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코스
금

토

夏 18:30~22:30
冬 18:00~22:00

· 대구시티투어 이용안내 ·

하절기(4~10월)

❶ 도심순환코스

청라언덕역/서문시장 ⇢ 김광석다시그리기길 ⇢
앞산전망대 ⇢ 수성못 ⇢ 청라언덕역/서문시장
동절기(11~3월)

| 09:00~17:50(월요일, 설·추석 명절 당일 운휴)

•출발장소

| 동대구역 앞 대구시티투어 승강장(각 승강장마다 탑승 가능)

•승차권 구입 | 시티투어 차량 내 발권(현금, 카드, 교통카드)

청라언덕역/서문시장 ⇢ 김광석다시그리기길 ⇢

•이용요금

청라언덕 ⇢ 83타워 ⇢ 청라언덕역/서문시장

| 성인 : 10,000원, 중·고생 : 8,000원
어린이·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 6,000원
※ 중증장애인(1~3급) 보호자 1인 6,000원, 보호자 동반 48개월 미만 1인 무료

•할인적용
Tip

➊ 앞산 케이블카, 83타워 이용요금 50% 할인
➋ 다양한 먹거리, 살거리, 문화와 공연이 있는
서문시장 야시장 연계 관광 가능

프로그램 | 엿
 만들기, 사과수확, 미술관투어, 목공예만들기 등
※ 체험비 별도

체험테마
코스
일

출발지 | 청라언덕역 2번 출구(10:30), 동대구역(11:00)

10:30~18:00

➊ 시티투어 간 상호 요금 할인
구

분

대구시티투어(도심순환, 테마)

|

중구근대골목투어버스(청라)

대구시티투어

요일별 운행 | 10:30~18:00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권역별로 알차게 구성한
테마투어로 취향에 맞게 골라 타세요.
문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053)627-8900, 8906

대구, 어디부터 가야할지 모르겠다면?

당일 승차권 소지자 1,000원 할인

할인요금

➋ 20% 할인
- 당일 철도 및 고속버스 승차권 또는 도시철도 영수증 소지 탑승객
- 외국인 관광객(호텔, 게스트하우스, 한옥체험시설 숙박권 소지자)
- 10인 이상 단체 탑승 시
•혜택 | ➊ 1회 승차권 구입으로 하루 종일 자유로운 승하차 가능
➋ 당일 승차권 제시 시 관광지별 다양한 할인혜택 제공(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확인)
➌ 대구도시철도 할인 승차권 구입 가능(시티투어차량 내 구입)

출발장소 | 청
 라언덕역 2번 출구(10:30), 동대구역(11:00),
대구공항(11:16/수성가창 제외) 세 곳 중 선택하여 탑승
•도착 전 호텔 정차 : 범어네거리(그랜드호텔), 동성로(노보텔),
근대문화골목, 약령시(엘디스리젠트호텔)
※ 계절, 축제, 행사 등 관광수요에 따라 매월 운행 코스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www.daegucitytour.com)

•스마트 관광서비스 제공 | 대구시티투어 앱을 사용하여 승강장별 관광정보 이용
(차량 내 무료 와이파이 사용 가능)
•문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053-627-8900, 8906 / www.daegucitytour.com

비슬산 코스(화, 금 운행)
Tip

DAEGU CITY TOUR

•운행시간

팔공산 코스(화~일 운행)

※ 교통 상황에 따라 시간표와 상이하게 운행될 수 있음

➊ 하절기(3월~11월) 송해공원 볼거리
: 백세교, 백세정, 둘레길, 생태습지 등

Tip

❷ 테마코스

➋ 동절기(12월~2월) 비슬산(자연휴양림) 볼거리
: 참꽃 축제, 얼음골 축제 등

➊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지하철 안전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관광 가능
➋ 계절 및 기상 상황에 따라 불로동고분군과
섬유박물관 탄력 운행

•운행시간 | 10:30~18:00(월요일, 설·추석 명절 당일 운휴)		
야경투어_하절기(4~10월) 18:30~22:30 / 동절기(11~3월) 18:00~22:00

➌ 당일 팔공산코스 승차권 소지 시 팔공산케이블카
및 동화사집단시설 지구 일부 음식점 할인
(홈페이지 참조)

•출발장소 | 도시철도 청라언덕역 2번 출구(10:30)
•환승장소 | 동대구역(11:00), 대구공항(11:16), 시티투어 승강장
•운행코스 | 팔공산, 비슬산, 낙동강, 수성가창, 야경, 체험테마

11:0

청라언덕역,
서문시장(출발)
10:30

동대구역

대구공항

11:00

11:16

동대구역

송해공원(하계),
비슬산자연휴양림(동계)

국립대구과학관

•할인적용 | 도심순환노선과 동일(단, 10인 이상 단체 탑승 할인 제외)

도동서원

청라언덕역,
서문시장(출발)
10:30

관광안내전화

1330

동대구역

대구경북관광안내소(동대구역) | 053-939-0080

인흥마을

대구공항

11:00

11:16

동대구역

방짜유기
박물관

시민안전
테마파크

불로동고분군/
섬유박물관

동화사

사문진나루터

마비정
벽화마을

대구경북관광안내소(엑스코)

| 053-601-5237

이월드 관광안내소

| 053-621-6046

대구광역시 관광과

| 053-803-3891

대구역 관광안내소

| 053-660-1432

동성로 관광안내소

| 053-252-2696

약령시 관광안내소

| 053-661-3324

관광불편신고센터

| 02-735-0101
| 053-627-8900

대구관광정보센터

수성가창 코스(수, 토 운행)

관광안내전화 1330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한국의 관광안내 대표전화입니다.

대구경북관광안내소(대구공항) | 053-984-1994

11:16

디아크

1330은 한국의 관광안내 대표전화입니다.

대구관광안내

대구공항

11:00

•운행 및 예약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053-627-8900, 8906
www.daegucitytour.com

동대구역

※ 교통 상황에 따라 시간표와 상이하게 운행될 수 있음

 동강변, 강정보 등 수려한 경관을
낙
즐길 수 있는 유람선 체험 가능
※ 이용요금 별도(성인기준)
: (정상가) 10,000원 → (할인가) 5,000원

동대구역

청라언덕역,
서문시장(출발)
10:30

•참고사항 | ➊ 관광지 입장료 및 식사는 본인 부담
➋ 사전예약제 운영, 만석 시 환승 불가

낙동강 코스(목, 일 운행)
Tip

•이용요금 | 도심순환노선과 동일

Tip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요 관광명소에서 대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친절히 안내합니다. 수준
높은 문화관광체험을 원하시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세요.

동대구역

•해설시간 | 10:00~17:00
※ 해설부스마다 휴일이 상이하며,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및 문의 | 대
 구광역시관광협회
053-746-6407
www.daegutravel.or.kr

청라언덕역,
서문시장(출발)
10:30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와 전통은 물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김광석 다시그리기길을
둘러 볼 수 있음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수성못

11:00

동대구역

모명재

대구미술관

녹동서원/
한일우호관

운행시간표
2

금호JC
Opera house

만평역

동촌역
팔달시장역

삼성창조캠퍼스 ·
오페라하우스

원대역
북구청역

451

근대문화골목

서대구IC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대구. 이색적인

S2

2층버스로 역사, 관광지, 문화, 음식 등 대구의
두류역
역
감삼

문의 | 대구광역시관광협회 053)627-8900, 8906

01

동대구역

02

대구공항

성서IC

용산역

죽전역

8

내당역

동구청역

3

달성공원역

7

역
반고개

이월드·두류공원

5

남산역

동성로

신천역

청라언덕역 ·
서문시장

경대병
원역

명덕역

1

칠성시장역

반월당역

6

4

도착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대봉교역

범어역

수성시장역

만촌
역

수성구청역

수성구민운동장역

교대역

12

국립대구박물관

어린이회관역

영대병원역
서부정류장역

KTX,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대구
교통의 요충지로 동대구역 앞 대구시티
투어버스 내에서 도심순환코스 탑승권을
구입, 멋진 대구관광을 즐길 수 있다.
※ 철도, 시외버스 이용고객은 20% 할인
(당일 도착분에 한함)
동대구역 관광안내소 053-939-0080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동대구역 광장 버스정류장 옆

03

삼성창조캠퍼스·
오페라하우스

경상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
으로나 기능적으로 전국을 쉽게 연계할
수 있다. 대구, 경북의 유일한 국제교류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053-341-3562, 053-666-6000
www.daeguoperahouse.org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삼성창조캠퍼스 남문 앞

1호선

역

2호선

역

3호선(모노레일)

05

동성로

1661-2626
대구 동구 공항로 221
공항시외버스 정류장
(2번 게이트 앞)

04

중구청 053-661-2000
김광석길상가번영회 053-270-1777
삼덕동벽화골목/대백프라자/대구은행
금융박물관
수성마디병원 앞

황금역

송현역

수성못
역

수성못

앞산전망대

11

안지랑곱창골목

3회

4회

5회

6회

7회

① 동대구역(출발/환승)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② 대구공항(환승)

09:16 10:16 11:16 12:16 13:16 14:16 15:16

③삼성창조캠퍼스,
오페라하우스

09:40 10:40 11:40 12:40 13:40 14:40 15:40

④김광석 다시그리기길

09:58 10:58 11:58 12:58 13:58 14:58 15:58

⑤ 동성로

10:04 11:04 12:04 13:04 14:04 15:04 16:04

⑥ 근대문화골목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⑧ 이월드·두류공원

10:26 11:26 12:26 13:26 14:26 15:26 16:26

⑨ 안지랑곱창골목

10:41 11:41 12:41 13:41 14:41 15:41 16:41

⑩ 앞산전망대

10:51 11:51 12:51 13:51 14:51 15:51 16:51

⑪ 수성못

11:09 12:09 13:09 14:09 15:09 16:09 17:09

⑫ 국립대구박물관

11:26 12:26 13:26 14:26 15:26 16:26 17:26

① 동대구역(도착)

11:50 12:50 13:50 14:50 15:50 16:50 17:50

※ 교통 상황에 따라 시간표와 상이하게 운행될 수 있음

S1

10

대구를 대표하는 가장 번화한 거리. 유행을 선도하는
쇼핑몰과 백화점을 비롯해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
공간과 야시골목, 로데오거리, 화장품거리 등 곳곳에
명물 거리가 자리해 있다.

08

도심→테마노선 환승안내

지산
역

1. 팔공산, 비슬산, 낙동강코스 : 청라언덕역(1회차), 동대구역(3회차), 대구공항(3회차)
범물
역

이월드·두류공원

2. 수성가창코스 : 청라언덕역(1회차), 동대구역(3회차)

근대문화골목

1900년대 선교사들이 살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산
선교사 주택을 지나 3.1만세운동길과 계산성당, 이상화·
서상돈 고택, 제일교회, 약령시, 진골목을 거쳐 종로까지
총 1.7km로 이어진 100여 년의 역사를 따르는 골목길이다.

청라언덕역·서문시장

조선시대 3대 시장의 하나였던 서문시장은 지금도 섬유
관련 품목들을 비롯해 5천여 개의 상가가 있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다. 특히 한국 최대 야시장으로 독특한 핸드메이드
제품,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문화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서문시장 관광안내부스 053-661-3288 		
달성공원 관광안내부스 053-521-6407
삼성상회터/북성로공구골목, 오토바이골목, 타올거리/
대구예술발전소/북성로연탄불고기(돼지불고기, 냄비우동 등)
청라언덕역 1번 출구

수성못
1년 내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수성못 일대는 음악
분수를 비롯해 벤치와 수목, 산책로, 놀이공원 등이
어우러져 유원지를 이루고 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과도
인접해 있어 나들이 코스로 좋다.

이월드 053-620-0001, 두류공원 053-625-1949
광장코아 먹자골목
www.eworld.kr
이월드 출구 광장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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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랑곱창골목

의료선교박물관 053-250-7100
대구중구골목투어 053-661-2194
3.1만세운동길/쎄라비 음악다방/계산성당/이상화·
서상돈 고택/두사충 벽화/전통문화체험관(옛 구암서원)
엘디스리젠트 호텔 앞

07

11
이월드는 202m 높이의 83타워를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
시설과 관람시설을 갖춘 유럽풍 테마파크이다. 두류
공원에는 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 등이 자리해 있다.

동성로 관광안내소 053-252-2696
패션주얼리전문타운/교동시장 먹자골목/
교동시장 전자거리
노보텔 버스정류장 옆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가수 故 김광석의 옛 모습과 주옥같은
노랫말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문화예술
거리. 이색적인 벽화를 감상하며 옛 추억을
공감할 수 있고, 예술가 공방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현충로역

9

2회

※ 환승대기 : 청라언덕역 2번 출구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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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 벤처창업존,
문화벤처융합존, 주민생활편익존, 삼성존 등 4개의
존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옆에는 국내 최초 단독
오페라 전용극장인 오페라하우스가 있다. 높은
음악적 수준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들을 제공하며
‘오페라의 도시’ 대구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역

안지랑역

대명역

1회

⑦청라언덕역·서문시장(환승) 10:14 11:14 12:14 13:14 14:14 15:14 16:14

대구은행역
건들바위역

아양교역

동대구역

대구역
중앙로역

서문시장역

모든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운행코스

Daegu

공단역

Schedule

대구공항

쫄깃한 양념곱창으로 전국 미식가
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명물거리.
전국 5대 음식테마거리로도 선정
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양념곱창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성랜드 053-762-6622
수성랜드/미즈사끼린따로 묘
수성호텔 아래 주차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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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상북도의 문화유산을 보존·연구·전시·
교육하는 문화시설로 고대문화실, 중세문화실, 섬유
복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연중 운영 중이다.
053-768-6051
경북고등학교 정문 앞
daegu.museum.go.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 매주 월요일 휴관

카페거리/앞산 맛둘레길
룸비니유치원 버스 정류장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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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전망대

케이블카를 타고 앞산 정상부 전망대에 오르면 대구
시가지와 멀리 팔공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시가지 야경이 일품이며,
앞산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앞산케이블카 053-656-2994
관리사무소 053-625-0967
낙동강승전기념관/대덕문화전당/안일사
앞산공원관리사무소 건너편

국립대구박물관

S

Sky Rail(하늘열차)대구도시철도 3호선
2015년 전국 최초로 개통한 모노레일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면 대구의 또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당일 시티투어 승차권 소지 시 도시철도 할인 승차권
구입 가능(시티투어 차량 내 구입)
대구도시철도공사 053-640-2183, 2758
연계 승강장 : S1 - 수성못역, S2 - 청라언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