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 2. 21(화) 14:00

 장 소 : EXCO 오디토리움(5F)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주간의 주요 행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위대한 대구 시민정신을 되살려 
대구 재도약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마련된 시민 축제의 장

 주요 프로그램

※ 대구시민주간은?

 슬로건

일  시 행 사 명 장 소 / 시 간 내  용

2.21(화)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11:00~12:00)
기념식

대구시민주간 선포식
EXCO 오디토리움
(14:00~15:30)

주간선포, 시민퍼포먼스

대구알기 가족골든벨
EXCO 325호

(16:00~18:00)
대구의 역사 등 퀴즈대회

2.23
~2.26

창작뮤지컬 ‘기적소리’ 봉산문화회관 국채보상운동 소재의 창작공연

2.24(금) 청년 복면가요제
동성로 야외무대
(18:00~21:00)

지역 상징물을 모티브로 제작한 복면을 
쓰고 벌이는 가창대회

2.25(토) 대구사랑 도심문화RPG
시내 일원

(13:00~18:00)
근대골목 등 역사·문화거점을 중심으로 

참여형 미션 수행 

2.26(일) 대구정체성 포럼
노보텔 

(15:00~18:00)
대구의 정신과 뿌리 발굴

2.28(화)

2.28민주운동 기념식
2.28기념탑

(11:00~12:00) 
기념식

시민주간 기념세미나
대경연 대회의실
(14:30~17:30)

시민정신 세계화 전략 논의

2.28민주운동 학술세미나
경북대학교

(13:30~17:30)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의 재조명

 장  소 EXCO, 동성로 등 시내 일원

시민열정, 희망으로 피어나다!

 기  간 매년 2. 21 ~ 28일
- 한국 근대사에 한 획을 그은 2대 운동기념일(국채보상·2.28민주운동)과 연계 



고향의 봄 
나의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속에서 놀던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속에서 놀던때가 그립습니다 

선포식 프로그램 대구찬가
능금꽃 향기로운 내 고향 땅은 팔공산 바라보는 해 뜨는 거리

그대와 나 여기서 꿈을 꾸었네 아름답고 정다운 꿈을 꾸었네

둘이서 걸어가는 희망의 거리 능금꽃 피고 지는 사랑의 거리

대구는 내 고향 정다운 내 고향

 

끝없는 그리움을 말하여 주는 금호강 푸른 물은 흘러만 가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도 사모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리

둘이서 걸어가는 희망의 거리 능금꽃 피고 지는 사랑의 거리

대구는 내 고향 정다운 내 고향 

일 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식 전

행 사
13:30~13:50(20') 

•대구시 홍보영상 상영

•퍼포먼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공 식 

행 사

14:00~14:05(5') •오프닝 공연 ‘열정의 발걸음’

14:05~14:10(5') •국민의례

14:10~14:13(3') •대구시민주간 소개

14:13~14:23(10') •대구시민주간 선포 세레모니

14:23~14:30(7') •대구시민주간 비전 발표
권영진 

시장

14:30~14:40(10') •축 사

14:40~14:45(5') •시민인터뷰 영상 상영

14:45~15:00(15') •250만 시민대표 퍼포먼스

축 하

행 사

15:00~15:20(20') •역사 토크쇼 ‘역사 속의 대구’ 
EBS 강사

최태성

15:20~15:40(20') •미니콘서트 로이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