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복지한마당

특별행사

•주민장난감 나눔 바자회 [4. 27(토)]

•119 이동안전차량 체험 [4.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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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어울림마당

무대행사

가족뮤지컬 <빨간모자와 늑대>

4. 27(토) 14시, 15시 2회 공연

체험행사

캔들아트, 페이스페인팅, 우드반지 만들기,  

추억의 점빵, 보부상 체험

체험행사

공룡뼈 맞추기, 포일아트, OPS 공예, 펠트가습기,  

석고방향제, 공기정화식물, 풍선아트, 달고나,  

쫀드기, 우리茶 등 46개

남구 외식업소 

위생관련 단체장 등 100명

참 여 

남구 대표 맛집 시식 및 판매,  

빵지순례, 식품안전체험관,  

식중독 예방캠페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관,  

피부미용 체험장, 라이브공연 등

내 용

무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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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4. 27(토) 15:00~18:00

-  개회식, 복지퍼포먼스, 주민장기자랑한마당,  

축하공연 (초청가수 예준이, 정동원)

- 행복콘서트 (아코디언 연주자 지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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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4. 28(일) 15:00~17:30

- 문화공연, 너의 끼를 보여줘

- 열정콘서트 (초청가수 장구의 신 박서진 등)

행운권 추첨 |  무선청소기, 에어프라이기 등  

매일 무대행사 종료시점

무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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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 27(토) 13:30
- 전통혼례 13:30 ~ 14:30 

-  마당놀이 「최진사댁 셋째딸 신랑찾기」  

14:3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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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Î���Í 4. 27(토) 19:00
- MC 이도현 

- 개막식 (구민상 시상, 개막퍼포먼스) 

- 초청 공연 (신유, 김양, 모노플로 외)

�° �Œ�´�Ì 4. 28(일) 15:00
- 본선 12팀 두드림 경연대회

- 시상 :  최우수 (1팀) 300만원 

우  수 (1팀) 200만원 

장   려 (1팀) 100만원 

참   가 (9팀)   30만원

�H�Ð� 
D���Î���Î  4. 28(일) 19:00
- MC 뽀빠이 이상용 

- 초청 공연 (김용임, 장민호, 예준이 외)

길거리행사

•플리마켓 14개

• 버스킹(투썸삼거리)  

 4. 27(토) 13:30 ~ 16:00 

 4. 28(일) 15:30 ~ 18:00

• 키즈존(벽천분수 일대)  

 4. 27(토) 13:00 ~ 18:00 

 배틀로봇, 동물라이더, 호핑말,  

 버블쇼&버블체험

체험행사

손빨래 체험, 천연염색, 부채 만들기, 

드론 시뮬레이션, 손수건 캘리그라피,  

EM 만들기, EM 세제 만들기, 

떡메치기, 다도체험, 

배냇저고리 전시 등

빨 래 터 한 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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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4. 14(일) 10시 ~ 15시, 대덕문화전당

대상 유치원 및 초등학생

문의 754-3506

※ 축제기간 중 입상작을 티셔츠에 프린팅 전시

남구사랑 봄 사진공모전

접수기간 : 4. 1(월) ~ 5.17(금)

앞산, 공룡공원, 축제 등에서  

봄을 즐기는 행복한 모습

1인 2점 이내 남구홈페이지에 공모(1Mb 이하 jpg파일)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 자연밥상 주차장



| 앞산빨래터공원, 앞산맛둘레길 일원 | 

2019. 4. 27  토   ~ 4. 28  일 
13:00 ~ 21:00

※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 문화행사추진위원회주최/주관 |

후      원 |

053-664-3262문      의 |

6분운행간격

운행시간 12:00~20:00

대명초등학교 앞대명역 3번 출구

축제장 KT남대구지사건너2

셔틀버스 운행

교통통제 안내

4. 27(토) ~ 4. 28(일) 12:00~24:00

대덕식당 앞~삼성공원아파트 앞(구 앞산순환로)

차량 진입 통제, 노선버스 우회 운행

410, 410-1, 달서4, 달서4-1, 달성2

대덕문화전당, 앞산맛둘레길 제 1·2공영주차장, 
남덕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남명삼거리

대명초등학교
KT남대구지사

현충삼거리2

룸비니유치원건너

대명6동주민센터앞

대덕식당
삼성공원
아파트대덕

초등학교

앞산 맛둘레길
제1 공영주차장

앞산 맛둘레길
제2 공영주차장

통제시간

통제구간

통제내용

운행버스

임시주차장임시주차장

일시 : 4. 27(토) 16:00~17:00

구간 : 대덕식당 → 삼성공원아파트(1km)

참여 : 30여팀, 2,000여명

거리 퍼레이드

일시 : 4. 28(일) 14:30~15:30

구간 : 투썸삼거리 → 벽천분수(400m)

내용 :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참여 

150여두, 300여명

반려동물 「투개더」 4. 28(일) 13:00~19:00

• 코스튬 선발대회, 행운권 추첨

• 스타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   반려견 행동 상담, 무료 기초 미용,  

수제간식 만들기 등 

• 펫티켓 운동회, 펫티켓 문화학교

펫 퍼레이드

일시 :  4. 27(토)~28(일) 14:00~15:00

장소 : 빨래터 공원(서편)

참여 :  140여명(봉사단체, 현장참여자)

손빨래 퍼포먼스

일시 :  4. 27(토)~28(일) 13:00~19:00

장소 : 빨래터공원 앞 종합안내소

내용 :  역할 수행 게임, 1일 5회 운영 

우승팀 12만원 상당 상품 

참가자 카페거리 이용권

빨래터 RPG

메인무대

시간 4. 27(토) 4. 28(일)

13:00~
13:30 다도시연

樂퍼커션
리허설

13:30~
15:00 전통혼례 

& 

마당놀이

※ 빨래터공원 분수대15:00~
15:30

樂퍼커션

타악기, 창작악기

(생활·주방·공구 등)

신체를 이용한 

두드림 경연대회15:30~
17:00 -

17:00~
18:00

행복 문화예술
한마당

행복 문화예술
한마당

18:00~
19:00 리허설 리허설

19:00~
21:00

 〈빨래터의 밤 Ⅰ〉

•MC 이도현

• 개막식 

구민상 시상  

개막퍼포먼스

• 초청 공연 

신유, 김양,  

모노플로 외

 〈빨래터의 밤 Ⅱ〉

•MC 이상용

• 초청 공연 

김용임, 장민호, 

예준이 외

주요행사 The 26th Daedeok Festival 2019

(※셔틀버스 휴식 시 운행간격이 변동되므로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