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 형태  상장류

 기록물명  졸업장

 생산년도  1952년

  세부설명

    • 공산국민학교 졸업장 

    • 제1회 동구 관련 기록물 수집공모 최우수상 수상

  



 기록물 형태  종이류

 기록물명  부조기

 생산년도  1969년

  세부설명

    • 본인결혼식을 맞아 이웃과 친지들에게 받았던 부조에 관한 

      기록

    • 쌀, 두부, 묵, 막걸리 등의 현물로 받음

    • 제1회 동구 관련 기록물 수집공모 우수상 수상

 



 기록물 형태  사진

 기록물명  공산동 마을 전경

 생산년도  1987년경

  세부설명

    • 신숭겸 장군 유적지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의 마을 전경

    • 제1회 동구 관련 기록물 수집공모 우수상 수상

  



 기록물 형태  종이류

 기록물명  열차표

 생산년도  1997년~2004년

  세부설명

    • 폐선된 대구선을 왕복하던 통일호 열차권

    • 대구-하양, 동대구-하양, 경주-금호 등의 구간 전용  

    • 제1회 동구 관련 기록물수집공모 장려상 수상



 기록물 형태  종이류

 기록물명  내고향 대구 특별우표 

 생산년도  2002년

  세부설명

    •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된 필라코리아 세계우표전시회 개최 

      당시 발행된 기념우표

    • 관봉석조여래좌상(갓바위), 달성측백수림

    • 제1회 동구 관련 기록물 수집공모 장려상 수상

  



 기록물 형태  종이류

 기록물명  절미회( ) 회비 모금 장부

 생산년도  1980년

  세부설명

    • 절미회 : 송정동에서 마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한 모임

    • 1980년~1983년까지의 회부 납부 현황

    • 가구마다 쌀을 거두어서 시장에다 내다팔아 현금으로 바꿈

    • 제1회 동구 관련 기록물 수집공모 장려상 수상

  



 기록물 형태  간행물류

 기록물명  제1회 갓방구축제 팜플렛

 생산년도  1999년

  세부설명

    • 대구 관내 국민학생들의 우수 문예작품집

    • 서점에서 구입

    • 제1회 동구 관련 기록물 수집공모 장려상 수상

  



 기록물 형태  간행물류

 기록물명  제1회 갓방구축제 팜플렛

 생산년도  1999년

  세부설명

    • 갓바위집단시설지구 일원에서 열린 갓방구축제의 팜플렛

    •

  



 기록물 형태  표창장 및 동(銅) 재털이

 기록물명  표창장

 생산년도  1980년

  세부설명

    • 대구시 동구 편입 이전 시기

    • 달성군수로부터 받은 표창장과 부상

  



 기록물 형태  메달류

 기록물명  기념메달

 생산년도  1986년

  세부설명

    •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참가 기념 메달

    • 당시 모범 부녀회장 자격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초청받음.

  



 기록물 형태  책자

 기록물명  요리책(집에서 만드는 병조림)

 생산년도  1980년대

  세부설명

    • 대구직할시 농촌지도소에서 발행한 요리책

    •

  



 기록물 형태  종이류

 기록물명  편지

 생산년도  1950년대

  세부설명

    • 응모자의 친정 올케(내동 거주)가 보낸 편지

    • 고된 시집살이를 위로하는 내용

    •

  



 기록물 형태  업무수첩류

 기록물명  각조직임원명단

 생산년도  1950년대

  세부설명

    • 대구직할시 공산2동 발행

    •

    •

  



 기록물 형태  책자

 기록물명  동구문화체육회관

 생산년도  2004

  세부설명

    • 동구문화체육회관 개관 기념 팜플렛

    •

  



 기록물 형태  통신기기

 기록물명  자석식 전화기

 생산년도  

  세부설명

    •

    •

  



 기록물 형태  종이

 기록물명  지하철 승차권

 생산년도  1997년/1998년

  세부설명

    • 대구지하철 1호선 개통일 발권된 보통권(1997.11.26)

    • 대구지하철 1호선 전구간 개통일 발권된 보통권(1998.5.2)

  



 기록물 형태  행정박물류

 기록물명  기념배지

 생산년도  1980년대

  세부설명

    • 새마을운동 관련 배지

    

  



 기록물 형태  종이류

 기록물명  위촉장

 생산년도  1979년

  세부설명

    •

    

  



 기록물 형태  종이류

 기록물명  이수증

 생산년도  1980년

  세부설명

    • 새마을학교 교육 이수증

    

  



 기록물 형태  상장류

 기록물명  수료증

 생산년도  1985년

  세부설명

    • 대구새마을연수원 교육 수료증

    

  



 기록물 형태  책자류

 기록물명  새마을교육 

 생산년도  1985년

  세부설명

    • 새마을교육 수료기념사진집

    

  



 기록물 형태  책자류

 기록물명  교육기념집

 생산년도  2004년

  세부설명

    • 농협지도자교육원 교육기념사진집

    

  



 기록물 형태  메달류

 기록물명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메달

 생산년도  1987년

  세부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