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의 이야기를 찾아서

(○○○중학교)

 1. 참가 학생

  가. 동아리명 : 대경체험 만만세

  나. 동아리 소개 : 대경체험 만만세는 우리 고장 대구·경북의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고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2. 필요성 및 목적

  「내 고장 대구 · 경북 다시 보기」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경북의 다양한 역사와 문

화 이야기를 통해 내 고장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3. 동아리 활동 설계 및 운영

구분
활동 내용 평가

연계 

교과차시 월 단계

1 4월 동기유발

∙ 동아리 구성 동기 이해
 - 내 고장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알기
 - 대구·경북인으로서 자긍심 가

지기

· ·

2~10 4~6월

도서를 활

용하여 골

든벨 퀴즈 

풀기

∙ 「내 고장 대구 경북 다시보
기」 독서 및 내용 파악

·

역사
∙ 스피드 퀴즈, 골든벨 퀴즈 형식

으로 문제 맞추기
팀별 퀴즈 대회

11~18 6월

육신사-도
동서원-문
씨 세거지 
명소지 탐
방

∙ 육신사 – 도동서원 - 문씨세거지
를 조사하고 직접 탐방하기

개인별 영상 제작 미술∙ 대구 홍보 ucc영상 만들기 대회
를 통해 탐방한 장소 소개하는 
영상 만들기

19~23 10월
대구 근대
골목 탐방

∙ 청라언덕-선교사주택-3·1만세
운동길-계상성당 및 제일교회 
탐방하기

·

미술
∙ 대구 홍보를 주제로 케이크 만

들기
개인별 케이크 제작

24~25 11월
활동 나누

기

∙ 대구·경북에 대하여 새롭게 알
게 된 점을 수기로 작성하여 친

구들과 함께 나누기
개인별 수기 작성 국어

 4. 동아리 활동 자료

  가. 스피드 퀴즈 활동 자료



제2장 대구의 자랑거리

1. 대한민국 최초로 보물로 지정된 담장은?
  정답: 도동서원 담장(보물 제350호)
2.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9개 서원 중 대구ž경북에 지정된 서원은?
  정답: 도동서원(대구), 소수서원(영주), 옥산서원(경주), 도산서원(안동), 병산서원(안동)
3. 대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제1호 천연기념물은?
  정답: 도동 측백수림
4. 대구를 대표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정답: 전나무 (굳은 기상과 영원성을 상징)
5. 대구를 대표하는 꽃은 무엇인가?
  정답: 목련 (순박하고 순결한 시민 기질을 상징)
6.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별명은 무엇인가?
  정답: 하늘열차
7.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졌는가?
  정답: 모노레일(한줄 레일 위를 달리는 철도)
8. 삼국시대부터 대구의 행정과 군사 중심지였던 곳으로 지하철 3호선을 타면 만나볼 수 
있는 장소는?

  정답: 달성공원
9. 대구에서 창간된 한국 현대문학사 최초의 시집은 무엇인가?
  정답:『죽순』
10. 1967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지방은행은?
  정답: 대구은행
11. 대구에서 전국 생산량의 약85%의 높은 비율로 생산하는 산업제품은?
  정답: 안경테
12. 대구에서 2001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전시회는?
  정답: 국제 안경전
13. 전국 최대의 섬유 도매시장의 이름은?
  정답: 서문시장
14. 대구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워진 건물의 이름은?
  정답: 섬유회관
15. 섬유산업이 수출 100달러를 달성한 날은 언제인가?
  정답: 1987년 11월 11일



제5장 오래된 역사, 소중한 가치, 대구⦁경북의 문화재  

1.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난 애국운동으로 나라의 빛을 갚기 위해 시작된 운동은?

  정답: 국채보상운동

2. 국민들이 금연을 하여 모은 돈으로 나라의 빛을 갚을 필요성을 제기한 인물의 이름은?

  정답: 서상돈

3. 유네스코가 지정된 국채보상운동의 관련 자료의 명칭은?

  정답: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4. 조선시대 1730년에 만들어졌으며 얼음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창고의 이름은?

  정답: 현풍 석빙고

5. 삼국시대 때 대구에서 저수지를 만든 과정이 새겨진 비석으로 보물 제516호로 지정된 

비석의 이름은?

  정답: 대구 무술명 오작비

6. 1994년 신천둔치에서 조깅을 하던 시민에 의해 발견된 화석의 이름은?

  정답: 신천 공룡 발자국 화석

7. 청동기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대구의 여러지역(수성구 사월동, 수성구 상동, 달성군 천

내리)에서 발견되었으며 ‘지석묘’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정답: 고인돌

8. 신천에 주로 살고 있으며,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의 이름은?

  정답: 수달

9. 신라 첨해왕 때 건축되었고 대구의 정치·군사·행정의 중심지였던 이곳의 이름은?

  정답: 달성토성

10.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방관리의 순직을 추모하기 위해 북을 치며 제사를 

지내던 것에서 유래한 문화재의 이름은?

  정답: 날뫼북춤

   <활동사진>

 



 나. 육신사 – 도동서원- 문씨세거지 탐방

  <활동사진>



 다. 대구 근대골목 탐방

 



5. 활동 소감

  대구에 살면서도 평소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

는데 학생들과 함께 우리 고장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직접 탐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내 고장에 수많은 이야기와 볼거리

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새삼 실감하면서 대구·경북인으로서의 자긍심 또한 고양시킬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었을 때 옛날이

야기를 듣듯이 신기해하고 감탄하던 순수한 모습들은 오랫동안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대구를 좀 더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길 바라면서 영상, 홍보 자료 만

들기 활동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학생들이 점차 재밌어하

고 더 많은 정보를 알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와 연계하여 많이 들려줄 수 있다면 더 많은 교육적 효과를 보리라 생각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주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