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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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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 도립대구병원(사적 제443호, 약 315m 이격),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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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문화재 대구 삼덕동 149-73번지 유적(약 80m 이격), 대구 삼덕동 188-1번지 유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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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내
■ 유적 있음
□ 유적 없음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없음.
지상문화재
신규
없음.
기존
조사지역 전체 범위가 ‘대구 신천변 유적’에 포함됨.
매장문화재
신규
없음.
기존
없음.
건축물
신규
없음.
기존
없음.
민속자료
신규
없음.
조사결과, 조사지역 전체범위가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Ⅰ」에 등재된 ‘대구 신
천변 유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사지역내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
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지역 주변에는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적들이
발굴조사 되었거나 확인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 ‘대구 삼덕동 149-73번지 유적’, 북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지석묘
‘, 남서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66번지 유적’, 남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88-1번지 유
조사 기관
적’, ‘대구 대봉동 지석묘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조사지역 주변부에서는 다양한 유적
종합 의견
이 확인되어 본 조사지역에도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조사지역내에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본 조사
지역내에 유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조사지역에 대해
서는 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 표본조사(2,525.3㎡)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 유무 및 분
포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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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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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삼덕동2가 149-28(삼덕교회)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대구 삼덕동2가 149-28번지(삼덕교회)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대구 삼덕동2가 149-28번지(삼덕교회)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 조사경위
이번 조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삼덕교회가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149-28번지에 추진하는
종교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
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의거 문화재의 분포유무를 확인하고
자 우리 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149-28번지
○ 조사면적 : 2,525.3㎡(약 764평)
○ 조사기간 : 2018년 5월 29일 ~ 2018년 6월 4일(총 7일)
(사전조사 0.1일, 현장조사 1.0일, 정리 및 분석 0.1일, 보고서작성 0.1일)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김 창 억(세종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 조사원 : 진 성 섭(세종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조

사

원 : 서 경 민(세종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 준 조 사 원 : 최 유 라(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 조사의뢰기관 : 대한예수교장로회 삼덕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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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의 2개 시(영천시, 경산시)와 5개 군(칠곡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및 경상남도의 창녕군과 접하고 있다. 동으로는 경산시 와촌면･하양읍･압
량면･남천면, 서로는 고령군 우곡면･개진면･성산면･다산면, 성주군 선남면･용암면과 경계하고, 남
으로는 청도군 이서면･각북면, 창녕군 성산면･대합면, 북으로는 칠곡군 지천면･동명면, 군위군 부
계면, 영천시 신령면･청통면과 각기 접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8°28′1
4″～128°45′50″, 북위 35°46′05″～36°00′49″까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총면적 884.15㎢, 인구
2,484,557명(2016.12.31 현재, 외국인 미포함)이며, 7區 1郡 3邑 6面 134洞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는 지형적으로 영남지방 내륙 중앙부에 이중의 분지를 이루고 있는 대구분지 중앙에 위치
하고 있다. 북쪽과 남쪽에 1000m를 넘는 산지(八空山, 琵瑟山)가 형성되어 있고, 중앙에는 洛東
江의 대지류인 琴湖江과 그 지류인 新川이 이루는 沖積平野와 浸蝕低地가 넓게 이루어져 있다.
대구분지는 현재 대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남쪽은 大德山(584m), 앞산(660m), 山城
山(653m), 法尼山(334m), 龍池山(634m)등에 의하여 경계되고, 동쪽은 지산동, 황금동, 만촌동의
동쪽을 연하여 형성된 낮은 동부구릉지로 池山(211m), 頭里峰(217m), 母峰(150m), 兄弟峰(190m)
등의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다. 북동쪽에는 팔공산괴의 환상산맥인 능천산(476m), 龍巖山(381m),
門巖山(431m), 鷹峰(507m), 鷹蟹山(516m), 道德山(660m) 그리고 북서쪽은 도덕산에서 函芝山
(284m)에 이르는 낮은 산맥으로, 서쪽은 臥龍山(299m)에 의해 막혀진다. 대구는 이와 같이 이중
분지 안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가 매우 대륙성이어서 한서의 차이가 심하다.
대구분지의 분지상에 해당하는 중앙저지는 충적평야와 침식저지로 이루어져 있다. 충적평야는
중앙저지의 북부를 동서로 관류하는 금호강 범람원과 남부산지에서 발원하여 중앙저지를 동서로
이분하면서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과 ‘T’자 모양으로 합류되는 신천의 범람원이 주를 이루고, 칠곡
의 八溪川과 월배의 辰泉川 중･하류부에서 상당히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침식저지는
신천범람원에 의해서 동서로 이분되어 동쪽은 東部丘陵地, 東部浸蝕低地로 나누어지고, 서쪽은
西部浸蝕低地와 臥龍山丘陵地로 나누어진다. 동부구릉지는 지산동, 황금동, 이천동, 연호동, 시지
동, 매호동, 고모동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고, 두리봉(215m), 모봉(151m), 형제봉(195m) 등의
낮은 봉우리와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사이에 좁은 谷地가 형성되어 있다. 동부침식저
지는 효목동, 신천동, 신암동, 만촌동, 복현동, 산격동 지역으로 표고 50～60m 전후의 波浪狀의
기상을 갖는 침식저지이다. 다만 신천의 합류점 부근의 燕岩山(128m), 砧山(120m)이 경암인 빈암
으로 되어 있어 殘丘性 丘陵地를 이룬다. 이들 침식저지는 얕은 開析谷에 의해 침식을 받고 있다.
1) 대구광역시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大邱廣域市‧(財)嶺南文化財硏究院,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Ⅰ(中‧東‧西‧南‧北‧壽城‧達西區)-』.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 『大邱市史 第一卷(通史)』.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일반현황 일부 인용.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6, 『대구 동문동 14-5번지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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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침식저지는 신천범람원 서측에서 와룡산지 동록까지 넓게 형성되어 있고, 대명동, 남산동, 대
신동, 비산동, 성당동, 내당동, 중리동, 이현동 등이 해당된다.
조사지역이 속하는 중구는 대구광역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동쪽은 신천을 경계로 동구와 수성
구, 서쪽은 서구와 달서구, 북쪽은 북구와 접해 있다. 지형은 중심부는 현재 대체적으로 완만한
평탄지를 이루고 있으나 남쪽과 남서쪽이 높고 북쪽과 서북쪽이 낮은데, 이는 현재의 신천과 과
거의 대구천 등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에 유입되는 대구 중심지의 충적지형적 특성이
다.
조사지역은 1917년 지형도를 살펴보면, 옛 대구형무소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도로를 따라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1937년 지형도에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논으로
이용되었던 곳에는 건물들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관내 대부분은 대구광역시의 중심 도
심으로 상업・사무시설이 조밀하게 조성되어 있다.

2. 고고‧역사적 환경2)
대구광역시는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으로 둘러싸인 평야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살기 좋은 자
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인간의 거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성동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인 좀돌날석기가 발견되어 대략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
터 사람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대구 상동지석묘유적의 교란층에서 출토된 태선문 빗살무늬 토기편과 서변
동 신석기시대 집석유구와 빗살무늬토기의 발견으로 대구지역에도 신석기 유적이 있었음이 명백
히 입증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대구광역시 관내 전반에 걸쳐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월성동, 팔달동, 송
현동, 서변동, 상동, 동천동 등지에서 확인되고, 동천동유적에서는 경작유구도 확인된 바 있다.
이로 청동시대의 생활상 및 생업유형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는 대구의 청동
기 유물은 국보 137호인 비산동의 청동검을 비롯하여 신천동과 만촌동, 서변동 등 대구지역 전
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청동기시대 무덤인 지석묘가 해방 전까지는 대구역 부근, 달성공원 부근
을 비롯하여 동남쪽으로는 봉산동, 대봉동에서부터 수성들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나 시가지의 확장
으로 지금은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다.
삼한시대의 대구는 弁辰 24국 가운데 한 나라로 발전해 왔을 것으로 보이고, 대구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정치체는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그 후 신라에 의해 일정한 재편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은 『三國史記』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최소한 5개의 정치체가 대구를 이루고 있었다. 8세기 당시 郡의 중심지가 위치하고 있었
2) Ⅱ-2장의 내용은 大邱廣域市・(財)嶺南文化財硏究院,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Ⅰ(中‧東‧西‧南‧北‧壽城‧達西區)』과 해
당 구청의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하여 편집하였다.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 『大邱市史 第一卷(通史)』.
大邱廣域市⋅(財)嶺南文化財硏究院,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Ⅰ(中․東․西․南․北․壽城․達西區)-』.
한글학회, 2006, 『한국지명총람 5-경북편Ⅰ』.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6, 『대구 동문동 14-5번지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3

대구 삼덕동2가 149-28번지(삼덕교회)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던 신천상류지역의 위화, 신천 중하류지역 일대, 즉 오늘날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達
句伐, 원래 칠곡군 칠곡면이었으나 대구시 북구의 일부로 편입된 八居里, 달성군 다사면 일대로
비정되는 多斯只, 현재 달성군 화원읍일대의 舌火里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중 위화는 달구벌
에서 분리된 별도의 행정거점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삼국시대 대구를 구성했던 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결국 삼국시대 대구는 달구벌, 팔거리, 다사지, 설화 등 크게 4개의 정치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문헌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 즉 고분군의 분포를 통해서도 추정
할 수 있는데, 이들 4개의 정치체는 각각의 고분군을 남기고 있다. 달구벌과 달성고분군, 팔거리
와 구암동고분군, 다사지와 죽곡동고분군, 설화와 화원 성산동고분군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규
모나 수량, 부장품의 내용 등에서 중심 집단은 달성고분군을 축조한 달구벌 세력이라 할 수 있
다. 즉 대구사회는 달구벌을 중심으로 하고 팔거리, 다사지, 설화 등을 그 소속집단으로 하는 정
치세력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고려시대 대구지역은 후삼국시대 신라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인식되어 후
백제와 고려의 각축장이 되었으나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그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고려
초기 대구지역은 壽城郡, 大丘縣, 解顔顯으로 나뉘어서, 수성군이 대구현을 거느리고, 해안현은
獐山郡(지금의 경산)에 소속되어 있었다. 1018년(현종 18) 전국적으로 군현이 재편되면서 수성군
과 해안현은 동경(지금의 경주)의 속군·속현이 되었고, 대구현은 京山府 14속현의 하나로 편입되
었다. 이때까지도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향리층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뒤 100여년이 지난 1143년(인종 21) 대구현이 縣令官으로 승격되면서 인근의 화원현과 하빈
현을 속읍으로 포함하여 그 영역이 상당히 커졌다. 12세기 무신집권기에 대구 부근의 청도, 밀
양, 경주 등에서 농민들의 항쟁이 발발하자, 대구는 이를 진압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었다. 그 후
몽고침입기에는 팔공산 부인사가 대장경판과 더불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지고, 몽고의
5차 침입 때는 대구지역 백성들이 공산성에 들어가 끝까지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 후 고려 말 왜
구의 약탈이 시작되면서 대구도 2∼3차례 걸쳐 피해를 입었다.
조선이 세워진 후 비옥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대구는 농업의 중심지로서 인구가 점차 증가
하였고, 1394년(태조 3)에 대구현이 수성현과 해안현을 영속하여 확장 발전됨에 따라 1419년(세
종 1)에는 대구군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교육활동이 활발해졌고, 1448년
(세종 30)에는 복지제도인 社倉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험 실시되어 성공하자 전국적으로 확대
되기도 하였다. 1466년(세조 12)에는 도호부로 승격되어 영남내륙 교통의 요지, 군사적 중심지로
서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고, 1601년(선조 34)에는 경상도 감영을 대구부에 이전 설치하면서
경산현, 하양현, 화원현을 포괄하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다. 1895년 8도를 대신하여 전국을 23부
로 개편하게 되는데, 경상도가 대구부, 안동부, 진주부, 동래부 등 4개의 부로 분할되면서 대구부
는 경상도 전역을 관할하던 감영소재지에서 대구군 등 대구부 예하 23개 군을 관할하는 부청 소
재지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얼마 시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인 1896년에는 다시 전국을
13도로 재편하였는데, 이 때 대구는 대구군 등 경상북도 예하 41개 군을 관할하는 도청소재지로
서의 기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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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갑오개혁(1894년)때까지 경상도 감영 소재지로서 영남지방의 중추기능을 계속하여 수행
하였고, 1895년 道제도는 폐지되고 중앙에서 전국 23부를 바로 관할하게 되어 大邱府 관할의 大
邱郡으로 개칭되었으나 부청 소재지로서 그 관할구역과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다. 1914년에는 다
시 부제를 실시하였으나 시가지 일대만 대구부로 독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달성군으로 편제되
었다. 일제의 침입이 시작되면서 대구는 항일저항운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근대적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 하였다.
1907년에는 대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이 중심이 되어 일제의 침략으로 기울어져가는 국권을
금연, 금주, 절미로 되찾으려는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큰 호
응을 얻었다. 또한 1915년 서상일 등은 영남지방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
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는데, 이 단체는 3.1만세운동에서 대구지역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7년
에는 신간회 대구지회가 조직되어 민족항쟁의 본거지로서 그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대구는 해외 귀환 동포의 정착과 월남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대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9년에는 大邱市로 개칭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
시에는 낙동강 방어 작전의 최후 보루도시로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에 길이 남을 대구 방어전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심화되고 있을 때,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은
2. 28학생의거를 일으켜 반독재투쟁을 전개하였다. 1981년 달성군의 월배, 성서, 공산면, 칠곡군
의 칠곡읍, 경산군의 안심읍 등을 편입하여 직할시로 승격하였고, 1988년에는 달서구가 신설되어
7구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되다. 1995년 1월에는 대구광역시로 개칭하였다. 1995년 3월에는 7구
1군으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구역이 속한 중구는 선사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사람이 생활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중구지역이 신천 범람원의 서안에 형성된 충적평야에 위치하고 있고, 과거 대구천의 유적의 주된
충적지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舊)대구상업고등학교가 자리하던 곳에서 확인된
대봉동 마을 유적3),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내 지석묘, 삼덕동지석묘, 동문동지석묘,
교동지석묘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현재 대부분 남아 있지 않으나, 기왕에 수 차례에 걸쳐 조사
‧보고된 바 있다4). 이외에도 인근에는 칠성동지석묘, 침산・연암산유적 등의 선사유적과, 달성토
성, 달성고분군, 대명동고분군 등의 고대유적이 분포한다. 한편, 최근에는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
성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대구읍성의 북성 체성부의 기저부 일부와 배수구 1기가 조사
되어 ‘대구읍성’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5).
조사지역의 주변유적을 살펴보면, 반경 500m내에 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
‘대구 삼덕동 149-73번지 유적’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대구 중구 봉산동 2-3번지 일원 근생시
설 신축부지내 유적’이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시도유형문화재 제48호)’,
‘대구 대봉동 60-10유적’이 위치한다. 남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88-1번지 유적’, ‘구 대구사범
학교 본관과 강당(등록문화재 제5호)’, ‘대구 대봉동 지석묘’, ‘대구 중구 대봉동 21-7번지 유적’
3)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大邱 大鳳洞 마을遺蹟』.
4) 경북대학교박물관, 1990, 『大邱의 文化遺蹟-先史⋅古代』.
경북대학교박물관, 1991, 『大邱 大鳳洞 支石墓』.
5)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5,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부지(북성로 구간)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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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하고, 남서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66번지 유적’, ‘대구 봉산동 185-4번지 유적’이 위한
다. 북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지석묘’, ‘구 도립대구병원(사적 제443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사적 제442호)’가 위치하고, 북서쪽으로는 ‘대구 중구 공평동 68번지 유적’, ‘대구 중구 공평동
25-11번지 제2종 근생건립부지내 유적’ 등이 위치하고 있다.

Ⅲ. 조사내용
1. 문헌조사
1) 주변지역의 문화재 현황6)
조사지역내에는 지정문화재가 없고, 기왕의 보고 자료를 통해서 본 조사지역 주변지역의 문화
재 현황은 <표 1>과 같다(도면 1~3 참조).
<표 1> 주변 문화유적 현황
유적
번호

유 적 명

행정구역

시대

유적성격

조사지역
포함
북동쪽
약 70m

1

대구 신천변 유적

중구, 남구, 수성구 일대

신석기~근대

선사분묘

2

대구 삼덕동 지석묘

중구 삼덕동2가 28-1

청동기시대

선사분묘

3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
중구 삼덕동2가 149-72번지
(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청동기시대

수혈,
주혈

동쪽
약 80m

4

대구 삼덕동 149-73번지 유적
중구 삼덕동2가 149-73번지
(세종문화재연구원, 2010)

청동기시대

수혈,
주혈

동쪽
약 80m

5

대구 삼덕동 166번지 유적
(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6

대구 삼덕동 188-1번지 유적 중구 삼덕동2가 188-1외 1필 청동기시대,
(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지
조선시대

선사분묘,
생활유적

남동쪽
약 140m

7

구 도립대구병원
(사적 제443호)

근대/
일제강점기

근대건축

북동쪽
약 315m

8

대구 중구 공평동 68번지 유적
중구 공평동 68번지 일원
(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청동기시대,
조선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북서쪽
약 340m

9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사적 제442호)

근대/
일제강점기

근대건축

북동쪽
약 370m

10

대구 중구 공평동 25-11번지
제2종 근생건립부지내 유적
중구 공평동 25-11번지 일원
(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고려,
조선시대

건물지,
수혈,
수혈주거
지, 구

북서쪽
약 470m

중구 삼덕동2가 166번지 일
수혈, 구,
청동기, 근대
원
집수장

중구 삼덕동2가 50번지

중구 동인동2가 101번지

6) 大邱廣域市・(財)嶺南文化財硏究院,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Ⅰ(中‧東‧西‧南‧北‧壽城‧達西區)』.
문화재 GIS인트라넷 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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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 중구 봉산동 2-3번지 일
원 근생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중구 봉산동 2-3번지 일원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서쪽
약 410m

12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
중구 대봉동 60-18번지
(등록문화재 제5호)

근대/
일제강점기

근대건축

남동쪽
약 250m

13

대구 대봉동 지석묘①

청동기시대

선사분묘

남동쪽
약 265m

14

대구 중구 대봉동 21-7번지
중구 대봉동 21-7번지 일원
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

남동쪽
약 375m

15

대구 봉산동 185-4번지 유적
중구 봉산동 185-4번지 일원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청동기시대

주거지,
집석유구

남서쪽
약 355m

16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
(시도유형문화재 제48호)

근대/
일제강점기

근대건축

남쪽
약 380m

17

대구 대봉동 60-10유적
중구 대봉동 60-10번지 일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남쪽
약 325m

중구 대봉동 44, 55 일대

중구 대봉동 60-10번지

① 대구 신천변 유적7)
지금의 대구시 중심 지역은 지형적으로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신천을 범람원
으로 하여 형성된 분지이다. 신천의 양안은 자연제방과 배후의 넓은 범람원을 형성하고 있어 생
활공간으로 좋은 자연적 조건을 이루었다. 실제로 신천변을 따라 위치한 파동, 상동, 두산동, 대
봉동, 칠성동 일대에는 지석묘가 조사·보고되었고, 현 경상감영공원을 중심으로 축조된 조선시대
대구읍성 등 다종다양한 유구들이 분포하고 있다.
② 대구 삼덕동 지석묘8)
유적의 위치는 대구 시내의 삼덕소방서 맞은편 골목을 따라 100m 정도 가면 좌측 편에 觀音
寺라는 절이 위치하며, 그 주변 舊 道廳官舍 자리에 있었다고 전한다. 도청관사는 현 관음사라는
절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 현재 관음사 동편 28-2번지에 1932년 일본인이 관사로 사용한 주택을
해방 후 헐어 버리고 신축한 양옥이 있다. 이 집 마당에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암괴 2∼3개
가 있었다 하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대구 삼덕동2가 149-72번지 유적9)
조사지는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149-72번지로, 반월당네거리에서 달구벌대
로를 따라 동으로 870m 가량 가다가 동덕로를 따라 북으로 약 500m 가면 좌측 편에 보이는 진
석타워 북서쪽 인근에 위치한다. 조사지 주변의 하천으로는 신천과 대구천이 있다. 조사결과, 청
7)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大邱의 文化遺蹟-先史, 古代』.
大邱廣域市中區, 1998, 『慶尙監營四百年史』.
嶺南大學校博物館, 2002, 『大邱 梨泉洞 支石墓-大鳳洞 第5區 支石墓의 再發掘 調査報告-』.
8)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大邱의 文化遺蹟-先史, 古代』.
9)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1,『대구 삼덕동 188-1번지유적,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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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시대 수혈유구 2기, 주혈 12기 등 모두 1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홍도구연부편, 무
문토기 구연부, 무문토기 저부, 파수, 방추차, 어망추 등 12점이 출토되었다.
④ 대구 삼덕동 166번지 유적10)
유적은 대구분지의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 43.7~44.1m 선상에서 조사되었다. 이곳은 대구 신천
변 유적의 전체 길이 4㎞에서 2.8㎞ 지점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부석유구·
구, 근대 집수장, 시대미상의 수혈 등 모두 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 호·
무문토기 발 등 15점의 토기류와 박편·미완성석기 2점의 석기류를 합해 모두 17점이 출토되었
다. 본 유적의 조성 시기는 출토유물로 보면 청동기시대 전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⑤ 대구 삼덕동 188-1번지 유적11)
조사지역은 반원당네거리에서 달구벌대로를 따라 동으로 870m 가량 가다가 동덕로를 따라 북
으로 120m 가면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후문이 나온다. 조사지는 치의학전문대학원 후문
의 남편에 접해있으며, 대구시청에서 6시 방향으로 800m 떨어져 있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
거지 5동, 수혈유구 3기, 부석유구 1기, 석관묘 3기, 조선시대이후 수혈유구 2기, 우물 1기, 목곽
시설 1기 등 총 1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하순형육뉴부발형토기, 돌대문토기, 이중구연
토기, 어망추 등 토도류와 삼각형만입석촉, 유경식석촉 등 석기류를 포함하여 총 44점이 출토되
었다.
⑥ 구 도립대구병원12)
도립대구의원은 1910년 9월 관립 대구자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대구부 동문동에 창립되었다.
그 후 1928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현재의 위치인 삼덕동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1952
년부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관은 북향하여 동서로 길게 배치된
르네상스풍의 벽돌조 2층 건물로 정면 중앙부의 현관 베란다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
다. 평면은 ‘L’자형의 가운데 복도를 두고 각 실을 남쪽과 북쪽에 배치하였다. 외관은 정면 중앙
에 현관 베란다를 두고, 그 위에 사각 탑을 설치하였으며, 벽면은 화강석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창문 한 쌍을 단위로 붙임기둥을 세워 벽면을 수직분할 하였다.
⑦ 대구 중구 공평동 68번지 유적13)
조사대상지는 신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신천변 유적 내에 포함된다. 조사대상지는 현재 대
구시가지의 중심부인 상가 밀집 지역으로 원지형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해발 42.6m 선
10)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대구 삼덕2가 166번지 일원 건물 신축부지 내 대구 삼덕동 166번지 유적』.
11)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12) 대구광역시·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2002, 『대구의 고건축』.
大邱直轄市·嶺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8, 『大邱地域近代建築物調査報告書』.
大邱廣域市中區, 1998, 『慶尙監營四百年史』.
13)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대구 공평동 68번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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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위치하며 기존 건물지의 상수도, 하수도 및 정화조 등의 굴착으로 인해 원지형이 크게 훼손
된 상태였다. 조사대상지의 주변으로는 대구 공평동 지석묘, 대구 동문동 지석묘 1, 대구 동문동
지석묘 2, 대구 삼덕동 지석묘, 대구 완전동 1-74번지 근생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대구 중구 동
문동 38-6번지 유적 등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내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5동과 조선 시대의 수혈 유구 3기가 확인되었
고, 단사선문즐문 토기 편, 구순각목문 토기 호·발 등 토기류와 석검, 석촉 등 석기류 등 총 100
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⑧ 대구 중구 공평동 25-11번지 제2종 근생건립부지 내 유적14)
조사대상지는 신천과 구 대구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로 대구 신천변유적 내의 북서쪽에 해당
하며 해발 42m 선상으로 근대 이후의 건축물 등으로 인해 원지형이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대구
분지의 수계는 서쪽에 시계를 이루는 낙동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지류인 금호강이 북쪽을 동-서
로 흐른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에서 고려시대 말∼조선시대 전기의 건물지 1기, 수혈 2기와 조
선시대 후기의 수혈주거지 2동, 수혈 5기, 구 1기 등 모두 1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청
자발, 상감청자발, 분청사기저부, 백자저부편, 경질토기편, 옹기편, 어골문과 복합문이 타날된 기
와편 등 모두 34점이 출토되었다.
⑨ 대구 중구 봉산동 2-3번지 일원 근생시설 신축부지내 유적15)
조사대상지는 대구분지의 중심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천과 대구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충적 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는 대구시가지의 중심부인 상가밀집 지역으로, 해발 46.1m의 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500m 떨어져 대구 삼덕동 지석묘가 있
고, 북동쪽의 태평로·칠성동·교동·동문동 지석묘 1·2, 남동쪽으로 대봉동 지석묘 1, 이천동 지석
묘 1~5가 위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내에서 청동기시대 장방형 주거지 1동과 수혈 유
구 1기 등 모두 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구순각목문토기발, 호, 홍도 등 토기류 33점과 석거,
박편 등 석기류 7점으로 총 40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⑩ 대구 대봉동 지석묘①16)
경북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본관 북동편 마당에 위치한다. 『대구부사』에는 경대사대부고 뒤편
에 2기, 교정에 3기의 지석묘가 있었는데 학교현관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봉동 60-19
번지인 사대부고 정원석으로 이용되고 있는 암괴 몇 개는 이곳에 있던 지석묘의 상석일 것으로
추정된다.

14)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대구 중구 공평동 25-11번지 제2종근생시설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15)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대구 중구 봉산동 2-3번지 유적』.
16)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大邱의 文化遺蹟-先史, 古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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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유래17)
1)중-구(中區)【구】대구시 5구(區)의 하나. 1963년 1월 구제(區制) 실시에 의하여, 이 지역이 대
구시 중심지(中心)가 되므로 중구라 하여 동인동 1가(東仁洞 一街), 2가, 3가, 4가, 삼덕동 1가
(三德洞一街), 2가, 3가, 봉산동(鳳山洞), 동문동(東門洞), 문화동(文化洞), 공평동(公平洞), 동성로
1가(東城路一街), 2가, 3가, 태평로 1가(太平路一街), 2가, 교동(校洞) 용덕동(龍德洞), 상덕동(尙
德洞), 상서동(上西洞), 하서동(下西洞), 수동(壽洞), 남성로(南城路), 계산동(桂山洞一街), 2가, 동
산동(東山洞), 서문로 1가(西門路一街), 2가, 서성로 1가(西城路一街), 2가, 장관동(壯觀洞), 덕산
동(德山洞), 종로 1가(鐘路一街). 2가, 사일동(射一洞), 동일동(東一洞), 남일동(南一洞), 전동(前
洞), 포정동(布政洞), 서내동(西內), 북내동(北內洞), 대안동(大安洞). 북성로 1가(北城路一街), 2
가, 화전동(華田洞), 향촌동(香村洞), 도원동(桃園洞), 수창동(壽昌洞), 인교동(仁橋洞), 서야동(西
也洞), 시장북로(市場北路), 대신동(大新洞), 달성동(達城洞)의 54개 동을 관할하다가, 1966년 행
정 구역 변경에 의하여 북구(北區)의 태평로 3가(太平路三街)를 편입하는 동시에, 동인동 1가, 2
가를 합하여 동인 3가동으로, 동인동 3가를 동인 3가동으로, 동인동 4가를 동인 4가동으로, 삼덕
동 1가, 2가를 삼덕 1, 2가동으로, 동문동, 문지동, 공평동, 동성로 2가, 태평로 1가, 교동, 용덕
동, 상덕동, 완전동을 합하여 동성구동으로, 상서동, 하서동, 수동, 남성로, 계산동 1가, 2가, 동
산동, 서문로 2가, 서성로 2가, 장관동을 합하여 남성구동으로, 덕산동, 종로 1가, 2가, 사일동,
동일동, 남일동, 전동, 동성로 3가를 합하여 종로구동으로, 포정동, 서문로 1가, 서내동, 북내동,
북성로 2가, 대안동, 동성로 1가, 태평로 2가, 북성로 1가, 화전동, 향촌동을 합하여 북성구동으
로, 도원동, 수창동, 태평로 3가, 인교동, 서야동, 서성로 1가, 시장 북로를 합하여 서성구동으로
하고, 봉산동, 대신동, 달성동의 3개 동은 그대로 동회로 해서, 현재 13개 동회, 55개동, 1,608개
반이 됨, 동쪽은 동구, 남쪽은 남구, 서쪽은 서구, 북쪽은 북구에 닿음.
2) 삼덕동2가(三德洞二街)【동】본래 대구부 동상면의 지역으로서 주로 논이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남성리, 신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삼립정이라 하였다가, 1946년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덕산동의 일부를 편입해서 삼덕동 2가로 고침.
○관음사-관음선불원(觀音寺觀音禪佛院)【절】 삼덕동 2가 서북쪽에 있는 절.
처음에는 관음선불원이라 하였는데, 1945년 10월에 중 배동예(裵東藝)가 접수하여 관음사로
고침.
○남성-골(남성리)【마을】⇨덕산동의 “남성골”.
○남성-리(南城里)【마을】→남성골.
○동덕-국민학교(同德國民學校)【학교】삼덕동 2가에 있는 국민학교.
○새-마[신동]【마을】⇨삼덕동 1가의 “새마”.
○신-동(新洞)【마을】→새마.

17) 한글학회, 2005, 『한국지명총람 5-경북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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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1) 조사지역 현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149-28번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삼덕교회
에서 추진하는 종교시설 건립부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대구광역시역내 도심지에 위치하는데, 대구시청에서 남서쪽으로 57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북쪽으로 약 210m 떨어져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남동쪽으로 약
120m 떨어져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서쪽으로 약 40m 떨어져 남-북 방향의 공평로가 인접하
고, 주변에는 각종 상가와 숙박시설,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공지로 남아있고, 해발고도는 45m이다.
현장조사 착수 전에 먼저 기본적인 각종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통한 조사지역 주변의 지형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지역에 관한 자연, 문화 환경이나 역사, 기존에 조사되
어 있는 문화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고, 역사, 민속, 인문 지리, 지질 등에 관한 문헌을 수집·분
석하였다. 이와 함께 참고문헌에서 파악한 문화재의 위치와 그 범위를 지형도에 표시하였다. 현
장조사 시 지표상에 노출된 자료는 유적과 유물, 민속, 역사, 보호수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문화재의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필요시 마다 사진촬영을 통해 조사지
역의 현황을 기록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전언을 적극 참고하여 현장조사에 반영하였다. 현장조
사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 당시 조사지역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상태로, 지표면에서 원지형은 거의 확인되지 않
기 때문에 문화재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대구 신천변 유
적’내에 위치하고, 주변에서는 다양한 유적들이 발굴조사 되었거나 확인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유
적으로는 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 ‘대구 삼덕동 149-73번지 유적’, 북동쪽으
로는 ’대구 삼덕동 지석묘‘, 남서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66번지 유적’, 남동쪽으로는 ‘대구 삼덕
동 188-1번지 유적’, ‘대구 대봉동 지석묘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조사지역 주변부에는 청동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도면 1~3).
조사결과, 조사지역내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
사지역 전체범위가 『문화유적분포지도-대구광역시Ⅰ』에 등재되어 있는 ‘대구 신천변 유적’내에
포함되어 있고, 주변지역에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본 조사지역에도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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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번 조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삼덕교회가 대구 중구 삼덕동2가 149-28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종교시설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조사에 대한 결과 및 조사단 의견은 다음과 같
다.
조사지역은 대구광역시역내 도심지에 위치하는데, 대구시청에서 남서쪽으로 57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북쪽으로 약 210m 떨어져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남동쪽으로 약
120m 떨어져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서쪽으로 약 40m 떨어져 남-북 방향의 공평로가 인접하
고, 주변에는 각종 상가와 숙박시설,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공지로 남아있고, 해발고도는 45m이다.
현장조사 당시 조사지역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상태로, 지표면에서 원지형은 거의 확인되지 않
기 때문에 문화재와 관련되는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지역은 ‘대구 신천변
유적’내에 위치하고, 주변에서는 다양한 유적들이 발굴조사 되었거나 확인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 ‘대구 삼덕동 149-73번지 유적’, 북동쪽
으로는 ’대구 삼덕동 지석묘‘, 남서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66번지 유적’, 남동쪽으로는 ‘대구 삼
덕동 188-1번지 유적’, ‘대구 대봉동 지석묘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조사지역 주변부에는 청동
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내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
사지역이 『문화유적분포지도-대구광역시Ⅰ』에 등재되어 있는 ‘대구 신천변 유적’내에 포함되고,
동쪽으로 인접한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
와 유물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본 조사지역에도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조사결과와 같이, 조사지역내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지역은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Ⅰ」에 등재된 ‘대구 신천변 유적’에 포함되
어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 주변부에는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적들이 발굴조사
되었거나 확인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
‘대구 삼덕동 149-73번지 유적’, 북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지석묘‘, 남서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66번지 유적’, 남동쪽으로는 ‘대구 삼덕동 188-1번지 유적’, ‘대구 대봉동 지석묘①’ 등이 있다.
특히, 조사지역의 동쪽으로 인접한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에서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조사지역에도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다. 하지만 기존 건물의 축조로 인하여 문화층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현 지표조사에서도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본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문화재 표본조사
(2,525.3㎡)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 유무 및 분포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
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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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표조사결과 현황
조사기관
문화유적
분포지도

유적
번호

유적이름

1
대구 신천변
(기존)
유적

행정구역
(주소)

면적(㎡) 유적 성격 조사기관 의견

대구광역시 중구
약
선사분묘
삼덕동2가 149-28번지 328,800

표본조사
(2,525.3㎡)

비고
조사지역
포함

Ⅴ. 참고자료
○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 조사지역 위치 및 지형도
○ 조사지역 지형분류도
○ 조사지역 정밀토양도
○ 조사지역 지질도
○ 현황사진

(재 )세 종 문 화 재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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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14

, 2014년)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①(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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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 1917년)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②(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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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16

, 1937년)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③(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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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 위치 및 지형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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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18

) 위치 및 표본조사 대상범위(

)도(S=1/1,000)

➛:사진촬영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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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 정밀토양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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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20

) 지형분류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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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사지역(○) 지질도(S=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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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조사지역(

22

) 지질도(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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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 항공사진(S=1/5,000)

출처 :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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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 북서쪽 전경(북서→남동)

사진 3. 조사지역 북동쪽 전경(북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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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지역 남동쪽 전경(남동→북서)

사진 5. 조사지역 남서쪽 전경(남서→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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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조사지역내 북서쪽 전경①(북서→남동) 사진 7. 조사지역내 북서쪽 전경②(동→서)

사진 8. 조사지역내 북쪽 중앙부 전경(북→남)

사진 9. 조사지역내 북동쪽 전경①(서→동)

사진 10. 조사지역내 북동쪽 전경②(북동→남서) 사진 11. 조사지역내 북동쪽 전경③(남→북)

사진 12. 조사지역내 중앙부 전경①(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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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조사지역내 남동쪽 전경①(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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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조사지역내 남동쪽 전경②(남동→북서) 사진 15. 조사지역내 남동쪽 전경③(서→동)

사진 16. 조사지역내 남쪽 중앙부 전경(남→북) 사진 17. 조사지역내 남서쪽 전경①(동→서)

사진 18. 조사지역내 남서쪽 전경②(남서→북동) 사진 19. 조사지역내 남서쪽 전경③(북→남)

사진 20. 조사지역내 중앙부 전경②(서→동)

사진 21. 조사지역내 북서쪽 전경③(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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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주변유적 – 3호 주거지 전경(삼한문화재연구원, 대구 삼덕동 149-72번지 유적, 2011)

사진 23. 주변유적 - 구 도립대구병원(사적 제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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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