하다가 딴 동네 가고 그런 식

으로 왔어요.

심인중학교가 동네에 있었나요?

참남배기 말고도 기억나는 동네 이름이 있을까요?

또 동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야시골은 어디인가요?

네. 심인중학교가 처음에 참남배기 마을 근처에서 중학교로 시작했다가 이사 가면서 심

인중고등학교가 됐지. 심인중학교 근처에 배꼽마당도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주 던지나뿌고 애들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자치기도 하고, 딱지놀이, 구슬치기, 말타기 뭐, 

놀거리는 무궁무진했어. 그래 놀았어. 

옛날에 충령탑이 있던 데가 탑동네라 불렸어요. 보통 절에 있는 그런 탑이 아이고, 둥글넙

적하게 생긴 탑인데 높이는 우리 배 정도 될까. 그 탑이 있었가지고 탑동네라 했거든. 

동네에 공동수도가 있었어요. 내가 10살 때만 해도 집에 수돗물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였

어요. 공동수도에서 물을 떠다가 물지게로 날랐지. 공동수도도 없을 때는 물장수가 있었

지만 내가 이 동네 살 때는 공동수도가 있었어요. 우물물에 비해서 아무래도 위생적이지.

영대네거리부터 남대구 우체국 건너편에 지금 재개발하는 동네, 그 일대를 야시골이라 

했어요. 야시를 표준말로 하면 ‘여우’예요. 그 일대가 전부 공동묘지라서 여우가 많이 나

온다고 야시골이라 캤어. 옛날에는 화장터도 대명시장 건너편에  있었잖아. 화장터가 있

으니까 자연스럽게 공동묘지가 됐지. 그래서 지금도 집 짓는다고 땅 파제끼면 뼈조각이 

나온다고. 화장터를 60년 초반인가 중반인가 그쯤 돼서 만촌동으로 이사했어.

영선못도 가 보셨나요?

영선못은 언제 메웠나요?

영선못이랑 도랑이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물이 있었으니까 버드나무가 있었겠네요.

영선못에 놀러 많이 갔어요~ 완전 살았어요. 여름 되면 더우니까 완전 물속에서 살았지 

뭐. 영선못이 2만여 평 정도였어요. 작은 못이 아니었어. 낚시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놀

이도 했죠. 못이 상당히 깊어서 깊은데 까지는 안 들어가고 놀았어요. 겨울도 옛날이 더 

추웠거든요. 못 얼면 스케이트도 탔어요. 못 한 복판에는 수성못처럼 쪼끄마한 섬같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 거기에 보트타고 들어가서 노상 여름에, 겨울에 거 가서 살았지요. 그

라고 못 주변에 가시가 삐쭉삐쭉 나온 그걸 갖다가 말밤이라 했는데 말밤이 많았어요. 수

초택이라. 물에 살아요. 고거 껍질을 까면 밤같이 포-한 게 나와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고 

아주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까먹고 이랬어요. 물고기도 잡아먹었어요. 물고

기 잡아가지고 꼬치해서 구워먹기도 하고, 냄비에 찌개 해 가지고도 먹고. 영선못에 대해 

가지고 추억이 참 많아요.

60년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영선초등학교 생긴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 여동생이 지금 

66인데, 영선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라. 그래가 영선초에도 좀 애착이 있는데 영선초등학

교 생기고 그 무렵에 영선못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메울 때 한 번에 안 메웠어요. 쪼금 메

우고 있다가 시장 들어서고, 또 메우고 동네 들어서고 그랬어요. 영선못이 없어지니까 도

랑도 복개했지.

못이 있을라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못 줄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못이 유지가 되제. 

그 물줄기가 앞산 쪽에서 내려왔거든. 이 도랑물이 영선못 수원지라. 그런데 영선못이 없

으니까 도랑을 복개를 해가지고 저리 흘러 나가게끔 했지. 옛날에 버드나무 많았는데 여

뚝에 참 버드나무가 많았어요. 영선못 있을 때도요. 뚝 따라서 버드나무 있으면 여름에 그 

그늘에서 애들 쉬고 했어요. 못 가에 큰 정좌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르신들 보면 

여름에 거기 앉아가지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했어요. 참 운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없이 살아도 여유가 있었다고. 요새는 그저, 묵고 살만한데도 요새 사람들 여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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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길 내면서 다 벴어.

도랑이 있을 적에는 이천교가 있었다고 하던데 보신 적 있나요?

또 못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세요?

영선못 메우고 영선시장이 생겼잖아요. 시장이 잘 됐나요?

미군부대가 근처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동네 풍경이 있었나요?

네. 다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 차 지나가는 도로(이천동 140번지 앞) 자체

가 다리였어. 도로를 보면 가운데가 약간 높아져요. 이거를 이천교라 캤어. 큰 다리도 아

이고, 승용차 지나 갈 정도였어요. 이 도로 자체가 도랑이거든. 도랑물이 앞산 쪽에서 내

려와 가지고 이 도랑 지나서 대백프라자로 해서 신천동으로 들어간다꼬. 이것도 한 60년

대 후반이나 그 정도에 복개 됐을끼라.

영선못은 아니지만 하나 있어요. 대명초등학교 뒤로, 중앙시장 있는 그 일대는 전부 밭이

라. 근데 흙이 푸석돌이었어. 손에 쥐면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푸시럭 거리는 거 있어. 

거기엔 아주 생명력 강한 보리나 콩, 밀 이런 거 심을 정도 될까. 다른 작물은 싹도 안 나

는 땅이었어. 그래서 밀밭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쪼끄만한 못이 있어어. 여름 되면 더우

니까 거기서 멱도 감고, 물놀이 하다 배고프면 5월에는 밀서리도 했어. 한창 밀이 익을 때

잖아. 그때는 진짜 춥고 배고프니까 그랬지. 밀서리를 하려면 불을 피워서 밀을 구우야해. 

적당히 구워지면 몰캉몰캉 식감도 좋아. 그런데 밀서리를 하다가 주인한테 들켰어. 밀 먹

느라 얼굴 새까매져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이놈들!!’ 하면

서 주인이 왔어. 문제는 물놀이 후니까 전부 뻘거벗은 몸이었다는 거지. 그냥 갈 수도 없

고, 옷은 저 멀리 벗어놓고 그래서 몇은 붙잡혀서 실컷 뚜드리 맞았지.

유통시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시장이 잘 됐어요.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저런 게 2000년

대 들어와서 재래시장 다 초토화 시켰잖아요. 그 전에는 잘 됐어요. 봉덕시장도 옛날에는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안 좋잖아요.

캠프조지 쪽으로 가면은 어린이 놀이터 자리가 아직까지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갓 입학

캠프조지에 비행기를 띄웠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부대 근처에 영어간판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비행기를 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뜨고 해서 많이 봤어요. 이쪽에는 없었고, 관제탑 있

는 거기가 활주로라. L19(엘 나인틴)이라고 프로펠러 조그마한 경비행기인데 그기 200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뜨고 나르고 했거든. 캠프 워커 근처에 활주로 지금도 그 쭉 돼가 

있어요. 관제탑 서가 있고. 지금은 인자 헬기 정도 뜨지. 어릴 때 비행기 보면서 나도 날고 

싶다 생각도 많이 했지.

많았지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무슨 테일러, 무슨 테일러 해가지고 양복점

부터 무슨 선물가게 같은 게 미군들 상대로 상당히 많았어요. 양쪽으로 다~ 지금 캠프워

커 저 가면 그래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2만몇천 명이지

만 6.25전쟁 끝나고 미군이 한창 많을 때는 5만 명 이상 있었어요.

했거나 저학년이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놀이터가 없었어요. 어린이 놀이터카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꼬. 그런데 미군들이 주둔해가 있어서 그런가 1950년대에 어린이 놀이터

가 있었다니까. 대구시 통~틀어갖고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기 한 두 군데도 안 됐을끼

야. 

캠프조지 정문 오른쪽에 있었는데 우리가 거서 놀았어요. 참남배기 동네서 여기까지 올

라카만 아이들 걸음으로 10분, 20분 부지런히 걸어야 올 거린데 이 놀이터 와가지고 많

이 놀았지.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씨름하라고 모래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캠프조지 앞, 어린이 놀이터가 있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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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캬바레나 술집도 맣았다고 하던데요.

화교학교처럼 미군들만 다니는 학교도 있나요?

동네에 미군 장교들도 많이 살았다고 들었어요.

예. 외국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양공주, 양깔보라 캤

잖아요. 미군 상대로 몸도 팔고 동거생활도 하고. 양공주가 상당히 많았는데 애국자라 캤

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이고 달러가 참 귀했는데 양공주가 달러 벌어서 줬잖아. 그

래서 애국자라 캤다고. 양공주뿐만이 아니고 미군들 상대로 묵고 사는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았어요.

미군들은 자체에 부대 안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선초등학교에 혼혈들이 있었지. 

옛날에는 혼혈아 상당히 많았어요. 껌디를 갖다가 튀기라 카면서 학교고 동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껌디라 카기도 카고 튀기라 카고 천시를 많이 했지. 백인은 좀 덜했

지.

지금도 장교 숙소가 있어요. 미군들하고 가족들이 사는 데를 장교숙소라고 불러요. 형태

만 달랐지 미군 주둔하면서부터 지금처럼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미군 막사 식으로 그래 돼 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아파트로 지어졌죠. 10년 쯤 전에는 

아파트 노후 돼서 다시 지었어요.

고미술거리는 언제 생겼나요?

동네에 호동원이라고 고아원도 있었다고 하던데 보셨나요?

4월 초파일 때 능인고등학교에서 등불 행사를 크게 했다고 하던데 기억나

시나요?

미군들 파티할 때면 일반 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게 오픈했다던데 혹시 들

어보셨나요?

70년대 초반부터 골동품 가게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가지고,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구청에서 시에서 여기는 문화거리로 조성하자, 이래돼가지고 문화거리로 부르고 이래 했

거든. 지금은 이기 마이 쫌 쇠락됐는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까지만 해도 골목이 상당

히 활력이 있었어요. 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산 가구거리, 봉산육거리 쪽으로 쭈욱 연

결됐었거든. 봉산문화회관 그쪽으로 다 연결돼가 있었지. 근데 지금은 이쪽에만 좀 있고 

봉산육거리 쪽으로는 마이 없어졌어요.

호동원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고아 때문에 동네에 고아원이 

많았어요. 상아맨션 후문 딱 벗어나면 지금도 구세군 혜천원이라고 있는데. 참... 고아원

도 별로 크도 안하는데 고아들 많았어요. 십중팔구는 전쟁고아들이지. 부모가 멀쩡하게 

있어도 하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날만 세면 고아원 정문 앞에 

갖다 놓고 가고 그랬어요.

예. 대단했지예. 능인학교가 불교재단이거든. 그래서 등불 행사하면 꼭 능인 고등학교에

서 출발해가지고 반월당으로 해가지고 대구역으로 해서 대구시민운동장까지 갔어요. 저

녁 되면 도로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쫘악 나와서 등불 행렬 구경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 봤는데. 미국 독립기념일에, 칠면조 그런 거 바비큐 파티 한다고 하더라

고요. 파티하면 부대 개방해서 우리나라 각 기관장들 초대해가지고 골프 모임도 갖고 파

티도 하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형편이 괜찮지만 60년대-70년대에는 거기 초대받으면 상

당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아무나 초대 못 받아. 80년대 들어서면 

쪼금 형편이 나아지고 하니까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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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고등학교는 언제 이사했나요?

저희랑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옛날 살던 곳도 와보고 하셨는데 어떠하셨

나요?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사셨는데 결국 이 동네로 이사 오셨네요,

우리 아파트 저게 87년도에 입주했거든. 보통 아파트 지으면 3-4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80년 초에 82-3년도에 지산동으로 갔을기라 아마. 학교를 저리 옮기고 그래 아파트 

지었거든. 이 동네에 학교 많았엉뇨. 지금 청운맨션 저 자리가 경북고등학교 자리거든. 그

라고 신세계타운 저 자리는 대륜고등학교. 학교 자리는 거진 다 아파트자리잖아. 

참... 옛날 골목이 그대로네요. 저도 오랜만에 왔어요. 내가 상아맨션 사니까 바로 한 동네

잖아요. 바로 옆인데도 올 일이 없어서...이 참.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집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저 9살 때 55년도에 아버지가 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기와집인가 그랬었는데 찻길이 동네까지는 안 나있으니까 골목 입

구에다가 영구차 대 놓고 아버지 운구 싣고 대명동 화장터 있었다 할 때 거기 가서 화장

했어요. 참... 다시 오니까네... 옛날 생각 잠기게 하네요.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온다 카는 게 바로 제자리라. 이 동네가 주거환경이 괜찮잖아요. 운

동시설도 있고, 녹지 녹지공간도 많이 있고. 아파트도 동하고 동 사이가 뚝 떨어져 있어서 

1층도 웬만하면 햇빛구경 다 하고 주차공간도 여유 있어요. 우리 아파트라서 카는 게 아

니고 다른 데는 여기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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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사랑방, '성주슈퍼' ]
신갑선

1961년생
약 26년 째 성주슈퍼 운영

대구 남구 대명동  

성주슈퍼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26년 됐는데 성주슈퍼는 굉장히 오래 됐어요. 80년 됐는가, 100년 됐는가 모르겠

다. 이 자리에서 이대로, 이 집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합디다. 저는 이 동네에 이사 올 때 

성주슈퍼를 그대로 인수 받았어요.

#대명동 #동네사랑방 #재개발

이 동네가 참 좋아요. 시내 가깝고 교통도 좋고, 학교도 가깝고. 대학병원도 가까이 많아

요. 영대, 경대 있지, 동산병원도 대신동에 있을 때는 근처였지. 무엇보다 도심지인데 세

가 너무 싸서 깜짝 놀랐잖아요. 95년도인가, IMF터지기 전인데, 우리가 전세 얻어 왔거든

요. 그때 이 천만 원이었나.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쌉디다. 나는 ‘우째 이렇게 싼 

데가 있노.’ 했어요. 집세가 싸니까 없는 사람들, 서민이 살기에 좋았어요.

어떻게 이 동네로 오게 되셨나요?

처음 왔을 때 장사가 잘 됐나요?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셨겠어요.

동네 분들과 정말 사이가 좋으셨네요.

그때는 장사 잘 됐지. 이 동네에 완전 빽빽하게 집도 많았고 세입자들도 많아서 장사도 잘 

됐죠. 식료품, 잡화, 담배 이런 거 팔았는데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매천시장 가서 

남편하고 식료품, 생선, 냉동식품 가져와가지고 팔고 그랬어요. 두부도 팔고 콩나물도 팔

고 다 했지. 근처에 마트가 없었잖아.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많았어요. 보통 3~40년, 4~50년 되셨죠. 그전에는 어떻게 산

지는 모르겠지만 근방에서 다 자기 집 지키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슈퍼 뒤에 한옥

들도 다 오래된 집들이에요. 일제 지어진 집 같던데. 나무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인지 

여기가 진짜 시골 같은 동네였어요. 

내가 초창기에 슈퍼할 때는 여기 사람들이 오면은 앉아가지고 윷 놀아가지고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마루 하나랑 파라솔 사가지고 입구 앞에 옮겨서 놀았어요. 여기가 완전 사랑방

이었어요. 나이 상관없이 70세, 80세 된 사람도 같이 막 어울려서 놀고 그런 시골 같은 분

위기였어요. 집집마다 경조사 이런 것도 다 알 정도로 그만큼 친했으니까.

그렇죠. 관계가 너무 좋아. 진짜 다정하고 정답고요. 전부 다 어르신들 보면 내 엄마같고 

전부 다 마음이 그래 가고 서로가 전부 다 그랬었어요. 챙겨주고 어디 며칠 안보이면 이틀 

안보이면 전화해가 어디 아파서 안나오시나, 우야노 이카고. 오뎅도 겨울되면 한 바께스 

해와가지고 퍼가지고 막 묵고 또 나눠가 그거 하고. 서로 전부 이렇게 살고... 완전 시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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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아파트로 재개발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한옥, 주택 이런 그거는 없지 싶습니다. 주택에 살면 문 열어 놓으면 들어오고 서

로 이야기하고 만나고 이랬는데 아파트 이웃도 잘 모르잖아요. 정서가 메말라가잖아. 그

리고 아무래도 쓸쓸하지. 내가 옛날 동네 생각이 나서 가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비산동에 살았거든. 비산동에 살 때도 내나 전세로 조그맣게 슈퍼를 했어. 그런데 거기도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이 동네 온거야. 전에 한 번, 살던 데 우예됐나 싶어가지고 남편이

랑 가 봤어요. 그런데 길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래서 모르겠대. 평리동에도 가봤어. 

비산동 살기 전에 애 하나 낳았을 때 평리동에 살았는데 거기는 더 못 찾겠더라. 아파트 

들어서서 완전 다 바뀌어버렸대. 내가 살아왔던 흔적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

더라고. 주변을 둘러봐도 모르겠고. 만약에 살던 곳이 좀 남아 있으면 기억이 날텐데 너무 

황망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동네도 아파트 들어서고 바뀌면 그래 되지 않겠나. 내야 괜찮

은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타지로 가면 이웃 관계, 사람을 또 새로 사귀고 적응을 할라하

니까 힘드시겠죠. 아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요. 진짜로. 이제 동네

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쓸쓸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혼자서 어

떻게 할 수 있는 거도 아니고. 따라야되지 뭐.

네라. 이런 동네가 없어요, 진짜로. 옛날이라고 지금보다 잘 살았던거는 아닌데...정이 두

터웠잖아. 없던 시절에는. 지금은 삭막해진거지. 쪼매날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집 왔던 사

람이 결혼 해가지고 머리 희끗희끗해져서 또 와서 추억을 되새기고 그래요.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동네 개발하지 말라하고 그대로 두라고 하는데 (개발하는 분위기)따라 가야

지 우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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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년 살다가 경북여고 쪽으로 이사 갔어요. 내가 제일 가깝게 이사 갔어요. 50년 동

안 이 동네 살면서 애들 셋 다 놓고 공부시키고 결혼도 다 시켰죠.

[ 성주슈퍼 단골손님 ]
이춘자

1950년생
약 50년 거주 후 재개발로 최근 이사 감

대구 남구 대명동

이 동네에 몇 년동안 사셨어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어떤 동네였어요?

내가 결혼해서 요 밑에 세탁소 맞은편 골목 거기에 살았어요. 그때는 다 한옥집이었는데 

한 집에 암만 못 살아도 두 집, 세 집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는 집수리도 많이 하고 많이 

커졌지. 

#대명동 #재개발

처음 왔을 때도 성주슈퍼가 있었나요?

이사 오셨을 당시 이 지역의 집값은 어떤 편이었나요?

영선시장 자리에 영선못이 있었다는데 본 적 있으신가요?

추억이 많은 동네를 떠나시기가 쉽지 않으셨겠어요.

있었지. 슈퍼에 사람은 몇 번 바뀌도 간판도 안 바뀠다. 내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할

매하고 할배하고 가게 하다가 젊은 사람이 또 했다하대.

다른데 비해서 쌌죠. 우리는 세 들어서 살았는데 아저씨가 살림을 다 해서 세가 얼마였는

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시내 인근에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동네는 없었어요.

학교 가는 데 못 있었지. 우리 애들이 영선학교 다녔는데, 학교 가는 길에 요즘 빌라처럼 

지은 데가 못이었어요. 첫째가 49살인데 이 동네 와서 낳으니까, 아마 70년대에 왔을 텐

데 그때는 이미 영선시장이 있었어요. 

이 동네는요. 세월이 좀 흘러서 그렇지. 옛날에는 촌 동네 주민 같았어요. 동네에 뭐하면 

모여가지고 놀고, 음식 해가지고 갈라 먹고 그래서 다른 데 이사 갔다가 이 동네가 살기 

좋아가지고 다시 와서 산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동네 떠나기를 참 안타까워

했어요. 여기 동네가 참 좋았어요. 애들 키우기도 좋고. 그러니까 안타깝지.

동네 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나요?

아파트 받아서 간 사람도 있고 팔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네에 있다가 아파트 

간 사람들은 전부 병 다 걸렸어. 우울증. 여기는 집에서 나오면 골목이고 운동하러 보건소 

앞에도 가고 이랬는데 아파트는 갑갑하잖아. 내가 원래 한옥에 살다가 아파트 짓는다꼬 

이사갔는데, 분양을 받아서 다 지으면 다시 와요. 그런데 아파트 가면 애들 못 뛰 다니겠

지. 한옥 살 때는 마당도 있어서 애들 뛰어 놀고 이러니까 좋았거든. 나도 아침마다 마당 

한 바꾸 돌고 그랬는데 인제 못 그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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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손님이 곧 동네 사람, '정수이용소' ]
심영부

1961년생
이발경력 54년

대구 남구 대명동 2013-265
내가 대구에는 68년에 왔어요. 그리고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30년 전에 다시 대구에 와

서 정착했어요. 집은 대명11동이고, 여기 가게는 대명2동이고. 

언제 대구에 오셨나요?

그럼 이발은 대구 오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장사는 언제 제일 잘 됐나요?

이발비는 얼마인가요?

이곳도 곧 재개발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겠어요.

이발은 54년쯤 됐나. 먹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이발 시작했어

요.

이발 장사는 80, 90년대에 잘 됐죠. 여기 와서도 잘 됐어요. 365일 문 열었어요. 그 뒤로

는 남자들도 다 미용실 가고 하니깐 장사가 덜 됐죠. 손님들은 대부분 50대인데 동네 사

람들이에요. 단골이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동네 사람 아닌데 이발이 자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재개발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떠나서 손님이 거의 없

어요.

만원. 한동안 안 올렸어요. 여기 다 서민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사 가야 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우리 집으로 가려고요. 

이발은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발소에 있는 것(이발 전용 의자 등)도 어떻게 할

지 아직 안 정했어요.

#대명동 #동네이발소 #이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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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동 산 증인 ]
전천호

1939년생
이천동에서 60년째 거주
대구 남구 대명동2321-11

예천에 살다가 여기 온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지. 여기 왔을 때 집이 7평이었어. 피난민들

이 살았던 집일 거야. 그리고 평수는 그대로 하고 2층으로 다시 지었지. 후에 수도산 부지

를 조금씩 사서 집을 확장시켰지. 5번 집을 지었다니까.

대구에 언제 오셨나요?

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부근에 미군 부대가 3개나 있잖아요. 

동네에 미군과 한국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영선초등학교에 혼혈 친구들이 좀 있었나요?

학비가 없어서 이래저래 옮겨 다녔지. 대구 고등기술학교 다니다가 협성고등학교 그리고 

마지막이 능인고등학교였지. 졸업하고 건축일 좀 하다가 1972년 9월 20일에 능인고등학

교 들어가서 (행정)일했어.

옛날에 여기 근처에 클럽이 많았다. 바니클럽이라고 있었는데 고급 클럽이었어. 6인조 여

자 밴드도 있었고. 그리고 캠프워커 정문 앞에 이만영이 하던 남양캬바레가 있었고, 흑인 

클럽들도 있었지.

무슨 애들? 혼혈? 혼혈 애들은 일명 양공주라고 있었잖아. 거기서 많이 태어났지. 출신들

이 다양했어. 식모, 고등학생, 대학교 나온 여자들도 있었고. 그때는 못 살아서 미국 갈라

고 많이들 그랬지(미군이랑 연애했지). 그래서 미국 간 사람들도 있고. 가서 고생 많이 한

다고 들었다. 말이 되나 뭐.

영선초등학교에는 별로 없었어. 내가 거기서 보이스카우트도 하고, 육성회도 했거든. 옛

날에는 영선초등학교가 3200명 있었어. 한반에 50-60명씩 있었어. 지금은 뭐 500명밖

에 안 될 거야. 고등학교도 학생 많았지.

#이천동 #능인고 #영선초 #미군 #캠프워커 #미군클럽 #동네에서나만큼아는사람없다.



641640 남구도시기억도큐멘타 기억현상소

능인고등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었나요?

영선초등학교 지어지기 전에는 무슨 자리였어요?

기마대도 있었겠네요?

미군 부대가 많아서 다른 동네와 다른 풍경들이 있었을 거 같아요. 

부대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3500명쯤 됐어. 한반에 60명에서 80명까지 있었어.

그 전에는 산이었고. 산을 깎아서 헌병학교 하고 그랬지. 수창초등학교에 있다가 옮겨온 

헌병학교. 헌병학교 있을 때, 그 안에 군인들 PX도 있고, 다방도 있고 그랬어. 컨테이너에 

철망해 가지고. 

기마헌병대가 있었으니깐. 기마대에서 말을 키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능인고등학교에 

보면 말뼈가 나와. 거기서 기마대 말을 키웠나봐.

양복집이 있었지. 그 양복집이 한 달에 500벌씩 했었어. 군인들이 군복만 입은 게 아니거

든. 무대 안에서 파티 할 때는 별자리(준장 이상) 계급도 사복 입고 들어온다. 졸병들도 그

렇고. 상하관계 없이 잘 놀더라고. 미장원도 많았다. 모나 미장원, 현대 미장원. 뭐 여기에 

많았어. 

옛날에는 미군들이 여기 혼자 와서 살림 차리는 게 많았어. 우리 집에 미군이랑 여자 친구

랑 세 들어 살았지. 옛날에는 디귿자 집이 많았는데 우리 집도 그래서 세를 줬지. 수입이 

괜찮았어. 그래 가지고 여자 친구랑 그 미군이랑 같이 군대 6기통 자동차 타고 들어가서 

놀았지. 깡맥주도 마시고. 미국독립기념일 그럴 때는 불꽃놀이도 하고 그랬다. 신나게 놀

았어. 

영선시장도 기억나세요?
영선시장은 원래 못이었어. 그 못 주인이 김일두였지. 영선시장 옆에 영선아파트 있잖아. 

1940년 능인중고등학교 졸업앨범

1974년 능인중고등학교 개교기념일

1974년 능인중고등학교 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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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네에 뭐가 있었을까요?
남구에 극장이 있었지. 남도극장. 여기가 시내랑 가까워서 문화적인 게 많이 연결돼 있었

어. 겨울에는 영화보고 술도 한잔하러 가고. 저 앞산에 가면 탑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거기 

활주로 있잖아. 옛날에 헬리콥터로 뭐 수송하고 그러는 거 많이 봤다.

거기가 못자리였어. 

1987년 영선초등학교 졸업앨범 배수지에서 예비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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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동네사람들의 약을 처방하고 싶었던, '남신약국' ]

신경애
1954년생

동네에서 50년째 약국 영업 중
대구 남구 대명동 2125-4

나는 원래 성주에서 태어났어. 고등학교 때 대구 왔고. 남편은 대구 토박이고. 결혼하고 

대봉 2동 대백프라자 근처 한복골목 쪽에서 1, 2년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왔지. 당시에 이

곳이 워낙 빈촌이라서 식구들도 많고, 피부병, 전염병도 많고 하니깐 여기에 약국을 한 거

지. 당시에는 병원이 비쌌잖아. 병원 안 가도 약국에서 항생제랑 다 처방해 줬으니깐.

이 동네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서 약국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970년대 모습도 기억나세요?

50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영업 중이다. 1층은 약국이고, 3층은 집이다. 명덕

네거리에서 여기까지, 상가라인 중에서 2번째로 오랫동안 장사했을 거야. 그 다음 오래된 

게 ‘한덕기 안과’다. 

70-80년대에는 장사가 아주 잘 됐고, 2000년까지는 잘 됐어. 병원 안 가고도 약국에서 

처방을 다 받을 수 있었으니깐. 당시에는 항생제 외에도 처방할 수 있었어. 그런데 2000

년대 의약분업 이후에 조금 어려워졌지. 지금은 영양제나 감기몸살 약 사러 오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야.

쉬는 날이 없었어. 1년에 한 번 남구약사회에서 야유회 가는 날 빼고는 365일 다 열었지. 

옛날에는 밤 12시까지 장사했어. 최근에는 9시에 닫아. 엊저녁은 손님도 안 오고 신경질 

나서 8시 40분에 (집에) 올라가버렸어. 하하. 

내가 처음 왔을 때 경북여상 이 길이 전부 도랑이였어요. 여기 가게 앞에도 큰 도랑이었

고, 경북여상 쪽으로 흘렀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도랑에 빠지고 그랬어. 

비 오는 날 되면 동네 사람들이 똥물 같은 거 버리니깐 냄새도 많이 났어. 아스팔트 포장

이 안 되어 있어서 먼지도 많이 날렸지.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복개하고 길도 아스팔트로 

포장했지. 

#명덕네거리 #동네약국 #365일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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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약국이라서 평생하고 싶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도 했고. 여기

서 폐업하면 약국 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그래도 재개발 된다고 하면, 폐업하고 잠시 쉬거

나, 다른 약국에 취업해서 약사를 할 생각이야. 쉬는 게 적성에 안 맞거든. 다른 장소에 약

국을 할 수도 있어. 평생 산다고 지은 건데 딱 50년 만에 뜯기게 생겼잖아.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 애들이 어릴 때 살았던 이곳을 기록해 두고 싶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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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사람들의 삶을 쫙 펴주고 싶었던, '미림세탁나라' ]

이종길
1961년생

동네 통장, 터줏대감
대구 남구 대명동 2033-17

네. 고향은 경북 영천입니다. 원래 총각 때는 교대 뒤에서 자취하면서 회사생활 하다가 몸

이 안 좋아져서 좀 쉬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세탁소를 하게 됐는데요. 세탁

소 차기 전에 나는 할머니 한분께 배웠어요. 그분이 ‘미림세탁소’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

고 계셨죠. 제가 찾아와서 세탁을 배우고,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인

수를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승계해서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죠. 일을 해

보니 적성에 맡고, 남들보다 잘하는 거 같아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38년 전부터 

이곳에서 장사했네요.

아마 내가 세탁자격증을 획득한 첫 세대일 거예요. 1000명이 응시해서 24명이 합격했죠.  

그리고 세탁협회 남구지회장, 대구수석부회장을 맡았었어요. 꾸준히 세탁방법을 연구하

고, 가게는 오래됐지만 신식기계를 계속 들여와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게 일했어요. 세

탁기술이 좋으니 단골이 많이 늘었어요. 간단한 수선도 했어요.

언제부터 세탁소를 하셨어요?

주로 어떤 손님들이 이곳을 찾나요?

38년 동안 여기 계셨으면 여기 주변에 대한 기억들도 많으실 거 같아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현재 3호선 지나가는 대로에 유흥주점과 요정, 지하 회관이 밀집

해있었어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복을 많이 맡겼었지요. 수입이 좋았어요. 90년대 

들어와서는 상권이 바뀌어서 수입이 줄었죠. 현재는 동네에 계신 분들이 노령층이여서 

대부분 집에서 세탁을 해요. 세탁을 맡기는 세대들이 대부분 이 동네를 떠났어요. 그래도 

70,80년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손님들은 아직도 찾아와요. 계명대학교 예술대나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무대의상 의뢰가 들어오기도 해요. 무용복 이런 거는 몇 백 만원

씩이나 하는 특수의상이잖아요. 아무데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을 자주 애용했어

요. 

예전에는 가게 앞길이 리어카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이었는데 80년대쯤 도로

를 확장했어요. 또 가게 앞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남구에서 알아주는 유치원이었어요. 우

#명덕네거리 #대명동 #동네세탁소 #세탁자격증1세대 #공연의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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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해 이미 동네를 떠나가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세탁소 운영은 

계속 하시나요?
우리도 이사를 준비 중인데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세탁소를 운영할 거예요. 재개발 때문

에 이사 간다고 하니깐 단골손님들이 전화번호랑 가는 곳 주소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더

라고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보내고, 아이들도 키웠어요. 사실 재개발로 이사 간다고 생각

하니 마음이 착잡해요. 

이 동네는 서민들,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먼저 이사 가신 분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이 

동네에 살 때가 좋았다고 하나 같이 이야기하셔요. 동네가 잘 개발된 곳은 아니더라도 이

웃과 더불어 사는 재미가 있었는데... 재개발 되어도 이분들은 여기 지어질 아파트에 못 

살아요. 땅이 많은 지주들이야 조합원 자격이 돼서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을 받겠지만, 대

부분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 재개발이 정말 문제예요. 분양을 못 받으니 시내에서 평생 

사시던 분들이 외곽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재개발 회사들만 배부르게 되는 거

예요.

리 아들도 다녔지. 

90년대만 해도 계명대가 워낙 번화가라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학생들도 많

이 살고요. 지금은 동네에 학생은 2명 정도 입주하는 거 같아요. 젊은 층이 거의 안 살아

요.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주 홍수가 나고 가게가 잠기곤 했어요. 매년 여름 두 세 번은 

물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20년 전에 도로정비를 통해서 해결 됐어요. 아마도 수도산 쪽이 

(지대가)높고, 여기가 낮아서 물이 쏠린 거 같아요.

40년 전쯤에는 한옥이 많았어요. 거의 시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도 많고. 지금은 조금 

각박해졌어요. 명덕네거리에 2.28 기념탑이 있고, 로터리였을 때 남구 중심이었어요. 광

장 같은 곳이었죠. 데모를 엄청 했는데, 1987년 6월 항생 때는 최루탄이 너무 터지고 데모

가 잦아서 문 닫으라는 안내도 받을 정도였어요. 최루탄이 지붕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또 

능인고등학교가 불교학교라서 부처님 오신 날 행렬을 이뤄 이곳을 지나가기도 했어요. 

축제 없던 시절이라서 그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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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남산동에 살았는데, 큰아들이 (현재) 57인데 걔가 8살 때 여기 왔지요. 그 길로 아직

도 여기 살고 있어요. 원래 한옥이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새로 지었어요. 오십 년쯤 됐겠

네. 처음 여기 왔을 때 전부 초가집이고 그랬어요.

우리 7남매를 내가 낳았거든요. 남편 일 그만두고 할 게 없어서 시골 가려고 했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대구 있게 됐지요. 그래서 장사하게 됐어요. 여기로 집을 옮기면서 가게를 같

이 하게 됐지. 담배도 팔고, 채소장사, 김치 장사 오만 걸 다 팔았어요. 장사가 괜찮았지.

[ 골목의 밤을 비추던 '대성슈퍼' ]

1949년생
50년째 슈퍼 운영 중

대구 남구 대명동 2013-326

슈퍼는 얼마나 하셨어요?

재개발로 동네분들은 거의 떠나가시셨는데, 아직 장사를 하고 계세요.

오래 살았던 동네인데, 나가야 된다고 하니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벌써 3년 된 거 같네. 동네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는 (거의)다 팔고 나갔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슈퍼에) 안 와. 그래서 물건도 새로 안 넣어. 어디 길 가다가 우연히 들

어오거나, 상아맨션 사람들이 담배 정도는 사가요. 요새는 9시만 되면 문 닫아. 사는 사람

이 없으니깐 무서워.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문 열어놨어. 옆에 미장원도 있었고. 캄캄한 밤

에도 사람들이 왔으니깐 골목이 무섭지 않았어. 

섭섭하기보다는 걱정돼요. 요즘은 동네 떠나면 다들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잖아요. 난 죽

어도 아파트는 싫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높은 곳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게 싫어

요. 

#대명동 #동네골목슈퍼 #골목밤을지키는슈퍼

여기는 50년 넘었어요. 아마 교대 쪽 상가라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업했을 겁니다. 

자형이 여기 지어서 영업을 하다가 우리 내외가 이어 받은지 20년 정도 됐어요.

[ 동네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하는 사진관, '낙원스튜디오' ]

50년 이상 된 사진 스튜디오
대구 남구 대명동 2013-431

사진관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정말 오래됐네요. 운영하시면서 에피소들이 많았을 거 같은데요.
여기서 결혼사진을 찍은 분이 오랜 세월 지나고 사진 봉투와 앨범에 찍힌 스튜디오 연락

처를 찾아서 다시 연락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정사진 찍으려고요. “결혼할 때 (여기서) 

찍었으니깐 마지막도 내가 여기서 찍어야 돼.”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돌사진 찍은 분

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아기 돌잔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적도 많아요. 아마 수수하게 예

전 스타일로 찍어서 그런 거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전화번호 찾으려고 전화 6국 114에 물어

서 여기를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현재 우리은행 자리에 있는 (구)낙원예식장에서 사진촬

영도 했고, 학교의 졸업앨범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명덕네거리 #동네사진관 #가장오래된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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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억탐사대1. 이천동 문화지구

대원 김민정,  주영미, 서가은, 정유정, 박정은, 김예림,이기정, 김수홍, 이현동, 정선희

코치 문찬미



679678

어쩌면 도시의 참사이자 도시인의 기억상실증을 유발하는,
재개발의 현실들 속에서 CHARM한 것을 찾아내는 탐사대

철거가 확정되고,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의 이천동

그리고

 이천동 영역에 속한 미군부대와

봉덕동을 함께 탐사했던 대원들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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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사지역 정보

구분

기지명
기지의 역할 면적 소재지

캠프 워커
캠프 헨리에 근무하는 미군, 군속들의 위락시설, 

H-805헬기장, A3비행장
22만 6천여평

남구 대명5동, 9동, 봉

덕 3동

캠프 조지 미 군속을 위한 교육시설 및 미군숙소(아파트) 1만 9천평 남구 봉덕 1동

캠프 헨리 주한미군의 병참 행정 사령부 6만 2천평 남구 이천동

 캠프 헨리 서편 건너편의 대명동33-1번지 일대 1만9천평 규모의 캠프조지는 장교아파트로 사용

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군사시설이 아니었다. 일제가 동운정(현재의 국채보상운동기

념공원 일원)에 있던 공설운동장을 폐지하고 1937년 야구장 5,900평, 정구장 1,200평, 육상경기장 

8,500평 등의 운동시설이 들어선 곳이었으며 영선지 부근의 못쓰게 된 땅에 설치했던 종합운동장 

자리였다.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승마장, 군사 훈련장 등으로 사용되었다. 일제 초기에도 

이곳 영선못 주변의 농지로 있다가 일본군이 주둔하고 1938년 남구지역을 대구시로 편입하면서 농

민들의 이주도 급격히 늘었다. 

 캠프조지 장교숙소 정문 앞에서 캠프헨리 앞까지 ‘후라이다’라는 무동력 유인誘引 비행기(엔진 없

이 줄로 당겨 날리는 비행기)를 띄우던 활주로로 사용되었다는 말이 있다.

이천동梨泉洞

 이천동이라는 이름의 유래 중 가장 유력한 설은 ‘배나무샘’과 관련이 있다. 지금의 수도산 밑에 배

나무가 많았으며 그 밑에 맑은 샘이 솟았다고 해 '배나무샘’이라 불렸다는 것. 실제 이천동을 풀이하

면 ‘배나무샘골’이다.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남구 대봉 2, 3동에서 일부는 중구에 편입되고 일부는 

남구 이천 1, 2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캠프 헨리(Camp Henry, 미8군19지원단)가 주

둔하고 있다.

이천동 문화지구, 고미술거리
 
이천동 고미술거리는 봉산문화거리의 고서적, 골동품상점에서 시작해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남구

청 네거리 쪽 방면 길 가로변에 형성된 문화재매매업소 거리다. 취급품으로 고문서, 그림, 도자기, 

토기, 수석, 고가구수리점, 불교물품, 민속품 등이 있다. 

 고미술품 상은 50년대 말부터 대구백화점, 중앙파출소 동편 길, 봉산문화거리, 이천동 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당시 일본 관광객들과 미군들을 상대로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천동 방면으로 본

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에 초이며 캠프 헨리 정문 쪽까지 형성되어 있

었다. 

일본군이 퇴거하고 주둔한 미군부대

 대구에 있는 미군 기지는 세 곳이다. 1945년 10월 1일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미군숙소와 

종합레크레이션 센터구실을 하는 곳인 캠프 워커Camp Walker, 주한미군의 병참 행정 사령부 기

능을 하는 캠프헨리Camp Henry, 미군과 미군속을 위한 교육시설, 미군숙소로 사용되는 캠프 조지

Camp George가 있다.

 그 중 캠프 헨리는 이천동 361-3, 315-1 번지 일대, 총면적 6만2천여평 규모의 미군부대 주둔지이며 

1916년 4월부터 일본군 보병 80연대가 주둔한 곳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대구중학교

와 80연대를 합쳐서 캠프 헨리로 통합됐다.



683682

2. 탐사계획

팀 이름 도시CHARM사대

탐사 및
기록 주제

철거현장과 그 일대에서 사라져 없어질 우리만의 포인트 찾기

탐사 지역 이천동 문화지구 + a (봉덕1동 구역, 캠프 헨리)

탐사 및

기록 방법

1. 시범답사: 문화지구와 캠프헨리 맞은편 미군상대 가게 간판 스케치. 

                    이때 ‘나만의 charm포인트’ 결정

2. 일회용 필름카메라 지급, '나만의 charm포인트'를 필름사진으로 기록

3. 27컷이라는 한계 안에 한 장 한 장 의미를 담아 찍어보고, 컷마다 사진 제목을 

  상상하며 워크북에 디테일 기록하기

4. 'charm포인트'를 기록하며 생긴 자신만의 주제/코치 제안 주제로 좀더 미시적이고

   집요하게, 한 주제를 이미지와 글로 기록하기 (‘철거’, 간판, 식물, 골목, 타일, 바닥,

   미군관련 등 이미지는 사진으로, 이미지로 풀이가 안되는 부분은 글로 풀어내기)

준비물
-촬영 및 기록: 일회용 플래시 필름카메라(27컷), 개인 휴대폰, 카메라

-리뷰: 가능한 사람은 개인 노트북

진행계획

토요일

10:00-12:00
- ‘보부상’ 앞 집결, 근처 카페로 이동 후 기초지식 전달

- 시범답사(사업영역 크게 돌기, 가능하면 캠프헨리까지)

12:00-13:30 점심식사 후 카메라 지급, 작동법, 챠밍포인트 의논

13:30-15:00 챠밍포인트 카메라로 기록1(함께)

15:00-18:00 챠밍포인트 카메라로 기록2(각자) & 카메라 수거 후 해체

진행계획

일요일

10:00-12:00 촬영본 확인, 디테일 기록 주제 의논

12:00-13:30 점심식사

13:30-15:00
디테일주제에 따라 사업영역 재탐사 대원

&봉덕동 영역 탐사대원으로 나눠 탐사 확장

15:30-17:00 발표준비

17:00-18:00 최종 발표

기록물 취

합 계획

- 행사 전날, 당일: 필름 현상한 사진 및 개인 촬영물 전체 수합. 발표용 대표 사진

                          셀렉, 캡션 작업 진행. 개인의 생각 및 만남(인터뷰) 정리

- 행사 후: 사진기록물

문화지구

봉덕1동구역

캠프헨리

탐사구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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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3. 탐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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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이란 햇빛을 받아 빛난다는 의미와 가치가 빛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천동 재개발 지역에 답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발을 디뎠던 어느 집 마당에 환한 빛이 내리쬐는 장

면을 목격하였다. 곧 철거되어 사라질 집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잠시 잊게 할 만큼 빛나고 아름다웠

다. 

 

 이천동을 탐사하면서 이렇게 여전히 빛나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로 담았다. 공장 건물 벽면의 색감

과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풍경, 활짝 열려있는 파란 대문 안으로 여전히 숨 쉬고 있는 식물과 다

홍빛 능소화, 싱그럽고 파릇하게 무성히 자라난 풀과 나무, 절반은 방진막으로 가려지고 밑에는 잡

초와 덩굴식물이 벽을 타고 뻗어나가는 모습들은 마치 ‘우리 아직 여기 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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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떠나고 텅 빈 재개발지역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발견하고 기록하는 작업도 새롭게 느

껴졌다. 각자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만났지만 재개발로 인해 오래된 풍경들이 사라질 거라

는 생각에 드는 아쉬움은 모두 같았다. 재개발이 이천동만의 문제는 아니며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결코 아니기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

서툴지만 자기만의 시선으로 가치를 찾아가는 일. 이 모든 시선이 빛나고 있다.



691690

제목: 프레임에 갇힌 도시

부제: 난장이가 쏘아 올린 남대구 공

 고도성장 후 2000년대를 살지만 70년대의 세월을 보려 한다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면서도, 강제 

타임머신을 타고 나는 이 프레임 속에 갇혀버린 도시와 나를 발견하였다. 소설 속 난장이들의 삶이 

그렇듯 결국 미래에 닥칠 우리의 삶이 될 것임을 실감하면서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의 흔적 속

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탐사를 통해 경험했다.

김수홍



693692

제목: 거울 속의 나는 찐너냐

부제: 거울아 거울이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거울은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오브제입니다. 현대인의 사회관계망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었고 비대면은 곧 일상이 될 것입니다. 거울은 미래를 

보여줄 순 없지만 적어도 현재의 나를 보며 시간의 흔적을 기억나게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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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한독립 남대구 만세

부제:빼앗긴 내 집에도 꽃은 피네

사람들이 다 떠난 빈집.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집이 들어선 후 새로운 사람이 그곳

을 채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일 뿐. 내가 직접 밟은 흙은 사라졌어도 시간의 

흙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69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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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자연조명,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는 과정



697696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장소에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갔고, 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699698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마을에서 유리병을 담벼락에 박아넣던 심정 

그 모든 것을 꼭대기에서 보는 느낌은 어떨까



701700

박정은

 나는 대구 남구에서 한평생을 살았다.

내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추억을 함께 한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라

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많다. 이번 탐사 동안 '내가 단순히 그 애착 때문에 남

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

았다. 



7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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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04

 나는 남구에 애착이 많기에 남구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폐허

가 되어가는 애착이 많은 공간에 대해서 작별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에 더욱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늘 당황스럽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법

인데 천천히 사라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이별이 필연적인

가? 라는 생각도 했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억과 추억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

들거나 새로운 기억과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선택지를 두고

도 우리는 결국 거대자본에 항상 굴복해야 하냐는 것이다. 

 거대자본이 들어와서 동네의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 탐사를 끝난 뒤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숙

제인 것이다. 



707706

서가은

<옥상 위 오동나무>

제일 처음 찍은 사진. 회색건물 사이로 고개내민 풀이 예뻤다. 작지만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모

습.

<응답하라 0000>

유난히 골목길을 많이 찍었다. 조용한 모습에 오래된 간판이 마음에 들었는데, 과거엔 이 골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709708

간단한 말인데도 강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모습. 어쩌면 존재감이라기 보단 외침이라는 이라는 표

현이 맞겠다. 왠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모습.



711710

 재개발. 그간 수없이 들어왔고, 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그 단어. 도시탐사대 팀을 선정할 때 비교적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였지만, 도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선택한 도시챪사대 대원으로서의 하루.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빨간 스프레이로 곳곳에 적혀진 ‘공가’. 사람들은 작게 작게 낙서를 하곤 

하지만, 생각보다 애정을 담아 낙서를 한다. 하지만 빨간 스프레이로 아무렇게나 찍 적혀져 있는 ‘공

가’는 어쩐지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다니는 길에서 형태가 온전하게 보전된 것은 찾기가 힘들었다. 바닥에는 주로 깨진 유리조각이 많

았고, 대체로 부서져있거나, 천장이 내려앉아 있거나 하는 모습들이었다. 사람이 사라진 공간에는 

새파랗게 돋아난 풀들만이 가득했다. 손길이 닿지 않아 모양은 제각기였지만, 더욱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 구역의 어떤 것을 담아내야할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허가를 받고 펜스를 친 구역으로 들어가 

여러 집을 둘러보았다. 그중에서 한참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던 것은 벽에 볼펜으로 빼곡이 표시한 

키를 잰 흔적. 그전까지 둘러보았던 풍경은 사람의 흔적보다는 식물의 흔적이 더 많았다. 하지만 키

가 수없이 그려져 있는 흔적은 사람이 살던 공간이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그때부

터 머릿속에는 여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라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빠르고, 단순한 선택으로 

많은 것을 바꾸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 도시는 인간으로 인해 형성되지만, 인

간도 도시 안에서 살아간다. 그 도시에서 느꼈던 애정, 추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어

떤 일이 일어날까? 좀 더 나은 미래의 우리들을 위해 복잡한 일들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가능성>



713712

이기정

(대략 60년대로 추정되는 오래된 병풍 뒤에 있는 신문들)

과거사의 아쉬움이 느껴진다.



715714



717716

<무화과나무가 많은 이천동>

월드메르디앙 근처 공가에서 발견된 20년 이상된 무화과나무가 사라질 위기. 

이천동 배나무가 사라지고 이제는 무화과나무가 없어지고.

아쉬움이 많은 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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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18

이현동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현장 탐사 첫째 날 우리팀(도시챪사대)은 이천동 재개발지역과 봉

덕1동을 주로 카메라에 담아봤다. 이천동 재개발지역은 이천동 고미술거리 일부분이 포함되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미 철거가 시작되어 기록에 남기기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

도 소멸되기 전 마지막을 담는다는 사명감과 함께 호기심이 발동한다.



721720

 탐사 중 가장 안타까웠던 곳이다. 1903년 일본인 마치다가 마태산 언덕에 별장으로 지어 사용하다 

광복 후 1947년 '봄나들이'를 작곡한 권태호 음악가가 대구음악원으로 개설하였으나 명맥을 잇지 

못하고 내려오다 2016년 학강미술관으로 개관하게 된다. 하지만 100년 넘은 이 가옥은 곧 철거될 

예정이다. 학강미술관이 있는 마태산 언덕에서는 앞산이 바로 보인다. 1930년 영선못이 매립되기 

전 영선못도 바로 그 아래에 보였을 것이다. 

 이천동은 옛날 수도산(기린산,삼봉산) 아래 배나무가 많았고 말은 물이 솟는 샘이 있었다고 하여 '

배나무가 있는 샘'이란 뜻에서 이천(梨泉)동이라고 지명하였다. 원래 대봉동이었는데 대봉동 일부

가 중구로 편입되고 남은 대봉동지역이 남구 이천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오늘 보니 배나무는 전혀 

볼 수 없었고 샘도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길이 없었다. 배나무 대신 개오동나무가 더러 사람 떠난 

집을 싱싱하게 지키고 있고 집은 그저 터지고 쓰러지고 있을 뿐이다. 한때는 든든하고 따뜻한 보금

자리였을 텐데..



723722

 어느 지역에서든 앞산이 바로 보이곤 했다. 남구 뿐이겠는가 대구에서는 대부분 앞산을 전망했다. 

이제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낮은데 사는 사람은 앞산을 볼 수 없게 됐다. 안타까운 건 사람 다니

던 골목이 또 사라진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녹지는 허파와 같다면 골목은 핏줄과 같은데 또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잘 살아가겠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 든다.

그래도, 뭔가를 보긴 봤다.



725724

정선희

지붕 위 왼쪽에 살짝보이는 T자 모양은 그 시절 빨랫줄의 기둥이었다. 햇살 좋은 날 마당에 있는 수

돗물을 틀고 가루비누를 풀어 혹은 빨랫비누로 빨래를 빨고 방망이로 펑펑 두들겨서 깔끔히 해서 

옥상으로 들고 올라가 탁탁 털어 저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 놓으면 빨랫줄에 걸린 빨래들은 햇살 듬

뿍 받으며 바람에 이리저리 춤을 추곤 했다. 가끔은 빨래집게가 헐렁해 우리 집 빨래가 옆집 마당에 

떨어져 있기도 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안테나다. 그 시절 문을 열어서 티비를 켜면 화면 전체가 지지직 거리면 젤 키가 

크고 힘센 오빠들이 옥상에 올라가 티비 화면이 깨끗해질 때까지 안테나를 이리 저리 돌려야만 했

다 



727726

 봉덕1동에서 오래된 어느 집 대문 입구에 우물이 화분을 잘 받쳐주고 있었다. 수십 년 전에는 저 우

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더운 여름엔 등목도 시켜주고 참 고마운 우

물이었을텐데. 지금은 묵묵히 토란이 심겨진 화분을 받치고 있다. 저 우물 안은 바짝 메말라 있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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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한가운데 턱 하니 자리하고 있는 아궁이와 부서진 굴뚝. 

아마도 이 댁 어르신이 인심이 좋으셨나보다. 그래서 여름이면 토종닭 사다가 솥 걸고 백숙 만들어 

동네 분들 모여서 나누어 드시면서 원기를 북돋우신게 아닐까? 그 시절에는 동네 가까운 친구들은 

숟가락이 몇 갠지 무슨 음식을 주로 해먹는지, 저 집 김치가 맛이 있는데 저 집은 된장이 맛이 있는

데, 속속들이 알 수 있었다. 

마당가 타일에 앉아 정을 나누었을 이 집 안주인의 얼굴이 궁금하다



729728

대구가 지금은 광역시지만 아마도 이 정화조 뚜껑은 대구가 직할시였을 때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의무를 다하고 있나 봐요. 1981년에 직할시로 승격했고 1995년에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81년에서 

94년 사이에 설치된 것 같아요.

처마 밑에 살짝 끝이 보이는 서까래는 나무 서까래인데 그 시절 우리나라 서까래의 전형적인 모습

이다. 담 위에 뾰족 뾰족한 철근들은 도둑 예방용인 듯 한데 지금의 세콤과 같은 역할을 했겠지요.

어느 집에는 유리병을 깨서 담 위에 얹어놓기도 하고 철조망을 둥글게 담위에 얹어놓기도 했다.

소박한 보안방법이었다.



731730

정유정



7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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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너져 버린 폐허와 잔해들 사이에서 파릇파릇 솟아나는 나무, 풀, 꽃들을 보며 정말 자연의 힘

은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독

특한 생태계들 또한 거주민의 삶의 흔적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괜시리 아쉽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복합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천동이 제 거주지 근처 동네이기도 하고 저의 학창시절 통

학로이자 하굣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몇 년 만에 다시 찾아 보게 되어 감회가 무척 새로웠던 한

편, 너무 많이 달라진 골목의 모습에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준비로 인해 폐허가 돼버린 

주택들과 삶의 흔적들을 보며,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처참히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미처 인식

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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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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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집과 마을 거리인데 분위기가 달랐다. 철거를 기다리며 텅 비어있는 건물을 보니 스산함과 

괜히 숙연하게 되는 기분이었다.

 남아있는 가구들과 사람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보니 이 집에는 원래 누가 살았을까, 어떤 

가정이었을까, 상상하며 걷게 됐다. 옛집이기에 볼 수 있는 구조물들도 신선했다. 설명을 못 들었으

면 모르고 지나갔을 구조물도 있었고 기와의 색과 모양, 타일과 대문 장식, 손잡이가 정말 다양하단 

걸 알게 됐다. 실물로 옛집의 다양한 구조물을 보는 건 20대 후반인 나도 처음인데 나보다 후세대

인 아이들은 앞으로 이런 풍경을 실물로 보게 될 수 있을까 싶었다.

 누군가의 추억, 삶이 녹아든 곳이고 수십 명의 시간이 기록된 거리가 곧 사라진다니 아쉽다는 생각

이 들었다.

 내가 거기 살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었다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설렘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쉬울 거 같다. 그게 아니더라도 옛 손길이 남아있는 건축물이 사라

진다는 게 아쉬운 듯 하다.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 해도 옛 손때 그대로를 재현할 수 없을 거 

같다. 옛 건물을 통해 배우고 영감을 받아 현시대에 필요한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

들이 지금, 이 순간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세상과 사회가 계속된다는 것까지 생

각한다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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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세워지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아파트는 외관도 단순반듯하고 획일적이다. 옛집들은 그 집의 

지붕과 옥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집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외부에

서 봤을 때 우리 집 찾기도 쉽지 않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사

람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남들 하는 만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겉과 달리 

속으로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면 지나가며 공사 중인 현장을 봐도 이게 철거 중인건지 새로 만들어지

는 중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철거되는 집들을 봐도 아쉽다는 느낌만 들고 말았겠지만, 이 프로젝

트를 통해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서 사회를 보는 내 눈도 좀 더 깊어진 거 같

단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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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챪사대원들, 그날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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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억탐사대2. 대명2동 명덕지구

대원 양석모, 조기찬, 김기우, 성지원, 이승은, 김유빈, 이명준, 김용덕, 유아람

코치 김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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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사지역 정보

대명 2동 명덕지구

 인근에 수도산, 건들바위, 영선시장, 영선초등학교, 교육대학, 예술고등학교, 명덕네거리, 향교, 구

세군 교회, 악기상, 지하철 3호선, 1호선이 통과하는 등 다양한 환경들이 시간의 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탐사 당시>

 절반 정도의 구역은 이미 공가가 되었으나 절반 정도는 아직 거주 중인 상황. 철거가 시작되지 않

았고, 일부 구역은 펜스설치 및 철거마킹이 되어 있었다.

<탐사 지역의 여러 요소들 스케치>

▪주택

 - 대문패턴

 - 벽돌패턴

 - 타일

 - 대문손잡이

 - 지붕

 - 나무 및 식물

   (과실수, 텃밭, 화분, 넝쿨, 화분 등)

 - 명패

▪길

 - 방울 달린 고양이들, 고양이 밥그릇 많음.

 - 파식애, 물길

 - 오래된 간판

  : 3호선 라인의 대로들 건물 간판은 5-6년전 

   모두 정비. 하지만 골목 곳곳에는 오래된 간판

   들이 남아  있음. 주인고향을 이름으로 한 간판

   들.

 - 주택 매매 등 전단지들

 - 각종 스티커들

▪공가 주택

 - 공가에 버려진 옛 물건들

   (상장, 주판, 가전제품 등)

 - 공가 안의 모습

▪대비

 사람이 사는 곳 : 사람이 떠난 곳

 주택가 : 상아맨션(아파트)

 전 : 후 (ex: 한아름슈퍼, 정수이용소)

▪사운드

 동네에서만 접할 수 있는 고유한 소리

 : 다양한 벨소리, 판매트럭홍보, 기름통 소리, 

  시장 뻥튀기 소리 등

2. 탐사계획

팀 이름 도시멸종보고서

탐사 및
기록 주제

도시의 고유한 것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함.

탐사하고, 기록하고, 재생(PLAY)하여 멸종위기의 종들을 구하고, 

리듬으로 부활시키기

탐사 지역 대명2동 명덕지구 + a(영선시장 등 그 일대)

탐사 및

기록 방법

1. 시범답사: 명덕로 42길-중앙대로 54길 사이들을 탐사하면서 탐사 에티켓과 탐사

                      방법들을 이해하고 각 방법에 맞는 기록 시범

2. 사운드 채집을 위한 각종 말렛, 탁본할 한지, 채집할 봉투와 장갑,  매핑지도 등 

   기록 준비물 공유 

3. 첫 번째 탐사

  : 오감을 열어 철거 이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 동네의 고유한 자원을 찾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 기록방식은 사진, 영상, 인터뷰, 탁본, 물건 채집 등으로 이루어짐.

4. 두 번째 탐사

   : 공통의 주제 ‘남구 사운드 화석 채집’으로 움직임. 동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유한 소리들을 녹음, 영상, 사진으로 기록하고 핸드북에 코멘트 기록. 이후 팀원

    들 모여서 공유하고, 코치는 이를 정리하고 리듬 믹싱

5. 모든 탐사를 마친 후, 팀원들은 모여서 공유&정리와 최종발표를 준비하고 피드백

    시간을 가짐

준비물
- 첫 번째 탐사 : 한지, 크레파스, 봉투, 장갑, 휴대폰(사진과 영상 촬영), 핸드북, 필기도구 

- 두 번째 탐사 : 각종 말렛, 사운드 매핑지도, 휴대폰(녹음과 사진 촬영), 필기도구, 핸드북

진행계획

토요일

10:00-12:00

- ‘명덕역’ 앞 집결, 근처 카페로 이동 후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 전달

- 시범답사: 좁은 구역 선정하여 다양한 방식의 탐사들을 코치가 

                  선보임, 탐사 에티켓 교육

12:00-13:30 점심식사 후 팀 안에서 조를 나누고 탐사할 구역을 정함

13:30-16:00 첫 번째 탐사

16:00-18:00

기록한 소리와 사진 그리고 영상(인터뷰 등)을 공유하고, 간단한 

활동 소감을 나눔, 코치에게 기록한 자료들을 토스. 이후 코치는 

사운드로 음원 믹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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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구역 지도

진행계획

일요일

10:00-12:00
인근카페 집결, 두 번재 탐사를 위한 준비물을 공유. 첫 번째 탐사와 

다른 구역들을 정하고, 조를 정함. 탐사 시작

12:00-13:30 현장탐사 점검, 결과물 상정 정리 탐사준비, 정리팀 준비

13:30-15:00 두 번째 탐사 

15:30-17:00 발표준비(자료 모으기, 정리 등)

17:00-18:00 최종 발표

기록물 취

합 계획

당일 : 탐사 후 기록한 사운드 녹음파일, 사진, 영상, 코멘트(인터뷰 포함)등을 취합하

고, 물성이 있는 것들(탁복, 채집한 물건들 등)은 직접 받는 방식으로 코치가 정리

행사 후: 사운드를 믹싱하여 완성된 음원으로 정리, 핸드북등 다양한 기록들은 사진 

취합

도
시

멸
종

보
고

서

- 탐사 전, Are you ready?

팀원들과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기

채집 도구1 (사운드 채집) 채집도구2(탁본 종이) 채집도구3(탁본 도구)

3. 탐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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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시작, Let’s Play!

탐사를 향해 출발!

- 시범답사

대명 2동을 코치와 함께 걸으면서 현장 탐사 방법, 요소 등을 살펴보고, 탐사 시 마을주민들에 대한 

매너 있는 태도 등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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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탐사

대명 2동 일대 탐사를 통해 멸종위기에 놓인 요소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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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빈 대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네 건물 표면의 요소 콜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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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붙은 공중전화 박스 

오래된 슈퍼 문에 붙은 

시력검사표

사자모양의 벽면

동네 대문에서 볼 수 있는 

사자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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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대원

대문 앞에 있는 초인종

우편함과 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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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판과 명패

구주소(동, 번지, 통, 반)

오래된 문살 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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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대원

재개발의 흔적들

: 벽에 붙은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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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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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빈 집에서 채집한 물품들

오래된 주판의 흔적

도시텃밭,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멸종 위기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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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대원
다양한 거주 공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게시판

그러나 곧 밀리게 될 경고문 '공가&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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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모 대원

우리 나이 보다 훨씬 오래된 ‘물길’의 화석들

물줄기가 지나가던 흔적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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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람 대원

오밀조밀한 타일들. 요즘 신식으로 지어지는 대형건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패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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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정체성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골목폰트  오래된 저층 아파트의 단아한 입구 ‘화장실’ 정체성을 표시한 골목폰트상가와 집이 일체되어있는 집 앞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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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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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대원
사라져가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조차도 멸종될 위기에 처한 듯

재개발이 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과  ‘나’를 보전하고 싶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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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찬 대원

‘대명2동에는 응답하라 1988이 있다’ 중 <매일 모여서 놀던 용덕이네>

‘대명2동에는 응답하라 1988이 있다’ 중 <뛰어 놀던 골목길>

‘대명2동에는 응답하라 1988이 있다’ 중 <내 친구 기찬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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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본

탁본으로 멸종 위기의 것들을 채집

벽면탁본

대문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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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탐사

멸종위기에 처한 사운드 채집

각
종

 표
면

 탁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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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찬장 조각의 맑은 소리

옆집 마당에서 흘려보낸 물소리

철거용 비계의 멜로디

전봇대 철판을 긁어서 낸 타악 소리

자동문처럼 작동하는 동네슈퍼 도르레의 소리, 쨍그르르~

기름보일러 통 소리

버려진 피아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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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집한 결과물들의 공유, 발표 준비 - 멸종 위기에 처한 사운드 채집 결과물 취합

채집한 사운드 취합 및 음원 파일 일부

사운드 채집과 함께 담은 영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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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돌자 남구 한바퀴♬ 

동네에서 채집한 소리들과 팀원 노래를 믹싱한 음원<남구 한바퀴>

음원 믹싱(남구한바퀴 주제가+멸종위기의 소리들 리듬적 요소들 등)

 <남구 한바퀴>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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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억탐사대3. 광덕시장 일대

대원 김해인+전찬원+이재은, 안수정+이영희+변생효, 변선영, 구민호

코치 멍탐정 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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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자유6길 50 (대명동)

▪ 개설년도: 1971년

▪ 대지면적: 3,141m² | 건물연면적 2,288m²

▪ 상가수: 20개소~30개소

▪ 번영회장 신원식: 상호 상주야채 | 연락처 053-622-7040

- 맨션형 시장. 

 목구조(후에 콘크리트 보강)로 지어진 쇼핑센타 개념의 시장. (자연발생 시장이 아닌 도시형 마켓)

- 시장상인들은 평균 30년 정도 상업활동

- 2층 공간으로 1층은 상점, 2층은 거주를 하는 구조. 

  현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부분 상점으로만 활용.

- 사업 단계 및 세부추진현황: 공식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은 아니지만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시도 중

- 사전답사-관찰 현황 : 철거가 진행되거나 공가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과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특징: 도시를 시골처럼 살아가는 이주 1세대들의 시장. 옥상에 대규모텃밭이 있고, 이용소에서 

 야생화를 파는 등 현재의 상행위와는 다른 문화가 있다. 다양한 상권과 인근 주민의 이야기

 를 담는다면 도시의 중하층-중노년들의 삶에 대한 흥미로운 리포트가 될 듯하다. 

▪ 입지조건

- 동쪽: 캠프 헨리(미군부대)

- 서쪽: 앞산 까페골목, 예수성심시녀회(수녀회)

- 남쪽: 앞산, 앞산 순환도로

- 북쪽: 대구시가지 방향

▪ 과거기록

- 인근에 대구중앙정보부(현.국정원, 전.안기부)가 위치

   : 국가의 정보국이나 독재정권 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는 기능도 함. 철저한 비밀기구.

     현재는 사라짐.

- 인근에 종축장(현재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통합,  이전)이 위치

   : 우량한 가축 샌산, 사양관리, 사료생산, 초지개량을 연구를 하는 기관

- 현. 앞산 까페골목은 과거 대구 최고의 부촌. 대형고급주택의 집중.

- 큰 성냥공장이 있었음. 큰 과수원이 있었음. 

  시장 구성 이전에는 미군부대 비행장 부지로 활용되었다는 설도 있음.

- 1970~2000년대 초까지 시장은 성업. 인근의 주택지가 원룸촌으로 바뀌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 특이점

- 기적의 옥상텃밭: 고추, 가지, 호박, 상추, 깨, 오이, 도라지, 파... 석류나무, 감나무

  ...응? 심지어 닭장까지! 도저히 옥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쇼킹한 현장! (텃밭지도, 작물종류)

- 고양이들의 거대한 왕국: 사람보다 고양이가 많은 시장

- 한 간판 두 업종, 무간판 성업중: 동네장사에 간판이 무슨 의민겨?

- 사라져가는 동네 재래시장. 누가 사고 파는가? 시장의 역사, 시장의 구조

- 제일 많은 업종: 건강원, 미용실, 세탁소, 점집, 인테리어, 장의사, 학원

- 새로운 업종, 특이한집: 하고책방, 미미보따리, 패피베베, 담장없는집, 아리조나 베이커리, 

   고려당제과, 놀이터, 대덕탕, 세신아파트, 두살터울, 클라라 하우스

- 오래된 기계활용(방앗간, 은니트), 동네예술가(표구사, 간판집)

1. 탐사지역 정보

 ▪ 취재방법(예시)

- 밀착수사팀: 토요일 탐사한 후 1명의 상인이나 주민을 섭외하여 1인의 역사를 집중취재 

                       '000의 하루'를 추적한다.

- 끈질긴추적팀: 시장의 물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쓰이는지

                          옥상의 작물은 누가심고 누가 가꾸고, 어떻게 쓰이는지

                          옥상고양이의 하루

                          시장상인들은 언제 여기에 와서 무엇을 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건물2층에는 누가 사는가?

- 위장수사팀(장보기): 재래시장을 적정한 비용으로 장을 보기, 에누리하기, 추천받기, 

             장 보면서 보물찾기

- 채집분석팀: 간판, 폰트, 고양이, 식물, 현세대들이 모르는 색다른 현상, 물건 등을 

                      채집하고 분석하고 상상해서 결과를 내놓거나 새롭게 해석, 네이밍을 하기

- 번외수사팀: 현장에서 제안되고 상상되는 일들을 즉석취재

  대형마트가 즐비하면서 시장의 세가 기울어감.

- 이주의 역사, 도시에서 살지만 시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 상인들의 구성과 출신은 다종다양. 전쟁고아부부, 떠돌이 예술가, 미군부대 물품의 유출판매 등



2. 탐사계획

팀 이름 광덕시장 아마추어 탐정단

탐사 및
기록 주제

‘타인의 삶은 모두 미스티러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도시의 오래된 시장 광덕시장의 

여러 면모를 탐정처럼 탐구하면서 각자의 도시를 해석하는 방법과 공통된 삶의 분모

를 찾아가는 탐사대.

탐사 지역 광덕시장과 그 일대

탐사 및

기록 방법

* 취재방식: 채집(냄새, 눈썰미, 촉감, 상상, 이야기, 그림)

* 주요용의자(주변인 추천인물): 예천김밥, 화방아저씨, 꽃집할머니, 야채할머니, 

                                                   철물점 아저씨, 막걸리집 아저씨(터줏대감)

- 시범탐사: 탐사지 곳곳의 특징체득, 주제도출을 위한 기본 이미지채집

* 조별-주제별탐사

- 픽션다큐멘터리팀 ‘기억탐정단’: 광덕시장을 의인화한 ‘광덕씨 실종사건’이라는 가

제를 정하고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한 4인조 탐정단의 활약과 상인들의 인터뷰를 

모아 미니다큐멘터리로 제작

- 드로잉에세이팀 ‘그리고 누군가 있었다’: 광덕시장의 상인, 고양이, 풍경을 드로잉하

고 인터뷰하여 재래시장을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을 담음

- 위장수사팀 ‘장보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편의점은 자주 이용하지만 재래시장

에서 장을 본 적이 없는 청년세대가 장보기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낮은 가격, 재료 상

담, 시장인심 등에 대한 간이 리포트 작성.

- 영상에세이팀 ‘광덕씨 남구에서 자유로 영업중’: 이틀간 탐사 후 발표한 내용을 영상

물로 재구성. 광덕시장의 여러 이미지를 중첩시키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시적인 나레

이션을 첨가한 영상에세이

준비물
기본아이템: 돋보기, 핀셋, 장갑, 채집봉투(이상 제공), 사진기, 녹음기, 필기구

                  (각자 준비, 핸드폰 대체가능)

진행계획

토요일

10:00-11:00

- 광덕시장 맞은 편 독립출판물서점 ‘하고책방’에서 집결

- 참가자 소개 | 광덕시장 기본브리핑 | 탐정단 규칙공유 | 자유토론 

   주제별탐사대 구성 | 하고책방 대표의 광덕시장 경험공유 

11:00-12:00 시범탐사: 시장곳곳, 옥상텃밭, 시장주변

12:00-13:30
점심식사 후 시범답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나눔 및 주제별 탐사대 

점검 | 즉석탐사 미션 정하기

13:30-17:00
탐사시작: 주제별 탐사시작 | 워크북 채우기 | 

                주제탐사를 위한 섭외 및 사전준비

17:00-18:00
주제별탐사 결과공유 문제점 및 노하우 공유 및 해결하기 | 워크북 

점검 | 2일차 활동 계획공유

진행계획

일요일

10:00-12:00
현장탐사활동 시작, 두 번재 탐사를 위한 준비물 공유. 주제별 탐사 

추가진행

12:00-12:40 점심식사

12:40-13:30
인근카페에서 중간점검: 현장탐사 진행상황 점검, 결과물 상정 정리 

및 탐사준비, 정리팀 준비

13:30-14:30 마무리탐사: 결과보고를 위한 계획탐사

14:30-17:00 발표준비(자료 모으기, 발표포맷정리 등)

17:00-18:00 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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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미팅

3. 탐사기록

참가자 소개 | 광덕시장 기본브리핑 | 탐정단 규칙공유 | 자유토론 | 주제별탐사대 구성

하고책방 대표의 광덕시장 경험공유

탐정단 기본도구: 돋보기, 핀셋, 채집봉투, 마스킹테이프

- 시범탐사

시장곳곳, 옥상텃밭, 시장주변, 탐정의 시선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을 채집하고 추리하기.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탐정단의 이미지채집: 돋보기+카메라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탐정단의 이미지채집: 돋보기+카메라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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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탐정단의 이미지채집: 돋보기+카메라

거기 누가 살고 있나요? 누가 마늘을 묶어놓으신건가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시장이 말이죠... 열심히 묻고, 녹음하기 이 그림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누가 그린 것인가? 본다고 뭔가 알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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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사전탐사를 통해 채집한 것들,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토론한 후 조를 나눠 주제별 탐사로 이행

시장 밖에도 미스터리한 것들 투성이! 어디서부터 추리해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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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공유, 영상 편집, 발표 준비 - 주제별 탐사

참가자 9명이 4개조로 나뉘어서 탐사활동 진행

1조. 픽션다큐멘터리팀 ‘기억탐정단’

김해인, 백채린, 전찬원, 이재은

결과물 : 픽션 다큐멘터리 ‘사라진 광덕씨를 찾아서’ (5분8초)

내   용 : 이틀간 탐사를 진행한 후 광덕시장을 의인화하여 만든 코믹한 B급감성 픽션다큐멘터리.

              ‘광덕씨 실종사건’이라는 미스테리를 해결하기 위해 4인조 탐정단이 여러 방법으로 광덕시장

 일대와 관련 인물들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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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 다큐멘터리

‘사라진 광덕씨를 찾아서’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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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드로잉 에세이팀 ‘그리고 누군가 있었다’

안수정, 이영희, 변생효
 (#몽타쥬전문 #탐문수사탐정단 )

결과물 : 이미지 드로잉과 인터뷰: 그리고 ‘누군가’ 있었다. #살아있다.

내    용 : 광덕시장의 상인, 고양이, 풍경을 드로잉하고 인터뷰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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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장을 탐색하기 전 들른 ‘hago’책방

책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현재의 여느 개인 책방과 다르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

다. 

시간이 지나고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이곳을 선택하신 계기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를 듣고 나서야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책방 사장님의 관점의 광덕시장은 

“죽은듯하나죽지않은곳”, 

“위대한평민들이있는곳.”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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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참기름집 

사장님께 했던 첫 질문:

“사장님은 여기 재개발이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43년의 기억과 흔적이 다 지워질텐데, 서운하거나 씁쓸하진 않으실까요? 

돌아오는대답은?

“그런게 어디 있어예, 여기랑 세신주택 싹 밀어뿌고 아파트 들어서면 좋지~”

일심서화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제주도를 거쳐 대구에 정착하신 일심서화실 작가

님.

작가님께 드린 첫 질문:

“작가님은 왜 이 시장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

“여기가 임대료가 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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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탐사대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건, 

그리고 남길 수 있는 건 하나였다.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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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위장수사팀 ‘장보고’

변선영

 #시장에서장보기 #이게대체몇년만 #요리재료적극추천 

#시장쇼핑의외로안무섭 #너무많이주셔서손발이묵직

결과물 : 5만원 한 장을 들고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는 장보기 리포트

내    용 :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편의점은 자주 이용하지만 재래시장에서

  장을 본 적이 없는 청년세대가 장보기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낮은

  가격, 재료 상담, 시장인심 등에 대한 간이 리포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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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야채

사장님 성함: 박순자

경력: 37~38년

품목: 

포인트!

매일매일 신선한 야채, 최고의 상품, 가성비

감자 1 kg  2,000원

호박 1 개  1,000원

오이 3 개 2,000원

부추 1 단  1,000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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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참기름

사장님 성함: 이정숙

경력: 43년

메뉴: 미숫가루 7,000원~

 고춧가루 7,000원~

 들기름, 참기름(국산, 중국산) 등

포인트!

미소, 제조방법, 단골손님, 맛집

예천 김밥

사장님 성함: 박순옥

경력: 현재 약 14년(2006년 5월1일 시작)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8시

메뉴: 순대

 김밥 2,000원

 잔치국수 4,000원

포인트!

상주야채 - 예천김밥, 맛집, 친절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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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목록

감자: 2,000원(1kg) | 고춧가루: 7,000원 | 부추: 2,000원 | 오이: 3개2,000원 

애호박: 1,000원 | 부침가루: 6,500원 | 고추튀김: 6개6,000원

김치: 3,000원+ 3,000원= 6,000원

총: 32,500원

4조. 영상에세이팀 '광덕씨 남구에서 자유로 영업중'

구민호

결과물 : 영상에세이 ‘광덕씨 남구에서 자유로 영업중’ (2분 15초)

내    용 : 이틀간 탐사 후 발표한 내용을 영상물로 재구성. 광덕시장의 여러 이미지

  를 중첩시키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시적인 나레이션을 첨가한 영상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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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시장 아마추어 탐정단, 임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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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독립다큐멘터리로 일컬어지는 <상계동올림픽>1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판자촌과 달동네를 외국인이 보게 되면 

부끄럽다고 판단하여 200가구를 철거, 강제이주시키려는 

공권력과 이에 맞서는 주민들의 투쟁과 삶에 대해 2년여의 시간을 

압축해서 다루고 있다. 김동원 감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94년 <행당동 사람들>2을 통해 강제철거 과정에서 삶의 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고통, 사랑, 공동체에 대한 꿈을 기록하며 재개발 

입법안까지 영상을 통해 이야기한다. 세계 다큐멘터리 명작을 꼽을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일본의 <산리즈카 7부작>3 역시 나리타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대와 공동체의 모습을 10년간 동거동락하며 

생생하게 담아내기도 했다. 깐느와 아카데미를 휩쓸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컬어지는 마이클 무어의 시작4 

역시 제너럴모터스가 떠나며 버려진 고향 플린트의 정경을 담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재개발이 자주 소재로 채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던 삶터의 붕괴, 공동체의 

훼손으로 인한 관계의 종말, 그 반대편에 드러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욕망 또는 자본증식을 위한 야만. 그 시대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삶의 

현실을 가장 첨예한 저울에 달아 놓을 추(錘)가 재개발 현장에는 

가득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재개발의 양가적 양태가 결국 그들의 손에 카메라를 

들게 만든 것이 아닐까?

과거의 다큐멘터리가 주로 재개발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편에 

서서 영상을 기록했다면 2010년대에 제작된 다큐멘터리들은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2017년 제작된 <집의 시간들>5은 

서울 끝자락 둔촌동에 1980년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앞두고 

거주기한이 각기 다른 여러 주민들이 일상과 공간에 대해 철저히 

개인적 관점과 사적 시선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애정을 표현한다. 

찬반논란보다는 기억과 기록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이고 관조적 

시선으로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재은 감독의 <아파트 

기획의도: 남구 기억도큐멘타의 영상작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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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6, <고양이들의 아파트>7는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파트와 고양이를 통해 장소성의 상실과 공간의 

기억에 대한 논의와 성찰을 다른 방향에서 관통하고 있다.

*

어떻게, 어떤 기록을 할 것인가... 여러 고민 끝에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작업은 두 가지 다른 결로 진행되었다.

한쪽에서는 전문영상 프로덕션 레인메이커가 남구기억도큐멘타 

프로젝트의 다양한 면모와 활동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나갔고, 다른 

쪽에서는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에서 학습을 거쳐 보다 

주관적으로 자신의 도시를 톺아보는 작업을 해나갔다.

레인메이커의 작업은 훌라가 진행한 도시기억탐사대, 

기억캠프의 생생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접근법을 관찰한 후, 

드론, 스테디캠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재개발지역의 입면과 

공간감을 극대화하거나 빠른 템포의 편집을 통해 유튜브 시대에 

걸맞는 짧지만 감각적인 결과물을 내놓았다.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의 작업은 3개의 팀이 각기 

다른 접근법과 형태의 작업물을 내놓았다. 누구나 카메라를 

연필처럼 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전문가들이 타자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당사자가 자신의 손으로 

기록하고, 전문가들이 그 영상을 고르고 재배열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오민욱 감독이 진행한 8주간의 체계적 

다큐멘터리 워크샵의 결과물이지만 높은 완성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디어리터러시 관점에서 지역 청년들이 한 도시 속에서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다른 시민들을 

관찰하고 서툰 터치로나마 기록을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미래의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자신의 도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설정하고 도시의 외피를 관통하는 시선을 갖게 된 것이다. 영상들의 

질과 결이 상이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같이 떠나는 자의 아쉬움과 

보상에 대한 기대, 좋은 기억과 다가오는 불안과 불편함,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고민 어린 시선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 외에도 도시기억탐사대 도시멸종보고서팀이 대명2동의 여러 소리를 

채집하여 만든 재치 넘치는 뮤직비디오<다같이 돌자 남구한바퀴>, 

아마추어탐정단팀이 광덕시장을 의인화하여 B급 감성으로 만든 

추리소극 <사라진 광덕이를 찾아서>, 구김종이 스튜디오의 구민호 대표가 

광덕시장에서 채집한 이미지에 시적인 감상을 추가해서 만든 영상 

아포리즘 <광덕씨 남구에서 자유로 영업중> 등의 부수영상 등은 각각의 

시민, 전문가, 참여자들이 재개발과 도시의 옛 동네를 살펴보면서 

느끼는 서로 다른 감각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한상훈 (남구기억도큐멘타 영상기록파트 기획,

 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정책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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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상계동 올림픽> 스틸컷, Ⓒ푸른영상, KMDB

기획의도: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작업에 대해서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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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행당동 사람들> DVD, Ⓒ푸른영상

그림6. <행당동 사람들> 스틸컷, Ⓒ푸른영상, KMDB

그림9~11.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여름> 스틸컷, 

Ⓒ오가와 신스케

그림12. <집의 시간들> 스틸컷, Ⓒ리야, 네이버영화

그림13. <아파트 생태계> 스틸컷, Ⓒ정재은, 네이버영화

그림14. <고양이들의 아파트> 스틸컷, Ⓒ정재은, 네이버영화

그림7. <로저와 나> DVD

그림8. <로저와나> 스틸컷, Ⓒ마이클 무어, 

Warner Bros. IMDB

기획의도: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작업에 대해서



837

디지털콘텐츠 및 영상제작 과업지시

도시기억탐사대 활동 과정·기록 수집·자료화 과정을 체계화하여 

담는다.

영상(다큐)은 각 탐사대별 30분 정도의 각각의 영상과 이를 취합한 

100분 분량 영상을 제작한다. 

원형보존을 위하여 인물, 공간들을 촬영하고 필요시 다양한 렌즈와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촬영한다.

남구의 역사성과 가치, 마을의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내레이션과 자막 효과 등을 통한 해당 설명을 붙인다.

홍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개요

사업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전문영상팀을 활용한 도시기억탐사대, 기억캠프(기억현상소), 

전문가 아카이브 활동에 대한 충실한 기록

대구영상미디어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대구시민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다큐멘터리 집단을 일정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워크샵 등을 거쳐 

시민의 관점으로 동네별 1개의 미니다큐멘터리 제작

마을의 기존기록물과 주민들의 사적물건과 증언 등에 대한 

기록과 재가공

가)

•

•

•

•

•

나)

•

–

–

–

기획안 및 준비과정



839838

사업수행 계획

인력구성

기획총괄: 안진나(도시야생보호구역 HOOLA 대표)

영상기획: 한상훈(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정책네트워크 대표)

전문영상팀: 김동진, 박경제, 안선영(레인메이커)

다큐멘터리팀: 대구영상미디어센터(교육, 장비대여), 

대구경북대학생영상연합동아리 단디(제작), 

미디어그룹 미디어핀다(기획, 지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권현준, 조윤영, 구한솔, 오민욱

대구경북대학생영상연합동아리 단디: 김미린, 조혜수, 박지나, 

신혜원, 남지은, 진현정, 

문준혁, 장혜지, 백미선, 

최무아, 김병창, 전소희, 

최한별

제작지원

: 김효선(도시기억탐사대 코치, 기억캠프 진행)

: 권상구(자문, 인문지리 총괄)

: 문찬미(시각요소채집(사진), 도시기억탐사대 코치, 기억캠프 진행)

: 나제현(도시생활사 인터뷰, 도시기억탐사대 지원, 기억캠프 진행)

: 문종민(도시기억탐사대 지원, 기억캠프 지원)

: 최엄윤(도시생활사 아카이브, 대구 남구 미군부대 조사)

: 정효진(시각요소채집, 기억캠프 인물 드로잉)

: 김민정(시각요소채집, 파사드 드로잉)

: 정주원(시각요소채집, 텃밭, 고양이 드로잉)

: 구민호(시각요소채집 및 분류, 재배열, 디자인)

: 도시기억탐사대 참여자: 도시찲사대, 

도시멸종보고서, 

아마추어탐정단

일정

6월: 사업기획, 사전답사, 사전기획확정, 탐사대 모집 및 조직

7월: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워크샵, 현장 1차답사, 

중간평가 및 추가기획

8월: 현장 2차답사, 결과물 재가공, 다른 그룹과의 통합워크샵, 

협력기관과의 통합워크샵

9월~10월: 영상제작

11월: 결과물 후가공 및 추가연구를 통한 다원화

결과물 추출 및 수정, 최종결과물 도출

추진방법

활동영상기록

담당: 레인메이커

결과물: 동네 3개소 당 영상 1개(각 30분), 

전체 편집영상 100분

동네다큐 완성본을 최종편집하여 완성

제작내용: 기억탐사대, 

기억캠프활동 및 동네풍경 밀착취재 및 소스채취

기법: 탐사대+캠프 취재, 

인터뷰 및 동행기록, 

전문가활동기록, 

동네풍경기록(드론, 입면)

진행상황: 기억탐사대, 

기억캠프활동 기록촬영, 

추가촬영 및 편집 대기

다)

•

–

–

–

–

–

–

–

기획안 및 준비과정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

–

–

–

–

–

라)

•

–

–

–

–

–

–



841840

•

–

–

–

–

–

마)

–

동네다큐제작

담당: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대구경북대학생영상연합동아리 단디

결과물: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을 소재로 한 

동네다큐 3편(각 15분~30분 내외)

제작내용: 3개팀이 동네에 대해 학습, 협의하여 완성된 

다큐멘터리 작품제작

총 9회차 ‘다큐멘터리 제작워크샵’(오민욱 강사8)을 통해 

제작교육 및 점검.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이 미뤄지면서 

전체일정이 한 달 가량 늦춰짐. 

진행과정: 사전자료조사, 

현장답사, 

워크샵, 

기획(프리프로덕션), 

제작, 

후반작업, 

수정

결과물 및 사후관리

디지털콘텐츠: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결과물인 디지털아카이브를 대형모니터를 활용하여 

상시적 전시협약체결. 수몰지구의 마을역사관과 

유사한 기능. 필요에 따라 양방향성 콘텐츠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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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 및 준비과정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843842 기획안 및 준비과정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845844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기록영상(도시기억탐사대, 기억캠프_기억현상소, 아카이브, 학술조사)

제작: 레인메이커(김동진, 박경제, 안선영)

컨셉: 전체 영상의 프롤로그 역할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록

기법:  사라져가는 도시의 옛 동네를 표현하기 위해 1990년대 이전에 

쓰여진 비디오데크,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4:3 화면비와 노이즈 

등의 효과삽입, 드론, 스테디캠 등의 전문장비를 활용한 동네를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결과물 지향, 탐사대, 

캠프의 분위기 전달과 시민, 전문가 인터뷰.

영상물 런닝타임: 3종 총 11분 46초

이천동 문화지구: 3분 35초

대명2동 명덕지구: 4분 5초

광덕시장: 4분 6초

1)

•

•

•

•

㉠

㉡

㉢



847846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



849848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



851850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



853852 <2020 남구도시기억탐사_이천동> / 레인메이커 연출 / 3min 35sec <2020 남구도시기억탐사_대명동> / 레인메이커 연출 / 4min 05sec

File Name: 2020_남구도시기억탐사_대명동(720p).mp4
Size: 478.1MB(501,362,559 bytes)
Resolution: 1280x720(16:9), fps: 29.97
Video Codec: AVC1, Audio Codec: AAC
Duration: 00:04:05

㉡File Name: 2020_남구도시기억탐사_이천동(720p).mp4
Size: 416.1MB(436,298,769 bytes)
Resolution: 1280x720(16:9), fps: 29.97
Video Codec: AVC1, Audio Codec: AAC
Duration: 00:03:35

㉠



855854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

동네 미니 다큐멘터리

제작: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김미린, 조혜수, 박지나, 

신혜원, 남지은, 진현정, 문준혁, 장혜지, 백미선, 최무아, 

김병창, 전소희, 최한별 김동진, 박경제, 안선영)

제작지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권현준, 조윤영, 구한솔, 오민욱)

컨셉: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 3개 대상지를 

시민들의 눈으로 관찰하고 가감없이 기록한 미디어리터러시 

개념의 시민참여 다큐멘터리.

전체 영상의 프롤로그 역할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록

영상물 러닝타임: 3종(총 53분 35초)

<이천사담>(이천동 문화지구): 32분 10초 

<광덕인>(광덕시장): 12분

<대명>(대명2동 명덕지구): 9분 25초

각 작품 정보

이천동 문화지구 

제목: <이천사담>

러닝타임: 32분 10초

로그라인: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천동의 풍경과 그곳을 오래 

지켜봐왔던 사람의 이야기

기획의도: 33년째 장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장사를 계속 이어갈 

양곡 상회, 3대째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학강미술관, 철거가 진행중인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그 자리를 오래 지켜왔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시선을 통해서 도시의 변화상을 담고자 했다.

참여: 김미린, 조혜수, 박지나, 신혜원, 남지은

인터뷰이: 학강미술관 김진혁 관장, 양곡상회 할머니

2)

•

•

•

•

㉠

㉡

㉢

•

㉠

–

–

–

–

–

–

File Name: 2020_남구도시기억탐사_광덕시장(720p).mp4
Size: 472.9MB(495,876,826 bytes)
Resolution: 1280x720(16:9), fps: 23.98
Video Codec: AVC1, Audio Codec: AAC
Duration: 00:04:06

㉢

<2020 남구도시기억탐사_광덕시장> / 레인메이커 연출 / 4min 06sec



857856 <이천사담>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 연출 / 32min 10sce / 2020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광덕시장

제목: <광덕인>

러닝타임: 12분

로그라인: 빛이 나고 덕이 많은 광덕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담아 기억해 본다.

기획의도: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광덕시장을 ‘기억현상소’라는 

프로젝트 이름에 걸맞게 광덕시장의 모습과 광덕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광덕시장 

상인분들께 과거의 이야기, 현재 광덕시장의 모습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또한, 광덕시장의 전경과 내부를 담아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출: 최무아

촬영: 김병창, 전소희

편집: 최한별

대명2동 명덕지구

제목: <대명>

러닝타임: 9분 25초

로그라인: 대명2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대명2동의 

행방을 묻는다.

기획의도: 재개발을 맞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공간에서, 

그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과연 공간뿐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시작된 작업으로 대명2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반적으로 가지는 재개발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대명2동이 가진 일상의 힘을 전하고자 한다. 

기획: 진현정

촬영: 문준혁

편집: 장혜지

내레이션 음향: 백미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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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9858 <이천사담>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 연출 / 32min 10sce / 2020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861860 <이천사담>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 연출 / 32min 10sce / 2020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File Name: 이천사담.mp4
Size: 1.85GB(1,991,603,756 bytes)
Resolution: 1920x1080(16:9), fps: 29.97
Video Codec: AVC1, Audio Codec: AAC
Duration: 00:32:10

㉠



863862 <광덕인>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 연출 / 12min / 2020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865864 <광덕인>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 연출 / 12min / 2020 <대명>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 연출 / 9min 25sce / 2020

File Name: 광덕인.mp4
Size: 615.9MB(645,797,195 bytes)
Resolution: 960x540(16:9), fps: 30
Video Codec: AVC1, Audio Codec: AAC
Duration: 00:12:11

㉡



867866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대명>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 연출 / 9min 25sce / 2020



869868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대명> 대구경북대학생영상동아리 단디 연출 / 9min 25sce / 2020

File Name: 대명.mp4
Size: 656.2MB(638,059,603 bytes)
Resolution: 960x540(16:9), fps: 29:97
Video Codec: AVC1, Audio Codec: AAC
Duration: 00:09:25

㉢



871870

부수영상

부수영상물 4종(총 11분 22초)

영상에세이 <광덕씨 남구에서 자유로 영업중>: 2분 15초

내용: 도시기억탐사대_아마추어탐정단에 참여한 구민호씨가 이틀간 

탐사 후 발표한 내용을 영상물로 재구성. 광덕시장의 여러 

이미지를 시적인 내레이션을 첨가한 영상에세이

기획, 소스제공: 구민호(구김종이 스튜디오)

제작: 레인메이커

픽션 다큐멘터리 <사라진 광덕씨를 찾아서>: 5분 8초

내용: 도시기억탐사대_아마추어탐정단에 참여한 전찬원, 이재은, 

김해인, 백채린씨가 이틀간 탐사를 진행한 후 광덕시장을 

의인화한 코믹한 B급감성 픽션다큐멘터리.

제작: 도시기억탐사대_아마추어탐정단

전찬원, 이재은, 김해인, 백채린

뮤직비디오 <다 같이 돌자 남구 한 바퀴>: 1분

내용: 도시기억탐사대_도시멸종보고서팀에서 대명2동의

여러 소리를 채집하여 만든 재치 넘치는 뮤직비디오

원곡: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소리채집: 도시기억탐사대_도시멸종보고서팀

음악제작: 김효선

제작: 레인메이커

뮤직비디오 <대명동>: 2분 59초

내용: 제4회 대구를 노래하다의 대상수상작 ‘대명동’에 대명동의 

풍경을 배치한 뮤직비디오 

삽입곡: ‘대명동’ 조제해시(Josee Hash), 작사/작곡 김현우, 

보컬 김현아, 믹싱/마스터링 킹스타운

제작: 레인메이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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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광덕씨 남구에서 자유로 영업중> 레인메이커스 연출 / 2min 15sce / 2020



873872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사라진 광덕씨를 찾아서> 아마추어탐정단 연출 / 5min 8sce / 2020



875874 <다 같이 돌자 남구 한 바퀴> 레인메이커 연출 / 김효선 음악 / 1min / 2020 <대명동> 레인메이커 연출 / 삽입곡 대명동 / 2min 59sce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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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100분 영상물 프롤로그 및 부가영상

구성: 한상훈

제작: 레인메이커

사진촬영, 제공: 권상구, 문찬미, 한상훈

내레이션: 김인혜

내용: 100분, 30분 통합영상의 도입부에 들어가는 영상. 

남구기억도큐멘타,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에 대한 역사와 시민인식을 관련 사진과 

내레이션으로 쉽게 설명하는 프롤로그

100분 영상 프롤로그

 <시간의 켜를 기록하다 대구남구기억도큐멘타>

현재, 대구에는 200여 군데가 넘는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남구는 46군데가 진행 중이다. 1980년대에 진행된 대대적 

도시 정비 이후 대구는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개발은 새롭고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난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도시의 옛 동네를 무분별하게 철거하고, 주민들이 타의로 

이주하게 되는 양가적 면모를 띄고 있다.

2020년, 대구남구기억도큐멘타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남구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져 가는 남구의 모습과 마을형성과정, 

생활 이야기 등을 전문적인 조사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집·기록하고 

보존하여 ‘남구’라는 공간과 주민 삶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남구기억도큐멘타의 대상지는 이천동 문화지구, 대명2동 

명덕지구, 광덕시장, 총 3개소이다, 이 영상은 남구기억도큐멘타  중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한 도시기억탐사대, 기억캠프_기억현상소의 

진행 과정과 아카이브, 학술조사, 인문지리, 도시생활사, 

시각요소채집 등 전문가들의 활동을 기록하였으며, 각 동네별 미니 

다큐멘터리와 부수 영상물로 구성되어 있다.

4)

•

•

•

•

•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30분 영상 이천동 문화지구 프롤로그

 <이천동 梨泉洞, Icheon-dong>

대구시 남구 이천동은 대구천(신천으로 정비되기 전 대구 도심을 

경유했던 주요한 하천)이 형성한 자연부락이다. 1927년부터 학계의 

주도로 여섯 번에 걸쳐 고인돌을 발굴했는데, 이를 통해 청동기 

시대부터 이천동 일대에 사람이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천동의 순수 우리말 풀이는 ‘배나무 샘골’이다. 과거 수도산 

아래에는 배나무가 많았고, 그 밑에서 맑은 샘물이 솟았다.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큰 미나리꽝을 만들어 나눠 먹기도 했다고 한다.

재개발이 확정된 이천동 문화지구는 건들바위 네거리에서 

남구청 쪽 큰길과 안쪽 골목까지 너르게 분포한 고미술품거리로 

유명하다. 고문서, 그림, 도자기, 토기, 수석, 고가구수리점, 불교 물품 

등 다양한 품목을 거래하는 오십여 군데의 업소들이 1960년대부터 

성업 중이다.

그 외에도 이천동은 대구시민들에게 다양한 장소와 의미로 

기억되고 있다. 일본군 80연대 터였다가 해방 이후 미군부대로 바뀐 

캠프 헨리(Camp Henry)와 그 영향으로 형성된 미군부대 특색상권.

현재 지하철 3호선이 관통하는 민간신앙의 명소 건들바위. 

대구 최초의 수도시설 대봉배수지(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심 사찰 

서봉사가 자리 잡은 수도산. 학강미술관(과거 일본인 거상 마치다의 

별장)이 정상에 터를 잡은 마태산. 이천동 문화지구 일대는 이 같은 

곳으로 기억된다.

2020년, 현재 이천동 문화지구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36층, 911세대, 10개 

동 규모이다. 하루가 다르게 가옥과 상가, 골목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천동. 수많은 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녹아있던 도시의 옛 고향 

이천동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기록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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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영상 대명2동 명덕지구 프롤로그

 <대명동, 大明洞, Daemyeong-dong>

대명동(大明洞)이란 이름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思忠)이 고국을 그리며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열한 개 

동으로 나뉘어 구분할 정도로 너르고 복잡한 동네다. 그중에서 

재개발이 확정된 대명2동 명덕지구는 오르막과 내리막길, 굽이치는 

좁은 골목들 사이로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소박한 동네다. 인근의 경북예술고등학교와 계명대학교 예술대의 

영향권으로 예술 관련 상가들과 연습실이 즐비하다. 악기판매, 수리, 

장비임대, 음악교습소, 입시 미술학원, 무용 연습실, 사진 암실 등 

관련 상권이 들어서 있다.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담고, 시민들의 민주적 열망이 

가득했던 명덕로타리(현.명덕네거리). 80년대에 최루탄 냄새가 

요동쳤던 이곳은 세월이 지나 지하철과 지상철이 만나는 도시철도의 

환승역이 되었다. 계명네거리에서 이어지던 번화가와 유흥가 등 

상가들은 세월을 따라 소소한 상권으로 바뀌더니 어느새 문을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아졌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영선못은 거대한 농사용 저수지로 

활용되었고, 여름엔 수영과 낚시, 겨울엔 얼음지치기를 했던 

서민들의 놀이터였다. 이후 영선못이 있던 자리에는 영선시장과 

영선초등학교가 들어섰다. 골목 사이사이에 침투한 각진 원룸들, 

그 사이에 숨 쉬고 있는 구세군 교회와 가내수공업 공장, 구멍가게 

등…. 더디게 변해가던 대명2동은 언제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것만 같았다.

2020년, 대명2동 명덕지구는 지하 3층 지상 35층, 1,758세대, 

20개 동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이주권유와 명도소송으로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이어진다. 하루가 다르게 인적이 드물어지고, 황량하게 

변해가고 있는 대명2동의 골목골목마다 아쉬움이 흐른다.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녹아있던 대명2동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기록을 시작하였다.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보병80연대관사_대구옥촌토산부발행_saiyokokansiya taiko / (사)시간과공간연구소※

※ 1981년 주한미군거리청소 - 이천동봉덕동 – 대구공보 / (사)시간과공간연구소



881880

대구상수도배수지 / (사)시간과공간연구소

캠프조지가 된 일제강점기 공설운동장. 

뒤에 보이는 건물은 일본군 군인을 기리는 충령탑 / (사)시간과공간연구소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

※

대구 미8군이 마련한 부대주변 

대명동 노인초청 경로잔치에서 

갓을 쓴 한 노인이 당구를 치고 

있다. (1964.11.8.권정호) / 

(사)시간과공간연구소

대구 이천동 제4구 제3호 지석묘 측면 Ⓒ국립중앙박물관

※

2000년대 초반의 캠프헨리 건너편의 골동품상 / 

(사)시간과공간연구소

※

※



883882

대구 이천동 제4구 제3호 지석묘 Ⓒ국립중앙박물관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



885884 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



887886

6.10민주항쟁 당시의 명덕네거리. Ⓒ대구참여연대※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1924년 동아일보는 달성공원과 함께 

영선지(靈仙池)를 대구의 대표적 명승지로 

소개했다. Ⓒ동아일보

최계복 사진집 <령선못의 봄> 표지. 

1933년 영선못의 풍경. Ⓒ최계복

1938년 영남체육회가 주최한 빙상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영선못 빙판을 질주하고 있다. 

Ⓒ동아일보

※

※

※



889888 각 영상 리스트(내용, 사진 등)남구기억도큐멘타의 영상기록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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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남구기억아카이브사업개요.pdf
	2_넌텍스트레코드.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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