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 구∙울산∙부산
042 상주 - 곶감 마을과 낙동강 풍경 보며 향수에 젖다 043 문경 - 남 로 옛길 따라가는 건강 여행 044 안동 - 퇴계 발자

취 찾아 떠나는 오솔길 걷기 045 양 - 고추로 유명한 산간 마을, 문인들 생가도 곳곳에 046 울릉도 - 동해 먼 바다의 화산섬에

서 느끼는 국토애 047 울진 - 동해안 일출 감상에 온천욕 즐기는 휴양 여행 048 성주 - 전통과 참외의 향기 가득한‘금싸라기’

땅 049 주 - 사과꽃 향기 맡으며 부석사와 소수서원 답사 050 덕 - 복사꽃 감상 즐기고 게 맛보니 신선놀음 051 경주

- 신라 석불의 보고 남산을 종주하다 052 구 동구 - 팔공산 자락에 흩어진 절집 기행 053 함양 - 지리산의 정기 이어받은 고

택과 정자, 사찰, 숲 만나기 054 창녕 - 자연 생태와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제2의 경주’ 055 거제 - 살랑이는 봄바람 따라 동백

꽃 보러 가세 056 통 - 충무공의 호국 혼 가득한 청정 해역 057 산청 - 지리산 청정 자연과 문화의 향기 058 진주 - 남강

변 문화유산과 수목원 만나기 059 하동 - 소설《토지》의 무 만나고 덖음차 체험 060 합천 - 세계문화유산과 화 촬 지의 조

화 061 남해 - 해안일주도로 완벽, 눈길 가는 곳마다 보물 같은 풍광 062 고성 - 공룡 발자국 좇다 보면 쥐라기 시 로 돌아간

듯 063 사천- 죽림욕과삼천포유람선즐기기 064 양산- 천성산화엄벌억새군락지에서가을의정취를느끼다 065 진해-

연분홍 벚꽃비 맞으며 해양공원에서 추억 만들기 066 김해 - 금관가야, 그 화려한 흔적을 찾아서 067 울주 - 남의 알프스, 신

불산억새군락지감상 068 기장- 변항일출과낭만의겨울바다해안드라이브

창녕우포늪의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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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한여름밤의축제매년 7월. 

�054-537-6104

낙동강삼백축제 11월초순. 

�054-537-6104

www.sangjufestival.org

곶감마라톤 회낙동강삼백축제기간내. 

�054-537-6104 

숙박∙식당정보

상주관광호텔 상주시 중앙 사거리에 위치. 객

실 30개. 숙박료 9만원

�054-536-3900

경천 펜션경천 산책 코스를 이용할 수 있

다. 객실 15개. 숙박료 6만~17만원. 식당이

있어 조식이 가능하다. 회덮밥∙알탕∙ 구탕

6000원. �054-536-7471 

발리모텔 버스터미널 앞. 숙박료 3만5000~

4만원. �054-534-2500 

성주봉자연휴양림 휴양관 1동, 숲속의 집

4동, 야 데크 58개를 비롯하여 야 장, 산

림욕장, 구름다리, 물놀이장이 있다. 산림휴양

관 6만~12만원, 숲속의 집 7만~9만원.

�054-541-6512 

seongjubong.sangju.go.kr

프로그램 성격

∙아이들이좋아하는곶감마을체험과자전거박물관체험으로구성한다. 

∙경천 와남장사, 전사벌왕릉등문화유적지가어우러진답사코스.

∙감수확하고곶감을만들수있는10월말과11월초가적당하다.

여행 코스 : 서울-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 - 25번국도(상주시내방면) - 경북가축위생시험소우회

전- 병성교- 전사벌왕릉∙충의사- 경천 - 25번국도(보은방면) - 남장교건너우회전- 상주자전거박물

관- 남장사- 곶감 체험 마을(감나무산책, 곶감시식, 곶감깎기외) - 우복종가- 25번국도(상주방면) - 상

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계코스 : 029(보은)나043(문경) 코스와연계해1박2일여행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사벌면 화달리의 전사벌왕릉은 3세기 후반에 신라에 복속된 진한의 소국 사벌국의 왕릉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인근충의사(054-532-2224)는‘뭍의이순신’이라고불리는매헌정기룡장군의위패가모셔진곳이다. 듬

1

상주
곶감마을과낙동강풍경보며향수에젖다

042

상주
1



99

직하고 균형 잡힌 신라 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화달리 3층석탑

(보물제117호)도함께둘러볼만하다. 입장료∙주차료없음. 

경천 (054-536-7040)는 깎아지른 절벽과 노송이 이루는 절경으

로, 예부터 하늘이 스스로 경치를 내렸다고 하여‘자천 (自天臺)’라고

불 다. 병자호란 당시 봉림 군과 함께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끌려갈

때 고생한 우담 채득기 선생이 머문‘무우정’, 정기룡 장군이 용마와 함

께수련했다는전설이전해오는‘용소’, 말먹이통이라고여겨지는‘말구

유’가 남아 있으며, 드라마 <상도>의 저잣거리 세트장, 낙동강을 멋지게

볼수있는전망 , 수 장, 인공폭포, 어린이랜드, 야 장등편의시설

을갖췄다. 주차료소형2000원, 형4000원. 입장료없음.

상주시 남장동의 상주자전거박물관(054-534-4973)은 우리나라 최

초의 자전거 박물관이다. 세계 최초 자전거인 드라이지네 모형 등 초기

자전거와 이색 자전거, 현 자전거 등 자전거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자전거 체험실과 자전거 이용 활성 홍보관 등이 있어 자전거의

모든것을배울수있다. 마당에서는다양한종류의자전거를타볼수있

으며, 자전거를빌려남장사에다녀올수있다. 개관시간09:00~18:00,

연중무휴. 입장료∙주차료없음.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계곡을따라북쪽으로올라가면천년고찰남

장사(054-534-6331)가 나온다. 남장사는 범패 불교 음악의 최초 전래

지로, 귀한 문화재를 보듬고 있다. 철불좌상(보물 제990호)은 수인 모양

이 반 인 것이 특징이며, 철불상이 땀을 흘리면 병란이 일어난다는 말

이 있다. 철불 뒤에 있는 후불탱은 나무 8장을 잇 어 만든 보광전목각

탱(보물 제922호)으로, 우리나라 목각탱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다. 관음

전에도관음선원목각탱(보물제923호)이모셔져있다. 

남장사 올라가는 곳과 내서면 신촌리에 곶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곶감 체험 마을(054-533-5139, www.igotgam.com)은 감나무 숲길 산책, 망태를 받치고 나무를 흔들어 감

따는체험, 기계를이용한감깎기, 곶감매달기, 감식초∙감장아찌∙아이스 홍시만들기체험이가능하며, 감

으로만든제품을구입할수있다. 체험료는없으며, 곶감시식이가능하다. 체험시간2시간. 

외서면우산리의우복종가(054-536-7018)는전주정씨우복정경세선생이경상도관찰사를지낸후38세

에귀향하여여생을보낸곳이다. 산루남쪽의언덕에자리잡아우산8경을한눈에조망할수있는

명당이며, ‘ㅁ’자건물로안채와사랑채, 행랑채, 사당, 가묘가남아있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99

서보냇가 자전거박물관 근처. 메기매운탕 전

문점. 메기매운탕 2인분 1만8000원, 닭매운

찜 2만5000원. 

�054-532-5978

청석골 경천 근처 유황오리 전문점. 유황오

리 불고기 4인분 3만원, 버섯전골 7000원,

산채비빔밥5000원. 

�054-536-6022

청화산농원식당 용유계곡 근처. 유기농 청정

채소정식 2인분 1만4000원. 숲속의 집, 특산

품 판매장, 수련 시설, 물놀이장을 갖추고 있

다. �054-535-5039

천지연 상주 이마트 근처. 해물찜∙버섯전골

2만5000원. �054-535-9590

기타정보

상주시청

www.sangju.go.kr

상주시청새마을문화관광팀

�054-537-7208

1 상주 곶감을 말리는 광경. 2 경천 . 3 상주자전거박물

관. 4 남장사 목각탱.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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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문경한국전통찻사발축제 매년 4월 하순~5월

초순3번국도변의문경도자기전시관일 . 

�054-550-6393 www.sabal21.com 

문경마운틴페스티벌 매년 10월 중순 문경새

재. �054-550-6393 

www.sanfestival.com

숙박∙식당정보

문경관광호텔 문경새재 상가 지구에 위치한

1급 관광호텔로, 비교적 깔끔하고 조용하다.

한식당, 노래방, 연회장 등의 부 시설이 있

다. �054-571-8001 mghotel.com 

문경새재유스호스텔 2~5인용 가족실, 11인용

일반실, 20인 이상의 단체실 등 숙박 시설과

세미나실, 강당, 식당, 사계절 썰매장, 서바

이벌 게임장 등 부 시설이 있다. 문경새재

주차장건너편에위치. 

�054-571-5533 www.saejae-yh.co.kr

문경종합온천 지하 900m에서 끌어올린 칼

슘∙중탄산 온천탕과 지하 750m의 화강암

층에서솟아난다는 알칼리성 온천탕이있어서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며 심신의 여독을 풀기

에 좋다. 숙박은 주변 모텔을 이용해야 한다.

프로그램 성격

∙경북문경의 남 로옛길트레킹과도자기빚기가접목된체험여행.

∙체험, 답사, 트레킹, 레포츠등이포함되어가정의달5월의가족여행코스로적합하다.

∙한국전통찻사발축제나문경새재과거길달빛사랑여행이개최되는날에일정을맞추는것이좋다.

여행 코스 :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IC - 34번국도(괴산방면) - 쌍곡삼거리에서 좌회전 - 517번지방도

- 쌍곡계곡 - 관평 삼거리에서 좌회전 - 922번 지방도(문경 방면) - 백두 간 불란치재 - 문경석탄박물관∙

가은역- 901번지방도- 진남역에서 철로자전거 타기 체험(주말이나휴일에는가은코스이용) - 고모산성∙

토끼벼루 - 3번 국도(문경새재 방면) - 문경도자기전시관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혹은 한

국전통찻사발축제참관) - 문경새재로이동, 문경새재과거길달빛사랑여행참여- 중

부내륙고속도로문경새재IC

연계 코스 :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참여시 저녁 8시 이후에

끝나므로 김룡사, 승사, 윤필암 등 고찰 순례 일정을 포함해 1박 2일

코스로잡는것이좋음.

1

문경

남 로옛길따라가는건강여행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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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소개∙특징

경북 최 탄광촌이던 문경시 가은면의 은성광업소 터에는 현재

문경석탄박물관(054-550-6424, www.coal.go.kr)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건물 내부 전시실보다는 옛 은성광업소의 230m 갱도에 실제

작업 광경을 실감 나게 복원해놓은 갱내 전시실이 볼 만하다. 석탄박

물관 바로 옆에 드라마 <연개소문> 세트장이 있다. 등록문화재 제304

호로 지정된 가은역도 지나칠 수 없다. 스산하고 쓸쓸한 정취가 오히

려 더 마음을 끄는 옛 간이역이다.

문경시마성면신현리에는진남교반이있다. 진남교반전경이내려다

보이는산등성이에는고모산성이띠처럼둘러싸고있다. 성의남문인진

남문 밑으로는 남 로 옛길이 지나고, 이 문을 통과하면 근래 복원된

주막2채가나타난다. 진남휴게소에차를세우고10여분만걸으면고모

산성에 오를 수 있지만, 일정이 빠듯할 때는 마성면 신현리 쪽으로 차량

진입이가능하다. 주막근처에주차장도있다.

고모산성의 성벽 끝에는토끼벼루가 있다. 관갑천, 토천 등으로도 불

리는이길은 남 로옛길가운데가장험한벼랑길이었다. 이길의바

위에는 옛 사람들의 흔적이 또렷하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나그네들이

비좁은공간에집중적으로발을내딛다보니, 바위표면이벼루처럼닳아

서매끄럽고움푹하게파 다. 보기드물정도로감동적인유적이다. 

진남교반 근처의 진남역(054-553-8300)과 가은읍 농공단지(054-

571-4200) 앞에서는철로자전거 타기 체험이 가능하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휴일에는가급적일찍이용하되, 진남역보다는가은농공단지앞

의 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진남2교 옆의 강변 오솔길은 4월 15일 전후 근사한 벚

꽃길로탈바꿈한다. 벚꽃이강바람에함박눈처럼흩날리는광경은서럽도록아름답다. 

3번국도의문경새재휴게소옆에자리한문경도자기전시관(054-572-0296, dojagi.mungyeong.net)에서

는문경전통도자기의과거와현재를한눈에파악할수있고, 전통도자기빚기체험도가능하다. 매년4월하

순~5월 초순에 전통찻사발축제도 열린다. 문경새재 옛길에서는 4~10월 음력 보름에 가까운 주말마다 문경

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이라는 근사한 문화 이벤트가 열린다. 느긋하게 옛길을 걸으면서 청포묵 안주에 동

동주한잔마시고, 옛주막집에서전통차를시음하거나전통민속공연을관람하며, 맛난주먹밥을직접만들어

먹기도 하고, 가족이나 연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참가비로

어른1인당1만원을내는데, 볼거리와먹거리가많아서전혀아깝지않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054-571-2002 mgspring.com

썬모텔 문경읍 하리의 문경온천지구에 위치

한 모텔로, 비교적 근래에 지어 내부가 깨끗

한편이다. �054-571-0235 

아담모텔�054-572-2326

나이스모텔�054-571-2121 

약돌돼지샤브샤브 본점 약돌(거정석)을 첨가

한 사료를 먹여서 돼지 특유의 잡내를 없앴다

는 약돌 돼지 요리 전문점. 약돌 돼지에 각종

한약재를 넣고 쪄낸 약돌한방건강찜이 일품

이다. 문경시 모전동 문경여중 부근에 위치.

�054-556-7192

새재초곡관식당 양념한 약돌 돼지를 석쇠에

구워낸 약돌돼지구이와 도토리칼국수가 맛있

다. 문경새재상가지구에위치. 

�054-571-2320

기타정보

문경시청문화관광과

tour.gbmg.go.kr

�054-550-6394

문경관광진흥공단

�054-553-3107 

1 남 제1관문이자 문경새재 제1관문인 주흘관 전경.

2 문경새재 내의 <태조 왕건> 세트장. 3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이벤트의 하나로 주막에서 펼쳐진 어린이 국

악공연. 4 옛 가은선 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 5 문경

한국전통찻사발축제에 등장한 형 찻사발 조형물.

3

4

5



102

축제∙행사정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매년 9월 마지막 금요

일부터 10일간.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054-840-6398 www.maskdance.com 

안동한우홍보사절선발 회매년 10월경. 

�안동시청농축산유통과054-840-5345

육사백일장매년 7월경. 

�한국문인협회 안동지부 054-859-0825

하회별신굿 탈놀이 상설공연 3~11월까지.

3~4월, 11월은 매주 일요일 오후 3~4시,

5~10월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3~4시 풍

천면하회리. 관람료없음.

숙박∙식당정보

오천군자리 와룡면 오촌리. 체험실 11개, 체험

인원, 100명. 홈스테이 최소 8만원, 10명 이

상 1인당 2만원선. 고택(방 2개, 마루 1개) 15

만원. �054-859-0825 

www.gunjari.net 

농암종택 도산면 가송리. 15채가 있고 체험

인원은35명정도. 4만원부터. 

�011-812-6381, 010-2511-6381 

www.nongam.com 

프로그램 성격

∙퇴계오솔길은안동시에서새롭게복원한길. 하회마을처럼흔하지않은여행상품이될수있다.

∙돌아나오는길목에봉화까지연계하면한꺼번에두군데를볼수있는프로그램.

∙봄부터가을까지가좋고, 봉화송이와사과가나는가을에가면금상첨화.

여행 코스 : 중앙고속도로- 서안동IC - 34번국도- 안동시내에서35번국도- 오천군자리(전통체험) -

국학진흥원- 935번지방도로우회전- 도산서원- 퇴계종택- 이육사문학관- 퇴계 옛길 따라가기- 농암종

택- 가송리고산정- 35번국도(봉화방면) - 주를거쳐중앙고속도로풍기IC

연계코스 : 049( 주) 코스와연계해서1박2일로구성하면안성맞춤이다.

장소별소개∙특징

안동시내에서도산서원가는길목에오천군자리(054-859-0825)가있다. 이곳은안동댐이생기면서수몰

위기에처하기전광산김씨예안파가자리를잡고보존가치가있는유적을한자리에모아놓은곳이다. 민박은

물론, 전통 혼례, 서당, 의생활, 음식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잘 복원해놓은 한옥은 보기만 해도 관리의 손맛이

안동
퇴계발자취찾아떠나는오솔길걷기

044

1



103

느껴진다. 식사는 할 수 없지만 배달은 가능하다. 탁청정 종가, 후조당

사랑채, 읍청정11개고가에서한옥체험가능(수용인원하루100명).

도산면 서부리에 있는 국학진흥원(054-851-0700, www.

koreastudy.or.kr)은 멸실 위기에 직면한 유교 관련 기록 문화재들을

기탁받아 보관∙전시하는 유교 문화 박물관이다. 2002년 4월에 개관했

으며, 전시관을 비롯하여 체험객을 위한 숙소가 있다. 2인실과 5인실,

10인실등다양한객실이있으며, 총수용인원은300명이다. 

사적 제170호도산서원(054-856-1073)은 조선 중기의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이 도산서당을 짓고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

다. ‘도산서원’이라는 현판은 조선시 명필 한석봉의 씨로, 임금이

내린 사액 현판이다. 유물전시관‘옥진각’에는 퇴계 선생이 생전에 쓰던

베개, 명아주지팡이, 매화벼루 등 체취가 묻어 있는 유물이 많이 전시되

어 있으므로 필히 관람해야 한다. 토계리 상계동에 있는퇴계종택(054-

855-8332)은경상북도기념물제42호로퇴계선생의 손동암공이한

서암 남쪽에 지은 가옥이다. 고가옥 전통 체험 가능하고 체험실 7개, 인

원은30명이다. 

도산면 원천리에 있는 이육사문학관(054-840-6593, www.264.

or.kr)에는 육사 선생의 친필 원고를 비롯하여 시집과 독립운동 관련 자

료들이전시되어있다. 문학관에서500m 정도거리에는육사생가터가

있다. 관람료어른2000원, 어린이1000원.

이육사 생가 터를 굽이 돌아 원천동 고갯마루에 서면 낙동강을 병풍

처럼 감싼 단사협곡이 펼쳐진다. 퇴계는 13세 때 숙부인 송재 이우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청량산으로 입산하다 이곳 단사에서 면천 - 학소

- 농암종택 - 올미재 - 고산정 - 너분들 -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50리

강변길을만난다. 이후퇴계는64세까지이길을 여섯번더왕래하며

그동안 정든 바위와 소, 협곡, 단애 등에 수십 편의 시를 선물했다. 얼마

나 아름다웠는지 퇴계는 후에‘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시를 남기겠다던 퇴계는 오가며 단사협, 백

운지, 미천장담, 경암, 한속담, 월명담이라 이름 붙이고 경치를 보며 시

를읊었다고한다. 퇴계오솔길을따라가면농암종택을만난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까치구멍집 안동시 상아동(안동댐 근처). 헛제

삿밥전문. �054-821-1056 

양반밥상 안동간고등어집 안동시 상아동(안동

댐근처). 간고등어구이정식6000원. 양반밥

상 1만1000원. 

�054-855-9900

안동한우갈비 안동시 운흥동. 안동한우 전문

점. 1만7000원. �054-857-6337

오시오식당 봉화군 봉성면. 봉성 돼지 숯불

요리5000원. �054-672-9012

기타정보

안동시청�054-856-5701 

www.andong.go.kr

안동관광정보센터

�054-856-3013 

www.tourandong.com

하회마을관광안내소

�054-852-3588

경북관광종합안내소

�054-852-6800

2

3

4

6

1 고산정. 2 너분들. 3 하회탈춤.

4 도산서원. 5 제비원석불. 6 이
육사문학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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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지훈예술제∙웰빙 양일월산산나물한마당

매년5월중순. �054-680-6067

양고추문화축제매년9월.

�054-680-6067

숙박∙식당정보

수하청소년수련원수비면 수하리소재. 200명

을수용할수있어단체여행객에게적합하다.

본관 숙박은 청소년 3200원, 어른 4200원,

식사는 3500~4000원이다. 서바이벌 게임

5000원, 테니스장 1만원. 취사도구를 갖춘 가

족펜션은110명수용. 4만5000~12만원이다. 

�054-683-8987 www.isytc.com

검마산자연휴양림 수비면 신원리 소래. 산림

문화휴양관 2동에 객실 16개를 갖추고 있으

며 물놀이장, 야 장, 야생화 산책로도 있다.

휴양관숙박5만~7만원. 

�054-682-9009

IM모텔 양농협 옆. 숙박료 4만~5만원.

프로그램 성격

∙때묻지않은 양의고택과문화유적답사. 

∙이문열, 조지훈, 오일도의생가를찾아가는문학기행과 양고추5일장기행.

∙서석지은행나무가노랗게물드는10월중순이적기. 양고추도이시기에구입하는것이좋다. 

여행 코스 :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 - 34번 국도( 덕 방면) - 두들문화마을(이문열 생가, 석계고택, 석천

서당) - 31번 국도 고구령재 삼거리 좌회전 - 봉감모전 5층석탑 - 서석지 - 31번 국도 - 선바위관광지(남이

포∙고추홍보전시관∙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양 5일장(4, 9일) - 주실마을 - 일월 삼거리 좌회전 - 31번

국도- 일월산자생화공원(조지훈시비, 야생화, 구리폐광) - 봉화- 중앙고속도로 주IC

연계코스 : 044(안동)나049( 주) 코스와연계해1박2일혹은2박3일여행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석보면 원리리의두들문화마을은 석계 이시명 선생과 그의 후손 재령 이씨의 집성촌으로 석계고택, 석천서

당 등 전통 가옥 30여 채와 동 , 서 , 낙기 , 세심 라고 새겨진 기암괴석을 비롯해 궁중 요리책을 쓴 안동

장씨의유적비, 장씨부인예절관등이잘보존된마을이다. 한국문학의거장이문열의고향으로, 그의수많은

양

고추로유명한산간마을, 문인들생가도곳곳에

045

1

045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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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속인물들의삶의역정이펼쳐진현장이기도하다. 

입암면 산해동의 봉감모전 5층석탑(국보 제187호)은 높이 11.3m의

당당한통일신라석탑으로, 기단은편평한자연석을썼다. 1층몸돌에는

불상을 모시는 감실을 두었고, 지붕돌은 전탑의 양식에 따라 아래위 모

두계단모양의층을이루며, 처마의너비는좁다. 반변천을끼고하늘을

향해치솟은탑모습이우람하다.

입암면 연당리의 서석지는 보길도의 부용정, 담양의 소쇄원과 더불

어 한국의 3 정원으로 손꼽힌다. 조선 광해군 때 성균관 진사를 지낸

석문 정 방 선생이 조성한 민가 정원이며, 연못 주변에는 소나무와

나무, 매화나무, 국화를 심어 선비의 지조를 말해준다. 8월에는 연꽃이

좋으며, 10월중순부터는400년된은행나무의단풍이장관이다. 

입암면 선바위관광지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남이 장군의 전설

이서린선바위와항공모함처럼생긴남이포가반변천을사이에두고마

주하고 있다. 고추홍보전시관(054-682-6271)에는 양고추에 한 사

진 자료, 고추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양고추의 품질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다.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054-682-6070)에는 분재 130여

점, 수석 50점과 한국의 야생화가 전시되어 있다. 양에서만 나온다는

양 폭포석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 시간 09:00~18:00. 관람료∙주차

료없음.

일월면 주곡리 주실마을은 한양 조씨의 집성촌으로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있고, 특히청록파시인조지훈의생가인호은종택과지훈문학

관을둘러볼수있어문화유산답사와문학체험이가능한곳이다. 

일월면 용화2리의 일월산자생화공원( 양군청 산림축산과 054-

680-6313)은 일월산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화 64종 11만 본, 조경수 1만

본을식재하여녹음이우거진공원으로조성했으며, 300m2 규모의인공

연못과 수로에서는 수련, 꽃창포, 붓꽃 등 습지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원래 이곳은 일제가 광물 수탈을 목적으로 일월산에서 채굴한 금, 은,

동, 아연제련소 다. 광물채취와제련에관한것을볼수있다. 

천체 관측에 관심이 있는 여행객은 수비면 수하리에 위치한 양반

딧불이천문 (054-683-8685)에 가보자. 1층은 천체투 실과 전시관으로, 2층은 다양한 망원경의 원리를 이

해시키는공간으로, 3층은주관측돔과보조관측실, 관망 로구성되어있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105

�054-683-0024

궁전장여관 양읍내. �054-682-6964

맘포식당 양군청 앞. 고랭지 최고급 양

한우. 쇠고기주물럭 2만1000원, 삼겹살

8000원. �054-683-2339

장원가든 양초등학교 앞. 쌈밥 6000원, 한

방보쌈3만원. �054-683-1114

선바위식당 선바위관광지 내. 일월산에서 채

취한나물을넣은산채비빔밥 7000원.

�054-682-7429

낙동식당 입암면사무소 옆. 단체 40명 가능.

메기매운탕 7000원.�054-682-4070

기타정보

양군청

문화관광과

�054-680-6067

tour.yyg.go.kr

1 고추 말리기. 2 남이장군의 전설이 서린 선바위. 3 일
월산자생화공원. 4 서석지 은행나무. 5 이문열의 고향 두

들문화마을. 6 조지훈 생가 초입에 있는 시비.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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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울릉도 오징어축제 매년 8월 중∙하순 저동

항일원. �054-790-6374

우산문화제 매년 10월 중 도동항을 비롯한

울릉읍일원. �054-790-6374 

숙박∙식당정보

울릉 아리조트 객실 120여 개와 세미나실,

식당, 노래방, 커피숍, PC방, 수 장 등의 부

시설을 갖춘 종합 리조트. 유럽풍 건물의

모든객실에서는바다를볼수있다. 

�054-791-8800 www.daearesort.com

추산일가 송곳산 아래 깎아지른 해안 절벽에

올라앉은전통펜션이다. 

�054-791-7788 www.chusanilga.com

칸모텔 일부 객실에는 인터넷 PC도 설치돼

있다. 도동의 울릉경찰서 앞쪽의 골목에 위

치. �054-791-8500

황제모텔 저동항 일 에서는 비교적 깔끔하

고시설좋은모텔이다. �054-791-8900

99식당 약초해장국, 오징어내장탕, 오징어불

고기 등 울릉도의 향토 음식을 맛있게 차려

내는집이다. 도동항에위치. 

�054-791-2287

프로그램 성격

∙화산섬울릉도의독특한자연풍광과국토최동단독도를찾아가는국토순례여행.

∙날씨에따라일정이바뀔가능성이매우높다는점을사전에관광객에게공지해야한다. 

∙날씨가비교적양호하고기온이적당하며자연풍광이수려한5, 10월이여행의최적기. 

여행 코스 : 도동항 도착 - 행남등 트레킹 - 봉래폭포- 도동항이나 저동항에서 숙박 - 독도전망 에서

해맞이 - 울릉도 육로 일주(도동 - 사동 - 통구미 - 남양 - 태하 - 현포 - 천부 - 나리분지 - 천부 - 죽암 -

석포) - 석포~내수전 옛길트레킹 - 내수전 전망 - 저동에서 숙박 - 저동항 일출과 새벽 어판장 구경 - 독

도유람선승선- 독도상륙- 도동항- 여객선출항

연계 코스 : 020(동해) 코스와 연계하여 3박 4일 여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울릉도만 제 로 보는 데도 3박

4일이빠듯할지경이다. 

장소별소개∙특징

행남등 (054-791-2594)는 도동항과 저동항 사이의 돌출된 해안 절벽 위에 있다. 도동항에서 행남산책로

1
울릉도

동해먼바다의화산섬에서느끼는국토애

046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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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가는 길도 있고, 울릉군청 뒤편의 산길 코스도 있다. 해안산책로

는 쉽게 등 까지 오갈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단조롭고 밋밋하다. 반

면에 산길 코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험한 구간도 만나지만, 길의 풍정

이 다채롭고 곳곳에 천연 전망 도 있다. 울릉도 일정이 빠듯하다면 행

남등 트레킹은 예비 코스로 남겨둘 것을 권한다. 봉래폭포 버스 종점

의매표소에서왕복1시간쯤걸리는봉래폭포도행남등 트레킹코스와

마찬가지로예비코스로두는것이좋다. 

독도전망 (독도전망케이블카054-791-7160)에서는장엄한해돋이

나 밤바다를 훤히 밝힌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을 감상하기에 좋다. 하지

만 시야가 쾌청한 낮에는 일부러라도 한번 올라볼 만하다. 도동항 주변

의 쪽빛 바다와 행남등 , 성인봉 원시림과 사동 해안뿐만 아니라 멀리

독도가아스라이보이기도한다. 

울릉도여정은크게육로일주, 해상유람선관광, 성인봉등산, 독도

관광등4가지로나눌수있다. 그중가장주요한여정은역시육로일주

다. 체로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사동, 통구

미, 남양, 태하, 현포, 천부, 죽암, 선창 등을 거쳐 섬목까지 갔다가 똑같

은 길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하지만 같은 코스를 돌아오는 것보다는 석

포~내수전 옛길을걸어볼만하다. 선창마을에서석포로가는찻길은경

사가 매우 급하고 급커브가 많아서 버스 진입이 불가능하다. 느긋하게

걸어도20~30분이면석포마을에당도한다. 일주도로미개통구간인석

포~내수전에는근사한옛길이남아있다. 원시적야성과순수함을간직

한이길을한시간쯤걸으면저동항일 가한눈에들어오는내수전 전

망 아래의도로끝에도착. 버스는이곳에서기다리면된다. 

유람선 일주도육로일주에못지않게매력적인코스다. 하지만2박3일일정에유람선일주와독도관광이

모두포함된다면배타는데만13~15시간이걸린다. 유람선일주코스의하이라이트구간인 풍감절벽과관

음도사이의북면해안은오전에는역광을받기때문에제 로관광하고좋은사진도찍으려면순광이비추는

오후3~5시이후가좋다. 유람선일주는1시간40분~2시간20분이소요된다. 

기상 악화로 독도 관광과 유람선 일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인봉 등산 코스로 체한다. 성인봉은 울릉

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인봉 산자락이 바다와 맞닿은 곳에 마을과 일주도로가 있고, 마을과 일

주도로 옆의 산자락을 거슬러 오르면 어김없이 성인봉 정상에 다다른다. 성인봉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진짜원시림’이있다. 나리분지방면에서올랐다가도동이나안평전으로하산하는코스가수월하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보배식당 도동항에 위치한 홍합밥 전문점.

20~30분 전쯤 전화 예약을 해두는 게 좋다.

�054-791-2683 

향우촌 정육점을 겸해 육질이 좋고 신선하다.

울릉읍사무소 부근의 향군회관 1층에 위치.

�054-791-8383 

산마을민박식당 푸짐한 산채정식, 더덕으로

속을 채운 토종닭 등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통나무집 민박도 편안하고 멋스럽다. 나리분

지에위치. �054-791-4643

기타정보

울릉군청www.ulleung.go.kr

울릉군청독도관리사무소

�054-790-6645

아고속해운묵호매표소

�033-531-5891 

www.daea.com

독도관광해운

�054-791-8111

www.dokdotour.com

울릉관광여행사

�054-791-0066 www.ulleungtour.co.kr 

1 독도의 동도 갯돌해변에서 바라본 서도. 2 울릉도 유일

의 종합 리조트인 울릉 아리조트 전경. 3 원시림이 울창

한 바닷가의 산허리를 따라가는 석포~내수전 옛길. 4 울
릉도 최 의 어항인 저동항의 장엄한 해돋이. 5 송곳산 아

래의 해안 절벽에 자리 잡은 추산일가.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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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울진 게축제 매년 4월 초순 후포항 한마음

광장. �054-789-6853

울진송이축제 매년 9월 하순 왕피천 엑스포

공원일원. �054-789-6813

백암온천축제 매년 8월 초순 백암온천관광특

구내. �054-789-6901 

숙박∙식당정보

백암온천한화콘도 온정면 소태리 백암온천 지

구에위치. 객실249개. 온천탕, 사우나, 온천학

습관, 식당등의부 시설이있다. 

�054-787-7001 www.hanwharesort.co.kr

벽산덕구온천콘도 객실 내에 덕구온천의 온

천수가 공급된다. 모든 객실은 한실이며 5∙

7∙10인실등이있다. �054-783-0811

구수곡자연휴양림 북면 상당리 응봉산 자락

의 울창한 솔숲에 자리 잡은 자연휴양림. 통

나무집, 황토방, 산림문화휴양관 등 다양한

구조와 크기의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울진군청에서운 한다. 

�054-783-2241 gusugok.uljin.go.kr

프로그램 성격

∙높은산, 깨끗한바다, 역사깊은온천, 독특한별미를찾는온천휴양여행이다.

∙동해의탁트인전망과첩첩산중의때묻지않은자연미가매력포인트. 

∙따뜻한온천과철지난바다가그리워지는11월부터이듬해3월까지가여행적기다. 

여행 코스 : 중앙고속도로 풍기 IC - 주 - 36번 국도(울진 방면) - 불 계곡- 수산교 삼거리 우회전 -

망양정 - 수산교 - 울진 남부 교차로 - 7번 국도(삼척 방면) - 죽변교차로 - 봉평신라비 - 죽변항에서 어판

장∙죽변등 ∙<폭풍 속으로> 세트장 구경 - 920번 지방도(덕구온천 방면) - 하당 삼거리에서 우회전 - 917

번 지방도 - 구수곡자연휴양림 입구 - 덕구온천- 917번 지방도 - 덕구 교차로 - 삼척 방면 - 동해고속도로

동해IC

연계코스 : 017(삼척)이나049( 주) 코스의일부경유지와연계해도좋다. 

장소별소개∙특징

울진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중앙고속도로 풍기 IC에서 36번 국도를 타고 주, 봉화를 거쳐가는 길과

동해고속도로 동해 IC에서 7번 국도를 타고 동해, 삼척을 경유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소요 시간(정기 노선 버

1

울진

동해안일출감상에온천욕즐기는휴양여행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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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은 둘 다 4시간 내외로 별 차이가 없는데다 전체적인 느낌도 판이해

번갈아이용하는것이울진여행의최적코스다. 

경북 봉화에서 울진으로 가는 36번 국도는 줄곧 첩첩산중을 굽이굽

이 돌아간다. 서면 옥방휴게소를 지나고 답운재를 넘어서면 불 계곡

에 들어선다. 이 계곡의 물길과 36번 국도의 찻길은 시종 나란히 달린

다. 소나무가 촘촘히 뿌리박은 암봉과 태극 형상을 이루며 굽이치는 물

길의조화가한폭의산수화처럼절묘하다. 하지만36번국도의불 계

곡 구간은 벼랑이 부분인데다 굴곡도 심하며, 겨울철에는 빙판 구간

이많다. 

울진 여행 일정이 무박 2일이라면 관동8경 중 하나인망양정에서 해

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에 울진에 당도한다. 체로 울진으로 들어

올 때 36번 국도를 이용했으면 망양정,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왔을 경우

에는죽변항에서해돋이를구경하는것이좋다. 

죽변항에는 볼거리가 아주 많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어선들이 정박

한 항구를 배경 삼아 펼쳐지는 해돋이가 장관이다. 울진 최 의 어항인

죽변항에는울진 게, 도루묵, 곰치, 문어등각종어류가풍성해서이른

아침부터열리는경매광경도구경해볼만하다. 어판장뒤편의언덕에는

죽변등 (054-783-7104)가있고, 등 부근의 가실언덕에는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이 남아 있다. 주변 바다의 풍광과 세트장이 오래

전부터 공존해온 것처럼 잘 어울린다. 죽변항 입구의 도로변에는 아주

크고 오래된‘울진 죽변리의 향나무’가 있다. 천연기념물 제158호로, 울

릉도의 향나무가 해류를 타고 흘러와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한다. 죽변

항동구밖의봉평리에는울진유일의국보급문화재이자현존하는신라

비석중가장오래된봉평신라비(국보제242호)도있다. 민물고기생태체

험관(054-783-9413)도함께들러보자.

덕구온천은 응봉산(998m)의 동쪽 기슭에 자리한 북면 덕구리의 덕

구계곡(온정골)에서 자연적으로 솟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 용출 온천

이다. 옛날에는 계곡 속의 천연 노천탕이었으나 지금은 4km 아래의 덕

구온천으로 온천수가 공급된다. 관광호텔, 스파월드, 노천온천탕, 한식당 등을 갖춘 덕구온천호텔(054-782-

0671, www.duckku.co.kr)에서 하룻밤 묵으며 온천욕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응봉산 자락의 울창한 숲과 첩

첩한산줄기를바라보며히노끼탕, 레몬탕, 재스민탕등여러이벤트탕을섭렵하면그야말로신선놀음이따로

없다. 울진에이어 덕이나포항방면으로코스가계속된다면덕구온천 신백암온천을이용해도좋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사동횟집 기성면 사동리에 위치한 작고 허름

한 시골 식당이다. 하지만 이 집의 유일한 메

뉴인막회(무침회)는감동적일만큼싸고맛있

다. 주인 할머니가 새벽마다 인근 사동항이나

후포항에서 직접 구입한 물가자미, 수가자미,

오징어 등을 뼈째 가늘게 썰어 낸다. 울진읍

군청 앞에도 아들이 운 하는 분점(054-

783-0428)이있다. �054-788-6517

죽변방파제 7호횟집 다양한 밑반찬과 함께 울

진 게찜을 내놓는 집으로 주인 아주머니가

싹싹하다. 잡어세꼬시와복어탕도괜찮다. 

�054-783-9713

기타정보

울진군청문화관광과 tour.uljin.go.kr 

죽변수협판매과(울진 게경매)

�054-783-7484

1 죽변등 옆의 가실 언덕에 자리 잡은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2 관동8경의 하나인 월송정. 3 가장 오

래된 신라 비인 봉평신라비. 4 관동8경 중 하나인 망양정.

왕피천 하구의 솔숲 언덕에 있다. 5 덕구온천호텔의 이벤

트탕 중 하나인 레몬탕.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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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성주참외축제매년4월하순성주읍성밖숲. 

�054-930-6065 scf2007.or.kr

숙박∙식당정보

가야산관광호텔 수륜면 백운리 해발 560m

가야산 중턱에 자리 잡아 전망이 상쾌하고 주

변 풍광이 좋다. 2~8인실 규모의 다양한 객

실을갖췄으며, 식당과온천탕도있다. 

�054-931-3500 

www.gayasanhotel.co.kr

시실리펜션 모든 건물이 가야산 소나무와

100% 황토로 지어져서 친환경적이고 잠자리

도 편안하다. 객실의 크기와 구조가 다양하

고, 침 에 누워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객

실도있다. 수륜면백운리에위치. 

�054-932-1133 www.sisilri.net

포동이숯불가든 성주군 양돈 농가에서 품질

을 개량해 브랜드화한 성주포동이포크 돼지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집. 등심, 불고기, 갈비

등 한우와 돌솥밥, 굴국밥 등도 먹을 만하다.

성주읍예산사거리부근에위치. 

�054-931-0770

왜관식당 청국장과 백반을 잘하는 집이다. 직

프로그램 성격

∙성주참외의본고장에서전통의향기와고향같은아늑함을찾는답사여행이다.

∙성주참외가제철인5월경에는성추참외축제나참외따기체험과연계할수있다. 

∙겨울철을제외한4~11월기간이여행하기좋다.

여행 코스 : 경부고속도로왜관IC - 왜관제2교- 죽전교차로- 33번국도(성주방면) - 월항면소재지-

한개마을답사- 33번국도(성주방면) - 동방사지7층석탑- 성주읍내이천변의성밖숲구경- 참외생태학습

원- 905번 지방도(초전 방면) - 어산 삼거리에서 우회전 - 세종 왕자태실∙선석사답사 - 어산 삼거리에서

우회전- 905번지방도- 4번국도(김천방면) - 경부고속도로김천IC

연계코스 : 060(합천) 코스와연계하여1박2일일정이가능하다. 

장소별소개∙특징

성주군 월항면 산리의한개마을은 5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전통 마을이다. 이 마을의 큰길은 Y자 형태

다. 갈림길지점에진사 이있고, 왼쪽길로들어서면교리 , 북비고택, 월곡 이차례 로나온다. 반 로오

성주
전통과참외의향기가득한‘금싸라기’땅

0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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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 길로 접어들면 하회 , 극와고택, 한주종택이 잇달아 나타난다. 고

택에는 부분 주민들이 손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단체로 둘러볼

때는 산만하게 흩어져서 마음 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지 말고, 가급적

이면 함께 움직이며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뒤 집 구경을 하

는 것이 예의다. 몇몇 주인들은 자청해서 집 안내를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을에관한재미있는이야기도들려준다. 구불구불이어지는마을돌담

길의운치도애써느껴볼일이다. 근래등록문화재제261호로지정된한

개마을의 돌담은 황토 사이사이에 크기, 색깔, 모양이 제각각인 자연석

을 군데군데 박아놓았다. 언뜻 무질서해 보이지만, 현 감각으로는 감

히흉내조차내기어려울만큼멋스럽고자연미가넘친다. 

성주읍경산리이천변의성밖숲(천연기념물제403호)은잠시쉬기에

아주 좋다. 수령 300~500년의 아름드리 왕버드나무 59그루가 숲을 이

뤄 그늘이 좋고 강바람도 시원스럽다. 서늘한 갈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흩날리는 광경도 매우 서정적이다. 곳곳마다 벤치가 놓여 있으며, 성주

체육공원도이곳에조성되었다. 

성밖숲 지척의 성주읍 흥리에 위치한참외생태학습원(054-933-

0375)은 참외의 기원, 역사, 재배 농기구, 참외로 만든 음식 등 참외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곳이다. 기획전시실, 상실, 유리온실, 비

닐하우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옥상에 있는 초 형 참외 모형이 눈길을

끈다. 

세종 왕자태실(사적 제444호)도 꼭 한번 들러볼 만하다. 성주군 월

항면인촌리의태봉에자리한이태실은조선세종20~24년(1438~1442)

에조성되었다고한다. 세조 수양 군을 비롯해 세종의 18왕자와 손자 단종의 태 등 태실 19기가 안장되어 전

국 최 규모로 꼽힌다. 야트막한 야산의 펑퍼짐한 산등성이인데도 우주의 중심에 선 것처럼 충만한 기(氣)가

느껴진다. 이 태봉 근처에는 신라 때 의상 사가 창건했다는선석사가 있다. 태실이 조성된 뒤로는 태실을 지

키는원찰이된곳인데, 아담하고고즈넉해서찬찬히둘러볼만하다. 

성주군여행중에빼놓지말고들러보면좋을곳은백운리농촌체험마을에서그리멀지않은가야산야생

화식물원(054-931-1264)이다. 전시관 안에는 야생화 관련 작품을 전시한‘예술의 정원’, 가야산 희귀식물 사

진이 있는‘만남의 정원’, 고도별 야생화 서식 상태를 보여주는‘생명의 정원’, 꽃말과 전설을 소개한‘사랑의

정원’, 꽃문양의복과장신구, 고생 화석을전시한‘생활의정원’등이있다. 야외전시원은야생화학습원, 

관목원, 국화원, 숙근초원, 가야산자생식물원등5가지테마로구성된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접 띄워 끓이는 청국장이 옛날 외할머니가 끓

여주신맛이다. �054-932-9554

분오칼국수 성주읍 성주시장 내에 위치한 작

은 식당. 칼국수와 수제비 맛이 일품이다.

�054-931-3296 

꿩샤브샤브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꿩 요리

전문집이다. 꿩으로 샤브샤브, 탕수육 등 다

양한요리를만든다. 가천면에위치.

�054-932-4037

기타정보

성주군청문화체육정보과

�054-930-6063 

www.sjmelon.go.kr/tour

성주참외포털

sjmelon.go.kr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

�054-933-4709 

www.melon.or.kr 

2

3

4
1 등록문화재 제261호로 지정된 성주 한개마을의 돌담길.

2 한개마을의 북비고택. 이 집의 사립문은 사도세자를 추모

하는 뜻에서 북쪽으로 나 있다. 3 한주종택의 문에서 바

라본 한개마을의 고샅. 4 수령 300~500년의 아름드리 왕

버드나무 59그루가 숲을 이룬 성밖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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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소백산철쭉제매년5월말. 

�054-639-6064 

부석사과축제매년 10월말. 

�054-639-6451

주풍기인삼축제매년 10월초. 

�054-639-6064

선비문화축제매년 10월중순. 

�054-638-7114

숙박∙식당정보

옥녀봉자연휴양림 봉현면 두산리. 산막 이용

료는4만5000~20만원. �054-639-6543

www.oknyeobong.com 

선비촌선비들의 숨결이 밴 옛집에서 숙박 체

험가능. 2만5000~5만원. 

�054-638-7114 www.sunbitown.com

풍기온천지하800m에서온천수가솟아나는

풍기온천은 신경통, 당뇨병, 피부 미용에 좋

다. 이용 시간 06:00~20:00. 어른 4500원,

어린이 3000원. �054-639-6911 

풍기인삼관광호텔 숙박료는 주중 5만원, 주말

6만원. 스카이뷰 조식 가능. 인삼우거지탕∙

인삼된장찌개 7000원. �054-637-8800 

프로그램 성격

∙봄엔사과꽃길산책, 가을엔사과따기체험으로구성한다. 

∙최초의사원인소수서원, 선비촌그리고백두 간의경치를볼수있는부석사와어우러진문화유산답사. 

∙사과꽃이좋은4월과사과따기체험이가능한10월이좋다.

여행 코스 : 중앙고속도로 풍기 IC - 931번 지방도(부석사 방면) - 순흥문화마을(소수서원∙소수박물관∙

선비촌)- 부석사- 931번 지방도(풍기 방면) - 두산육교에서 좌회전 - 옥녀봉자연휴양림- 5번 국도(단양 방

면) - 죽령옛길 산책(죽령주막∙전망 ) - 풍기인삼시장- 중앙고속도로풍기IC 

연계코스 : 044(안동) 코스나봉화(북지리마애불, 닭실마을, 청량사)를묶어1박2일여행으로구성한다. 

장소별소개∙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054-634-3310, www.seonbichon.or.kr)은 동쪽에 학교, 서쪽에

사당이있으며, 스승숙소인직방재와일신재, 기숙사인학구재와지락재가자유롭게배치되어있다. 입구솔숲

사이에는 숙수사지 당간지주(보물 제59호)가 늘씬하게 서 있으며 유교의 전래, 서원과 향교, 순흥 지역의 유학

1

주

사과꽃향기맡으며부석사와소수서원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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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소수박물관

(054-639-6955)도들러볼만하다. 

선비의 생활상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선비촌(054-638-7114,

www.seonbichon.or.kr)은 기와집

7가구, 초가집 5가구, 정려각, 서낭

당, 저잣거리가 있으며 널뛰기, 투

호, 한지공예, 탁본체험등이가능

하고, 전통혼례도볼수있다. 입장

료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입장권 하나로 소

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모두

관람. 

주시 부석면 북지리의부석사

(054-633-3464, www.pusoksa.

org)는신라문무왕때의상 사가창건한사찰이다. 불력으로외침을막고자지은호국가람으로, 우리나라화

엄사찰의발원지가되었다. 건물들은조화와화합을뜻하는‘華’자형태로배치되었으며, 석축과계단이절묘

한조화를이룬다. 우리나라에서가장아름다운목조건물무량수전(국보제18호)을비롯하여소조여래좌상(국

보제45호), 석등(국보제17호), 조사당(국보제19호) 등문화재가많다. 부석사일주문을중심으로은행나무가

열주처럼서있는데, 10월말쯤노랗게물들때가장아름답다. 

소백산 자락인 옥녀봉까지 이어지는 도로 양편은 온통 사과밭. 봉현면 두산리의 옥녀봉자연휴양림(054-

636-5928)에서오솔길따라옥녀봉정상에오르면소백산, 국망봉, 비로봉, 도솔봉이파노라마처럼펼쳐진다.

방갈로, 야 장, 취사장, 야외수 장과놀이시설이있다. 풍기에서예천가는931번지방도와희방사가는길

도사과꽃드라이브코스다. 

단양넘어가는5번국도를타고소백산자락에올라서면중앙선, 죽령옛길까지2000년역사의 동맥을한

눈에볼수있다. 희방사역에서죽령주막까지2.5km나이어진죽령옛길은울창한숲이일품이며, 산길을거닐며

선인들의발자취를느껴볼수있다. 죽령주막에서희방사역으로하산하는코스(1시간소요)가좋다.

인삼이 자라기 좋은 풍토에서 재배되는 풍기인삼은 다른 지방 인삼보다 조직이 충실하고 향이 강하며, 사

포닌함량이매우높다. 풍기역일 에풍기인삼시장이형성되어품질좋은인삼을저렴한가격에살수있다.

인삼커피, 인삼캔디, 인삼절편, 인삼밥도맛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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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unggihotel.com

코리아나호텔 부석사 입구. 숙박료 3만원.

�054-633-4445

풍기인삼갈비 풍기에서 부석사 가는 외곽도

로에 있음. 인삼과 갈비의 절묘한 만남 인삼

갈비탕 7000원, 인삼돼지갈비 6000원, 인삼

소왕갈비(500g) 4만원. �054-635-2382 

순흥전통묵집 순흥 읍내. 순수 토종 메 묵채

에조밥이나옴. 묵조밥4000원. 

�054-634-4614

자미가 부석사 입구. 산채정식 6000~8000

원. �054-632-3454 www.jamiga.com

종점식당 부석사 입구. 산채정식(청국장, 간고

등어포함 16가지반찬) 7000원. 

�054-633-3606 

기타정보

주시청문화관광과

�054-639-6062

tour.yeongju.go.kr

소수서원관광안내소

�054-639-6259

1 부석사 무량수전. 2 한옥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는 선비촌. 3 풍기에서는 중앙선 철도와 중앙고속도로, 5번 국도,

죽령옛길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4  옥녀봉자연휴양림 근처 사과꽃밭. 5 풍기역의 급수탑. 6 풍기인삼시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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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덕해맞이축제 12월 31일~이듬해 1월 1일.

� 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396

덕 게축제매년4월중순. 

� 덕군청 해양수산과 054-730-6561

덕복사꽃축제격년(홀수해) 4월중순.

�054-730-6084

덕여름축제매년 7월말.

� 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393

덕황금은어축제매년8월초.

� 덕군청 해양수산과 054-730-6561 

숙박∙식당정보

칠보산자연휴양림 전국에서 바다를 볼 수 있

는 유일한 휴양림. 고래불∙ 진해수욕장이

가까이있다. 12실의산림휴양관 2동과 8실의

숲속의 집이 있으며, 물놀이장과 해돋이 전망

를갖췄다. 숙박료 3만~10만원. 

�054-732-1607

동해비치관광호텔 남정면 남호리. 객실에서

동해로 떨어지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숙

박료 12만~14만원. �054-734-5400

www.e-beachhotel.com

동해해상호텔 삼사해상공원 내. 객실 54개.

프로그램 성격

∙복사꽃기행과 덕 게맛기행, 해변산책. 

∙동해를멋지게조망할수있는해맞이공원과 덕의청정해수욕장으로구성한다.

∙복사꽃이활짝피고 게살이꽉찬4월초순이여행하기제일좋다. 

여행 코스 : 중앙고속도로서안동IC - 34번국도( 덕방면) - 복사꽃마을- 덕- 7번국도(포항방면) -

삼사해상공원(어촌민속전시관) - 강구항- 20번 지방도(평해 방면) - 창포등 - 풍력발전단지- 강축해안도

로- 축산항- 20번지방도(평해방면) - 축산- 신돌석장군유적지- 해- 7번국도(평해방면) - 진해수

욕장∙고래불해수욕장- 중앙고속도로서안동IC 

연계 코스 : 044(안동), 045( 양), 047(울진) 코스와연계해서2박3일프로그램으로구성하거나포항의명

소와혼합할수도있다.

장소별소개∙특징

덕의 복숭아는 비타민과 당도가 뛰어나 그 맛이 일품이다. 4월 중순 지품면 덕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

1

덕

복사꽃감상즐기고 게맛보니신선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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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사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이 펼쳐진다. 삼화리 삼협마을은복사꽃마

을(054-732-7015)로지정되어마을안쪽산길로올라가면오십천따라

이어진복사꽃풍경이황홀하다. 여름에는접시꽃, 가을에는코스모스가

핀다. 

강구항남쪽삼사해상공원(054-733-0300)은동해가시원스레내려

다보이는곳에있어일출감상포인트. 지하1층, 지상3층의어촌민속전

시관(054-730-6790)은 전통 어구, 어선 제작 과정, 해저 지형, 항구 체

험 등 어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관람료 어른 1500

원, 청소년800원. 관람시간09:00~18:00.

강구항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잡힌 덕 게의 집산지로,

오징어와 미역 등 각종 수산물, 다양하고 신선한 횟감을 저렴하게 구입

할수있다. 덕의강구와축산사이앞바다에서3~4월에잡힌것이살

이차고맛좋기로소문이났다. 강구항은드라마<그 그리고나>의촬

장소로알려져있다. 

강구항부터 축산항까지는 동해안 최고의 해안 드라이브 코스다. 환상의

전망 역을 하는 창포등 에 오르면 풍력발전단지(054-734-5870)와

검푸른동해를한눈에관망할수있다. 잘꾸며진데크산책로와전망 ,

쉼터와 갈 숲, 음악과 물고기 조각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

다. 등 아래야생화공원으로내려가면참나리, 패랭이, 구절초등바다

를 배경 삼아 핀 야생화를 볼 수 있다. 해안을 끼고 자리한 창포리는 낮

은 야산 지 와 바다와 접해 있어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섰다. 발전기 20

여개가능선을수놓은모습이이국적이다.

축산면 도곡리의 신돌석 장군 유적지(054-734-6397)는 신돌석 장

군에 한각종자료들을모아전시한곳으로기념관, 충의사, 동∙서재, 내∙외삼문등으로구성되었다. 기념

관에는일제의침략과의병활동, 덕지역의항일운동관련자료가전시되어있으며, 신돌석장군약력과설

화, 태백산 전투, 일본군의 무기와 형장구, 장군의 전략과 전술 등 각종 기록물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인근

신돌석장군의생가도둘러볼만하다. 

여름에 덕을찾으면청정해변을일정에넣는다. 4km의해안선이이어진 진해수욕장은물이깨끗하고

송림이 좋기로 유명하다. 북쪽으로 송천이 흘러 자연산 은어를 낚을 수 있으며, 담수욕도 즐길 수 있다. 명사

20리해안이펼쳐진고래불해수욕장은에메랄드빛바다와울창한송림이일품이고, 은모래빛해변이

좋아해변달리기코스로애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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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암반광천수가나옴. 

�054-733-5445 

화이트하우스 경정항. 객실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 취사∙바비큐 시설 완비. 숙박료 5만

~7만원. �054-733-8265

덕 게식당강구항. 게전문. 

�054-733-8801

청화 강구항. 게전문. 

�054-733-4130 

동해별미식당 덕읍. 생 구탕. 

�054-733-0292

기타정보

덕군청문화관광과

�054-730-6396 tour.yd.go.kr

강구수협�054-732-9178

강구 덕 게상가연합회

�054-734-5675

축산수협

�054-732-5001

게원조마을

�054-732-4459

1∙∙6 덕 복숭아밭. 2 삼사해안공원 내 어촌민속전시

관. 3 덕 게 앞발을 형상화한 창포등 . 4 야생화공원.

5 고래불해수욕장.

2

3

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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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술과떡잔치매년4월.

�경주시청문화관광과054-779-6395

sulddeok.gyeongju.go.kr

경주세계문화엑스포매년9~10월. 

�경주시청문화관광과054-779-6393

www.cultureexpo.or.kr

숙박∙식당정보

호텔현 보문관광단지에위치. 

�054-748-2233 

www.hyundaihotel.com 

경주한화콘도 보문관광단지에 위치. 온천 사

우나와볼링센터등이있다. 

�054-777-8900 

www.hanwharesort.co.kr 

보문유스호스텔 보문관광단지. 객실 98개. 

강당, 식당, 운동장, 수 장, 극기수련장, 휴게

실, 회의실, 자연학습장, 야외활동장이있다. 

�054 -749-5000

심천펜션 동남산 자락에 있는 전원 농원. 황토

에기와를얹은전통한옥. 숙박료5만~6만원.

�054-748-7868 www.simchun.net 

황토방깔끔한민박집. 보문관광단지내위치.

프로그램 성격

∙삼릉부터용장계곡을따라가는남산종주코스로구성한다.

∙봄부터가을까지가여행하기적당하다.

∙문화유산해설사와동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여행 코스 : 중앙고속도로- 경주IC - 오릉우회전- 35번국도(언양방면) - 포석정지- 서남산주차장-

배리삼존불 - 삼릉 - 삼릉계석불좌상 -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 삼릉계곡 마애석가

여래좌상 - 용장사곡삼층석탑- 용장사곡석불좌상 -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 35번 국도(경주 방면) - 경주

시내- 황남빵- 경주시내야경드라이브(첨성 , 안압지등) - 경주IC 

연계코스 : 경주시내권, 불국사권, 동해권유적을포함해1박2일이상의코스를구성할수있다. 052( 구

동구) 코스와연계해도동선에무리가없다.

장소별소개∙특징

경주시 배동에 있는포석정지(사적 제1호)는 신라 왕실의 별궁으로, 흐르는 물에 잔을 띄워 잔이 닿는 자리

1
경주

신라석불의보고남산을종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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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앉은 사람이 시 읊는 놀이를 하

던곳이다. 경애왕이연회를즐기다

견훤에게 잡히니 신라 패망의 현장

이기도 하다. 현재 정자 등 건물은

없어졌으나 포석정에 물이 유입되

는흔적으로보이는신라우물(둥근

돌을 들어내면 우물이 됨) 자리가

있으니유심히볼것.

삼릉계곡 한켠에 선각육존불이

있다. 남산의불상이 부분바위를

쪼개어조각혹은동상의형태로존

재하니 선으로 표현된 특이한 작품

이다. 앞뒤로 큰 바위가 두 개인데,

각각 삼존불이 선각(線刻)되어 합하

면 육존불이 된다. 빗물이 마애불

위로 직접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를 파놓은 것도 유심히 볼 것. 긴 돌 홈 앞에는 지붕을 씌운 듯한 흔적도

있다. 

용장사지동편능선위에자리한용장사곡삼층석탑은보물제186호다. 경주남산전체를기단으로삼아우

리나라에서가장높은석탑이라는평을받는만큼풍광이빼어나다. 2단의기단에세워진3층석탑으로, 3층옥

개석까지 남아있는데 높이가 4.5m다. 쓰러져 있던것을1922년에 재건했다. 통일신라 후기의 표적인 작품

으로추정되며, 매월당김시습이머물던용장사지에는마애여래좌상(보물제913호), 목없는석불좌상(보물제

187호)이남아있다.

경주황남동에있는황남빵(054-749-7000, www.hwangnam.co.kr)은경주토박이최 화옹이1939년

부터만들어온팥빵이다. 말랑말랑하면서도느끼하지않는팥소가일품이다. 모든공정은수작업이며, 손저울

을사용한다. 팥소를넣은둥근반죽위에빗살무늬도장을눌러찍는다. 인공감미료와방부제를사용하지않

는다. 개방형주방을통해황남빵만드는전과정을볼수있다. 20개1만원, 30개1만5000원. 택배가능.

신라천년의 광이살아숨쉬는경주의명소는밤에봐도멋지다. 특히삼국통일의 위업을이룬문무 왕

때 지은 동궁 임해전지(안압지)의 야경이 뛰어나다. 안압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공연이 펼쳐진다. 경주 시내

야경 드라이브로는첨성 , 계림숲, 반월성을지나는길이로맨틱하다. 경주의유적지답사에앞서가능하다면

국립경주박물관(054-740-7518, gyeongju.museum.go.kr)을관람하는것이좋다.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다양한체험학습이진행된다. 매주월요일휴관.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숙박료주말기준8만원. �054-745-1008

요석궁 경주시 교동에 위치. 계림정식 3만원,

안압정식5만원. 

�054-772-3347 www.yosukgung.com 

은정횟집 30년 역사의 복어 요릿집. 감포 육

거리 등 입구. 복국 1만원(냉동복), 2만

5000원(참복). �054-744-8600 

맷돌순두부 보문관광단지 입구. 순두부찌개

6000원. �054-745-2791 

삼릉고향칼국수경주 토종 칼국수 4000원.

�054-745-1038 

화산불고기단지포항가는 7번국도변에불고

기식당40여곳이모여있다. 

기타정보

경주시청 www.gyeongju.go.kr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395

경주남산연구소

www.kjnamsan.org

경북관광개발공사

�054-740-7333 

www.ktd.co.kr 

신라문화원www.silla.or.kr 

1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2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3 황룡사지 유채꽃과 남산. 4∙∙5 천마총 내의 금관. 6 용장

사곡삼층석탑. 7 안압지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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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비슬산 참꽃축제 매년 4월 말~5월 초순경.

�053-668-2172

섬유박람회매년봄(3월), 가을(10월).

�053-803-3342, 3352

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매년 5월초 중구

남성로 일원. 한방 진료 침술 체험이 가능하

다. 경혈침 1만원, 우황청심환 1만~2만원.

� 약령시보존위원회 053-253-4729 

www.herbmart.or.kr/festival

동성로 축제 매년 5월경 중구 동성로 일원.

�053-423-3337

약초 목욕 마사지 체험 약초 목욕 등. 1시간

정도. 1만~1만5000원.

�팔공산약초탕053-985-9955

숙박∙식당정보

호텔인터불고팔공(1급) 수성구만촌동. 

�053-952-0088 hotel.inter-burgo.com 

팔공산온천관광호텔(1급) 

동구용수동. 8만원선. �053-985-8080 

www.palgongspa.co.kr 

황실관광호텔(1급) 동구 신천3동. 5만9000원

선(비수기기준). �053-751-2301 

프로그램성격

∙팔공산자락에흩어진 구, 경산, 천, 군위까지이어지는천년고찰을둘러보는문화답사프로그램.

∙갓바위, 거조암등소원이이루어진다는토속신앙에초점을맞춰소시민들에게희망을줄수있는프로그램.

∙팔공산에흐드러지게피어난벚꽃이아름다운봄철이나4월초파일을기점으로하면된다.

여행 코스 : 중앙고속도로 - 칠곡 IC(혹은 경부고속도로 - 북 구 IC) - 25번 국도 - 칠곡 동명에서 79번

지방도로 우회전 - 팔공산 순환드라이브 - 동화사- 동화사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 - 909번 지방도(와촌 방

면) - 신문에서선본사갓바위주차장- 갓바위까지트레킹- 919번지방도- 은해사- 거조암- 신령면- 창

평에서79번지방도- 군위삼존석불(제2석굴암) - 칠곡IC

연계코스 : 구, 경산, 천, 군위등네지역을연계하면된다.

장소별소개∙특징

팔공산(1192m)은 구시 동구, 경북 천시와 경산시, 칠곡군, 군위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다. 팔공산 자

락에는 많은 천년 고찰이 흩어져 있다. 그중 찰로 꼽히는동화사(053-982-0101, www.donghwasa.net)는

1
구동구

팔공산자락에흩어진절집기행

052

구동구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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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년(소지왕 15)에 극달존자가 창건한 사찰이다. 문화재가 많아

돌아보는 데 오래 걸린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철야용

맹정진법회가 열린다. 법문, 축원, 야식, 기도, 아침예불 등으로 구

성된다. 입장료어른2500원, 어린이1000원.

팔공산관봉정상(850m)에있는선본사갓바위(약사여래)는소

원을 이뤄준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든다. 구

갓바위시설지구쪽에서올라가면길이험할뿐아니라1시간20분

정도 걸린다.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에 있는 선본사(053-851-1868, www.seonbonsa.org) 입구를 택하면 주

차장에서 돌계단을 따라 30~40분이면 충분하다. 큰 바위에는 미륵불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이 있

다. 불상은 머리에 지름이 1.8m나 되는 갓을 써 통상적으로‘갓바위’라 불린다. 갓바위 옆으로는 팔공산이 한

눈에내려다보인다. 

갓바위를 벗어나 40여 개의 전통 사찰을 말사로 거느리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를 비껴 천시 청

통면 신원리에 있는거조암(054-335-8258, www.geojoam.or.kr)을 찾을 만하다. 거조암에는 나한상 526개

를모신 산전(국보제14호)이유명하다. 산전에모셔진나한상에사탕과쌀을1만원에사서일일이놓아주

면소원을이루어진다는설이전해져많은아낙들이찾는다. 그외수도암이나치산계곡도좋다.

이곳까지 들 다면‘제2의 석굴암’이라 불리는 군위삼존석굴(국보 제109호)까지 경유하는 것이 좋을 듯하

다. 신라소지왕15년극달화상이창건한삼존석굴은깎아지른듯한절벽의자연동굴에아미타불과 세지보

살, 관음보살이 온화한 자태를 드러낸다. 동굴은 지상 20m 높이에 위치하며 입구는 폭 4.25m, 길이 4.3m로

1960년 말까지 세인의 눈에 띄지 않다가 1970년 초 학자들에 의해 경주 석굴암보다 1세기 이상 일찍

창건된것으로밝혀져가치를인정받았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크라운관광호텔 동구 신천4동. 5만5000원

선(비수기기준). �053-755-3001 

갓바위유스호스텔 동구 진인동. 2인 1실 5만

~6만원선. �053-985-8000 

www.gatbawihotel.com

제2석굴암 온천호텔 군위군 부계면 춘산리.

2인 1실 5만원(연중).

�054-383-0002

동인동찜골목 양은냄비의 특성을 이용하여

조리한갈비찜타운.

강북칠곡음식점거리 칠곡의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음식점이 집된먹거리촌.

교동따로국밥 중구 전동. 따로국밥 4000원.

�053-254-8923 

기타정보

구시청

�053-803-0114 

구시청관광과

�053-803-3901  

tour.daegu.go.kr

팔공산관광안내소�053-985-0980

1 선본사 갓바위 입구. 2 수도사 풍경. 3 치산계곡. 4 갓바위. 5 군위 제2석굴암. 6 동화사.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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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물레방아축제 매년 10월 중순 함양읍 공설운

동장과상림일원. 

�055-960-5511 

함양산삼축제 매년 7월 하순 함양읍 상림 일

원. �055-960-5741

숙박∙식당정보

지리산자연휴양림 마천면 삼정리 광 골에

자리 잡은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지리산 주능

선의 형제봉, 벽소령, 덕평봉 등에서 흘러내

린 물줄기가 모여드는 광 골에 위치한 휴양

림답게 숲과 계류가 모두 좋다. 통나무집, 야

장 등도 잘 갖춰져 있고, 근래에 지어진 산

림문화휴양관은 객실이 많아서 단체 손님도

수용이가능하다. 

�055-963-8133 www.huyang.go.kr

안의원조갈비집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안의갈

비의 원조집으로, 갈비찜과 갈비탕만 판다.

양파, 오이, 당근 등을 곁들여 나오는 갈비찜

은 푸짐한 양과 깊은 맛으로 사랑받는다. 안

의면소재지의광풍루근처에위치. 

�055-962-0666 

프로그램 성격

∙자연과하나되고자했던선인들의풍류를더듬는답사여행. 

∙계곡과숲, 고갯길과절집등의다양한볼거리로각별한재미와성취감을준다.  

∙계곡과숲이그리운6~8월, 상림에상사화가피고단풍이물든9월중순~11월중순이여행의최적기.

여행 코스 : 통 전고속도로 서상 IC - 26번 국도(안의 방면) - 국도변화림동계곡의 거연정∙군자정∙

동호정 구경- 안의면소재지의연암 박지원의 자취찾아보기- 24번국도(함양방면) - 지곡면개평리의일두

정여창 고택관람 - 함양중 사거리에서 우회전 - 함양 상림 낙엽길 산책- 함양1교 삼거리 우회전 - 24번 국

도(남원방면) - 조동마을삼거리좌회전- 1023번지방도- 지안재- 지리산전망 - 서암정사(벽송사) - 의

탄교- 인월면소재지- 37번국지도- 88올림픽고속도로지리산IC 

연계코스 : 071(남원) 코스의일부경유지와연계해1박2일코스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에서 안의면 월림리 사이의 금천 구간은 예부터화림동계곡이라 불렸다. 팔담팔정(八

1
함양
지리산의정기이어받은고택과정자, 사찰, 숲만나기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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潭八亭)의빼어난풍광을자랑했다는화림동에는현재거연정, 군자정, 동호정등의정자가있다. 그중가장크

고 화려한 동호정은 다듬지 않고 울퉁불퉁한 나무를 그 로 사용한 기둥과 그 앞에 섬처럼 떠 있는 차일암이

인상적이다. 이 동호정과 2003년에 소실된 농월정 주변의 물가에서는 잠시 시원한 계류에 발을 담근 채 탁족

을즐기기에아주좋다. 버스를세울만한주차장도있다. 

함양군안의면은1914년까지만해도인근12면을거느린군(1895년이전에는현) 소재지 다. 남사림파

의 거목 일두 정여창과 실학파의 태두 연암 박지원도 한때 이 고을의 현감을 지냈다. 지금도 안의면 소재지에

는정여창이중건한광풍루가건재하고, 안의현청의옛터에자리잡은안의초교내에는박지원사적비가있다. 

지곡면개평마을에있는일두 정여창 고택(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은1만m2의넓은 지에건물12동이들

어앉은 경남 지역의 표적인 양반집이다. 문을 들어서면 곧 마주치는 사랑채의‘忠孝節義’‘百世淸風’이라

는 형 씨가 눈길을 끈다. 또 사랑채의 부재가 굵고 우람해서 강한 권

위를풍긴다. 반면에안채의분위기는개방적이면서경쾌하다. 

함양읍 위천변에 위치한상림(上林, 천연기념물 제154호)은 함양 사람

들의 쉼터이자 가장 큰 자랑거리다. 활엽수 2만여 그루가 무성한 이 숲은

우리나라의인공숲가운데역사가가장오래되었다. 통일신라때고운최

치원이 천령(함양) 태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조성했다고 하니 자그마치

1100여 년의 풍상을 겪은 숲이다. 원시림처럼 울창한 상림의 한복판으로

는맑은개울물이흐르고, 조붓한산책로가나있다. 한겨울을제외한어느

때라도 아름답지만, 특히 만개한 꽃무릇이 숲 바닥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9월 중∙하순, 오색 단풍 터널과 수북한 낙엽길의 운치가 절정에 이르는

10월중순~11월중순이가장아름답다. 게다가만추에는새벽안개가자주

깔려조붓한숲길을환상의꿈길로만들곤한다. 상림옆의연못에서는10

월초까지연꽃을감상할수있다.

마천면 추성리 칠선계곡의 초입에는 신라시 에 창건된 벽송사가 있

다. <변강쇠전>의 무 로도 유명한 고찰이다. 벽송사 부근에 위치한서암

정사(055-962-5662)는벽송사주지를지낸원응스님이동족상잔의비극

속에서 숨져간 넋들을 달래기 위해 1989년부터 11년 동안 조성했다는 석

굴 사원이다. 암자 주변의 자연석을 쪼아서 방광문, 극락전, 광명운 ,

사자굴 등을 조성했는데, 그 형태와 분위기가 매우 독특하다. 함양읍에서

서암을 찾아가는 길에 지나는 지안재는 완벽한‘S’자 고갯길로 사진작가

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고갯길 위에 전망 가 조성되어 지리산

천왕봉능선을바라보면서잠시쉬어가기도좋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성식당 50년 전통의 국밥집이자 함양읍에

서 가장 오래된 한식집이다. 쇠고기국밥과 수

육을잘하며, 하루에국밥 100그릇만팔고문

을닫는다.  �055-963-2089

월산식육식당 함양읍에서 벽송사 가는 길의

마천면 소재지에 위치한 흑돼지 전문점. 마천

면 가채마을 등지에서 인분과 구정물로 키운

진짜 똥돼지고기를 취급한다. 돼지갈비수육,

돼지갈비찜도있다. �055-962-5025

금농식당 생선구이쌈밥으로 현지인과 여행객

의 입맛을 사로잡는 집. 고등어, 꽁치, 갈치구

이 등과 싱싱한 야채가 푸짐하게 나온다. 상

림맞은편에위치. �055-963-9399

기타정보

함양문화관광 tour.hygn.go.kr

3

4

5

2

1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든 함양 상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인공 숲이다. 2 함양 읍내에서 마천

면으로 가는 길에 넘는 지안재. 구절양장의 고갯길이 인

상적이다. 3 지곡면 개평마을 일두 정여창 고택의 사랑

채. 4 화림동계곡의 세 정자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동호정. 5 서암정사의 석굴 법당. 석굴 전체의 암벽에

부처, 보살, 신장 등이 조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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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갈 제 매년 10월 중순 토요일 화왕산

정상화왕산성. �055-530-2244

화왕산 억새태우기 3년 주기로 음력 정월

보름밤화왕산억새밭일원. 

�055-530-2238

부곡온천제매년9월중부곡온천관광단지. 

�055-536-6277

숙박∙식당정보

창동장창녕 읍내에서 규모가 큰 숙박 시설이

라 단체 수용이 가능하다. 버스터미널 근처

오리정 사거리에 있어 찾아가기도 쉽다.

�055-532-7017

일성부곡콘도 부곡온천관광단지 내의 여러

숙박업소 가운데 객실이 가장 많아서 단체로

이용하기좋다. �055-536-9870 

www.ilsungcondo.co.kr 

동정호모텔 관룡사 초입의 옥천2교 옆에 위

치한 모텔. 관룡사 일 의 숙박업소 중에서

시설이비교적깔끔하고조용한편이다. 

�055-521-0226 

우포민박 우포늪 주변의 거의 유일한 민박집

으로 소목마을 주차장 근처에 주인 노기열씨

가 우포늪에서 직접 잡은 붕어로 조리한 붕어

프로그램 성격

∙국내최 의천연습지와유서깊은문화유산을찾아가는답사여행. 

∙왕복2km의우포늪탐방로와1.5km의관룡산산길을걸어야한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연중 어느 때라도 좋지만, 특히 진달래 피는 4월, 억새와 갈 가 은빛 물결을 이루고 겨울 철새가 날아드는

11~2월이적기.

여행 코스 :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 IC - 20번 국도(창녕 방면) - 오리정 사거리 좌회전 - 갈전 삼거리 좌

회전- 1080번지방도- 소목마을입구버스정류장좌회전- 우포늪 소목나루- 푸른우포사람들관람- 장재

마을 - 창녕읍(송현동 고분군∙진흥왕척경비∙술정리 동삼층석탑∙석빙고∙하씨초가) - 5번 국도(마산 방면)

- 신당 교차로 - 1080번 지방도(관룡사 방면) - 관룡사∙용선 석조석가여래좌상-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

IC

연계 코스 : 굳이인접시군과인계할필요없이화왕산산행, 만년교와석빙고등의문화재가있는 산면,

부곡온천까지 아우르면 1박 2일의 일정도 빠듯하다. 060(합천) 코스와 연계해 1박 2일 이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1
창녕

자연생태와전통문화가살아있는‘제2의경주’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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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소개∙특징

경남창녕군의유어, 이방, 합등3개면에걸친우포늪은우포, 목

포, 사지포, 쪽지벌 등 4개의 늪을 모두 아우르는 지명이다. 우포늪에서

풍광이 가장 빼어난 곳은우포늪 소목나루다. 특히 새벽 안개가 짙게 깔

리면 꿈결처럼 몽환적인 풍경이 연출된다. 관광버스로 소목나루를 찾아

가려면 장재마을 방면으로 진입해‘푸른우포늪사람들’앞을 지나 우포

민박옆주차장에차를세우고5분쯤걸어야한다. 우포늪의수생식물이

나 철새를 관찰하려면 유어면 세진리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진리 주

차장주변에는최근우포늪생태관이세워졌고공중화장실, 안내소겸매

점등도잘갖춰져있다. 세진리탐방로옆야산에는전망 가있어서우

포늪에내려앉은고니, 기러기, 청둥오리등의철새를관찰하기좋다.

낙동강 유역에 자리 잡은 창녕군은 예부터 토질이 비옥해서 찬란한

문화를꽃피운곳이다. 지금도곳곳마다역사유적과문화유산이산재해

서‘제2의경주’라불리기도한다. 창녕읍내의국가지정문화재중에서

는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81호), 진흥왕척경비(국보 제33호), 술정리 동

삼층석탑(국보 제34호), 석빙고(보물 제310호), 술정리 하씨초가(중요민

속자료 제10호) 등을 꼭 찾아볼 만하다. 그중 억새지붕이 올려진 하씨초

가는 300년이나 된 고택. 교동 고분군 옆 창녕박물관(055-530-2246)

에가면비화가야의유물을만날수있다.

관룡산(739m) 서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관룡사(055-521-1747)는

창녕 최 의 고찰로 독특한 볼거리가 많다. 먼저 절 초입의 길가에 세워

진돌장승한쌍은보는사람들을저절로미소짓게할정도로표정이친

감 넘치고 해학적이다. 일주문도 특이하다. 자연 상태의 돌을 그 로

석축을쌓아돌문을만들고, 그위에기와지붕을올린형태다. 피리부는

선녀, 사슴, 거북, 용 등이 화려하게 조각된 관룡사 웅전 내부의 수미

단(須彌壇 : 불상의 좌)도 퍽 인상적이다. 하지만 관룡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용선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95호)을 보기 위해서다. 불상 자체보다도 그 터가 마음을 끈다.

위쪽으로10m쯤떨어진바위에올라서면산아래의마을과허공에떠있는듯한용선 의위용이고스란히시

야에 들어온다. 지혜의 배를 탄 부처님이 번뇌와 우매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세계로

향하는듯한형상이장엄하기그지없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123

조림이맛있다. 

�055-532-6202

고향보리밥집 관룡사 아래 옥천리 도로변에

위치. 투박하면서도 맛깔스런 보리밥 하나로

유명해진집이다. �055-521-2516

전통민속쌈밥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와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사용해 상을 차려낸다.

전통민속쌈밥, 송이돌솥쌈밥, 양돌솥쌈밥,

송이토종닭백숙등을내놓는다. 

�055-521-3279 

기타정보

창녕문화관광www.cng.go.kr/culture05

우포늪안내소�055-530-2161

우포늪생태전시관�055-530-2690

우포늪사이버생태공원 upo.or.kr 

푸른우포사람들

�055-532-8989 

www.woopoman.

co.kr

1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

은 우포늪으로 물고기, 논우

등을 잡으러 나가는 주민

들. 2 사바 세계를 굽어보는

용선 석조석가여래좌상. 3
창녕 술정리의 하씨 초가. 지

어진 지 300년이나 된 샛집

(억새 지붕을 올린 초가)이

다. 4 간결하고도 단아한 자

태가 돋보이는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5 관룡산의 암

봉이 병풍처럼 둘러 쳐진 관

룡사 전경.

2

3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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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 첩기념제전매년6월중순.

�055-639-3195

거제예술제매년 10월초.

�055-688-9225

금산진달래축제매년4월초.

�055-639-3198

숙박∙식당정보

웰리브애드미럴호텔

옥포만에 위치한 관광호텔. 숙박료 12만~41

만원. �055-687-3761~5 

www.admiralhotel.co.kr

거제관광호텔 신현읍 고현리에 위치. 객실

55개. 숙박료 주중∙주말 5만8000~7만

8000원.

�055-632-7002 www.geojehotel.com 

바다그린펜션 일운면 구조라해수욕장에 위치.

야외바비큐시설완비. 숙박료 5만~9만원. 

�055-681-4277 www.badagreen.co.kr 

소낭구 펜션 장승포동에 위치. 지세포항이 내

려다보이는 1만9900m2의 지에 지은 2층

귀틀집. 40~90m2에 이르는 객실 7개 보유.

숙박료 비수기 9만~26만원, 준성수기 12만

프로그램 성격

∙홍포여차해안도로중비포장구간을트레킹코스로만들어요즘유행하는걷기여행코스로구성한다.

∙여행하기좋은시기는동백꽃이만발하는3월.

여행 코스 : 전통 간고속도로동통 IC - 14번국도(통 방면) - 신거제 교- 1018번지방도(둔덕방

면) - 하둔사거리좌회전- 청마 생가 - 탑포마을- 저구마을 - 홍포여차 해안도로- 1018번지방도- 14번

국도 - 7번 국도(함목마을) - 해금강테마파크- 바람의 언덕 - 14번 국도 - 학동해수욕장- 동백림 - 장승포

항지심도도선장 - 14번국도(통 방면) - 전통 간고속도로동통 IC 

연계코스 : 외도보타니아를방문하는유람선여행은거제시여행의필수코스.

장소별소개∙특징

거제시둔덕면은한국문학의거두청마유치환선생의고향이다. 거제시에서둔덕면으로들어가는입구에

는청마선생이노래한<둔덕골>이새겨진비석이서있고, 그뒤로청마생가가보인다. 청마유치환은《문예월

간》에 시 <정적>을 발표하면서 등단, 시집《청마시초》《생명의 서》등을 남겼다. 거제시에서는 생가 복원을 완

거제
살랑이는봄바람따라동백꽃보러가세

055

1



125

료했고기념관건립도추진중이다.

홍포여차 해안도로는 남해안 제일의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꼽을 만

하다. 이곳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거제도 남쪽 병 도와 소병 도를

바라볼수있는지점이기때문이다. 해안도로에서바라본 병 도와소

병 도의모습은그야말로한폭의그림이다. 이곳은 병 도5개섬과

소병 도3개섬등모두8개의무인도가모여있다. 

여차해변의해안도로는산중턱을달리는비포장도로다. 하지만크게걱

정할 필요는 없다. 도로 폭이 좁은 걸 빼면 경사가 완만해 운전에 큰 어

려움은 없다. 홍포에서 여차까지는 약 4km에 불과해 무턱 고 달리다

보면어느새코스가끝나버리기십상이다. 차를세워두고과감히트레킹

에도전해보는것도괜찮은방법.

해금강테마파크(055-632-0670, www.hggmuseum.com)는 한국

근∙현 사생활자료박물관을표방하는곳이다. 도장포에서언덕을올

라와 해금강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자마자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건물

이바로해금강테마파크다. 폐교를박물관으로꾸민이곳에서는1950년

부터 1980년 까지 생활상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관람료는 어른

4000원, 청소년3000원, 어린이2000원. 관람시간09:00~19:00.

도장포에있는바람의 언덕은나지막한민둥산에조성된잔디공원으

로, 마치푸른목장과같은분위기를자아낸다. 나무계단을따라올라가

면서보이는도장포의모습과널찍한갯바위, 그뒤로보이는연두색등 가한적한바다의그림을만든다. 

거제시동부면학동리에는흑진주같은몽돌해변이1.8km 정도펼쳐져있는학동해수욕장이있다. 몽돌은

용바위에서수산입구노송이있는곳까지깔려있는데, 울퉁불퉁한자갈밭이어서맨발로걷기는쉽지않지만

밟을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무척 정겹다. 학동 해변의 몽돌이 파도에 스치는 해조음은 2001년 환경부가‘한

국의아름다운소리100선’으로선정하기도했다. 몽돌해변주위로천연기념물제233호동백림이있다.

장승포항 지심도 도선장(055-681-6007)에선지심도행배편을이용할수있다. 하늘에서내려다보는섬의

모습이마음심(心)자를닮았다고해서붙은이름이다. 지심도전체가동백나무로뒤덮여‘동백섬’이라고도불

린다. 지심도에도착하면마치무인도를연상시킬정도로빽빽이들어선나무숲을볼수있다. 도선운항시간

은 3~10월 08:30, 10:30, 12:30, 14:30, 16:30. 11~2월 08:30, 12:30, 16:30. 왕복 운임 어른 1만원, 어린이

5000원. 한편외도보타니아에들어가려면유람선을이용해야한다. 장승포유람선사(055-681-6565), 와현유

람선사(055-681-2211), 구조라유람선사(055-681-1188), 학동유람선사(055-636-7755), 도장포유람선사

(055-632-8787), 해금강유람선사(055-633-1352) 등.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29만원, 성수기 15만~32만원.

�055-682-2141 

www.sonanggoo.com

백만석 신현읍 상동리 거제포로수용소 유적

공원 옆에 위치. 각종 활어회와 멍게비빔밥

전문. 멍게비빔밥 1만원.�055-638-3300 

www.geojebms.com

가미횟집 장승포동에 위치. 각종 활어회와

해물 요리 전문. 모둠회 5만~7만원, 매운탕

1만원. �055-681-0670 

itvplus.co.kr/home/gami

기타정보

거제시청www.geoje.go.kr

거제시청관광과관광개발담당

�055-639-3637

외도보타니아

�070-7715-3330

고려호(장승포- 지심도) 

�055-682-2233 

도장포유람선

www.dojangpo.co.kr

1 홍포여차 해안도로에서 바

라본 여차 몽돌 해변 전경.

2 드라마와 각종 CF 촬 지

로 유명한 도장포 바람의 언

덕. 3 근∙현 사 생활자료 박

물관인 해금강테마파크 내부

모습. 4 학동해수욕장의 몽돌.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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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통 예술제매년 10월초. 

�통 시청문화예술과055-650-4510

한산 첩축제매년8월중순. 

�055-644-5222 www.hsdf.or.kr

통 국제음악제매년3월경. 

�055-645-2137 www.timf.org

숙박∙식당정보

충무관광호텔 도남관광지 내 위치. 양실과 한

실총50개보유. 숙박료 10만~40만원.

�055-645-2091 

www.hotelchungmu.com

마리나펜션 도남동에 위치. 통 앞바다가 한

눈에들어오는곳에있어전망이일품. 40m2,

46m2, 80m2 등 객실 8개. 숙박료 주중 8만

원, 주말 15만원, 성수기 22만원. 

�055-648-8000 

www.tysea.com/marina

달아펜션 산양읍에 있는 일몰이 아름다운 곳.

객실 3개와 독채 1채 운 . 개별 객실은

26m2 7만원, 60m2 15만원, 80m2 22만원, 독

채는 20만원. �011-9239-1625

충무김밥 중앙동 시장 부근에만 충무김밥 집

프로그램 성격

∙통 의 표적볼거리를아우르는전형적인일주관광코스.

∙충무공이순신장군의발자취를찾아가는명소가많은고장이다.

∙사계절여행지로손색없다. 

여행 코스 : 전통 간고속도로 통 IC - 14번 국도(통 방면) - 통 시청 삼거리 우회전 - 향토역사

관∙세병관∙충렬사∙남망산공원- 67번 지방도(충무교 방면) - 당동 해저터널- 통 교 - 1021번 지방도

(산양방면우회전) - 산양관광도로∙달아공원- 통 수산과학관- 전통 간고속도로통 IC 

연계 코스 : 055(거제) 코스와연계하면1박2일이나2박3일여행이가능하다. 유람선으로한산도에들어가

서수루, 제승당등이충무공의유적지를살펴보면좋다. 소매물도와등 섬까지방문할경우일정이늘어난다. 

장소별소개∙특징

향토역사관에서는 선사시 부터 현재까지 통 의 역사와 문화, 임진왜란과 이충무공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세병관(055-650-4590)은 국보 제305호로 지정되어 매년 8월에 한산 첩축제시 이곳에서 군점

1

통

충무공의호국혼가득한청정해역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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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재현한다. 충렬사(055-

645-3229)는 이충무공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606년 이운

룡 통제사가 왕명에 의해 사당으로

창건한 곳이다. 보물 제440호인 충

렬사팔사품이전시되어있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 향사, 양력 4월

28일충무공탄신제를봉행한다.

남망산공원은‘충무공원’이라고

도불리며, 벚나무와소나무가우거

진 높이 80m의 남망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남동쪽으로 거북

등 와 한산도, 해갑도, 죽도 등 한

려수도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다.

공원 기슭에는 조선시 에 1년에 2번 한산무과의 과거를 보았다는 열무정의 활터와 무형문화재 전수관, 시민

문화관이있다.

통 운하가 있는 통 교 쪽으로 이동하면해저터널을 만날 수 있다. 1932년에 동양 최초로 만들어진 해

저터널은터널입구에‘�門達陽’이란 귀가새겨져있는데, 이는‘용궁으로들어서는문’이라는뜻으로해저

터널속을걷다보면마치바다속을거니는듯한느낌을받는다.

달아공원은 국내 최고의 일몰을 자랑하는 곳이다. 통 시 남쪽의 미륵도 해안을 일주하는 23km의 산양관

광도로 중간에 있다.‘달아’라는 이름은 이곳 지형이 코끼리 어금니와 닮았다고 해서 붙은 것인데, 지금은‘달

구경하기좋은곳’이라는뜻으로도쓰인다. 통 시민들은보통‘달애’라고부른다. 이곳에서는이름없는작은

바위섬에서 장도, 소장도, 재도, 저도, 송도, 학림도, 곤리도, 연 도, 만지도, 오곡도, 추도, 멀리욕지열도까

지 수십 개의 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양일주도로는 동백나무 가로수가 있어‘동백로’라고도 하며, 다도해의

절경을즐길수있는드라이브코스다. 

통 수산과학관(055-646-5704, www.tongyeong.go.kr/ty/mc)은 관람과 관광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있는곳. 특히아이들이좋아하는곳으로전시실7곳, 수족관, 전망테크, 상실등이있으며통 의전통어

선‘동구밍이’를비롯해고 부터어로생활에사용해온선박의모형과다양한어구를수집∙전시해체계적인

해양 문화 발달 과정과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다. 관람 시간 09:00~18:00, 공휴일 다음날 휴관. 관람료 어른

1500원, 청소년1000원.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30여 곳이 있다. 부분 맛과 가격이 비슷하

며 1인분 3000원. 포장가능.

나폴리 회식당 도남관광지 내 유람선 터미널

앞에 위치. 굴전, 굴찜 등 다양한 굴 요리와

각종 활어회를 맛볼 수 있다. 굴전 2만원, 굴

찜 2만~3만원, 모둠회 5만~7만원. 

�055-646-0055

동광식당 중앙동에 위치. 2 에 걸쳐 35년째

복 요릿집 운 . 참복국 1만5000원, 복매운

탕 1만원, 복국 7000원. 

�055-644-1112

기타정보

통 시청www.tongyeong.go.kr

통 시청관광과관광시설담당

�055-650-4631 

1 통 교 야경. 2 통 수산과학관 전경. 3 남망산공원. 4 해저터널. 5 달아공원에서 본 석양.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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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한방약초축제매년5월초. 

�산청군청문화관광과055-970-6421

tour.sancheong.ne.kr

남명선비문화축제매년 10월중순. 

�산청군청문화관광과055-970-6401

황매산철쭉제매년5월초. 

�차황면사무소055-970-7221~4

숙박∙식당정보

고향 달머무는 곳경호강변에 위치한 숙소로

경치가 좋고 고향집의 편안함이 느껴진다. 넓

은정원이좋다. 숙박료 5만~10만원. 

�055-973-9978

home.sancheong.ne.kr/yca7110 

중산자연휴양림단체숙소, 가족숙소, 캠프파

이어장, 산책로 등이 있다. 중산리 매표소와

가까워 지리산 산행에도 편리하다. 1동 이용

료4만~10만원. 

�055-972-0675 www.joongsanri.com

지리산계곡호텔 중산리 계곡의 수려한 경관

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숙소는 2~5인 기준

3만~5만원. 산채비빔밥 6000원, 더덕구이

2만5000원. �055-972-1441 giri.co.kr

프로그램 성격

∙최고의자연환경을자랑하는지리산자락의명소와인물탐방여행.

∙여름철계곡물놀이를겸한여행으로도좋다.

∙여행하기좋은때는지리산계곡물이많은여름철, 목화꽃과솜이피는가을(9월중순~10월초순). 

여행 코스 : 전통 간고속도로산청IC - 하동방면59번국도( 원주유소지나서우회전) - 지리산 원

사 계곡∙ 원사- 하동 방면 59번 국도(덕산면 소재지 끝에서 우회전) - 덕천서원- 20번 국도(단성 방면) -

남명 조식 선생 유적(남명기념관∙산천재∙남명 특강 듣기)- 20번국도(단성방면) - 남사예담촌- 목면시배

유지(전시관∙목화밭) - 겁외사- 전통 간고속도로단성IC 

연계 코스 : 053(함양), 058(진주), 060(합천) 코스등과연계해서1박2일이나2박3일여행으로구성할수

있다.

장소별소개∙특징

‘남한 제일의 탁족처’라는 원사 계곡은 삼장면 주변으로 10여 km에 이르는 명소. 원사(055-972-

산청
지리산청정자연과문화의향기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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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는계곡과어울리는비구니도량. 금강송의푸르름속에 원사다층석탑, 웅전과원통보전등전각이

조화를이룬다. 경상도장독의전형을보여주는장독 가유명하다. 

남명조식선생(1501~1572)의뜻을기리기위해1576년에세워진덕천서원은수령400년의은행나무를앞

에두고홍살문, 동재와서재, 서원의중심건물인경의당과사당인숭덕사등이멋들어지게조화를이룬다. 세

심정은서원앞을흐르는강물을바라보며유생들이마음을가다듬은곳이다. 지리산자락의기운을받는명당

으로꼽힌다. 

조선중기의 표적유학자조식선생의유품을전시하는남명기념관(055-973-9781, nammyung.org)은

남 유림의 실천주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제자들을 가르치던 산천재가 있고 뒷산 언덕에 선생의

묘소가 있다. 미리 신청하면 단체에 한해 남명연구소가 마련한 남명 특강을 들을 수 있다. 관람 시간

10:00~18:00, 월요일휴관. 

남사예담촌(011-789-0801, yedam.go2vil.org)은 경남을 표하는 양반 마을이자 전통 한옥 마을로 명성

이높다. 한옥의아름다움을잘간직한이곳이농촌전통테마마을로꾸며졌다. 특이한2층구조의뒷간을볼

수있는‘최씨고가’‘이씨고가’‘이동서당’등마을전체가커다란민속박물관을보는듯하다. 서당체험, 삼곶

놀이체험등다양한프로그램을즐길수있다. 봄이면고택에매화가피어나서돌담길에매화향이그윽하다.

산청군단성면에있는목면시배유지는고려말문익점이원나라에서숨겨들어온목화씨앗을장인정천익

의도움으로재배에성공한곳이다. 의생활의획기적인변화를가져온목화재배의역사와과정을전시관에서

상세히살펴볼수있다. 전시관뒤편목화밭은봄가을에하얀눈꽃을피워보는이의마음을푸근하게만든다.

목화전시관(055-973-2445)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500원. 관람 시간 09:00~18:00,

월요일휴관.

단성면묵곡리성철스님의생가터에세워진겁외사(055-973-1615)에서는복원된생가, 전시관등과함께

스님의 삶과 철학을 둘러볼 수 있다. 성철스님의 서적, 유품 등이 전시된 포 당이 있다. 관람 시간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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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헤밍웨이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펜션형

숙소. 황토 찜질방이 있고 바비큐 식사와 캠

프파이어 등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숙박(1인

당 5만8000원)이 인기 있는 곳. 숙박료

16~23m2 3만~7만원, 별실 황토방 10만원.

�055-974-0773

www.hemingwaysc.com

춘산식당 3 를 이어온 한정식집. 지리산에서

채취한 약초로 만든 밑반찬 20여 종이 유명

하다. 산청 시내에 위치. 한정식 1만원, 4인

이상가능. �055-973-2804

암소참나무숯불갈비 신안면 하정리에 위치한

한우 암소 고기 전문점. 돼지갈비와 생고기도

별미. 돼지고기 6000원, 한우 1만5000원.

�055-973-2878

강변식당 단성에서 중산리로 이어지는 강변

에 위치한 민물고기 전문 음식점. 여름철 시

원한 원두막에서 먹는 피리 요리가 별미. 피

리찜, 피리매운탕 2만~3만원. 

�055-972-5023. 

기타정보

산청군청�055-970-6000

산청군문화해설사회�055-973-2445

1 남사예담촌의 아름다운 돌담길. 2 목면시배유지 전시관에서는 목화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해 자세히 배울 수 있다. 3 지리산 천왕봉 오르는 깊은 계곡에 위치한 원사.

4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 산천재.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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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진주논개제매년5월중순. 

�논개제위원회055-755-9111

개천예술제매년10월초순. 

�개천예술제위원회055-752-0111

진주민속소싸움 회매년5∙10월. 

�진주시청문화관광과055-749-2055

tour.jinju.go.kr

숙박∙식당정보

동방관광호텔 진주 시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

와 경남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특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보는 남강의 야경이 멋있

다. 스탠다드룸 10만~12만원. 

�055-743-0131 hoteldongbang.com

아시아 레이크사이드 호텔 진양호의 풍경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지는 숙소. 진양호의

가장 높은 곳에서 통유리 너머로 전체를 조망

할수있는매력적인곳. 스탠다드룸 12만원. 

�055-746-3734 www.asiahotel.co.kr

성수장 진주성 인근에 자리 잡은 숙소. 시내

중심가와 가까워 편리하다. 2인 1실 3만~4만

원. �055-742-9255~7

가야 면 평거동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면

집. 한우만을 사용하는 소생갈비가 유명하다.

프로그램 성격

∙잘가꿔진수목원과국내최 의산림박물관을산책하는휴식여행.

∙임진왜란과관련된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논개사당등역사탐방코스로도좋다. 

∙수목원탐방에좋은늦봄~가을이적당하고, 10월초진주유등축제와연계해도훌륭한프로그램이된다.

여행 코스 : 전통 간고속도로서진주IC - 진양호 전망 ∙호반 드라이브- 진주성(국립진주박물관∙촉

석루∙논개사당) - 마산방면2번국도(세화주유소지나서좌회전) - 1009번지방도(금산방면) - 청곡사- 마산

방면2번국도(산림박물관이정표따라빠짐) - 경상남도수목원- 2번국도(진주방면) - 남해고속도로진성IC 

연계코스 : 057(산청), 059(하동), 063(사천) 등과연계해서1박2일코스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진양호는경호강과덕천강의맑은물이진양댐으로모여진주시민의식수와관광자원을제공한다. 진양호

전망 (진양호공원055-749-2510)를중심으로분위기있는카페들이모여있다. 저녁노을과어우러지는모습

이특히아름답다. 호반드라이브코스는젊은연인들에게인기가있다.

1
진주

남강변문화유산과수목원만나기

05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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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055-749-2480)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 첩의 주

인공 김시민 장군의 동상과 신

위를모신사당인창렬사, 논개

의 이야기가 서린 의암과 의기

사등많은유물과유적이모여

있다. 남제일의누각인촉석

루는 진주성의 상징. 성 내에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055-

742-5951, jinju.museum.

go.kr)에서는임진왜란당시에

사용된 무기류 등을 볼 수 있

다. 진주성 입장료 어른 1000

원, 청소년500원, 어린이300

원. 국립진주박물관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 관람시간은09:00~18:00(주말19:00), 월요일휴관.

진주시내의진주향토음식연구원에가면진주비빔밥만들기체험을할수있다. 20인이상가능, 체험료1만원. 

청곡사(055-762-9751~2, www.chunggoksa.or.kr)는신라시 도선국사가창건한월아산의고찰. 임진

왜란당시불탄것을광해군때복원했다. 웅전은경남에서가장오래된건물이다. 일주문을지나방학교, 환

학루로이어지는사찰경내가아름답다.

남부온 수목전시장인경상남도수목원(055-771-6541, www.gntree.go.kr)은전문수목원, 열 식물원,

생태온실, 삼림욕장, 야생동물원등다양한시설이각기그특색을자랑한다. 산림박물관은3층규모의전시장

으로 자연 학습 체험실 등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입장료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관

람시간09:00~18:00(동절기17:00), 월요일휴관.

�옵션코스 : 진주남강유등축제(055-761-9111, www.yudeung.com) 

단순한지역축제를넘어우리나라를 표하는축제의하나로자리잡은진주의자랑이다. 임진왜란진주 첩

당시‘풍등’을군사신호로사용한것이그유래이며, 당시순국한7만명의혼을기리는유등행사가현재의유

등축제로 발전했다. 남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일본, 중

국등외국의유등문화가어우러지는국제규모의행사로매년10월약2주간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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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000원, 소생갈비 1만8000원. 

�055-748-9787

호김밥 진주 시내 중앙시장에 위치한 형

분식점.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 맛으로

진주의명물이된곳이다. 김밥 2500원, 잡채

3000원, 돈가스 4000원. 

�055-741-8869

천황식당 중앙시장에서 3 째 이어져오는 진

주비빔밥의 명소. 문어 등으로 맛을 낸 육수

와 나물, 싱싱한 육회가 일품이다. 비빕밥

6000원. �055-741-2646

유정장어본점 진주성 입구 장어골목의 표

집. 박물관에 들어선 듯한 실내에서 맛보는

30년 전통의 진주장어는 싱싱함과 갖은 양념

맛으로 유명하다. 민물장어 1만6000원, 바다

장어 1만4000원. �055-746-9235

기타정보

진주시청

�055-749-2114

진주시관광안내소

�055-749-2485

1 논개가 왜장을 껴안고 투신한 촉석루 앞 의암. 2, 3 가족 나들이와 단체 행사에 좋은

경상남도수목원. 4 진양호 관광지의 산책공원. 5 청곡사 웅전 앞 당간지주. 6 청곡사 진

입로의 아름다운 숲길.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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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화개장터벚꽃축제 화개장터에서 쌍계사에 이

르는십리벚꽃을즐기는행사. 

�하동군청문화관광과055-880-2375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매년 5월 중∙하순에 화

개면 운수리 차 시배지와 진교면 백련리 찻사

발 도요지에서 열린다. 다례 시연을 비롯해

차와관련된체험행사가진행된다. 

festival.hadong.go.kr

새미골막사발축제 매년 5월 중순. 진교면 사

기마을. 

토지문학제 매년 10월 중순 평사리 최참판

일 에서백일장과체험행사가열린다.

악양 봉감축제 매년 11월 초순 섬진강 평사

리공원에서 봉감을전시∙판매한다.

참숭어축제 매년 11월에 금남면 노량에서 숭

어회를맛볼수있는행사. 

숙박∙식당정보

미리내호텔하동읍섬진강변에위치. 

�055-884-7292 

죠이랜드청학텔 청암면 중이리 하동호가 바

라보이는곳에위치. �055-883-8883

섬진강펜션화개면부춘리에위치. 

프로그램 성격

∙다도에관심있는층을 상으로하는녹차만들기체험여행.

∙봄나들이벚꽃여행과사찰여행.

∙4~5월에찾아가면좋다.

여행 코스 : 남해고속도로하동IC - 19번국도(하동방면) - 악양면평사리 최참판 - 고소성- 19번국도

(화개방면) - 화개장터- 1023번지방도(쌍계사방면) - 차문화센터- 쌍계사- 칠불암- 1023번지방도(화개

방면) - 19번 국도(구례 방면) - 남원 - 17번 국도(전주 방면) - 전주 - 26번 국도(익산 방면) - 호남고속도로

전주IC - 논산JC - 논산천안고속도로

연계코스 : 058(진주), 082(구례), 097(광양) 코스와연계하여1박2일이나2박3일여행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악양면평사리 최참판 은 하소설《토지》의 배경을 재구성한 공간이다. 최참판 은 한옥 14동으로 구현

했고, 참판 아래 머슴이 살던 초가집은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으로 지어진 것이다. 최참판 에서 바라보는

1

소설《토지》의무 만나고덖음차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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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변모래밭과악양들판의풍경이더없이풍요롭다. 악양이라는지

명은중국의악양을닮았다하여붙은이름이다. 

사적 제151호로 지정된고소성은 평사리 최참판 이 등지고 있는 형

제봉 중턱에 있다. 신라시 나당연합군이 쌓았다고 전해오는데, 성에

오르면 길게 누운 섬진강과 강모래가 만들어놓은 동정호를 내려다볼 수

있다. 고소성은성벽둘레가560m에높이가4m 안팎인데, 최근에복원

작업을했다. 

화개장터(www.hwagaemall.com)는 해방 전에 전국 5 시장의 하

나로 꼽히던 곳이다. 지금은 관광객을 겨냥해 화개면사무소 앞 공터에

장터를마련했는데, 여기서파는물건들은섬진강과지리산청정지역에

서생산되는것들이다. 장터에는향수를자극하는국밥집, 주막, 장간,

특산물판매장등이있다.

화개면 운수리 차 시배지 부근에 차문화센터(055-880-2402)가 생

겼다. 이곳에서는하동야생차의우수성, 재배방법, 재배기구, 차종류,

다기 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도를 배우고, 야생차도 맛볼 수

있다. 5월에는 차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야생차 축제가 열린다. 화개에는

야생차밭과야생차를덖는곳이많아차덖기체험을할수있다.

쌍계사는화개면운수리에있다. 쌍계사입구에는나무장승과큰바

위 두 개가 있는데, 각각 쌍계(雙溪)와 석문(石門)이라는 자가 새겨져

있다. 이 을 최치원 선생이 지팡이로 썼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일주문

과 금강문, 천왕문을 거쳐 들어가는 쌍계사 경내는 번잡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오랜전통의고풍스러운느낌은여전하다. 경내에있는9층석탑

과진감선사 공탑비, 눈을감고생각에잠긴소박한풍모의마애불등은쌍계사의빼놓을수없는문화재다.

시간이있다면금당과국사암, 내친김에불일폭포까지천천히등산하는것도좋다. 지리산10경중하나로꼽히

는장려한불일폭포까지는왕복1시간30분이걸린다. 

칠불암은 지리산 토끼봉에 있는 사찰로,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수행하다 성불한 곳이라 하여 붙

은이름이다. 칠불사의벽안당아자방은진기한건축양식으로한번불을지피면49일동안온기가가시지않

는다고알려져있다. 아자방은서산 사가좌선한곳이고, 1828년에 은선사가율종을수립한곳으로도유명

하다. 

매년4월초, 화개장터에서쌍계사에이르는길은꿈같은벚꽃터널이된다. 연인들이이길을걸으면백년해로

한다하여일명‘혼례길’이라고도부르며, 화개장터벚꽃축제가이곳에서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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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84-8051

황토방별장화개면탑리에위치. 객실 14개. 

�055-883-7605

여여식당 시원한 재첩국과 쫄깃한 재첩회가

별미다. 하동읍에위치. �055-884-0080

참게탕과 은어회 섬진강에서 잡히는 참게와

은어 요리를 내놓는 집들이 화개장터 부근에

몰려있다. 

�강남식당055-883-2147

�혜성식당055-883-2140

�동정산장055-883-9886

기타정보

하동군청문화관광과�055-880-2374 

www.hadong.go.kr 

하동버스터미널�055-883-2663

화개버스터미널�055-883-2335

청암면사무소�055-880-6361

1 소설 속의 공간을 재현해놓은 평사리 최참판 . 2 일곱

왕자가 도를 깨달았다는 칠불암. 3 쌍계사 마당에 있는 마

애불상. 4 산골제다 김종관씨가 녹차 덖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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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벚꽃마라톤 회매년4월초순경. 

�합천군체육회055-930-3886

황매산철쭉제매년5월초순~중순. 

�황매산철쭉제전위원회055-930-4151

호국팔만 장경 법회 매년 음력 4월 둘째

주일요일. �해인사055-934-3111 

숙박∙식당정보

해인사관광호텔 해인사 입구의 유일한 호텔

이며, 가장 규모 있는 숙소다. 숙박료 6만

9000~8만7000원. �055-933-2000

민들레모텔 해인사에서 합천댐 가는 길에 있

는깔끔한모텔. 숙박료 3만~5만원. 

�055-931-1004

합천호관광농원 황토로 시공한 모텔과 민박,

수련원 등 단체 300명 이상 규모의 형 숙

소. 식당, 찜질방, 전통찻집등도있다. 합천댐

수문앞에위치. 가족실 3만~4만원. 

�055-932-0036

황매산민박 황매산 모산재 등반로와 암사

지 입구에 위치한 운치 있는 민박. 40명 숙박

가능. 크기에따라3만~10만원. 

�055-932-7385

프로그램 성격

∙팔만 장경, 400년넘은한옥묵와고가, 폐사지등을찾는문화유적탐방여행.

∙ 상테마파크, 화주제공원은 화마니아들에게추천하고싶은여행지.

∙특별히계절구분은없지만, 봄철합천읍내에서합천호가는벚꽃길이좋다. 

여행 코스 : 88올림픽고속도로해인사IC - 해인사∙성보박물관- 59번국도(합천방면) - 야

로면 방면 1084번 지방도(분기 삼거리에서 우회전) - 26번 국도(거창 방면) - 묵와고가- 거창

방면26번국도(묘산면에서24번국도로좌회전) - 33번국도(합천방면) - 합천읍에서합천댐

방향 우회전 - 합천 상테마파크- 가회 방면 1089번 지방도(만남의광장에서 우회전) - 암

사지- 가회방면직진- 바람흔적미술관- 전통 간고속도로산청IC 

연계 코스 : 053(함양 ), 057(산청) 코스와 연계하여 1박 2일 여행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1
합천

세계문화유산과 화촬 지의조화

0600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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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소개∙특징

팔만 장경이 있어 법보종찰이라 불리는 해인사(055-934-3000,

www.haeinsa.or.kr)는엄격한수행을강조하는도량으로유명하며, 성

철스님이 오랫동안 주석한 사찰이다. 팔만 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고, 해인사 초입의 성보박물관(055-934-

3150, www.haeinsamuseum.com)에는 사찰에서 직접 보기 어려운 팔

만 장경판과 목조희랑 사상 등 해인사의 진귀한 불교 문화재들을 직

접 볼 수 있으므로 빼놓지 말고 들러야 한다. 성보박물관 입장료 어른

2000원, 어린이1000원.

해인사에서 합천호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묵와고가는 450여 년 된

조선시 기와집이다. 형버스는고가가있는마을까지들어가기힘들

므로 마을 입구에 세우고 20여 분 시골길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 인적

없는 시골길이라 산책 겸 탐방하기에 좋다. 하지만 후손이 사는 집이므

로탐방시소란스럽지않도록주의하고, 주인에게양해를구해야한다.

일제강점기부터한국전쟁전후시기까지서울의주요거리를재현해

놓은합천 상테마파크(055-930-3751)는 드라마 <서울 1945> < 웅시

> <패션70s> 등을 촬 한 곳이다. 추억을 되살리고 옛 모습을 배우는

공간으로좋다.

보물로 지정된 신라시 쌍사자석등과 3층석탑이 그 로 남아 암

사지를 지키고 있는 곳이다.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폐사지와 1000년 넘

게 자리를 지킨 돌들이 여느 화려한 관광지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은 울림

을준다.

암사지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바람이 잘 드는 언덕에 커다란 바람

개비들이 예쁜 집과 어우러진 바람흔적미술관(055-933-4476)이 있다.

설치미술가들이공동작업으로만든바람흔적미술관에서바람을흠뻑맞으며아름다운정원을거닐어보고, 카

페안이나야외에서차를마시며여행을정리하는것도좋다.

�옵션코스 : 황매산 화주제공원(산청군청문화관광과055-970-6421)

바람흔적미술관을 마지막으로 산청 방면 고속도로로 귀가할 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산

청군 차황면에서 들어가는 황매산 화주제공원에 들러도 좋다. <주몽> <천군> <단적비

연수> 등을 촬 한 곳으로, 매년 5월이면 철쭉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단, 형 버스는 산

아래세우고2km 정도걸어올라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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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가든식당 해인사 입구에 있는 산채 요

리 전문집. 산채정식 1만원, 산채백반 7000

원, 산채비빔밥6000원. 

�055-932-7517

전주식당 해인사 입구에 있는 음식점. 각종

산채에 표고버섯을 이용한 메인 요리가 더해

지는 표고버섯정식이 추천할 만하다. 표고버

섯정식 1만원. �055-931-2323

송씨고가식당 문화재 가옥을 구경하며

로 내려오는 장맛과 전통 가양주를 즐길 수

있는 집. 합천호 드라이브길 옆에 위치. 된장

정식5000원. �055-933-7225

기타정보

합천군청�055-930-3114

합천군청문화공보과�055-930-3171

culture.hc.go.kr

합천군관광개발사업단�055-930-3756

1 해인사 전경. 2 해인사 성보박물관의 목조희랑 사상은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각 작품이다. 3 찻집 겸

공연∙전시 공간 바람흔적미술관. 4 일제강점기 서울의 모

습을 재현해 많은 드라마와 화의 촬 지가 된 합천 상테

마파크. 5 장경판전에 보존된 해인사 팔만 장경. 6 바람흔

적미술관은 누구라도 잠시 쉬어 가고 싶은 바람과 예술의

공간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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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무공노량해전승첩제매년 11월중순.

�남해군청문화관광과055-860-8605

www.leesunsin.net

보물섬마늘축제매년5월중순. 

�농업기술센터055-860-3907

숙박∙식당정보

남송가족호텔 삼동면 물건리에 위치. 숙박료

는 50m2 일반 객실 주중 8만8000원, 주말

11만원(4인기준). �055-867-4710~2 

www.namsongresort.co.kr

마린원더스호텔 남면 당항리에 위치. 숙박료

는 콘도형(116m2) 주중 10만원, 주말 15만원..

일반형(33m2) 주중 5만원, 주말 7만원. 

�055-862-8880 www.mwonders.com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삼동면에 위치. 휴양림.

숲속의 집 4만4000~8만원, 야 장 2000

원, 야 데크 4000원. �055-867-7881 

우리식당 삼동면 창선교 옆에 위치. 35년 역

사의 멸치회 전문점. 죽방렴에서 잡아 올린

멸치회는 한 접시에 2만~3만원. 멸치쌈밥

6000원. �055-867-0074

프로그램 성격

∙보물섬이라는애칭만큼이나볼거리가풍성한여행지.

∙남해 교에서삼천포 교로이어지는남해일주코스가일품이다.

∙죽방멸치의제맛을보기위해서는봄철에찾는게좋다. 

여행 코스 : 남해고속도로 하동 IC - 19번 국도(남해 방면) - 남해 교 - 삼전 삼거리(1024번 지방도 우회

전) - 용문사- 초전삼거리(19번국도우회전) - 미조항- 초전삼거리(3번국도우회전) - 물미해안도로- 해

오름예술촌- 물건방조어부림- 독일마을 - 동천주유소지나보건소앞에서봉화방면좌회전- 밭마을에서

남해편백자연휴양림방면우회전- 남해 바람흔적미술관- 나비생태공원- 3번국도(창선교방면) - 지족해협

(죽방렴) - 삼천포 교- 남해고속도로사천IC

연계코스 : 059(하동)나063(사천) 코스와연계해서1박2일여행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신라시 원효 사가 창건한 용문사(055-862-4425, yongmunsa.net)는 미륵이 탄생하여 맨 처음 몸을

1
남해
해안일주도로완벽, 눈길가는곳마다보물같은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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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었다는용소마을위쪽의호구산계곡에호젓하게자리잡고있다. 전국3 지장도량의하나로불리는용문

사 웅전뒤편아담한차밭도놓칠수없는볼거리. 용문사에서나와미조항방면으로가기전남면의가천마

을은비탈을따라다랑논이들어선모습이장관이다.

‘남해의 나폴리’로 불리는미조항에서는 아름다운 항구의 모습뿐만 아니라 싱싱한 활어회도 맛볼 수 있다.

특히갈치회는미조항의별미. 새콤달콤한양념장에깻잎과미나리등을넣고무침으로먹는미조항갈치회는

남해가자랑하는맛이다. 

해오름예술촌(055-867-0706, www.sunupart.co.kr)은폐교를새로운문화공간으로꾸민곳이다. 도자기

공예, 알 공예, 칠보 공예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관람 시간

09:00~18:00, 연중무휴. 입장료어른2000원, 어린이1000원. 각종체험은1~2시간소요되며, 가격은1만원선.

천연기념물제150호물건방조어부림은물고기를불러모으고거친파도와바람에맞서마을을지키기위해

조성한것으로길이1.5km, 너비30m의반달모양의숲이다. 방조어부림의모습을제 로감상하고싶다면물

건리해변좌측언덕에자리한남송가족관광호텔주차장을찾아보자. 

독일마을(055-867-1337, germanvillage.net)은 1960년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간 동포들이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고국에 돌아와 보금

자리를 이룬 곳이다. MBC-TV 드라마 <환상의 커플> 촬 지로도 유명

한독일마을에서는가족단위민박도가능하다. 

남해 바람흔적미술관은 합천의 바람흔적미술관과 같은 무인 미술관

이다.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이 직접 조명을 켜고 들

어가야하고, 나올때도직접끄고나와야한다. 

나비생태공원(055-864-7619)은 아이들에게 인기. 전시실과 표본

실, 나비온실로 구성된 나비생태공원은 가족 여행이라면 한번쯤 들러볼

만하다. 특히살아있는온갖종류의나비를만날수있는나비온실과나

비가태어나는전과정을단계적으로보여주는나비표본실이인기다. 매

주월요일은휴관, 입장료는어른1000원, 어린이600원.

창선면과삼동면을잇는창선교를지나다보면지족해

협에 떠 있는 V자 모양의 죽방렴을 만날 수 있다. 길이

10m 정도의 참나무 말목 300여 개를 빠른 물살이 들고

나는 물목에 박고 나무발로 그물을 친 뒤 죽방에 들어

온 물고기가 물이 빠져 갇혔을 때 건져 올린다. 죽방렴의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관람 시설이 삼동면 쪽 바닷가에

설치돼있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가산횟집 미조면 미조항 내에 위치. 갈치회와

각종활어회. 갈치회 2만~3만원. 

�055-867-5775

1번가 숯불 장어구이 삼동면에 위치. 장어구

이와 곰장어구이 전문. 장어구이 1kg 2만원,

곰장어구이 1kg 3만원. 

�055-867-3311 

기타정보

남해군청www.namhae.go.kr

남해군청문화관광과관광기획담당

�055-860-8601 

이충무공전몰유허관광안내소

�055-863-4025

창선삼천포 교관광안내소

�055-867-5238

1 원시 어업 죽방렴. 2 물미해안도로에서 본 옥빛 바다. 3 물건방조어부림.  

4 용문사. 5 나비생태공원. 6 남해 바람흔적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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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고성공룡나라축제매년4월말~5월초순.

�055-673-8237 festival.dinopark.net

당항포 첩제매년 7월중. 

�고성군청문화관광과055-670-2203

고성오광 정기발표공연고성오광 보존회

�055-674-2582 ogwangdae.or.kr

숙박∙식당정보

도이모텔 통 으로 이어지는 14번 국도에 위

치. 국내 최초 황토찜질방 모텔. 숙박료 3만

~4만원. �055-673-8126~7

프린스호텔 침 방, 온돌방, 패 리 룸 등 다

양한 객실이 있다. 단체 조식 가능. 숙박료

4만~6만원. �055-673-7477

www.hotelprince.net

구름위의산책 나무로 지어진 고급 펜션. 객실

의벽난로가운치있다. 숙박료 39㎡ 7만~10

만원. �055-673-9113 

www.cloudpension.com

진한정식 고성군청 인근에 위치한 한정식

집. 추가로 회무침 등을 주문하면 밥상이 더

욱 풍성하다. 백반 6000원, 회무침 1만원.

�055-672-4844

프로그램 성격

∙보기드문공룡화석지가있는곳이므로공룡에관한흥미를끌어내는것이포인트.

∙공룡화석지를포함한거의모든탐방지가바다와접해있으므로해변경치관광을아우를수있다.

∙사계절모두여행에지장없다.

여행 코스 : 전통 간고속도로 고성 IC - 당항포관광지(거북선체험관∙고성자연사박물관∙공룡엑스포

주제관) - 1002번 지방도(진주 방면) - 박진사 고가- 1002번 지방도(당항포 방면) - 14번 국도(고성 방면) -

송학동 고분군- 고성탈박물관- 33번국도(사천방면) - 무이산 문수암- 고성방면33번국도(부포사거리에

서 우회전) - 77번 국도(사천 방면) - 1010번 지방도(하이면 방면) - 공룡박물관∙상족암- 77번 국도(사천 방

면) - 남해고속도로사천IC 

연계코스 : 063(사천), 055(거제), 056(통 ) 코스와연계하여2박3일여행상품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당항포관광지(055-670-2801, dhp.goseong.go.kr)는임진왜란당시충무공이순신이해전에서승리한곳

1
고성

공룡발자국좇다보면쥐라기시 로돌아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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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안을따라걷는산책로가잘조성되어있다. 길을따라이어지는

거북선체험관, 고성자연사박물관, 공룡엑스포주제관 등을 돌아볼 수 있

다. 특히 공룡엑스포주제관에서는 모형을 통하여 생생한 공룡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입장료는 어른 4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500원. 관람 시간 09:00~18:00(동절기 17:00). 공룡엑스포주제관은

별도입장료어른3000원, 청소년2000원, 어린이1500원. 

개천면 청광리에 자리한 박진사 고가(011-2377-2141)는 양 박씨

의후손들이가꾸고거주하는옛집으로안채와사랑채, 곳간채, 정원, 담

장 등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우리 옛집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입장료는

없으나 주인 내외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가야 한다. 다도를 하는 안주인

에게다도를배울수도있다(별도비용). 단체의경우고가전체를빌리는

민박도가능.

고성읍 입구에 우뚝 솟은 송학동 고분군은 가야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울타리만 있고 아직 전시관 등 다른 시설은 없지만 잔디밭 사이로

난길을따라고분군정상에오르면한눈에고성읍내가내려다보인다. 

고성탈박물관(055-670-2948, tal.goseong.go.kr)은고성의유명한

오광 놀이를비롯해탈의기원과역사를알려주고, 우리나라각지의다

양한 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놀이는 물론 신앙이자 문화의 일부분인

탈에 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단체의 경우 예약을 하면 탈 만들기 체험

가능.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탈 만들기 체험 4000원.

관람시간09:00~18:00. 매주월요일과법정공휴일다음날휴관.

무이산 문수암(055-673-8032)은 신라 성덕왕 때 의상이 세운 절.

다도해가시원하게펼쳐져절로감탄을자아내게하는곳. 신라시 화랑들이모여서수련한곳으로도알려져

있다. 소요시간1시간.

1억 년 전 쥐라기와 백악기에 번성한 공룡의 흔적을 찾아가는 시간 여행이다. 공룡박물관(055-832-9021,

museum.goseong.go.kr)은 공룡에 관한 갖가지 유물과 다양한 자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공룡박물관 입장료는 어른 3000원, 청소

년2000원, 어린이1500원. 관람시간9:00~18:00(동절기17:00). 

상족암에서는나무데크를따라걸으며바위에새겨진공룡발자국을관

찰한다. 상족암의경우관찰할수있는물때를공룡박물관홈페이지에서

확인할것.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139

삼락휴계소식당 고성읍에서 당항포관광지로

가는 국도변에 위치한 기사식당. 생선구이,

돼지고기와된장찌개가나오는식사5000원. 

�055-673-4422

창운횟집 인근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을

사용. 생선회 3만~5만원. 

�055-674-7456

기타정보

고성군청�055-673-4101~7

고성군청문화관광과�055-670-2201

visit.goseong.go.kr

고성관광안내소�055-670-3173

1 상족암 해안 산책로의 티라노사우루스 모형. 2 문수암

에서 본 보현암. 3 상족암. 4 조선 후기 양반집이 잘 보존

된 문화재 가옥, 박진사 고가. 5 당항포관광지 안에 재현

된 거북선의 선실. 6 국내외 탈의 역사와 종류 등에 해

배울 수 있는 고성탈박물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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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와룡문화제∙와룡산비룡제매년5월초순. 

�사천시청문화예술담당055-831-2713

www.toursacheon.net

사천항공우주엑스포매년 10월중. 

�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

055-831-2061 festival.aerospace.go.kr

숙박∙식당정보

삼천포해상관광호텔 실안해변도로에 자리한

호텔로 내부 시설이 깨끗하고 고급스럽다. 단

체이용가능. 스탠다드룸 12만6000원.

�055-832-3004 www.3004hotel.com

백악관모텔 넓은 방과 큰 창이 인상적인 곳.

삼천포항 가는 국도변에 위치. 1실 2인 기준

3만원. �055-835-3579

타워모텔 사천시내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모텔. 한실과 양실이 있으며, 숙박료 3만

5000원. �055-855-1472 

4000shop.com/tower

재건냉면 500석이 넘는 규모 냉면집. 육전

을 고명으로 올린 비빔냉면이 맛있다. 물냉면

6000~7000원, 비빔냉면6500~7500원.

�055-852-2132

프로그램 성격

∙비봉내마을 나무숲체험프로그램을주요테마로한농촌마을체험여행.

∙기타박물관, 천년고찰, 유람선등여행의여러요소를고루갖춘프로그램이다.

∙여행하기좋은때는비봉내마을체험프로그램이활발한5~8월이고, 숲이가장아름다운때는5월이다. 

여행 코스 : 남해고속도로 곤양 IC - 58번 국도(다솔사 방면) - 다솔사- 비봉내마을 숲 탐방과 체험 프

로그램- 곤양IC - 남해고속도로사천IC - 삼천포방면3번국도(진사지방산업단지방면으로우회전) - 항공

우주박물관- 삼천포방면3번국도(선진리방면으로우회전) - 선진리성- 3번국도(남해방면) - 방진굴항

- 삼천포항어시장- 3번국도(사천방면) - 남해고속도로사천IC 

연계코스 : 058(진주), 061(남해), 062(고성) 코스와연계하여1박2일이상의여행상품을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많은군사를거느린다’는이름에서알수있듯이다솔사(055-853-0284)에오르는길은군사들이서있는

것처럼입구부터소나무가시원한그늘을만들어준다. 신라시 지어진절로여러차례중창됐다. 1970년

사천
죽림욕과삼천포유람선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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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전삼존불상개금불사때후불탱화에서사리가발견되어사리탑을만들고불상이없는적멸보궁으로재건했

다. 주차장한쪽에있는다원에서차를마시며쉴수있다.

비봉내마을(055-852-7055, www.beebong.co.kr)은 나무를주제로다양한체험활동을진행하는체험

마을이다. 나무이야기와함께하는 나무밭산책과죽림욕을비롯해 나무를소재로다양한활동을한다.

아이들은 나무피리만들기의호응도가높으며, 어른들에게는 잎차만들기체험이인기. 죽순을넣고끓인

된장찌개를식사로제공한다. 마을과협의해프로그램의내용과비용을정할수있다. 식사를포함한체험료2

만원정도.

우리나라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운 하는 항공우주박물관(055-851-6565,

www.aerospacemuseum.co.kr)은 비행기의 원리와 구조, 우주 탐험과 관련된 내부 전시물뿐만 아니라 야외

에 다양한 종류의 실물 비행기를 전시해 관람객들이 항공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놓았다. 관람료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500원. 관람시간09:00~17:00.

선진리성(055-854-2189)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출격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유재란이 일어나 일본군이 이곳을 차지해 왜성을 쌓고 진지를 구축했

으며, 조∙명연합군이 패하며 많은 군사가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하다.

봄이되면성안곳곳에빼곡히심어진벚나무에꽃이만개하여장관을이

룬다. 

방진굴항(055-831-2725)은임진왜란당시이순신장군이거북선

을 숨긴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 쪽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천

혜의 요새로, 항구의 잔잔한 물결이 주변을 거울처럼 비추는 모습이 장

관이다. 앞으로는 바다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삼천포 교가 놓여

있다. 

삼천포항 어시장(서부시장번 회, 055-833-8826)은부산의자갈치

시장과 함께 남해안의 표적 어시장으로 이름난 곳. 싱싱한 해산물과

생동감 넘치는 시장 상인들의 모습이 활력을 준다. 주변이 복잡하고 주

차 공간이 부족하지만 여행의 마지막을 인상 깊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곳

이다. 또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삼천포에서 사

천 시내로 이어지는 국도 말고 아래쪽 해안가로 돌아가는 실안해안도로

는바다를붉게물들이는낙조가유명하다. 

삼천포항에 가면 유람선(삼천포유람선협회 055-835-3665, www.

tourship.net)을타보는것이정석이다. 운항코스는세가지. 

코섬, 삼천포 교, 동백섬, 코끼리바위등을보여준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141

파도한정식 다양한 해물을 재료로 푸짐하게

차려 내는 집. 바닷가 큰 시장을 옆에 두고

있어서가격이저렴하다. 해물정식6000원. 

�055-833-4500

덕원각 곤양 IC 부근에 위치한 식당. 하동에

서가져온재첩으로국을비롯한비빔밥과회

를 차려 낸다. 재첩국 6000원, 재첩비빔밥

7000원. �055-854-4030

기타정보

사천시청

�055-831-2114

사천시관광안내소

�055-832-9610 

1 비봉내마을 숲. 2 다솔사 적멸보궁 오르는 길. 3 다
솔사에는 진신사리탑이 보이도록 뒷면을 처리한 적멸보궁

이 있다. 4 항공우주박물관 야외에 전시된 각종 군용기의

내부도 볼 수 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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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양산삽량문화축전매년 10월초순경.

�양산시청문화관광과055-380-4113

통도사서운암들꽃축제매년4월경. 

�055-382-7094

통도사개산 제음력9월 8~9일전후.

숙박∙식당정보

통도사관광호텔 하북면 초산리. 숙박료 12만

5000원부터. �055-382-7117

www.tongdosahotel.co.kr 

자연관광호텔 하북면 순지리. 숙박료 본관

5만~10만원. �055-381-1010 

통도신라호텔 하북면 순지리. 숙박료 3만

5000원선. �055-381-4700 

양산호텔 북부동. 숙박료 3만5000원~4만

5000원. �055-367-3800 

할매보쌈 하북면 순지리. 보쌈, 족발 등. 1만

5000~2만5000원선. �055-384-1190 

고을쌈밥하북면순지리. 쌈밥 7000원. 

�055-383-2469 

옛날부산식당하북면지산리. 

산채정식 7000원. �055-382-6426

프로그램 성격

∙천성산억새군락지를최단코스로등반할수있는프로그램.

∙억새와단풍을한꺼번에볼수있는일석이조의등산프로그램.

∙가을억새꽃이피어날때와단풍철이적기다.

여행 코스 : 경부고속도로- 경산부산간민자고속도로- 양산JC에서구경부선도로- 양산IC - 35번국

도- 홍룡사‘ 석마을’이정표- 석저수지- 홍룡사매표소- 홍룡폭포- 천성산 억새밭 트레킹- 35번국

도- 통도사(자장암금개구리샘) - 통도사IC

연계코스 : 067(울주)이나068(기장) 코스와연계해서1박2일로구성할수있다.

장소별소개∙특징

천성산 억새 군락지를 최단 코스로 오르려면 상북면 석리에 있는홍룡사(055-375-4177)에서 산행을 시

작한다. 이 절집의 매력은홍룡폭포다. 가지산도립공원 내 원효산 골짜기의 계곡에서 떨어지는 홍룡폭포는 양

산8경중하나다. 

1

양산

천성산화엄벌억새군락지에서가을의정취를느끼다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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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룡사에서 등산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원효암 방면은 경사가

심하므로 절집에서 왼쪽 능선으로 오르는 것이 좋다. 82만6500m2 규모

의 화엄벌 억새 평원은 낙동정맥의 정상을 넘어 부산 금정산으로 이어

가고, 북쪽으로는정족산을거쳐 축산(취서산), 신불산, 가지산으로당

당히 솟아오른다. 동쪽으로는 울산 시내와 동해가 서쪽 내륙의 산과

비된다. 억새 평원에는 나무 철책이 있는데, 가만히 안쪽을 살펴보면 습

지에 갈 가 있다. 억새와 갈 와 공존하는 화엄늪으로 자연 생태가 그

로살아있어환경적학술가치가높은곳이다. 희귀한꽃과식물(끈끈

이주걱), 곤충의생태가잘보존되어세계어느나라에서도찾아볼수없

는생태계의보고다. 화엄벌은신라때원효 사가이곳에서당나라에서

건너온승려1000명에게《화엄경》을설법하여모두성인이되게했다는

데서‘천성산’이라칭한다. 

하산길은 통도사 말사인 원효암(055-375-4111)을 경유하거나 미타암

혹은내원사코스등이있다. 원효암에갈때는군부 안을거쳐야하므

로 일반 통행은 불가능하고 시간에 맞춰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최

단코스를선택하려면능선을따라오르다다시홍룡사쪽으로내려오면

된다. 가을이면 단풍 숲이 아름답고 산정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힌다. 

이왕지사 이곳까지 나섰다면 하북면 지산리에 있는 천년 고찰 통도

사(055-382-7182, www.tongdosa.or.kr) 답사를 빼놓을 수 없다. 

축산에 자리한 통도사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우리나라 3보 사

찰중불보종찰로꼽히는명찰이다. 당나라에수도하러떠난자장율사가

석가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신라 27 선덕여왕 15년에 이 절을 지

었다고하며, 그후오늘에이르기까지1300여년동안법등이꺼진적이

없는 사찰이다. 웅전 안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불단만 마련해놓았으

며, 신 웅전의 금강계단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것이 이 사찰

의특징이다. 

또 통도사는 우리나라 사찰 중 불교 유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1999년 신축 개관한 통도사 성보

박물관은불교유물이많다. 통도사는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등으로이어지는템플스테이를연중운 한

다. 절주위 축산기슭울창한숲속에는암자20곳이자리잡고있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경기식당하북면순지리. 

산채비빔밥5000원. �055-382-7772 

부산갈비하북면순지리. 갈비살 2만원.

�055-381-8987�8

송원갈비하북면초산리. 갈비살 2만원.

�055-382-9249

감포한우갈비하북면초산리. 갈비살 2만원.

�055-383-5215 

축산가는길하북면지산리. 

흑염소불고기 1만7000원. 

�055-381-8877 

청수골산장가든하북면지산리. 

촌두부 5000원. �055-383-1286

시원냉면하북면순지리. 

냉면 5000원. �055-383-5577 

광식당상북면소토리. 

참복지리 1만5000원. �055-374-2069

기타정보

양산시청�055-384-4101 

www.yangsan.go.kr

양산시청문화관광과

�055-380-4841~3

양산문화원�055-386-0890

1 천성산 화엄벌 억새 평원. 2 천성산 억새 평원 능선길.

3 통도사 자장암. 4 천성산 홍룡폭포. 5 통도사 경내.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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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진해군항제 매년 3월 말~4월 초 벚꽃 개화

기. �진해시청문화관광과055-548-4076

진해예술제매년 10월중. 

�진해시청문화관광과055-548-2431

김달진문학제매년가을(9~11월중). 

�김달진문학관055-547-2623 

www.daljin.or.kr

숙박∙식당정보

홀인원모텔 진해 시내 중원 로터리 진해우체

국맞은편에위치. 숙박료 3만원. 

�055-543-0326 

그린준호텔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숙소가 많

지않은진해에서단체예약이가능한 2급호

텔. 숙박료 4만~5만원. 

�055-552-9001

나이스호텔부산-진해신항만이시원하게내려

다보이는곳에위치. 2인1실6만원선. 

�055-552-8090 www.nicehotel.net

동심깔끔한 인테리어와 시원한 육수 맛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이동소방서 뒤편

에 위치. 물냉면 5000원, 비빔냉면 6000원.

�055-546-0900

어랑이북식손만두를전문으로하는곳. 만두

프로그램 성격

∙벚꽃의 명사가된지역을탐방하는봄

철감성여행.

∙남해안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진해

해양공원이 더해져 가족 여행으로도 적당

하다.

∙여행하기 좋은 때는 매년 3월 말~4월

중순. 

여행코스 : 남해고속도로서마산IC -

2번 국도(진해 방면) - 장복산공원(조각공

원∙벚꽃산) - 여좌천길(로망스다리∙목조데크벚꽃길) - 진해우체국- 2번국도(부산방면) - 안민고개(전망

∙목조데크벚꽃길) - 2번국도부산방면( 발령쉼터에서우회전) - STX조선- 음지교- 진해해양공원(해

전사체험관∙군함전시관∙해양생물테마파크)- 2번국도(마산방면) - 남해고속도로서마산IC 

연계 코스 : 066(김해) 코스와 연계하여 1박 2일 여행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부산시로 이동하여 을숙도나

다 포해변, 태종 유원지등부산의해안명소와연계해도좋다.

장소별소개∙특징

장복산공원은진해에서도여유로운공간과벚꽃풍경이아름답기로유명한곳이다. 입구의조각공원에서부

065

진해

1

연분홍벚꽃비맞으며
해양공원에서
추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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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천천히걸어서옛마진터널에이르는산책로는아름드리벚나무가지

에서 피어난 하얀 벚꽃이 꿈속을 걷는 듯 황홀하다. 마산과 진해의 경계

에위치. 소요시간1시간내외.

여좌천길은드라마<로망스>의촬 지로유명하다. 여좌천을가운데

두고양옆으로만들어진나무데크가천변을따라늘어선벚나무와어울

려 걷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벚꽃이 흩날릴 때면 손을 잡고 걷는 연

인들의 천국이 된다. 진해의 다른 유명한 벚꽃길과 달리 평지라 가볍게

산책하기에좋다. 소요시간40분.

진해우체국(055-542-0005)은일찍이개항한진해에서도몇남지않

은 옛 건물로, 1912년에 지어진 러시아 풍의 단층 건물이다. 1990년 까

지우체국으로사용했으나지금은뒤편에새건물을지어사용하고있다.

옛 건물은 화나 드라마의 촬 장으로 종종 이용된다. 화 <클래식>에

서손예진이편지를부치려고간수원우체국이바로이곳이다. 

안민고개는 지금은 길게 뚫린 터널로 이어지지만 예부터 창원과 진

해를 잇는 고갯길로 이용되었다. 길 한편으로 나무 데크가 있어 차들의

방해를받지않고산책을즐길수있다. 정상부근전망 에서진해시내

의 전경을 바라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길가 오래된 벚나무들이 시원

한 그늘을 만들어 벚꽃철이 아니라도 걷기 좋은 길이다. 진해군항제 기

간에는진해에서창원방면으로일방통행이니주의할것.

진해해양공원(055-545-3600, www.jinhae.go.kr/park)은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 테마 공원이다. 해양생물테마파크는 해양전시관으로

입체 화를관람할수있어서아이들이좋아한다. 해전사체험관은우리

해군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전시하고, 해군의 도시 진해의 역사를 보여준다. 군함전시관은 우리 해군이 실제

운용한 군함(강원함)으로 해군의 생활과 작전이 이루어지는 내∙외부를 모두 둘러볼 수 있게 해놓았다. 야외

휴식 공간에서 바라보는 바다도 아름답다. 입장료는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이용

시간 09:00~20:00(동절기 18:00), 관람 시설을 제외한 휴식 공간은 24:00까지 개방. 소요 시간 1시간 30분

이상.

�옵션코스: 해군사관학교박물관(055-549-1182, museum.navy.ac.kr) 

충무공이순신장군과관련된다양한유물외에도우리해군과해군사관학교의역사를둘러볼수있는박물관

이다. 진해군항제기간에일반에게개방하며, 평소에는홈페이지에서관람신청을한후견학이가능하다. 

진해여행후창원시의마금산온천이나창녕군부곡온천에들러피로를풀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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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골을먹고밥을볶아먹으면든든하다. 왕만

두∙군만두5000원, 만두전골2만원. 

�055-547-9088

삼호복집 해군 부 입구 충무동 로터리에는

옛날부터 해군 장병들의 입을 즐겁게 하던 복

국거리가 있다. 그중에서도 깔끔한 인테리어

와 푸짐한 반찬으로 유명한 곳. 복지리∙복매

운탕8000원. �055-547-1565

기타정보

진해시청�055-548-2114

진해시청문화관광과

�055-548-2430 

www.jinhae.go.kr/culture/

1 안민도로는 매년 봄 벚꽃터널로 장관을 이룬다. 2 해양

공원이 있는 음지도는 밤에도 야경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꽤 많다. 3 진해해양공원 군함전시관은 실제 거 한 군함

의 안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4 1912년부터

2000년까지 우체국으로 쓰인 사적 건물 진해우체국.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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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가야문화축제음력3월 15일이있는주간.

�055-335-3382 www.gcfkorea.com

김해분청도자기축제매년 10월하순경. 

�055-346-6036 festival.buncheong.net

진 단감제매년 11월중. 

�055-342-2587 dangam.or.kr

숙박∙식당정보

김해한옥체험관 김해시가 짓고 가야 학교가

위탁 운 하는 품격 있는 한옥. 4인 1실 8만

~12만원. �055-322-4735~8 

www.ghhanok.co.kr

김해관광호텔김해 시내의 유일한 1급 관광호

텔. 2인 1실 7만5000원 내외. �055-335-

0101 www.gimhaehotel.co.kr

가야비즈니스호텔 최근에 새로 단장한 호텔

급의 숙소. 한국관광공사의 굿스테이 인증을

받았다. 2인 1실 4만~6만원. 

�055-331-2568 

한일뒷고기 돼지 머릿고기를 발라 구워 먹는

데 삼겹살 저리 가라 할 만큼 고소하다. 이름

이붙은유래가재미있다. 2500원. 

�055-331-5432

프로그램 성격

∙시내전체가박물관이라할만큼금관가야의유적이많은김해의역사유적중심여행.

∙역사유적답사여행은지루할수있으나은하사와클레이아크미술관,천문 가여행의흥미를더한다.

∙사계절가능한여행지. 

여행 코스 : 남해고속도로 진례 IC 좌회전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진례 IC -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 58번 국도(김해 방면) - 김해 시내 - 국립김해박물관∙가야누리∙수로왕비릉- 성동고분박물관- 수로왕

릉- 인제 ∙가야랜드방면- 은하사- 김해천문 - 남해고속도로동김해IC 

연계 코스 : 065(진해) 코스와 연계하여 1박 2일 여행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부산으로 이동해서 을숙도나

다 포해변, 태종 유원지, 금정산성, 범어사등부산의서쪽과남쪽명소와연계해도좋다. 양의명소(만어

사, 표충사, 남루등)와함께구성해도된다. 

장소별소개∙특징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055-340-7000, www.clayarch.org)에서는흙을재료로하는도자와건축이우리

1

김해

금관가야, 그화려한흔적을찾아서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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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어떻게어울리고이용되는지전시물과작품을통해감각적으로체험할수있다. 생활도자와토우만들기

등 체험이 가능. 관람료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체험비 5000~1만원. 관람 시간

10:00~18:00, 매주월요일휴관.

국립김해박물관(055-325-9332, gimhae.museum.go.kr)은 반드시 들러야 할 금관가야의 보물 창고. 어

린이박물관가야누리(055-320-6880)에는 다양한 체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박물관 뒤편 언덕으로는 김수

로왕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구지봉이 있으며, 이어지는 길 끝에 수로왕비릉이 있어 함께 돌아 볼 수 있다.

수로왕비릉에는아유타국에서가져왔다는돌로만든파사석탑이있다. 입장료어른1000원, 청소년500원. 관

람 시간 9:00~18:00(토요일 20:00). 어린이박물관은 매시간 예약제로

운 . 매주월요일휴관, 관람소요시간2시간내외.

성동고분박물관(055-331-2357, ds.gsiseol.or.kr)은 디오라마 중

심의 전시로 가야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보여준다. 고분군 위에 있

는노출전시관에서실제무덤내부와출토된유물을관찰할수있다. 관

람료무료. 관람시간09:00~18:00, 매주월요일휴관. 소요시간40분.

수로왕릉(055-332-1094)은가락국의시조이자김해김씨의시조인

김수로왕의 무덤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구지봉에 모인 금관가야의

아홉부족장들에게금합으로둘러싸인황금알여섯개가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사람으로 화한 것이 바로 수로왕이라 한다. 옛이야기

와 함께하면 더욱 흥미로운 곳이다. 입장료 어른 7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300원. 관람시간09:00~18:00. 소요시간40분.

은하사(055-337-0101)는 화<달마야놀자> 촬 지로유명해진절

이다. 하지만 그 유명세 이전에 산세라든지, 절의 초입에서 입구까지 이

르는 돌계단의 운치가 인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정도로 아름답다.

유명세 때문인지 약간은 번잡한 느낌이지만 산사의 여유로움은 여전하

고, 웅전뒤로병풍처럼둘러쳐진신어산이웅장함을자랑한다. 

분성산 꼭 기에 자리한 김해천문 (055-337-3785, astro.

gsiseol.or.kr)는단순한관측위주의활동에서천체교육을심화한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 한다. 인터넷으로 예약해아 하며, 천체 관측을 비

롯한패키지요금이5000~1만원. 이용시간은14:00~22:00, 매주월요

일휴관. 김해천문 에서바라보는김해시내의야경이밤하늘의신비로

움못지않은아름다움과황홀함을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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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돼지국밥 경상도 지역의 표적인 국물

음식. 잡내 없는 깨끗한 국물이 이 집의 특징

이다. 돼지국밥 5000원, 따로국밥 5500원,

수육백반 7000원. �055-337-1790

왕손짜장 30년째 수타면을 이어온 곳으로 옛

중국집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인테리어가 깔

끔하며 단체 이용 가능. 자장면 4500원, 짬

뽕 4000원. �055-323-4333

기타정보

김해시청

�055-330-3114

김해시청관광과

�055-330-3245

tour.gimhae.go.kr

김해관광안내센터

�055-338-1330

1∙∙6 김해천문 에서 가장 큰 600mm 반사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을 하는 모습. 2 김해 시내 야경. 3 국립김해박

물관 옆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가야누리는 체험하며 쉽게

유물에 접근할 수 있어 좋다. 4 은하사 연못 앞에는 화

<달마야 놀자>에서 연못에 던져진 깨진 독이 그 로 있다.

5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7 운치 좋은 은하사 진입로.

3

2

4

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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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봉계황우쌀축제매년 10월초. 

�울주군청농산과052-229-7642

울주외고산옹기축제매년 10월경. 

�울주군청문화관광과052-229-7462

가지산고로쇠축제매년3월첫째주. 

�052-229-7875 www.ujgorosoe.com

숙박∙식당정보

신불산자연휴양림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숲

속의 집, 문화휴양관, 야 장, 오토캠프장, 전

망 등. 비수기 23m2 4만원, 성수기∙주말 5

만5000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052-

254-2124(상단) �052-254-2123(하단)

www.huyang.go.kr

간월자연휴양림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23m2

7만원, 56m2 15만원(주말 요금, 평일 20% 할

인). �052-262-3770

언양전통불고기

울주군서부리. 석쇠불고기 1만5000원. 

�052-262-0940

언양진미불고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석쇠

불고기 1만6000원. 

�052-262-4422

프로그램 성격

∙언양불고기와풍광빼어난신불산, 새로생긴 양댐과표충사까지연계하는프로그램.

∙울주와 양을볼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한다.

∙여름철상품으로도괜찮으나가을철억새필때가좋다.

여행 코스 :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 - 35번국도(경주방면) - 천전리 각석- 작천정- 24번국도- 배내

골방면69번지방도로좌회전- 배내골입구비포장길을따라죽림굴- 신불산 억새 군락지- 신불산자연휴

양림- 69번지방도이용해양산쪽으로내려가다우회전- 양댐- 표충사- 양특산물인사과와 추구

입하기- 북 양IC

연계코스 : 간절곶, 정자항등바닷가와연계하면좋다. 

장소별소개∙특징

반구 암각화보다상류쪽에있는천전리 각석(국보제147호)은높이2.7m, 폭9.5m의바위에사슴, 개와

같은뭍짐승, 사람얼굴, 기하학적무늬등이면쪼기와선쪼기, 선긋기등의기법으로새겨져있다. 각석의위

울주
남의알프스, 신불산억새군락지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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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은선사시 의것이고, 아래쪽의300여자는삼국과통일신라시 사

람들이남긴것으로신라사람들이이곳을성지로여겼음을알수있다. 

간월산으로 들어가는 길, 삼남면 교동리 계곡 옆에 작천정이라는 정

자가 있다. 작천정은 봄이면 벚꽃이 아름다운 곳으로, 여기서부터 언양

읍내에이르기까지벚나무가터널을이룬다.

배내골에서 산간 임도 길을 따라 신불산 가는 길목에 죽림굴이라는

돌 표지석을 만난다. 천주교 박해가 심할 당시 신자들은 이곳에서 질그

릇과목기를만들어생계를유지하면서바깥정세를살피다가포졸이나

타나면 굴 안에 은신한 뒤 연기가 나지 않도록 곡식을 물에 불려 먹으며

지낸것으로전해진다.

또중국에서 김 건 신부와 함께 세례를 받은 최양업 신부가 1860년 신

도 100여 명과 함께 4개월 동안 굴 속에서 미사를 집전했다는 기록도

있다.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 온 신자들이 세운 남 최초의 공소다. 언

양성당(052-262-5312)에서 주요 공소 7곳에 민박과 피정을 겸할 수

있는곳을정해죽림굴을찾는 교인과일반인이쉬어갈수있도록주선

해준다. 

‘ 남의알프스’라일컫는신불산(1159m) 정상에는널찍한초원이형

성되어가을이면황금빛억새밭으로출 인다. 간월재를사이에두고간

월산(1083m)과 신불산 양옆으로 억새가 출 인다. 간월재까지 차량 통

행이 가능해 손쉽게 억새 꽃을 감상할 수 있다. 간월재에서 신불산 정상

까지는1.5km, 간월산까지는0.8km로거리가길지않아가벼운마음으

로 오르면 된다. 억새 평원을 만끽하려면 신불산의 신불재와 축산을

잇는길을찾으면된다. 또파래소폭포나휴양림도연계하면좋다.

양시 단장면 고례리에 있는 양댐은 2001년 11월 완공되었다. 호

수는골짜기를따라구불구불이어진다. 찻길은호수의굽이를따라산허

리를타고오르막으로이어진다. 오를수록호수의모습이발아래로펼쳐

진다. 한산하면서도굽이치는드라이브길이운전의묘미를느끼게한다.

전망 와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나오는 길에 표충사를 거치면

된다. 일연국사가승려1천여명을모아수도했다는천년고찰이다. 

표충사에서는사자평억새밭으로올라가는등산로가시작된다. 특히가을철이지역특산물인

추는생산량이많고맛도달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등 횟집 울주군 서부리. 활어회 3만~5만원

선. �052-262-5433

가지산 손두부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탄산온

천인근. 두부정식 7000원.

�052-254-1143

청산장 양시 단장면 표충사 앞에 있는 토속

음식점. 산채정식 1만원, 흑염소불고기 1만

5000원. �055-352-1079

기타정보

울주군청www.ulju.ulsan.kr 

울주군청문화관광과

tour.ulju.ulsan.kr

울산관광안내사이트

guide.ulsan.go.kr 

울산시청문화체육국관광과

�052-229-3853

1 신불산 억새 능선. 2 양 표충사. 3 신불산 억새 꽃.

4 신불산 등산로. 5 파래소폭포. 6 울산 바닷가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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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정보

해맞이 부산축제 매년 12월 31일~이듬해 1월

1일용두산공원, 해운 일원. 

�051-888-3392 www.festival.busan.kr

기장멸치축제 매년 4~5월경 기장읍 변항

일원. �051-709-4212

부산국제 화제 매년 10월 중 남포동, 해운

일원. �051-747-3010 www.piff.org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매년 10월 자갈치 시장

일원. �051-243-9363

숙박∙식당정보

그랜드비치모텔 기장읍 변리. 비수기 3만

~4만원선. �051-722-2383

꿈의궁전 기장읍 변리. 비수기 3만~4만원

선. �051-721-7488

OK모텔기장읍 변리. 비수기 3만~4만원 . 

�051-722-5544

기타 부산 지역 호텔정보(www.hotelro.

com), 여관 정보(www.worldinn.com), 모텔

정보(www.motelguidepusan.co.kr)를 통해

관련정보를얻을수있다. 

남항횟집 기장읍 변리. 멸치회 2만~3만원.

�051-721-2302

프로그램 성격

∙신년맞이일출여행과체험, 겨울해안드라이브의아름다움을만끽할수있는프로그램.

∙도자기체험과기장군짚불곰장어등맛기행까지겸하면금상첨화.

∙12~2월이여행하기좋다. 

여행코스 : 경부고속도로구서IC - 반여동에서기장방면으로난14번국도이용- 변항일출- 부산쪽

으로난31번지방도이용- 토암도자기공원 체험- 국립수산과학원- 용궁사- 송정해수욕장- 청사포∙달맞

이동산- 해운 - 경부고속도로구서IC

연계 코스 : 금정사, 태종 , 피파공원등부산시내에볼거리가많고야경이멋져하루정도시간을더할애

해서상품을만드는것도좋다. 해운 나연안여객터미널에서유람선을탑승하는것도괜찮은코스다.

장소별소개∙특징

변항은부산과경주감포사이에있는가장큰어항이다. 기장미역과멸치회로유명하고, 봄철이면멸치

축제로불야성을이루는이름난항구다. 여행은 변항의등 위로떠오르는일출을보면서시작한다. 동이트

1
기장

변항일출과낭만의겨울바다해안드라이브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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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바닷가난전도활기를찾는다. 기장의특산물인멸치젓, 건어물, 싱싱

한 횟감을 파는 아낙들이 난전을 펼치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다. 윤선도유배지인두호마을을연계하면좋다.

봉 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아담한 변항이 품속으로 들어

오는자리에있는토암도자기공원(051-721-2231)은 분청사기장인토암

서타원선생이만들었다. 이곳이특별히유명해진것은토암선생이토우

2002개를 빚어 2002 부산아시안게임과 세계합창올림픽의 성공 염원을

담아기원한것때문이다. 선생의부인이운 하는‘선비식당’에서는비빔

밥, 수제비, 칼국수등을맛볼수있다. 

국립수산과학원(051-720-2114, www.nfrdi.re.kr)은 총 12개 전시

관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전시물은 최신 상과 음향, 비디오 시설 등으

로설비되어있으며첨단전자기법을도입, 안내없이관람자가직접작

동하거나 화면의 동 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각종 수산 자료를

찾아볼수있다.

지도상에‘시랑 ’라고 나와 있는 바로 그곳, 바다 끝자락에 제법 거

한 해동 용궁사(051-722-7744)가 들어앉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는 절이다. 용궁사는 동해를 정원으로 삼은 아름다운 절집

으로, 고려우왕때나옹화상이창건했다고전한다. 

해운 구로넘어가면송정해수욕장과만난다. 죽도공원의송림을따

라가면일송정이라는정자를만나고, 바다를장식하는기암이펼쳐진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물론 야경 또한 멋지다. 해변 동쪽 끝에 주차

장시설이잘되어있다.

송정을 지나달맞이공원을 찾는 동안 발 아래로 청사포가 펼쳐진다.

수령350년의망부송과그곁에있는망부암이유명하며, 울창한송림과

더불어 경관이 수려하다. 청사포를 비껴 와우산 중

턱에다다르면달맞이동산과 만난다. 변항에서 달

맞이공원까지는 20km 정도. 달맞이 길은 송정해수욕장까지 15번이나 굽어진다고 해서

‘15곡도(曲道)’라고도한다. 요즘은음력정월 보름이되면달맞이축제를한다. 길목에는

전원 카페 등이 여럿 있다. 해운 해변에서 필히 방문할 곳은 부산아쿠아리움(www.

busanaquarium.com)이다. 터치풀, 수중마술쇼, 물고기먹이주기등은특히어린이들에

게인기가많다.

이달의가볼만한곳 100선

기장곰장어 기장군 시랑리. 짚불∙양념 곰장

어2인분 3만원. �051-721-2934

새아침식당 해운 구 미포동. 생선구이정식

6000원. �051-742-4053

금수복국 해운 구 중1동. 복국 9000~2만

5000원. �051-742-3600

옥미아구찜 수 구 망미 2동. 아귀찜 2만~

3만5000원. �051-754-3789

서울깍두기기장군장안읍. 설 탕, 육개장등

탕류6000원. �051-727-3379

기타정보

기장군청�051-709-4000

tour.gijang.go.kr  

부산시청 tour.busan.go.kr

부산시청관광진흥과�051-888-3501

유람선투어

�부산주말크루즈051-464-6400

해운 파티컨벤션크루즈

�051-743-2500

테즈락관광유람선�051-463-7680

1 송정포구의 해돋이. 2 태종 . 3 해동 용궁사. 4 두호

마을의 국수당. 5 변항 멸치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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