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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뿐사뿐 빠져드는 4色매력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청송, 영양, 봉화, 영월 4개군이 모여 만든 4色매력 외씨버선길입니다.

이 4色길이 합쳐지면 조지훈 시인의 승무에 나오는 외씨버선과 같다하여 외씨버선길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외씨버선길을 걷다보면 문득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느릿느릿 쉬어가는 길에서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속 그리운 이들에게 몇자 적어 내 마음을 실어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택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는 그 옛날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적어 보는 것 또한 

좋습니다. 자연치유의 길을 걷다가 이름모를 들꽃을 만나게 되면 이름을 지어주며 친구가 되어봅시다.

이렇게 이 길이 끝날 즈음에는 외씨버선길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외씨버선길 4개지역(청송, 영양, 봉화, 영월) 

13개 테마별길 및 2개 연결길 총 240Km

1길ㅣ주왕산ㆍ달기약수탕길 18.5km

2길ㅣ슬로시티길 11.5km

3길ㅣ김주영객주길 15.6km

4길ㅣ장계향디미방길 18.3km

5길ㅣ오일도시인의길 11.5km

6길ㅣ조지훈문학길 13.7km

영양연결길ㅣ조지훈문학관-일월산자생화공원 18km

7길ㅣ치유의길 8.3km

봉화연결길ㅣ우련전-분천역 22km

8길ㅣ보부상길 18.5km

9길ㅣ춘양목솔향기길 17.6km

10길ㅣ약수탕길 15.1km

11길ㅣ마루금길 15.4km

12길ㅣ김삿갓문학길 12.4km

13길ㅣ관풍헌가는길 23.6km

주왕산
소헌공원

청송한지체험장

조지훈

문학관

일월산

자생화공원

우련전

춘양면사무소

두내약수탕

상운사

김삿갓문학관

관풍헌

김삿갓면사무소

분천역
영양

전통시장

선바위관광지2길

5길4길 7길

9길

8길

6길

영양연결길영양연결길
영양연결길봉화연결길

10길

11길

12길

13길

3길

1길

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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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씨버선길 안내지기입니다...

생소한 여행길,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외씨버선길의 진행방향표시를 보고 걸으면 

쉬엄쉬엄 혼자 걸어도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안내표시들이 마을 어귀, 숲길, 생각지도 않았던 돌틈사이, 

나무가지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잠깐동안 깊은 생각이 들어 길을 잃게 되면 

마지막에 본 안내표시판까지 오던 길을 되돌아가 보세요. 

천천히 다시 걷다보면 잠시 놓쳤던 안내표시들을 

찾을 수 있어요.

동네마다 다르지만 집집마다 걸린 예쁜 문패들도 살피며  

숫자만 붙어있는 도시 속 우리집은 잠시 잊어 보세요.

외씨버선길 화살표
외씨버선길을 걷는데 가장 중요한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는 버선코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만들

어 졌습니다. 외씨버선길 고유의 색상인 보라색 화살표가 시점에서 종점을 향하는 [정방향]을 흰색 

화살표가 종점에서 시점으로 거슬로 오는 [역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바닥이나 자연속에 싸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주변과의 어우러짐을 고려하여 흰색의 단일색상

으로 표기되며, 이때는 꽉차있는 흰색의 화살표가 [정방향]을, 속이 비어있는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의 길을 뜻합니다.

1. 시·종점종합안내판      5. 바닥화살표     

2. 방향안내판      

6. 해설판      

7.위험 및 우회안내판      
3. 리본      

4. 방향안내 플레이트      

8. 진행정보 안내판      

외씨버선길의 각 길별 시점과 

종점을 알리는 안내판으로 각 

구간의 경로·소요시간등에 대

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설치장소

 각 길별 시점 및 종점     

도심지역이나 농업용도로등 포

장이 되어있는 도로를 지나는 

구간에서 주변에 리본을 설치

하기 힘든 곳의 바닥에 표시된 

방향안내표시이다.

※설치장소

 리본설치가 힘든 도심등의 

 포장도로     

갈림길에서 진행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기본 방향안내판

이다.

외씨버선길을 걷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도, 주변환경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도록 4종류의 크기로 설치

되었다.

※설치장소

 각 길별 주요갈림길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같은 풍경도 새롭게 보이는 법,

길을 걷는 중 만나게 되는 여러

지역 중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포인트에 해당 내용을 설

명해주기 위해 설치된 안내판

이다. 

※설치장소

  길내 주요포인트 옆    

낙석·교량구간등 길을 걷는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구간이나, 호우등에 의한 우회

구간이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

다. 우회구간에 대한 경로의 지

도와 거리등이 표시되어 있다.

※설치장소

 위험구간이나 우회구간이 

 시작되는 분기점     

외씨버선길의 고유색상으로 제

작된 리본으로 갈림길이 없는 

직선구간이나 방향안내판 설치

가 어려운 숲길구간등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다. 길을 걷는 사

람의 시야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매달려 있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기 때

문에 다음리본이 눈에 보인다

면 옳은 길로 진행하고 있다 생

각하고 진행하면 된다.

※설치장소

 직선구간 및 숲길등     

방향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도심

구간이나 문화재 주변등의 갈림

길의 전봇대나 나무등의 기둥에 

설치되어 있다. 

네모난 형태와 버선 형태의 두가

지 모양으로 진행방향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해 준다.

※설치장소

 도심이나 문화재주변등 안내  

   판설치가 어려운 구간의 갈림  

 길의 전봇대나 나무등    

각 길별로 최근에 추가된 안내

판이다. 진행정도 및 방향정보, 

구간번호등을 표기하여 길을 

걷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위치에 대한 설명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다.

※설치장소

 길별 주요 갈림길이나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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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씨버선길 객주안내
외씨버선길이 처음이신가요? 
생소한 여행길,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길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외씨버선길 안전사고안내
+ 외씨버선길을 걷기 전에 안전사고에 관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 외씨버선길 홈페이지 안전정보를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외씨버선길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여행객 여러분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씨버선길 에티켓~
+ 외씨버선길은 우리가 함께 지켜요~~~

+ 길을 걷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인사나눠보기

+ 길안내표지판에 낙서나 휴지 버리지 않기

+ 다른 사람들을 위해 외씨버선길 리본을 떼가지 않기

+ 간식봉지 쓰레기는 꼭 챙겨와 휴지통에 버리기

+ 여성 혼자 여행할 때에는 가능한 검증된 숙소를 이용해주세요

+ 걷기 전에 외씨버선길 안내가이드는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외씨버선길 홈페이지나 공식어플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해두시면 

   좀더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외씨버선길 청송객주

 054-872-0116

+ 외씨버선길 봉화객주  
 054-672-0803

+ 외씨버선길 영양객주

 054-683-0031

+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033-374-6830

+ 경북북부연구원 www.beosun.com 054-683-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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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씨버선길에서의 추억과 감동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외씨버선길 기념품들을 만나보세요.

외씨버선길 기념품은 외씨버선길을 품은 4개군의 장점을 담아 

각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이 주를 이룹니다.

구입이나 문의는 각 지역의 객주(안내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외씨버선길 
선물꾸러미

To...

From...

3. 여행자지도      

1. 버선열쇠고리      

7. 춘양목피톤치드방향제      9. 한지스카프      

6. 소망솟대 / 희망솟대액자

5. 캐릭터인형      

4. 캐릭터가방고리 / 캐릭터열쇠고리      

2. 버선가방고리      

8. 씨앗연필     10. 락서장     

외씨버선길의 전체구간에 대한 

경로, 등고선등이 세부적인 그

려진 지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방수

재질의 특수종이로 제작되어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직접 손으로 

한땀한땀만든 버선형태의 열쇠

고리. 외씨버선길 기념품중 최

고의 베스트셀러로 10여종의 각

기 다른 색상을 수집하는 재미

가 있다.

춘양목의 생산지인 봉화군에서 

자라는 춘양목에서 체취한 재

료를 펫럿으로 가공하여 생산

한 무공해 천연방향제이다.

은은한 자연의 향기와 더불어 

사용후에 포장용기를 미니화분

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외씨버선길 이름의 모티브가된 

조지훈 시인의 [승무]를 담고 있

는 한지스카프. 

한지를 특수하게 가공하여 일

반적인 스카프의 관리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로부터 풍농을 기원하거나 경사가 있을 

때 축하의 뜻으로 세우는 긴 장대인 솟대

를 외씨버선길의 추억과 희망이라는 뜻으

로 형상화한 공예품.

희망솟대액자에 있는 메모지에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적어놓고 노력하면 이루어진

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유럽에 테디베어가 있다면 외씨버선길에

는 캐릭터인형이 있다. 외씨버선길의 캐

릭터를 꼼꼼한 수작업을 통해 정성을 다

해 만들었다. 팔부분이 움직여서 다양한 

포즈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

외씨버선길의 자음 “ㅇ”, “ㅆ”, “ㅂ”, “ㅅ”을

길을 걷는 길벗들로 의인화 한 외씨버선길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캐릭터 원형 그대로를 살린 가방고리

와 귀여운 모양으로 재탄생시킨 열쇠고리 2종을 다문

화가정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

버선모양에 한국의 색동무늬를 

형상화하여 전통적인 아름다움

을 표현한 가방고리.

다문화가정에서 직접 손으로 

한땀한땀만들어서 소장하는 가

치를 높여준다.

외씨버선길 주변의 폐목을 활

용하여 마을주민이 손으로 직

접 깍아 만든 연필. 연필 위쪽의 

마개를 열면 씨앗이 들어있다. 

이 씨앗을 다 사용한 춘양목 피

톤치드방향제의 용기에 심어보

고 무엇이 자라날지 기다리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이다.

외씨버선길을 걸으면서 만날 

수 있는 감성이나 생각을 나만

의 책을 쓴다는 컨셉으로 기획

된 여행노트. 길별로 스템프를 

찍을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미

션들로 흥미를 유발한다.

장당 
14,000원

개당 
5,000원

개당 
6,000원 장당 

13,000원

각 
10,000원

개당 
8,000원

개당 
5,000원 권당 

5,000원

개당 
20,000원

각 
20,000원



청송주변관광지 소개

ㆍ고택에서의 하룻밤

ㆍ쉬엄쉬엄 이곳에 들러보자

ㆍ국가지질공원

청송구간 교통안내

외씨버선길 - 청송구간

ㆍ1 길 주왕산ㆍ달기약수탕길 

ㆍ2길 슬로시티길

ㆍ3길 김주영객주길

주왕산국립공원 기암단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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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남고택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 340호로, 

평산신씨 장절공 신숭겸의 31세손 

신치학이 1780년 경에 건축했다. 그

는 8형제 중 다섯째였으며 6형제의 

집은 전란으로 소실되었으나, 장남

이 거처하였던 서벽고택과 사남고

택만 보존되었다. 국가지정 중요 민

속문화재 제 282-3호로 승격지정

되었다.
■고택체험  

ㆍ방 1개   

ㆍ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등2길 26

ㆍ연락처 : 010-7252-9253

②벽절정

슬로시티길(2구간)중에 만나게 되는 

정자로 굽이쳐 흐르는 용전천을 바

라보고 서있는 절벽위에 있어 시원

한 풍광이 특징이다. 

159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지

만 국란 등으로 몇차례 소실되었다 

1919년에 다시 중건하였다.
■고택체험

·방 4개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길안청송로 1539-54

·연락처 : 010-5161-9090

③창실댁

만석군 대부호였던 청송 심부자 송

소 심호택이 동생이 결혼해 분가할 

때 지어준 집이다. 재종지간인 심영

택이 기거하던 살림집으로 1917년

에 건립하였다. 
■고택체험 

ㆍ방 5개(수용인원 25명)

ㆍ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39

ㆍ연락처: 070-8849-2436, 

 010-8509-2436

⑥찰방공파종택

이 집은 청송심씨 악은공의 9세손

인 찰방공 심당의 종택으로 1933년

에 건립되었다. 우측에 조상의 신위

를 모신 사당도 있다. 청송군 향토

문화유산 제 13호로, 송소고택과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다. 텃밭에는 

고추나 상추 같은 각종 농산물이 심

어져 있어 계절에 따라 제철음식을

먹어 볼 수 있다.
■고택체험

ㆍ방 3개

ㆍ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23-8

ㆍ연락처:054-873-6502, 

 018-505-7611, 010-8509-2436

외씨버선길 고택체험 - 청 송 고택에서의 하룻밤

①송소고택 (松韶古宅)

예로부터 ‘청송 심부자집’으로도 유

명한 이 집은 조선 영조때 만석의 

부를 누린 심처대의 7세손 송소 심

호택이 1880년경에 파천면 지경리 

호박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파천

면 덕천리(덕천마을)로 옮겨 지은 

99칸의 대규모 저택이다. 2003년

부터 고택체험 시설로 개방하였으

며 2011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

정한 체험형 숙박부문 최고의 상인 

‘2011년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했

다.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 250

호다. 현존하는 국내 99칸 전통 한

옥 중에서도 보존관리 상태가 뛰어

나다.
■고택체험  

ㆍ방 13개(수용인원 50명)  

ㆍ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15-2

ㆍ연락처: 054-874-6556, 

 016-252-3728

④송정고택 (영천댁)

이 집은 조선시대 9대 만석군 대부

호였던 청송 심부자 송소 심호택의 

둘째 아들 송정공 심상광이 기거하

던 살림집으로 1914년에 건립되었

다. 청송군 향토문화유산제 18호로 

지정된 것으로 송소고택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송호택의 셋째, 넷째 

아들이 살던 집들은 6.25때 화재로 

불에 타 없고, 송소고택만 남았다고 

한다. 송소고택이 큰집, 송정고택이 

작은집이 되는 셈이다. 
■고택체험  

ㆍ방 6개(수용인원 25명)   

ㆍ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15-1

ㆍ연락처:054-873-6695

 010-3891-2622 

⑤서벽고택 

고려 개국공신 장절공 신승겸 장군

의 후손인 신한창이 분가하면서 지

은 5칸 규모의 세간집이였다. 그 후 

증손인 신치구가 1739년에 확장, 증

축하였고 신한창의 서벽이라는 호

를 따서 서벽고택이라 칭하였다. 

가옥 구조는 정면 6칸, 측면 4칸의 

ㅁ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 안에 

조상님을 모시던 사당이 남아있다.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101호다.
■고택체험  

ㆍ방 4개   

ㆍ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등2길 22-2

ㆍ연락처:054-873-0101, 

 011-748-1387

①

④

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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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왕산관광단지

주왕산관광단지에는 청송백자의 단

아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직접 보

고 느낄수 있는 청송백자 전시관,  

일본 가고시마 지역에서 찬란하게 

꽃 핀 조선 도공의 예술혼과 민족

혼을 상징하는 청송 심수관도예 전

시관, 자연의 미가 살아있는 수석과 

세계적 희귀한 청송군 수석 꽃돌박

⑤현비암

현비암은 용전천에 위치해 있는 기

암절벽으로, 뒤편 보광산에는 청송

심씨의 시조묘가 있으며, 어진 소헌

왕후의 본향이라고 현비암이라 이

름 지었다고 한다. 현비암은 풍수지

리상 보광산 청송심씨 시조묘(등잔

혈 신자을 혹은 술용신좌向)의 우백

호 끝자락으로 장례전 한줄기 소낙

비와 우뢰에 의하여 명당의 지세가 

형성되었다고 하여(소헌왕후:세종

의 비) 지어진 이름이다.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굿바들길 114

③달기약수탕

달기약수탕은 청송읍 부곡리 괘천 

주변 300m가량의 양안에 용출하는 

천연탄산 암반약수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이곳 약수로 삶은 약수백

숙은 일품으로 과거 주변지역 사람

들에게는 삼복 보양식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지금도 외부 관광

객들에게는 빼 놓을 수 없는 대표적

인 맛 기행 코스이다.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14

②양수발전소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에 위치

한 양수발전소 청송발전처는 국내 

6번째로 건설된 양수발전소로 국내

에서는 최초로 지자체와 주민이 적

극적으로 유치하여 건설한 발전소

이다. 상부댐 노래호의 물을 낙하시

켜 발전하고, 하부댐 청송호에 모인 

물을 심야에 다시 상부댐으로 퍼올

려 송전하는 방식의 청송양수발전

소는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

도의 절경을 가지고 있다.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양수상부길 186

외씨버선길 주변관광지 - 청 송 쉬엄쉬엄 이곳에 들러보자

①주왕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은 뛰어난 자연경관 

요소가 많은데 청학과 백학이 살았

다는 학소대, 앞으로 넘어질 듯 솟

아오른 급수대, 주왕과 마장군이 격

전을 가졌던 기암, 주왕의 아들과 

딸이 달구경을 하였다는 망월대, 멀

리 동해가 보이는 험준한 지형의 왕

거암, 주왕이 숨었다가 숨진 전설의 

주왕굴, 그리고 폭포, 약수 등 탐방

객을 매료 시키는 곳이 많이 있다.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69-7 

 ■문의:054-873-0018

①

②

③ ⑤

④

물관 등 청송전통한옥 민예촌에서 

숙박체험을 하면서 슬로시티의 이

념으로 여유롭게 주변의 자연과 문

화유산을 감상하고,  개인별 취향에 

맞는 다양한 청송문화를 체험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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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속세와 천상을 가르는 침식협곡
   「용추협곡」

응회암에 발달하는 수직절리와 침식

으로 형성된 폭포와 협곡이 신선세계

로 들어가는 관문을 연출한다.

⑥돌속에 박힌 퍼즐조각
   「주방천 페퍼라이트」

미고결된 퇴적층 위로 현무암이 흐

르면서 퇴적물과 혼합되어 형성된

다.

③사계절 샘솟는 탄산수
   「달기약수탕」

이온성분과 탄산을 다량으로 함유

하는 탄산지하수로 사계절 그양이 

동일하고, 가뭄에도 줄어들지 않으

며, 추운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주상절리가 주를 이루는 기암단애

는 암체의 급속한 냉각으로 인해 형

성된 수직방향의 절리를 따라 침식

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험준

한 단애를 이루었다. 그 특별함으로 

청송을 대표하는 명소이다.

주왕산 일대를 두껍게 덮은 응회암

층이 오랜세월동안 침식을 받아 만

들어낸 계곡이다.

②응회암이 빚어낸 천혜의 경관 
   「노루용추 계곡」

①하늘을 받쳐는 응회암 단애 
   「기암단애」

국가지질공원이란

국가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

요성·희소성·시각적 아름다움·

교육적 가치등을 지닌 지질유산 지

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에서 인증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인증)한 유산

입니다. 국내에는 청송, 강원, 울릉

도·독도, 제주, 부산, 무등산권 6곳

이 지정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외씨버선길 주변관광지 - 청 송 청송의 자랑  「국가지질공원」

외씨버선길을 걷다보면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유산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청송구간에서만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송이 국가지질공원이

기에 볼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질명소들입니다. 모르고 지나친다면 그냥 특이한 모양의 절벽이나 

지형이겠지만 조금 공부를 하고 보게되면 더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송국가지질공원

청송에는 중생대 백악기에 응회암

으로 생성된 주왕산을 비롯하여, 국

내에서 드물게 페퍼라이트가 발견

되는 곳이다. 특히 청송 북부에서 

산출되는 구과상유문암(꽃돌)은 문

양이 다양하고 형태가 아름다워 뛰

어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퇴적암 지역인 신성리 일대에

서 발견되는 공룡발자국 화석은 단

일 지층면 국내 최대 면적으로 약 1

억년 백악기 공룡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이다. 

④천둥알을 품은 주상절리
   「급수대 주상절리」

주왕산의 단애들 중 주상절리가 가

장 잘 발달하고 천둥알(열변성물질)

을 관찰할 수 있다.

⑤살아움직이는 하식동
   「용연폭포」

2단으로 구성된 웅장한 폭포로 하

식동과 연계한 폭포의 후퇴과정을 

설명하는 장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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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진보방면

부곡ㆍ옹점

중평ㆍ병부

06:10
07:10
08:10
08:40
09:10
10:10
11:10
12:10
13:10
14:10
15:10
16:10
17:10
19:10

06:40
07:10
07:40
07:55
08:15
08:25
08:40
08:55
09:10
09:30
10:15
10:50
11:15
11:50
12:10

12:25
13:05
13:35
14:00
14:30
15:00
15:30
15:57
16:45
17:10
17:35
18:15
18:35
19:05
20:00

부남방면

07:00
07:20
11:25
11:50
13:15
15:30
15:50
17:20
17:40

이전ㆍ항동

신흥ㆍ지경ㆍ구수

07:50
09:20
11:50
12:40
13:50
16:00
17:25

07:00
08:50
10:00
12:00
13:30
17:30
18:10

월외ㆍ교동

07:00
19:15

13:35
18:10

신점ㆍ이전

08:30 10:50

10:20
13:20

16:55
18:15

17:45
12:50

■청송시외버스터미널 : (054)873-2036 ■청송택시 : (054)873-2029
■청송콜택시 :(054)872-0082 ■진보택시 : (054)874-4449

18:15

약수탕(약)ㆍ주왕산

07:25
07:50
08:25
08:35
09:20
09:35
10:25
11:10
11:50
12:25
12:40
12:55

13:50
14:00
14:20
15:35
16:00
16:30
16:50
17:25
18:20
19:10

08:50
10:57
13:25
14:40
16:15
17:29

13:40
18:10

청송→동대구

청송버스시간표(시내ㆍ시외)

농어촌버스(입석ㆍ좌석)고속버스

안동ㆍ동서울

영천ㆍ부산

☎

*:시내

무정차
고속도로경유

*
*

*

*
*
*
*
*
*

*
*
*
*
*

*

*

*

*

*

* *

*

*

*

신기

일두 이전

지동 부남

지동 부남

일두 중기

지동 중기

일두 중기

지동 부남

이현 내룡

일두 중기

주산지

주산지

이전

이전 내룡

이전

이전

옥계

신흥 지경

배방 구수

덕천(장날)

신흥 이사

배방 구수

덕천 지경

신흥

(약)

(약) (약)

(약)

(약)

(약)

 서울에서 오시는 길
 ㆍ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중앙고속도로(남원주IC) → 서안동IC → 안동 → 청송

 ㆍ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여주분기점 → 중부내륙고속도로 → 문경(3번국도) 

  → 예천(34번국도) → 안동 → 청송

 ㆍ중부고속도로 → 호법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중앙고속도로(남원주IC) → 서안동IC → 안동 → 청송

 ㆍ경부고속도로 → 신갈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중앙고속도로(남원주IC) → 서안동IC → 안동 → 청송

 대전에서 오시는 길
 ㆍ4번국도 → 옥천(37번국도) → 보은(25번국도) → 상주 → 예천 → 안동 → 청송

 대구에서 오시는 길
 ㆍ 대구ㆍ포항간고속도로 → 북영천IC → 청송

 ㆍ 중앙고속도로 → 남안동IC → 안동→ 청송

부산에서 오시는 길
 ㆍ경주 → 영천 → 청송

 ㆍ경부고속도로 → 금호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의성IC → 길안 → 청송

 ㆍ경부고속도로 → 도동분기점 → 대구ㆍ포항간고속도로 → 북영천IC → 청송

광주에서 오시는 길
 ㆍ올림픽고속도로 → 대구 → 중앙고속도로 → 의성IC → 길안 → 청송

포항에서 오시는 길
 ㆍ포항(7번국도) → 영덕(34번국도) → 진보 → 청송

 ㆍ포항(31번국도) → 포항(죽장) → 현동(도평) → 청송 ㆍ

청 송
영 양

봉 화
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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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롭고 편안한 길을 걷는 것만으로

도 가슴 벅차고 행복하다. 계곡과 폭

포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는 벗을 다

툰다. 우뚝 솟은 기암, 골짝과 폭포에

는 숱한 전설이 전해진다.

■세부코스 : 

 주왕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센터

 → 용추폭포 → 달기폭포 

 → 달기약수터 → 소헌공원 

■총거리 : 18.5km    

■소요시간 : 6~7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 

 경북북부연구원 : 054-683-9282 

 외씨버선길 청송객주 : 054-872-0116

 청송군청 : 054-870-6112

주왕산•

달기약수탕길

주왕산

-첫번째길-

20  .   . 

  .

    
달기

     폭포
달기약수탕

운봉관

1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주왕산국립공원 

1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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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주왕산 국립공원 안내센터(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46) 

ㆍ종점: 소헌공원(외씨버선길 청송객주)(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73) 

●버스이용
ㆍ순방향 [소헌공원→주왕산방면]           

07:55 12:45 16:35

08:30 13:00 16:55

09:25 13:55 17:30

09:40 14:05 18:25

11:15 14:25

11:55 16:05

ㆍ청송터미널: 054-873-2036  ㆍ주왕산터미널: 054-873-2907

●택시이용
ㆍ청송콜택시: (054)872-0082 ㆍ청송택시: (054)873-2029  ㆍ진보택시: (054)874-4449

ㆍ역방향 [주왕산→청송방면]

07:00 12:45 18:45

08:15 13:10 19:40

08:45 13:35

09:50 15:30

11:30 17:10

12:00 17:55

거리(km)

높이(m)

369121518.5

800

650

500

350

200

1길의 높낮이 ▶총길이 18.5km(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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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길 - 주왕산ㆍ달기약수탕길

 위치: 시점인근

우리나라 3대 암산중 하나인 주왕

산을 중심으로 12번째로 지정된 주

왕산국립공원의 시작점으로 주방계

곡을 따라 대전사까지 올라가는 길

을따라 많은 향토음식점과 민박집

②대전사/기암

위치: 시점으로부터 0.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주왕산의 설화를 품고 있는 사찰이

다. 주왕산의 상징적인 풍경중 하나

인 기암을 배경으로 계절마다 다른 

풍광을 자랑한다.

주왕산 탐방을 위해서는 문화재관

람료를 대전사앞 매표소에서 구매

한뒤 진행하여야 한다.
(성인:2,800원, 어린이 600원)

③용추폭포

위치: 시점으로부터 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50분

학소대를 지나면서 들리는 물소리

는 휑한 마음을 쓸어가 버리는 것 

같다. 폭포주위 암벽이 둘러싸인 바

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

서 폭포는 정적을 깨뜨리고 힘찬 물

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물고기 

떼가 놀고 있는 폭포 아래에는 자갈 

  운봉관(청송객주) 소헌공원
(외씨버선길 청송객주)

주왕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센타

①주왕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센타

종점

시점

주 왕 산 국 립 공 원 ⑤달기폭포

너구마을

금은광이삼거리

주왕산국립공원
월외탐방안내소

⑥달기약수탕

②용추폭포③용추폭포

②대전사

주왕계곡

④용연폭포(제3폭포)절구폭포

(대전사/기암)

[처음], [시작]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과 벅차오름을 준다. 외

씨버선길의 첫구간인 주왕산달기약수탕길은 그 설렘과 벅차오름에 충

분한 보답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출발해

도 좋다.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시작되는 1길은 시점인근에 주왕계곡을 

따라 많은 향토음식점과 민박집들이 모여있다. 달기약수탕까지는 식당

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채우고 출발하여야 한다. 

국립공원 운영상 일부구간이 폐쇠되기도 하기 때문에 출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수이다.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따라 잘 조

성된 길을 오르다 보면 신선의 세계로 들어온거 같은 풍경을 보여주는 

용추폭포에 도착한다. 주왕산을 대표하는 풍경중 한곳이니 이곳을 지날

땐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그 정취를 흠뻑 느끼는 걸 추천한다.

이 있어 여정을 준비하고 출발하기 

좋다.
054-873-0014

①주왕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센터

   web:juwang.knps.or.kr

깔린 깨끗한 물이 풍부한 수량을 자

랑하고 등산객이 잠시 땀을 식힐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준다. 암벽 틈바

구니에는 꽃이 피어 있다.

주왕산

-첫번째길-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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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달기약수터

위치: 시점으로부터 15.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40분

조선조 철종 때 청송부사 권성하가 

수로공사를 하였는데, 공사중 바위

틈에서 꼬로꼬록 소리내며 솟아나

는 물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 물

을 마셨는데 트림이 나고 속이 편안

하여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애용하

기 시작하면서 약수터로 개발되었

으며, 옛 지명이 청송군 부내면 달

기동이라 달기약수라 불리게 되었

다. 탄산, 철성분 등이 함유되어 위

장병, 피부병에 효능이 있다고 전해

진다.

⑤달기폭포

위치: 시점으로부터 10.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50분

달기폭포는 청송읍 월외1리에서 약 

2km지점에 있다. 폭포의 높이는 

11m, 폭포 밑의 용소의 깊이는 옛 전

설에 의하면 명주실꾸러미를 다 풀

어도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깊었다

고 하며, 이곳에서 용이 승천했다고 

한다. 주왕산 용추(龍湫)폭포의 오묘

④용연폭포

위치: 시점으로부터 3.4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20분

주왕산의 폭포중 가장 아름다운 폭

포로 꼽히는 곳으로 살아움직이는 

하식동(폭포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동굴형태의 지형)이라 불리운다. 폭

포의 형태가 2단으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폭포를 바라보는 높이에 

따라 그 느낌이 사뭇다르다.

  운봉관(청송객주)  소헌공원
(외씨버선길 청송객주)

주왕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센타

①주왕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센타

종점

시점

주 왕 산 국 립 공 원
⑤달기폭포

너구마을

금은광이삼거리

주왕산국립공원
월외탐방안내소

⑥달기약수탕

③용추폭포③용추폭포

②대전사
  (대전사/기암)

주왕계곡

④용연폭포(제3폭포)절구폭포

산이 깊어짐에 따라 조금씩 차오르는 숨을 참고 오르다보면 주왕산 폭

포 중 으뜸이라고 하는 용연폭포를 만나게 된다. 그 풍경을 좀더 잘 느

낄 수 있도록 별도의 전망대가 잘 설치되어 있으니 꼭 들러보길 추천한

다. 2단으로 구성된 폭포답게 바라보는 높이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감성

이 다르니 말이다. 용연폭포에서 차올랐던 숨을 다독였다면 지금까지의 

길보다 가파르고 어렵지만 그 때문에 주왕산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

는 길이 시작된다. 금은광이삼거리를 지나 너구마을까지 진행하면 그 

어려움도 끝나고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11m 높이에서 시원하게 떨어지

는 달기폭포를 지나면 주왕산국립공원이 끝나고 마을길이 시작되고, 톡

쏘는 맛이 일품인 달기약수탕이 나온다. 여정으로 지친몸을 위해 잠시 

목을 축이고 남은 여정을 진행하는것도 좋지만,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

는 음식이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맛보시길 추천드린다.

한 자연의미가 여성적이라면, 달기

폭포는 남성적인 늠름한 기상이라 

할 수 있다.

  

달기
     폭포

달기약수탕

1길 - 주왕산ㆍ달기약수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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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길 - 식당 & 숙소

외씨버선길의 첫 번째 길인 주왕산·달기약수탕길은 여정의 시작점 답
게 전체 길중 가장 여행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산악구
간인 주왕산국립공원 길을 진행하기전에 시점인근에서 다양한 향토음식
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도 있고, 탄산약수로 만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달기약수백숙으로 여정으로 지친 몸에 에너지를 채울 수도 있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숙 / 소

1. 고향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74-1

 054-872-3798

2. 궁궐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90

 054-874-5958

3. 귀빈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74

 054-873-1569

4. 꽃돌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18

 054-873-0900

5. 남근네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39

 054-874-2114

6. 내원산장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72

 054-873-3798

7. 대구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54-20

 054-873-2920

8. 명일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18

 054-873-2904

9. 부산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76

 054-873-9947

10. 산장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90

 054-873-2903

11. 산촌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18

 054-873-4600

12. 삼보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80

 054-873-2905

13. 수달래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02

 054-873-3052

14. 신토불이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56

 054-874-3988

시점-주왕산권역1길

1길의 시점인 주왕산국립공원탐방안내센터 인근의 권역으로 주왕산탐방객들을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있는 권역입니다.연간 상시로 운영되

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탐방객들이 몰리는 가을시즌이나 산불방지로 국립공원

이 폐쇠되는 겨울시즌에는 별도 확인이나 예약 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요먹거리는 향토음식으로 산채정식이나 비빔밥, 백숙등이 있다.

※숙소의 경우는 등산객들이 몰리는 여름휴가·가을시즌에는 사전확인이나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 울산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98

 054-874-6268

16. 정든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18

 054-873-7034

17. 좋은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19

 054-874-6464

18. 주왕산관광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54

 054-873-4119

1. 24시단체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39

 054-874-2114 /객실수 2개

2. 갑술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1-21

객실수 6개

3. 고향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27

 054-873-3207 /객실수 6개

4. 귀준네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1-12

 054-873-2567 

5. 꿀벌스토리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84-3

 054-873-0307

객실 3개, 수세식화장실 4개, 취사가능

6. 나이스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714-10

 054-874-3651

총객실수 18실(한실2,양실16)

7. 달빛추억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9 

 010-3821-5051 / 객실 7개, 취사가능

19. 주왕산먹거리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18

 054-873-4417

20. 주왕산진미가든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68

 054-873-8822

21. 주왕산청솔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64

 054-873-8808

22. 주왕산펜션민박촌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1-3

 054-873-8300

8. 대경장여관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714-8

 054-873-6897

총객실수 18실 ( 한실8, 양실 10)

9. 대구식당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54-20

 054-873-2920 /객실수 2개

10. 뜨란채펜션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84-5

 054-873-1020 / 객실수 4개

11. 매일수퍼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6

 054-873-2911 / 객실수5

12. 문경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5-27

 010-2532-7796 /객실수5

13. 부산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5-30

 054-873-6161 / 객실수48. 달빛추억

14. 부자되는 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5-29 

 010-5351-7993 / 객실수 : 7개

15. 산호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71 

 054-873-2145  /객실수 4개

23. 주왕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78-1

 054-873-7712

24. 토산물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75

 054-873-2923

25. 행복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88

 054-874-4988

26. 주왕산향촌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부동로 1024-1

 054-873-0202

16. 상의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81

 054-873-3345 /객실수 7개

17. 샘골민박
경북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1-11 

 054-873-2676 / 객실수 4개

18. 수미네민박
경북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31

 054-873-3369 / 객실수 4개

19. 안짱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7-10

 054-874-0240 / 객실수4개

20. 영목이네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80

 054-873-4182 /  객실수3개

21. 옥이네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37

 054-873-4763 / 객실수5개

22. 원룸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4

 054-873-8300 / 객실수3개

23. 절제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7-7

 054-874-5863 /객실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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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 / 당

 숙 / 소

 숙 / 소

27. 경남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20

 054-873-2711

28. 경북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53

 054-873-2146

29. 달기약수닭백숙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53

 054-873-2351

30. 달기약수마을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42

 054-874-4009

31. 달기약수산장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42

 054-873-2640

32. 달기약수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54-5

 054-873-2662

24. 정자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84-2 

 054-873-4475 /객실수 4개

25. 주왕산가든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508-9

 054-874-0088

총객실수 28실 (한실19, 양실9)

26. 주왕산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1-17 

 054-873-2106 /객실수 4개

27. 주왕산통나무민박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91

 054-873-4386 /객실수 7개

28. 주왕산펜션민박촌식당
경북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1-3

 054-873-4777 /객실수 9개 

37. 경마장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00  

 054-874-5200

총객실수 17실 (한실3, 양실14)

38. 동원장여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논시골로 46-4

 054-873-0808

총객실수 28실 ( 한실10, 양실18)

29. 진미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68

 054-873-7271 /객실수 9개

30. 파크장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698-35

 054-873-0113

총객실수 18실(한실7실, 양실11실)

31. 포도넝쿨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9 

 054-873-2562 / 객실수 7개

32. 포항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1-15

 054-873-4887 / 객실수 3개 

39. 로즈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432 

 054-873-6015

총객실수 23실(한실9, 양실14)

40. 주왕산관광호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5

 054-874-7000   

 http://www.juwangspahotel.co.kr

33. 포항수퍼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33

 054-873-3245 /객실수 7개

34. 향촌식당민박
경북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5-27

 054-873-0202 / 객실수 6개

35. 헤미네민박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당마을길 11-19

 054-873-3643 / 객실수 6개

36. 황토방갈로펜션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00

 054-874-5200 /객실수 9개

41. 코리아나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휴양단지길 21

 054-872-2881 

총객실수 16실(한실6, 양실10)

42. 파라다이스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451

 054-873-5563 

총객실수 17실(한실4, 양실13)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진행중지역-달기약수탕권역

종점

1길

1길

33. 달기오리촌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소읍 중앙로 478

 054-873-5037

34. 대구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548

 054-873-2176

35. 대구회관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22-6

 054-873-3952

청송의 주요관광지인 달기약수터관광지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곳으로 1길 탐방을 시작하여 15.3km를 진행하여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탄산약수로 유명한 달기약수로 만든 백숙요리가 일품인 음식점들이 모여있어 주왕산달기약수탕길 탐방에 지친 심

신에 활력을 찾아 줄 것입니다.백숙의 경우 준비시간이 길기 때문에 도착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여름시즌에는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다.

 ※대표메뉴 / 토종닭백숙, 육계닭백숙, 토종찜닭, 닭불고기, 오골계백숙

36. 대안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22-20

 054-874-3866

37. 덕보식당
경상북도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52

 054-873-2170

38. 동대구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소읍 약수길 22

 054-873-2563

39. 만수무강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논시골로 14

 054-872-8881  

40. 봉산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32

 054-873-2183

41. 부산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24

 054-873-2078

42. 불로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301

 054-873-1141

43. 서울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18-1

 054-873-2177

44. 섭이네가든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휴양단지길 12-17 

 054-873-1081

45. 성화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300

 054-873-2162

46. 소나무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581

 054-873-2707

47. 신동양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526

 054-872-7172

48. 신탕초막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32

 054-873-2464

49. 안동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60

 054-873-8808

50. 약수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542

 054-873-2167

51. 약수천곡식당
경상북도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22-6

 054-873-9100

52. 약수탕가든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477

 054-873-2168

53. 영남식당
경상북도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22-6

 054-873-2464

54. 영천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54

 054-873-2387

55. 왕버들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480

 054-873-2664

56. 예천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18

 054-873-2169

57. 울산단골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53

 054-873-2701

58. 의성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22-6

 054-873-7229

59. 웰빙하우스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휴양단지길 34-1

 054-873-9957

60. 제일산장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22-20

 054-873-2275

61. 중탕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54

 054-873-2387

62. 청송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32

 054-873-2267

63. 합천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약수길 22-6

 054-873-2387

1길 - 식당 & 숙소

※2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46P 참고)



고택에서 전통가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을 따라 우리네 어머님이 다닌 옛길

을 추억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 길

■세부코스 : 

 소헌공원 → 청송재래시장 

 → 송소고택 → 중평솔밭+징검다리 

 → 소망의돌탑 → 청송한지체험장

■총거리 : 11.5km    

■소요시간 : 4~5시간    

■구간난이도 : 하

■문의 : 

 경북북부연구원 : 054-683-9282 

 외씨버선길 청송객주 : 054-872-0116

 청송군청 : 054-870-6112

슬로시티길

2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길

덕천마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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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소헌공원(외씨버선길 청송객주)(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73) 

ㆍ종점: 청송한지체험장(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882-41)

●버스이용
ㆍ순방향 [한지체험장→주왕산방면]           

07:40 11:40 16:40

08:15 12:30 17:15

09:10 13:40 18:10

09:25 13:50

11:00 16:20

ㆍ청송터미널: 054-873-2036   ㆍ진보터미널: 054-874-2555

●택시이용
ㆍ청송콜택시: (054)872-0082 ㆍ청송택시: (054)873-2029  ㆍ진보택시: (054)874-4449

ㆍ역방향 [소헌공원→진보방면]

07:20 12:20 17:30

08:35 13:05 18:15

09:05 13:30 19:05

10:10 13:55 20:00

11:50 15:50

2길의 높낮이 ▶총길이 11.5km(4~5시간)

거리(km)

높이(m)

24681012

270

240

210

180

150



청 송  43 42 외씨버선길 가이드북 청 송  43 

③수달생태탐방로

위치: 시점으로부터 0.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청송읍을 가로지르는 용전천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를 따라 걷는 구

간이다. 이름답게 운이 좋다면 한가

로히 수영하는 수달을 볼 수 있을지

도 모르니 어디 있을지 모르는 수달

을 찾아보며 걷는것도 또하나의 재

미가 될 수 있다. 탐방로 입구에는 

청송옹기로 만든 외씨버선조형물과 

②청송전통시장

위치: 시점으로부터 0.5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0분

청송군청 인근에서 열리는 청송장은 

4일과 9일에 열린다. 청송의 특산물

인 사과와 고추 등도 많이 거래된다. 

청송의 외씨버선길에서도 가깝기 때

문에 한 번쯤 들러보는 게 좋다. 진보

면에서 열리는 진보장은 청송뿐만 아

니라 안동, 영양, 영덕에서까지 모여

들어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1990년

대 초기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그 명

맥을 이어온 유서 깊은 시장으로 3일

과 8일에 열리는 5일장이다.

①소헌공원

위치: 시점인근

조선 세종 10년(1428) 지어진 객사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외국의 사

신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한 곳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용도가 변경되고 서익사와 중당이 

철거된 이후 오랫동안 제 모습을 잃

었다가 꾸준한 노력으로 제 모습을 

찾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북유형문화재로 다양한 문화행사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⑧청송한지체험장

①소헌공원
(외씨버선길 청송객주)

②청송전통시장

종점

시점

⑤송소고택

③수달생태탐방로

사양서원

⑦중평솔밭

⑥징검다리

소망의돌탑

④벽절정

서벽고택

신기리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우
천

시
 우

회
길

우천시 우회길

속도와 경쟁의 시대에서 느림을 추구하여 삶의 질과 깊이를 추구한다는 

슬로시티운동은 우리가 차로는 2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땀흘리며 4시

간이상을 걷는 도보여행과 가장 어울린다. 2길은 이런 의미를 추구하고

자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송의 모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구간이

다.

전통적인 건축물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소헌공원에서부터 수달생

태탐방로까지의 초반구간은 본격적인 슬로시티여정에 앞서 현대화된 도

심지에서 느림의 의미를 찾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면 좋다. 슬로시

티길을 걸을때는 다른 간식 말고 도심을 벗어나기전 만나게 되는 전통

시장에서 수분이 가득한 오이 몇 개를 사서 걸어보면 어떨까?

합격사과등의 인증사진을 찍기 

좋은 포인트들도 있다.

2길 - 슬로시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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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중평솔밭

위치: 시점으로부터 0.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파천면소재지로 들어가기전에 중

평리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3천여

평의 소나무군락지이다. 수령 200

년이상 소나무 100여그루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⑥징검다리

위치: 시점으로부터 0.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중평솔밭을 지나 파천면소재지로 

가기 위하여 용전천을 건널 수 있도

록 만들어진 징검다리이다. 우천시

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때는 잠기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일 날씨를 

고려하여 사전에 객주(안내센터)등

에 우회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청송한지체험장

위치: 시점으로부터 0.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경북 무형문화재 제 23호. 한지공

장과 체험공방이 차려져 있어 사전 

접수하면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우수한 한지제품을 구매

도 할 수 있다. 청송전통한지는 7대

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자성 기

능보유자에 의해 전통재래기법으로 

제작되고 있다. 국산 닥나무만을 사

용하며 전 과정을 수작업 하므로 품

질이 현격히 우수한 반면 소량만 생

산된다. 

⑤송소고택

위치: 시점으로부터 3.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15분

예로부터 ‘청송 심부자집’으로도 유

명한 이 집은 조선 영조때 만석의 

부를 누린 심처대의 7세손 송소 심

호택이 1880년경에 파천면 지경리 

호밭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파천

면 덕천리(덕천마을)로 옮겨 지은 

99칸의 대규모 저택이다. 2003년부

터 고택체험 시설로 개방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체험형 숙박부문 최고의 상인 ‘2011

년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했다. 국

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제 250호다. 

현존하는 국내 99칸 전통 한옥 중에

서도 보존관리 상태가 뛰어나다.

④벽절정

위치: 시점으로 부터 3.1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왜군

과 싸우다 순절한 벽절 심청선생의 

푸른절개를 추앙하기 위해 세워진 

정자이다.

조선선조때 건축된 정자로 원래 구

송정이였던 것을 왕이 충·용·의·

열 4자를 내리고 사호하여 벽절정이

라 했다고 한다.

⑧청송한지체험장

운봉관

①소헌공원
(외씨버선길 청송객주)

②청송전통시장

종점

시점

⑤송소고택
③수달생태탐방로

사양서원

⑦중평솔밭

⑥징검다리

소망의돌탑

④벽절정

서벽고택

신기리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우
천

시
 우

회
길

우천시 우회길

본격적으로 슬로시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후반구간은 우뚝솟은 절벽위

의 벽절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부터는 느림의 미학에 대하여 생각하

며 발걸음의 속도를 더욱 늦춰보면 좋다.

송소고택이 있는 덕천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고택이 주는 편안한 정취

를 느껴보고, 느리게 흘러가는 용전천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어서도 

걸어보고, 차로는 갈 수 없는 옛 선조들의 삶의 흔적인 고갯길을 지나면 

작은소원도 빌어보고...

느리게 걸어야만 느끼고 볼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무언가로 내 자

신이 채워져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되었다면, 그것이야 말로 느림이 

가져다준 소중함이기 때문이다.

절벽위에 자리잡고 있어 독특한 풍

광을 자랑한다. 고택숙박 체험프로

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길 - 슬로시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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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길은 청송의 중심지인 청송읍권역에서 출발하여 여정을 준비하기에 수
월하다. 종점인 신기리 일대에는 식사나 숙박을 할 곳이 마땅히 없기 때
문에 점심을 먹는다면 길 진행중에 있는 덕천마을, 중평솔밭, 파천면소재
지의 식당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식 / 당

 숙 / 소

 숙 / 소1. 맷돌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02

 054-874-9223

손두부요리

2. 수궁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7길 7

 054-872-3010

쌈밥, 차돌박이, 청국장

5. 남해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547-5

 054-872-2224

메기매운탕

6. 심부자밥상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길 39

 054-874-6555

한정식(일반) 6,000 / 한정식(특) 12,000

3. 울릉도순대국밥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12

 054-874-9288

순대국밥, 돼지국밥, 모듬순대

4. 청향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91-1

 054-874-8883

활어회, 회덥밥, 물회

7. 송림정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40-5

 010-4494-1919

한정식 / 닭백숙

8. 청송한우왕식육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529

 054-872-4343

시점-청송읍권역

진행중지역

2길

2길

1길의 종점이자 2길시점인 소헌공원은 청송읍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송군의 중

심지답게 숙박 및 음식점은 물론 의료교통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외씨버선길 청송객주가 운봉관앞에 위치하고 있어서외씨버선길과 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문해설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구간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강장여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59

 054-874-2121

객실수 18실(한실3, 양실15)

2. 동성장여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65

 054-873-1222 

객실수 23실 (한실8, 양실15)

5. 벽절정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길안청송로 1539-54

 010-5161-9090

객실수 4실

6. 송소고택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2

 010-3252-3728

객실수 13실

http://www.송소고택.kr/

7. 송정고택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1

 010-8746-6690

객실수 6실

http://blog.naver.com/peacej3012

3. 백운장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44

 054-872-6400

객실수 29실 (한실10, 양실19실)

4. 힐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66

 054-873-8880

객실수 28실

8. 창실고택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43

 010-8509-2436

객실수 6실

http://www.changsil.com/default/

9. 청송심씨찰방공종택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23-8

 018-505-7611

객실수 3실

http://blog.naver.com/kssoo111

10. 청송 초전댁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35-3

 010-8689-0735

객실수 4실

2길 - 식당 & 숙소



한가롭고 편안한 길을 걷는 것만으로

도 가슴 벅차고 행복하다. 계곡과 폭포

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는 벗을 다툰다. 

우뚝 솟은 기암, 골짝과 폭포에는 숱한 

전설이 전해진다.

김주영객주길

3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3길

■세부코스 : 

 신기리느티나무 

 → 감곡저수지(왕버들군락지)

 → 수정사 → 너븐삼거리   

 → 객주문학관(선택경로) → 월전교

 → 고현지 

■총거리 : 18.5km    

■소요시간 : 6~7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 

 경북북부연구원 : 054-683-9282 

 외씨버선길 청송객주 : 054-872-0116

 청송군청 : 054-870-6112

감곡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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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신기리느티나무(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기길30)

ㆍ종점: 고현지(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송이길 6)

●버스이용
ㆍ순방향 [고현지→진보방면]           

08:30 11:25 14:30 17:40

09:35 12:40 15:40 18:40

10:30 13:50 16:40 19:30

ㆍ순방향 환승 [진보→청송방면]

09:15 11:30 13:30 15:35 18:00

10:05 12:05 13:40 16:10 18:35

10:30 12:20 14:00 16:30 18:50

10:50 12:35 14:35 17:05 19:20

11:05 13:10 15:15 17:40 20:00

ㆍ청송터미널: 054-873-2036   ㆍ진보터미널: 054-874-2555

●택시이용
ㆍ청송콜택시: (054)872-0082 ㆍ청송택시: (054)873-2029

ㆍ진보택시: (054)874-4449

ㆍ역방향 [신기동느티나무→진보방면]

08:55 11:05 13:20 15:45 18:30

09:10 11:30 13:50 16:12 18:55

09:25 12:05 14:15 17:00 19:20

09:45 12:25 14:45 17:25 20:15

10:30 12:40 15:15 17:50

ㆍ역방향 환승 [진보→괴정리방면]

08:00 10:55 14:00 17:10

09:05 12:10 15:10 18:10

10:00 13:20 16:10 19:00

3길의 높낮이 ▶총길이 15.6km(5~6시간)

거리(km)

높이(m)

14 15.6121086420

400

350

300

250

2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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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길 - 김주영객주길

③황성옛터, 왕평유적지

위치: 시점으로부터 3.9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20분

청송출신의 왕평(이응호)이 작사하

여 1928년에 발표된 노래로 폐허

가 된 고려의 옛 궁터 만월대를 찾

아 받은 쓸쓸한 감회를 그린 노래이

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금지

곡 지정에도 크게 히트하였고 이후

에도 고복수·남인수등이 다시 부

르기도 하였다. 길을 진행하는 계곡 

건너편에 바로 이 곡의 작곡가인 이

응호선생의 묘소가 있다.

②감곡저수지

위치: 시점으로부터 2.4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45분

주왕산 주산지에 심어진 버드나무

와 같은 수종인 왕버드나무 수십그

루가 심어져 있어 작은 주산지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왕버들은 한 

해 10~20cm정도가 자라나며 주로 

습지나 냇가에 자라고 물속에서도 

썩지 않고 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①신기리 느티나무

위치: 시점인근

천연기념물 제192호. 약300여년전 

인동 장씨의 시조가 심었다는 이야

기와 나무의 아래, 윗가지에서 동시

에 잎이 피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

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 때는 마

을의 수호신으로 신성시 되어 왔으

며 정월 보름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

다.

①신기리느티나무

⑥고현지

종점

시점

지
름

길

월전교

(천연기념물제192호)

②감곡저수지

③황성옛터, 왕평유적지

④수정사

동천지

각산저수지

민초들의 억척같은 삶을 표현한 김주영작가의 소설 [객주]의 무대이기

도 하면서, 김주영작가의 생가와 문학관이 있는 3길은 실제 보부상들이 

걸었던 길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2길의 주요포인트중 한곳이기

도 한 천연기념물 제192호 [신기리 느티나무]에서 시작되는 여정은 소

설속의 주인공들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걸었던 산길을 따라 진행된

다. 작은 마을길이나 산길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 식당등이 없으므

로 출발하기전에 이에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마치 소설속의 보부상들이 봇짐 속에 먹거리들을 준비하고 출발했듯이 

말이다.

이길을 걸을때는 내가 소설속의 보부상이 되었다 생각하고 걸으면 조금

더 재미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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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길 - 김주영객주길

⑥고현지

위치: 시점으로부터 15.6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3길의 종점인 고현지는 약 1만평규

모의 저수지로 주민들에게 낚시터

로 사랑받는 곳이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야송미술관과 신촌약수터 

관광지가 있다.

⑤객주문학관

위치: 너븐삼거리로로부터1.7km

소요시간: 왕복 1시간

한국 역사 소설의 지평을 넓힌 "객

주"를 테마로 문을 연 객주문학관은 

폐교된 진보 제일고 건물을 증ㆍ개

축하여 작가의 문학 세계를 담은 전

시관과 소설도서관, 스페이스 객주, 

영상 교육실, 창작 스튜디오, 세미

나실, 연수 시설 그리고 작가 김주

영의 집필실인 여송헌(與松軒)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3길의 주요 컨텐츠인 “객주”를 가

장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에 도

보로 왕복하는 일정이 부담스럽다

면 여정을 마치고 난 후에라도 꼭 

들려보길 추천합니다. 
※관람시간: 09:00~18:00(동절기17:00)

※휴관일:매주월요일

※관련문의:054-873-8011

 https://gaekju.com/

④수정사

위치: 시점으로부터 4.1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30분

고려 공민왕때 나옹대사가 처음 건

립하여 조선시대에 중건한 사찰로 

경내에는 대웅전, 산신각 및 요사채

가 건립되어 있다. 대웅전은 정면3

칸, 측면2칸의 기와지붕으로 조선시

대 양식의 단아한 건물이며 후면 우

측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산신각

이 자리 잡고 있으며 3단의 석축아

래 좌우엔 요사채가 위치하고 있다.

①신기리느티나무

⑥고현지

종점

시점

지
름

길

월전교

(천연기념물 제192호)

②감곡저수지

③황성옛터, 왕평유적지

④수정사

동천지

각산저수지

숲길을 따라 작은 언덕을 오르고 내리며 걷다보면 흐르는 계곡물이 수

정처럼 맑다하여 이름지어진 [수정사]가 나오게 된다. 잠시 봇짐을 내려

놓고 발도 담그면서 잠시 쉬었다 다시 숲길로 들어가서 여정을 진행하

면 [너븐삼거리]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는 선택구간인 [김주영 문학관]을 향해 길을 돌렸다 돌아올것인

가에대한 선택을 해야한다. 김주영 문학관까지는 1.7km정도로 왕복 1

시간가량이 소요되니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한다. 만약 시간이나 체

력적인 여건 때문에 그냥 진행할 지라도 소설 객주에대하여 체험할 수 

있고 김주영 작가를 실제로 만나볼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정을 끝

낸 뒤에라도 꼭 들러보길 추천드린다. 



56 외씨버선길 가이드북 청 송  57 

3길 - 식당 & 숙소

3길은 작은 마을들과 산길을 주로 지나는 구간으로 여정진행 중간에 식
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리 식수와 간식을 준비하고 
종점 인근의 신촌약수터 권역이나 돌아오는 버스의 환승역인 진보면권
역에서 식사를 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식 / 당

 식 / 당   ※대표메뉴 : 닭불백숙, 닭불고기

 숙 / 소

 숙 / 소

1. 참막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어무길 34

 054-874-0044

2. 송이마트(매점)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832

 054-872-2016

3. 궁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38

 054-873-7988

4. 경주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43

 054-872-2133

5. 계곡가든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73-3

 054-872-2266

6. 계삼원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2-6

 054-872-2515

7. 남경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69

 054-872-2098

8. 단골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50

 054-872-2006

9. 대구백숙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2

 054-873-2037

10. 대성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57 

 054-872-3215

11. 만바우촌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73-17

 054-872-2263

12. 명궁약수가든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232

 054-874-0033

13. 사철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10

 054-872-6868

14. 산모롱이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37

 054-872-3129

15. 새청송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63

 054-872-6739

16. 세계평화가든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85

 054-873-0306

17. 세미정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13

 054-874-0067

18. 수달래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15-12

 054-872-2170

19. 수옥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15-20

 054-872-2147

20. 수정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15-12

 054-872-2137

21. 신촌꽃돌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71

 054-872-2004

22. 신촌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18

 054-872-2050

23. 안동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40

 054-872-2056

24. 약수골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1길 4 

 054-872-6644

25. 영신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34

 054-872-2053

26. 예안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2-1

 054-872-2063

27. 이조궁중백숙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40

 054-872-2117

28. 제일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45

 054-874-3404

29. 진보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신촌약수길 2-2

 054-873-1104

30. 팔팔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57

 054-872-2118

31. 포항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61

 054-872-2044

32. 해룡식당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46

 054-872-2891

33. 화성식당
경상북도 청송군진보면 신촌약수길 15-8

 054-872-2135

진행중지역-진보면권역

종점

종점인근-신촌약수탕권역

3길

3길

3길

3길의 중간지점에서 약간 떨어진곳에 위치한 진보면소재지를 말한다. 다른 면소

재지에 비해 큰 시가지답게 다양한 숙박 및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다. 3길의 시점

이나 종점을 가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경유하기때문에 이곳에서 짐을 풀고 이동

하여 3길을 탐방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임.

1. 고향장여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가랫길 11

 054-874-0516

객실수 15실 (한실3, 양실12)

2. 보성장여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남3길 5-8

 054-874-3230

객실수 14개 5. 궁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138

 054-872-7338

객실수 19실(한실4, 양실15)

6. 황장재 황토구들펜션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5544

 054-874-4800

객실수 6개

3. 애플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로 5-2

 054-873-1100

4. 진보모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2길 2-1

 054-872-9595



영양주변관광지 소개

ㆍ외씨버선길에서 만난 문인들

ㆍ쉬엄쉬엄 이곳에 들러보자

영양구간 교통안내

외씨버선길 - 영양구간

ㆍ4길 장계향디미방길   

ㆍ5길 오일도시인의길  

ㆍ6길 조지훈문학길

ㆍ6길~7길 영양연결길  

ㆍ7길 치유의길

서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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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도 오희병(1901~1946)

일제하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도 민족적양심을 저버리지 않은 지

사이자 항일시인. 낭만주의의 기조

위에 애상과 감탄이 서로 얽혀 있는 

시풍으로 절제보다는 감정의 자유

로운 표출에 역점을 둔 시들을 주로 

노래하였다. 시인 오일도는 자신의 

작품활동보다는 지역 후배 문인들

의 시집출판과 잡지 시원을 통해 한

국 현대시의 발전에 기여했다.

③소설가 이문열(1948~)  

1977년 단편<나자레를 아십니까>로 

등단하였다.

탄탄한 구성과 문장의 탁월함으로 

한국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자신의 삶을 극적

으로 재구성하거나 현대사회의 문

제를 전달하면서도 소설로서의 재

미까지 추구하는 작품경향을 가지

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우리들의 일

그러진 영웅,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젊은날의 초상, 시인과 도둑

등이 있다.

★광산문학연구소

2001년 5월 한국현대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문학도를 양성하

기 위하여 설립된 문학연구소이다. 

학사 6실, 강당 및 사랑채등으로 이

루어진 이곳에서 수시로 문학강연

과 문학토론회등이 개최되며 이문

외씨버선길 주변관광지 - 영 양 외씨버선길에서 만난 문인들

★오일도생가

1991년 9월 6일 경상북도문화재

자료 제248호로 지정되었다. 후

손인 오증호가 소유, 관리하고 있

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의 암울

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민족적 양

심을 저버리지 않은 지사이자, 항

일시인인 일도(一島) 오희병(吳熙

秉:1901~1946)의 생가이다. 口자형 

뜰집으로, 그의 조부(祖父) 시동(時

東)이 고종 원년(1864)에 건축하였

다.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1길 34

①지훈 조동탁(1920~1968)

소월과 영랑에서 시작하여 서정주

와 유치환을 거쳐 청록파에 이르는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함으로

써 20세기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연

결해 준 큰 시인. 고전적인 풍물을 

소재로 하여 우아하고 섬세하게 민

족정서를 노래한 시풍으로 많은 사

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시로는 

승무, 낙화 등이 있다. 

★조지훈생가

청록파(靑鹿派) 시인의 한 사람으로 

근대의 대표적 시인이자 국문학자

였던 지훈 조동탁(芝熏 趙東卓)이 

태어난 곳이며 일월면 주곡리 주실

마을에 위치한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27

★지훈예술제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

자 지조론자의 학자였던 지훈 조동

탁선생의 문학과 삶을 축제로 승화

시킨 것. 마음의 여유와 문학의 향

기를 느낄 수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

이 많이 찾는다. 매년 5월 초에 열

리는 이 행사는 산나물 축제와 함께 

개최된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 일대 

 ■문의:054-682-7763

★지훈의 시 한 편 감상하기

지훈문학관에서는 지훈선생이 투병 

중에 여동생과 함께 낭송했다는 시 

낙화도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지훈문학관

지훈문학관은 청록파 시인이자 지

조론의 학자 조지훈 선생을 후세에 

길이 기리기 위해 건립한 문학관이

다. 미망인 김난희 여사가 직접 현

판을 쓴 문학관을 들어서면 170여 

평 규모에 단층으로 지어진 목조 기

와집이 ‘ㅁ’자 모양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조지

훈의 대표적인 시 ‘승무’가 흘러나

오고, 동선을 따라 조지훈 선생의 

삶과 그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다

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55

열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

소이다.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1길 10

★북카페 - 두들책사랑

두들마을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아

늑한 공간에서 차와 함께 문학의 향

취를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①

② ③

③



①음식디미방                  

음식디미방은 현존하는 한글 조리

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다. 조

선 중후기 양반가의 식생활과 문

화를 짐작하게 하는 책으로 조선

조 전통음식 연구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1670년경 일흔이 넘은 정

부인 장씨가 자손들을 위해 쓴 146

가지의 음식 조리서다. 면병류, 어

육류, 주류 등으로 상세하게 나뉘어

영양을 대표하는 컨텐츠인 ‘음식디

미방’을 계승발전하고 관광객들의 

체험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완

공을 목표로 두들마을일대에 조성

되고 있다.

전통음식 체험공간, 전통휴양공간

등으로 조성되어지며, 전통음식 체

험공간에서는 전통한식의 저변확대

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실습, 판

매가 이루어지며, 전통휴양공간은 

한옥의 정취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숙박공간이 조성된다.

④영양 특산물직판장 

우수한 품질의 영양산 특산물을 판

매한다. 일월산자락에서 채취한 참

나물, 곰취, 어수리, 취나물, 고사리 

같은 산나물과 벌꿀, 전통주 등을 

③대티골 아름다운 숲길 

대티는 큰 고개를 뜻하는 것으로, 

대티골은 영양군 일월면 용화2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일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의 빼어난 자

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길은 2009년 산림청에서 선정하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어울림

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름다운 숲길

이다. 

1926년에 건립된 영양 양조장은 우

리나라에 현존하는 막걸리 양조

장 중 역사가 가장 오랜 된 곳이다. 

60~70년대를 지나면서 인구가 급

격히 줄고 양조장도 하나씩 문을 닫

아 영양에 남은 술도가도 이곳 한 

곳 뿐이다. 누르스름한 빛깔의 영양

막걸리는 단맛이 그리 세지 않고 톡 

쏘는 탄산이 별로 없다. 술맛만큼은 

옛 시골 막걸리 맛을 비교적 온전하

게 보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년에 8만7천 리터를 생산한다고 한

다. 벽 사이에 채워진 왕겨와 누룩

을 담던 국함, 양조장 안의 우물, 시

커먼 동전통과 주판- 그리고 군 제

대 후 지금까지 44년 동안 양조장

을 지킨 일흔을 넘긴 공장장님까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영양 양조

장에 있으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하다.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천2길 1-2

054-68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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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씨버선길 주변관광지 - 영 양 쉬엄쉬엄 이곳에 들러보자

져 있다. 디미는 한자의 지미(知味)

의 음을 딴 것이다. 음식디미방의 

뜻은 좋은 음식 맛을 내는 요리비법

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두들마을 한

옥체험관에서는 음식디미방에 수록

된 요리를 재현한다. 음식디미방 속

의 전통 음식을 7첩, 12첩 반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음식디미방의 요리

는 우리의 전통 요리가 대부분 그렇

듯 삶거나 오랜 시간 중탕을 하는 

등 몸에 좋은 조리법이 많아 기름지

지 않고 담백하며 개운한 맛이 특징

이다. 한옥체험관에서 음식을 맛보

려면 예약은 필수다. 최소 10인 이

상이어야 하며 가격은 종류에 따라   

3만원과 5만원이다.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66

054-682-7764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

히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찾는 관광

객들이 많은데, 일교차가 크고 일조 

시간이 많은 산간 고랭지에서 재배

하는 영양 고추는 맛과 향이 뛰어나

며 색깔이 곱고 선명하다.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5

054-682-9793

①

②

③

⑤②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사업 ⑤전통막걸리 영양 양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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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씨버선길 교통정보  - 영양 자가용이용시 터미널이용시

영양→수비방면

송하방면

06:35
07:00
07:25
07:50
08:37
09:20
10:00
10:28
11:00
11:27
12:09
13:11
14:20
15:22
16:25
16:45
17:16
17:40
18:10
19:00
20:07
20:40

05:50
07:20
07:30
08:45
10:30
12:00
12:30
13:00
14:47
15:40
16:15
17:30
18:20
20:40

06:10
06:20
06:40
08:10
08:40
10:00
10:25
10:30
11:00
13:10
14:10
15:00
15:30
17:00
18:00
18:10
19:10

08:30
16:50
08:80
11:50

06:30
10:00
17:30

상원방면

07:40
13:20
18:25

06:30
07:40
08:10
08:50
10:10
12:30
13:40
15:10
16:30
18:00

06:40
10:00
13:30
18:10

진보방면

용화방면

■영양버스터미널 : (054)683-2213 ■영양택시 : (054)682-0053
■영양콜택시 : (054)683-2323

청기ㆍ영주방면

06:40
08:55
10:05
14:00
15:55

안동ㆍ의성ㆍ대구

영양버스시간표(시내ㆍ시외)

농어촌버스(입석ㆍ좌석)고속버스

안동ㆍ동서울

황용방면

☎

삼지, 상원

삼지, 상원

삼지, 상원

석보, 소계

진보

입암, 청기, 토구

진보

진보

진보

산해

석보

진보

저동, 상청, 구매

수비, 수하, 신암

계리, 수비, 오기

수비(직행)

수비

수비, 본신

수비, 수하, 신암

계리

수비, 오기

수비(직행)

수비

계리, 오기

수비, 수하, 신암

수비(직행)

수비(직행)

송하, 죽파

송하, 죽파, 기산

송하, 죽파, 기산

구매

가곡, 토구, 흙티

가곡, 청기

청기

행화

당리, 토구

청기

재산, 봉화, 영주

청기, 토곡

행화, 토구, 산운

재산, 봉화, 영주

청기

당리, 토구, 진보

행화, 자시목

당리, 토구

청기

재산,봉화, 영주

의성경유

안동, 대구

      ”

      ”

      ”

      ”

      ”

      ”

      ”

      ”

      ”

      ”

      ”

      ”

      ”

      ”

      ”

      ”

      ”

      ”

      ”

의성경유

서울

안동, 서울

안동, 서울

서울’

안동, 서울

황용

황용

현리

현리

용화

용화

오리, 용화

용화

07:20
13:30
17:10

도계ㆍ오리방면

도계, 오리

도계, 오리

도계, 오리

06:30
06:30
08:00
09;40
11:40
13:00
13:40
15:30
15:40
17:40
18:20
18:40

무창ㆍ영해방면

무창, 양구

요원, 삼의

지리실, 금지

영해

영해

무창, 요원

영해

무창, 지무실

영해

영해

영해

무창, 양구

 서울에서 오시는 길

 ㆍ경부고속도로 → 신갈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서안동IC → 안동 → 영양

 대전에서 오시는 길

 ㆍ대전IC → 경부고속도로 → 청원분기점

  → 청원ㆍ상주고속도로 → 안동 → 영덕방향 → 진보 → 영양

 부산에서 오시는 길

 ㆍ경부고속도로 → 금호IC → 중앙고속도로 

  → 남안동IC → 영덕방향 → 진보 → 영양

 광주에서 오시는 길

 ㆍ88고속도로 → 금호IC → 중앙고속도로 

  → 남안동IC → 영덕방향 → 진보 → 영양

청 송
영 양

봉 화
영 월



   

두들마을에서 만나는 장계향과 디미

방은 뛰어난 조선여인과 그녀의 손맛

을 기리게 한다. 숲길을 안내 받으며 

걷다보면 눈부신 영양의 자연이 펼쳐

지고 그 속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반

변천과 선바위의 전설을 만나는 길

■세부코스 : 

 고현지 → 두들문화마을

 → 음식디미방 → 광산문학연구소

 → 입암면사무소

 → 봉감모전5층석탑(선택구간)

 → 선바위관광지

■총거리 : 18.3km    

■소요시간 : 6~7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 

 경북북부연구원 : 054-683-9282 

 외씨버선길 영양객주 : 054-683-0031

장계향디미방길

4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4길

음식디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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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고현지(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송이길 6) 

ㆍ종점: 선바위관광지(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5)

●버스이용
ㆍ순방향 [선바위관광지→진보방면]            

06:45 08:25 10:25 13:55 16:45

07:55 09:05 12:45 15:25 18:15

ㆍ순방향 환승 [진보→괴정리방면]

07:10 10:00 13:20 16:10 19:00

08:00 10:55 14:00 17:10

09:05 12:10 15:10 18:10

●택시이용
ㆍ영양콜택시: (054)683-2323 ㆍ영양택시: (054)682-0053

ㆍ역방향 [고현지→진보방면]

10:30 12:40 14:30 16:40 18:40

11:25 13:50 15:40 17:40 19:30

ㆍ순방향 환승 [진보→선바위방면]

07:30 07:45 12:30 13:00 18:30

※운행요금: 3,400원 (환승포함) 

   진보터미널: 054-874-2555

4길의 높낮이                ▶총길이 18.3km(6~7시간)

거리(km)

높이(m)

2.518.3

450

350

550

150
5.07.510.01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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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길 - 장계향디미방길

① 지경리마을길

 위치: 시점으로부터 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50분

고현지로부터 석보면권역까지 이어

지는 구간으로 작은 언덕을 따라 작

은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둘러보

며 간간히 나오는 숲길을 걸으면서 

산촌마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구간

이다.

③ 음식디미방

web:dimibang.yyg.go.kr

 위치: 시점으로부터 5.6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40분

여중군자라 칭송받는 장계향이 400

여전에 쓴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

을 바탕으로 전시·교육·체험등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다른곳에서 접하

기 힘든 전통반가음식을 직접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 후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100%예약제 / 054-682-7764

② 두들마을

web:dimibang.yyg.go.kr/doodle

 위치: 시점으로부터 5.5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30분

언덕위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의 두

들마을은 조선시대 광제원이 있었던 

곳으로 고택과 문화재가 모여있는 영

양의 명소이다.

고현지

선바위관광지

옥계지

양항약수탕

입암면사무소

(국보 제187호)

②두들문화마을④광산문화연구소

③음식디미방

⑤옥계1리마을

①지경리마을

⑥봉감모전5층석탑

종점

시점

외씨버선길 영양구간의 첫코스인 장계향디미방길은 청송과 영양의 경

계지점에 있는 청송군 진보면의 고현지에서 출발한다. 시점부터 5km구

간내에는 과수원길들과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들길로 진

행되기 때문에 시점부근에 있는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소부상 30,000원

＊전채:단호박죽 또는 도토리죽

＊주요리:잡채, 동아누루미, 연근채, 화전, 

 빈자병, 가제육, 연계찜

＊한상차림:밥, 국, 찌개, 고등어구이, 마른반찬, 

  물김치, 숙채, 생채장아찌, 된장 등

＊후식:석이편, 오미자화채(또는 계피차)

정부인상 50,000원

＊전채:감향주, 단호박죽(또는 도토리죽)

＊주요리:잡채, 어만두, 동아누루미, 연근채, 

 화전, 빈자병, 대구껍질누루미, 가제육

＊한상차림:밥, 국, 찌개, 고등어구이, 마른반찬,  

  물김치, 숙채, 생채장아찌, 된장 등

＊후식:석이편, 오미자화채(또는 계피차)

※음식은 계절에 따라 

   틀려 질 수 있습니다

음식디미방 

식사체험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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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길 - 장계향디미방길

④ 광산문학연구소

 위치: 시점으로부터 5.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50분

두들마을은 이문열 작가의 고향으로 

그의 저서 [그해 겨울],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금시조], [황제

를 위하여], [영웅시대], [우리들의 일

그러진 영웅] 등 많은 작품속 인물들

의 삶의 역정이 펼쳐지는 무대이기

도 하다. 광산문학연구소는 영양에 

위치한 이문열 문학관으로 석계고

택, 석천서당 등과 나란히 위치해있

다.
 054-682-8123

⑥ 봉감모전5층석탑

 위치: 입안면사무소로부터 2.3km

 소요시간: 입암면사무소로부터

 왕복 약 1시간 30분 소요

국보 제187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

양이 가진 최고의 문화재 중 하나, 

특히 우리나라 탑중 국보로 지정되

어 있는 것은 30여기 정도로 그중 

자연경관과 함께 야외에서 볼 수 있

는 탑은 손에 꼽을 정도이니 여정이 

촉박하지 않다면 다소 돌아가더라

도 들러보길 권한다.

신라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되어

지며 높이 11m의 위용을 자랑한다

(다보탑 10.4m, 석가탑 8.2m)

고현지

선바위관광지

옥계지

양항약수탕

입암면사무소

(국보 제187호)

②두들문화마을

③음식디미방

⑤옥계1리마을

①지경리마을

⑥봉감모전5층석탑

종점

시점

④광산문화연구소

⑤ 옥계마을~입암면소재지

 위치: 시점으로부터 6km~15.5km

 소요시간: 시점으로터 

 약 2시간 30분~3시간 30분

작은마을을 지나 드문드문 만나게 

되는 농가와 과수원을 따라 걷다보

면 만나게 되는 6km남짓의 산길을 

두들마을에서 달콤한 휴식을 즐겼다면 아직 3분의 2이상이 남은 여정을 

위해 발걸음을 떼어보자. 두들마을에서 입암면사무소까지의 약 10km구

간은 드문드문 보이는 농가들과 과수원·산길들로만 이루어져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간식, 식수, 화장

실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흔적이였을 길을 따라 걷다보면 도착하게 되는 입안

면사무소에서는 본인의 여정에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구간인 [봉감

모전 5층석탑]을 둘러보고 갈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왕복 1시간가량이 

추가되지만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국보급 탑이니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

면 꼭 들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만나게 된다.

약간 가파른 오르막에 땀이나겠지

만 고생한만큼 임도를 따라 내려올

때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다는 희

망을 갖고 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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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길 - 식당 & 숙소

4길은 청송에서 영양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외씨버선길 전체구간중에서
도 세 번째로 긴 길이다. 
특히 중간지점인 두들마을에서 입암면사무소까지의 구간에는 별다른 편
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정의 출발시간을 고려하여 휴식이나 식사계획을 
잘 잡아야 한다. 고현지로부터 석보면권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작은 
언덕을 따라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둘러보며 간간히 나오는 숲길
을 걸으면서 산촌마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시점인 고현지로부터 5.5km지점에 위치한 두들마을이 있는 석보면 소재지입니

다. 잠시 쉬면서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챙긴 후 전통 한옥마을인 두들마을의 정취

를 느껴보세요 최초 한글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전통을 계승한 식사도 할 수 있

습니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5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84p 참고)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식 / 당

 식 / 당

 숙 / 소

 숙 / 소

2. 강원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길 12-2

 054-682-8880

3. 대풍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길11

 054-682-7904

4. 만리장성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길 7

 054-682-7725

5. 북경반점 (중식)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411

 054-682-3344

1. 송이마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4832

 054-872-2016

시점부근 유일 매점

10. 시골집 (분식)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76

 054-682-5600

입안면소재지 진입후 입암파출소 근방

(시점 15.6km)

11. 식도락 (중식)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73

 054-682-1058

입안면소재지 진입후 입암파출소 근방

(시점 15.6km)

1. 백천한옥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1길 31

 054-682-0365

큰방(6인), 중방(4인), 사랑방(3)

2. 병암고택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100

 054-682-8050

큰방(6인) 2실, 작은방(2인) 2실

3. 석계종택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79

 054-682-1480

큰방(6인) 2실, 작은방(2인) 1실

6. 삼영모텔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96

 054-682-7766

입암면소재지 진입 후 입안면사무소 근방

6. 석보식당 (40석)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길 16-4

 054-682-8021

정식 6,000 / 된장찌개 6,000

삼겹살 8,000

7. 오미가든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521

 054-682-8004

8. 음식디미방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66

 054-682-7764

9. 청동식육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길 30

 054-682-8072

4. 이원박고택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변 두들마을길 80

 054-628-8050

큰방(6인) 2실, 작은방 (2인) 3실

5. 석보장여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길 18

 054-682-0131

객실 수 6

시점4길

4길

종점

진행중지역-석보면권역
진행중지역4길

4길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구간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회촌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139

 054-683-2832

입암면소재지 진입후 입암면사무소에서 

선바위방향으로 100m 근방(시점 16km)



 

항일 시인이자 국내 최초의 시 전문지

를 발간한 일도 오희병(1901~1946)선

생이 나고 자란 자연에서 동양적인 서

정성을 노래한 시들과 함께 소박하고 

아름다운 야생화와 어우러진 풍경을 느

낄 수 있는 길

■세부코스 : 

 선바위관광지 → 영양산촌생활박  

 물관 → 학초정 → 측백나무수림

 → 오일도마을 → 성황당 

 → 영양전통시장(외씨버선길 영양객주)

■총거리 : 11.5km    

■소요시간 : 4~5 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영양객주 : 054-683-0031

오일도

시인의길

5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5길
선바위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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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km)

높이(m)

24681012

350

300

250

200

150

5길의 높낮이        ▶총길이 11.5km(4~5시간)

■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선바위관광지(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5) 

ㆍ종점: 영양전통시장(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5길 15-1)

●버스이용
ㆍ순방향 [영양읍→진보방면] 

06:30 08:10 10:10 13:40 16:30

07:40 08:50 12:30 15:10 18:00

●택시이용
ㆍ영양콜택시: (054)683-2323 ㆍ영양택시: (054)682-0053

ㆍ역방향 [선바위관광지→영양방면]

07:45 08:00 12:45 13:15 18:45

※운행요금: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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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길 - 오일도시인의길

① 선바위와 남이포

 위치: 시점인근

영양의 자연 8경 중 한곳, 선바위는 

남이포 절벽앞에 거대한 촛대처럼 

우뚝 서 있는 바위로 신선바위라고

도 불린다. 남이포는 남이장군의 전

설 중 역모를 꾀하던 용의 아들들을 

토벌하고 그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설화가 서려있다.

③ 산촌생활박물관

web: museum.yyg.go.kr/

 위치: 시점으로부터 1.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3km

옛 산촌사람들의 살림살이가 고스

란히 재현되어 있는 곳이다. 산촌생

활을 체험할수 있는 전통생활체험

장과 각종유물 및 모형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054-680-5367

② 선바위관광지

 위치: 시점인근

선바위와 남이포 일대조성된 종합

관광지로 석문교 음악분수, 분재야

생화테마파크, 고추홍보전시관, 특

산물판매장, 효공원등이 한곳에 어

울려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준다.

특히 여름철 저녁 9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석문교 음악분수는 석문

교 다리난간에 설치된 100여개의 

분수노즐에서 클래식 음악에 맞춰 

영양전통시장
⑦외씨버선길 영양객주

성황당

감천1교

⑥오일도생가

⑤측백나무수림

④학초정

③산촌생활박물관

①선바위

①남이포
②선바위관광지

종점

시점

우
천

시
 우

회
길

뿜어내는 분수를 각양각색의 조명

과 함께 다양한 스윙방식으로 연출

되어 장관을 이룬다.

혹 여정시간이 맞지 않아 분수쇼를 

즐길 수 없다하더라도 국내 최대규

모의 분재야생화 테마파크에서 추

억을 담아갈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 

할 필요가 없다.
 ※ 영양분재야생화테마파크

 -입장료:일반2천원, 학생 1천원

 -운영시간:09:00~18:00

 -http://ytree.org/

 -054-682-6070

오일도시인의길의 초반구간인 선바위관광지에서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까지의 길은 1.3km밖에 되지 않지만 시간을 넉넉히 배정해서 진행하여

야 한다.그 이유는 종합선물세트라고 할정도로 둘러 볼것이 많기 때문

이다. 선바위와 남이포의 독특한 경치부터 영양의 상징인 고추에 대해 

알 수 있는 고추홍보전시관, 국내 최대규모의 분재야생화 테마파크, 옛 

산촌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산촌생활박물관등 모두를 둘러본다면 

3시간도 부족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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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길 - 오일도시인의길

④ 학초정

 위치: 시점으로부터 3.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64호 조선 효

종때 지은 정자와 살림집으로 구성

되어 있는 문화재. 솟을대문을 시작

으로 조선중기의 영남지방 상류계

층의 주택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

⑤ 측백나무수림

 위치: 시점으로부터 3.9km

 소요시간: 시점으로터 약 1시간 30분

(천연기념물 제114호)

반변천 절벽을 따라 층석 사이로 뻗

어 있는 측백나무 군락지이다. 측백

나무 숲은 약 30m 높이의 기암절벽

에 형성되어 있으며 높이 3~5m 내

외의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반변천의 건너편에 있는 침벽공원

에서 푸른 물빛과 어우려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며 잠시 쉬었다 가

는 것도 좋다.

⑥ 오일도마을길

 위치: 시점으로부터 4.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48호로 지

정된 오일도시인 생가가 있는 마을

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적 상

황 속에도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지 

않은 지사이자 항일시인인 일도 오

희병 시인마음을 담은 시비들과 소

박한 공원들의 푸르름이 어우려져 

잔잔한 여운을 준다.

⑦ 외씨버선길 영양객주

 위치: 시점으로부터 11.5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4시간30분

영양전통시장 내 설치되어있는 외씨

버선길 영양구간 객주(안내센터)이

다. 외씨버선길 기념품 및 관련자료

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 해설사

가 상주하고 있어 외씨버선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영양전통시장
⑦외씨버선길 영양객주

성황당

감천1교

⑥오일도생가

⑤측백나무수림

④학초정

③산촌생활박물관

①선바위

①남이포
②선바위관광지

종점

시점

우
천

시
 우

회
길

쉬엄쉬엄 풍경을 즐기고 영양에 대하여 공부하며 산촌생활박물관을 지

나고 나면 본격적인 [오일도시인의 길]의 매력이 펼쳐진다. 영양의 젖줄

인 반변천옆의 수로와 마을길을 따라 걷다보면 항일시인으로 유명한 오

일도시인의 생가가 있는 감천마을을 만나게 된다. 정겨운 시골마을 곳

곳에 있는 시비를 낭송하며 걷는 것도 이길만이 줄 수 있는 또하나의 재

미이다. 

5길은 날씨에 가장 민감한 구간중 하나이다. 후반구간 중 두곳이 반변

천의 수위가 높으면 건너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영양객주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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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길 - 식당 & 숙소

5길은 영양의 주요 볼거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즐기
려면 안내되어있는 소요시간보다 약간 여유롭게 여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
다. 여정을 시작하면 중간지점인 침벽캠핑장 매점이외에는 다른 식당이나 
매점이 없기 때문에 시점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에서 간식과 식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구간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바위가든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17

 054-682-7429

선바위관광지내 산채전문식당(시점인근)

3. 원조큰손짜장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610

 054-683-8885

수타면, 영양읍권역 진입전에 있는 중식당

4. 폭포가든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282-17

 054-682-6600

오일도생가에서 감천1교로 가는 길에서 

100m정도 떨어진곳에 위치

2. 선바위관광지 특산물판매장 (매점)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5

 054-682-9793

1. 세아펜션 (www.sapension.kr)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200

 054-683-5125

감천측백수림 앞에 있는 펜션

2. 침벽캠핑장 (cafe.naver.com/iljimaecamp)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154-35

 010-2273-3004

침벽공원내 캠핑장

3. 폭포가든펜션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282-14

 054-682-6600

3실(각 실당 5~8명정도), 취사가능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시점

진행중지역

5길

5길

 식 / 당

 식 / 당  숙 / 소

※6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94p 참고)

종점5길



 

영양전통시장에서 인심을 느끼고 연꽃 

향기에 취하며, 소나무숲길과 척금대

에서 지조와 절개를 배우며, 사뿐사뿐 

빠져드는 외씨버선을 노래한 조지훈 

시인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길

■세부코스 : 

 영양객주 → 삼지연꽃테마단지 

 → 노루목재 → 척금대 

 → 영양향교 → 조지훈문학관

■총거리 : 13.7km    

■소요시간 : 5~6 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영양객주 : 054-683-0031

조지훈문학길

6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길

상원리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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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영양전통시장(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5길 15-1)

ㆍ종점: 조지훈문학관(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55)

●버스이용
ㆍ순방향 [조지훈문학관→영양방면]  

07:30 09:30 11:10 15:50 19:10

09:00 09:35 14:25 17:05

●택시이용

ㆍ영양콜택시: (054)683-2323 ㆍ영양택시: (054)682-0053

ㆍ역방향 [영양읍→조지훈문학관방면]

08:40 10:25 13:10 15:30 18:00

10:00 11:00 15:00 17:00 18:10

※운행요금: 1,200원

6길의 높낮이 ▶총길이 13.7km(5~6시간)

거리(km)

높이(m)

214

400

350

300

250

200
46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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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길 - 조지훈문학길

① 영양전통시장

 위치: 시점인근

영양시장은 1918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시장이다. 당시에는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과 내륙에서 생산되

는 농산물을 물물 교환하는 장이었

다. 산나물, 건고추, 과일 등 영양에

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

에 살 수 있으며 매달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이다. 

② 삼지연꽃테마단지

 위치: 시점으로부터 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45분

다양한 수생식물의 서식지이며 홍

수와 가뭄, 오염을 방지하며, 수리

적,경제적으로 개발 및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연못을 활용하여 연꽃을 

외씨버선길영양객주
외씨버선길 영양객주

①영양전통시장

시점

⑦조지훈문학관

⑥주실마을

종점

곡강교

금촌산길

②삼지연꽃테마단지

우회길

일월삼거리

⑤영양향교
이곡교
(우회길분기점)

③징검다리③징검다리④척금대

 수
로

범

람시
 우회길

외씨버선길이라는 이름의 모티브가 된 [승무]를 만든 조지훈 시인의 목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실마을을 향해 떠나는 여정이다. 1918년부터 이

어져 온 영양전통시장에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출발하여야 한다. 시

장에서 9.5km를 가야 나오는 일월면권역까지 별다른 식당이 없기 때문

이다. 도심의 풍경에서 농로를 따라 걷다보면 기품있는 노송들이 줄지

어 서있는 삼지리를 만나게 된다. 운좋게 연꽃이 피어 있는 시기라면 잠

시 그 향취를 느끼며 쉬어갈 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다. 

상원3리 마을회관을 지나면 정겨운 징검다리가 나온다. 수위가 높아져 

건너기에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인다면 주저하지말고 별도 표시된 우회

길로 진행하면 된다.약간 돌아가더라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말이다.

③ 상원3리 징검다리

 위치: 시점으로부터 3.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상원3리 마을회관을 지나 금촌산길 

입구까지 가는중에 반변천을 지날 

수 있는 징검다리. 우천시나 반변천 

수위가 높을때는 안전을 위해 별도 

표기된 우회길로 진행하여야 한다.

중심으로 한 생태테마타운을 조성

하고 반딧불이등 청정 생태환경을 

대표하는 곤충류의 서식환경을 최

적화하는 습지조성으로 연못의 환

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산책로, 탐

방로, 물레방앗간 등을 친환경적으

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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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길 - 조지훈문학길

⑤ 영양향교

 위치: 시점으로부터 3.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경북 문화재자료 제57호)

일월면사무소를 지나 마을길을 따

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영양향교

는 조선 숙종 9년(1683년)에 건립된 

향교이다. 이 곳 대성전에서는 매년 

봄·가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명

현에게 제를 올린다.

⑥ 주실마을 (조지훈 생가)

 위치: 시점으로부터 3.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1920년 영양에서 출생한 조지훈은 

소월과 영랑에서 비롯하여 서정주

와 유치환을 거쳐 청록파에 이르는 

한국현대문화사의 주류를 완성함으

로써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의 한

국문학사에 연속성을 부여해준 큰 

시인이다. 

⑦ 지훈문학관

 위치: 시점으로부터 3.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지훈문학관은 청록파 시인이자 지

조론의 학자 조지훈 시인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문학관이다.

전시실과 시청각실로 구성되어 있

어 조지훈 시인의 사상과 철학, 문

학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외씨버선길영양객주
외씨버선길 영양객주

①영양전통시장
시점

⑦조지훈문학관

⑥주실마을

종점

곡강교

금촌산길

②삼지연꽃테마단지

우회길

일월삼거리

⑤영양향교
이곡교
(우회길분기점)

③징검다리③징검다리④척금대

 수
로

범

람시
 우회길

외씨버선길의 모티브가 된 ‘승무’가 

대표작으로 꼽힌다. 조지훈생가가 

위치한 주실마을은 문학관, 시인의 

숲, 생가, 시공원, 시광장등 문학을 

테마로한 여러 시설이 조성되어 있

다. 

징검다리를 지나 조금은 숨이 차오를 금촌산길을 오르기전 뒤를 한번 

돌아보자. 영양 자연 8경중 한곳인 척금대가 그 위용을 자랑하며 당당

하게 서있다. 마을 주민들이 예전에는 등굣길로 사용했다는 금촌산길을 

지나 들판을 가로 질러 걷다보면 일월면소재지를 만나게 된다. 종점 인

근에는 식당이나 매점이 없기 때문에 출출하거나 목이 마를 것을 대비

하여 이곳에서 준비하면 좋다. 농업용 수로옆을 따라 걷다보면 주실마

을의 시작을 알리는 시인의 숲이 보이고, 이를 지나 마을길로 들어서면 

6길의 종점인 조지훈 문학관이 나온다. 조지훈 시인의 문학세계를 느끼

려면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에는 도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조금 서두르자.

④ 척금대

 위치: 시점으로부터 6.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1692(숙종18년) 현감 정석교가 여기

서 시회를 열었을 때 척금대라 이

름지었다 한다. 지금도 척금대에 올

라 주위를 바라보면 반변천 맑은 물

이 수백척 반월형 석벽을 끼고 유유

히 흐르고 거울처럼 맑은 물속을 헤

엄치는 물고기와 강가에 펼쳐진 솔

밭과 깨끗한 모래는 자연의 아름다

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곡강리에는 척금대 외에 명소가 여

러곳 있는데 절벽 위에 솟아있는 여

기봉, 약수천, 지석암, 병풍암, 반월

산, 이수곡, 동만곡 등이 있다. 이곳

을 사람들이 곡강팔경이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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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길 - 식당 & 숙소

6길은 영양의 중심지인 영양읍소재지에서 출발하여 여정을 준비하기에 
수월하다. 종점인 주실마을에는 마땅한 식당이 없는 관계로 중간지점인 
일원면사무소 주변의 식당이나 매점에서 식사나 간식을 드셔야 한다.
7길까지는 영양연결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주를 위한 여정을 준
비하는 여행객은 미리 다음날의 간단한 식사거리를 준비하여야 한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5길의 종점이자 6길의 시점인 영양전통시장은 영양읍소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

양군의 중심지답게 숙박 및 음식점은 물론 의료교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외씨버선길 영양객주가 영양전통시장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씨

버선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문해결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1. 갈매기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5길 4

 054-683-9288

2. 나성숯불기든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24-2

 054-682-0808

3. 대림한정식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부길 6

 054-683-1277

4. 맘포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3길 15

 054-683-2339

5. 목화한정식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52

 054-682-6393

6. 본 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33

 054-683-6692

13. 장원가든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솔광장길 9-6

 054-683-1114

14. 청파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길 14

 054-682-3500

17. 일월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2408

 054-682-5058

6길 진행중 시점으로부터 9.5km지점에 

있는 일월삼거리 인근의 식당

7. 삼원가든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42

 054-682-5858

8. 시골국밥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4길 3

 054-683-9288

9. 영덕식육식당 영덕뷔페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49

 054-683-2510

10. 용군식당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44

 054-683-8484

11. 우미정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16-6

 054-682-3355

12. 일품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60

 054-683-4000

15. 한울가든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솔광장길 9-5

 054-682-7200

16. 신해수궁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여남길 3

 054-682-2005

1. 궁전장여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낙원로 62

 054-682-6964

33실

2. 목화장여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52

 054-683-1514

28실

3.쇼호텔 (cafe.naver.com/yyshowhotel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17

 054-683-3533

42실

4. 아이엠모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36-4

 054-682-0024

5. 알토모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16-1

 054-683-3284 

28실

※식당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숙 / 소

시점-영양읍권역6길

 식 / 당

 식 / 당

※식당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구간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지역6길

18. 농협연쇄점 (매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2398

 054-682-5601

6구간 진행중 시점으로부터 9.5km지점에 

있는 일월삼거리 인근의 매점

※7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106p 참고)

종점6길



     

영양연결길

■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조지훈문학관(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55)

ㆍ종점: 일월산자생화공원(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4124)

●버스이용
ㆍ순방향 [일월삼거리→주실마을] 

07:15 10:30 14:20 18:50

ㆍ순방향 [일월삼거리→주실마을] 

08:50 10:35 13:20 15:40 18:10

10:10 11:10 15:10 17:10 18:20

※운행요금: 3,600원 (환승포함)  영양터미널: 054-683-213

●택시이용
ㆍ영양콜택시: (054)683-2323 ㆍ영양택시: (054)682-0053

ㆍ순방향 [일월삼거리→주실마을]

07:30 09:30 11:10 15:50 19:10

09:00 09:35 14:25 17:05

ㆍ역방향환승 [일월삼거리→용화방면] 

06:50 10:10 13:40 18:20

6길
 ~7길

연결길은 외씨버선길의 정식길은 아

니지만, 외씨버선길을 도보로 완주하

시는 여행객들을 위해 조성된길입니

다. 이정표, 리본표식등 기본적인 시

설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길을 

진행하실 여행객들께서는 미리 식사

나 간식등의 준비를 하셔야하며, 담

당객주에 길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셔

서 충분히 숙지하신후 여정을 준비하

시기 바랍니다

■세부코스 : 

 조지훈문학관 →도계1리마을

 → 오리리 새마을교 → 홈거리 

 → 벌매교 → 일월산자생화공원 

■거리 : 18 km      

■소요시간 : 7~8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영양객주 054-68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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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 자생화 공원에서 우리의 역사적 

아픔이 묻어있는 일제시대의 광산을 둘

러보고, 반변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숲길의 뛰어난 경관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자연 치유의 길

■세부코스 : 

 일월산자생화공원

 → 정크아트(햇님달님버스정류장)  

 → 무아교 

 → 아름다운숲길입구(외씨버선길조형물) 

 → 칡밭목삼거리 → 우련전

■거리 : 8.3km       

■소요시간 : 3~4 시간     

■구간난이도 : 하

■문의 :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영양객주 : 054-683-0031

치유의길

7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7길

일월산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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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일월산자생화공원(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4124)

ㆍ종점: 우련전(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남회룡로 790)

●버스이용

※시점과 종점간의 버스운행이 없는 관계로 시점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는 칡밭목 삼거리(5.7km지점)에서 

대티골방향으로 우회하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택시이용
ㆍ영양콜택시: (054)683-2323 ㆍ영양택시: (054)682-0053

7길의 높낮이                 ▶총길이 8.3km(3~4시간)

거리(km)

높이(m)

28

800

700

600

500

400

20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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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길 - 치유의길

① 일월산자생화공원

 위치: 시점인근

일월산 자락에 조성된 이 공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광물 수탈 목적

으로 만든 제련소와 선광장이 있던 

자리다. 2001년 폐광지역 토양오염

방지사업 일환으로 제련소 부지의 

오염원을 밀봉, 매립하고 자생화공

원을 조성했다. 일월산 주변에 자생

하는 순수 우리 꽃으로 꾸며져 있

② 정크아트 (햇님달님버스정류장)

 위치: 시점으로부터 0.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약 10분

햇님달님 설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조형미술품

으로 농어촌 버스 정류장으로서 외

씨버선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주

요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③ 무아교

 위치: 시점으로부터 0.9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20분

마을주민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직접

기획한 다리로서 기존에는 통나무

를 이용한 다리였지만, 안전을 위해 

좀더 튼튼한 다리로 새롭게 태어났

다. 무아교라는 이름의 뜻은 ‘나를 

버리고 가는 다리’로 진행방향에 있

는 선녀탕의 선녀를 만나기 위해 마

음을 정갈히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를 잘살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이곳에서의 장난은 삼가

야 한다.

⑦우련전

②정크아트

마
을

 우
회

길

종점

시점 ①일월산자생화공원

반변천 뿌리샘

⑤아름다운숲길입구
   (외씨버선조형물)

④희망우체통

③무아교

옛이정표(영양)

⑥옛이정표(영양,봉화경계)

칡밭목삼거리
(마을우회길분기점)

다. 토종 야생화 수십 종이 집단으

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향토자원식

물을 보존하는 생태환경의 교훈과 

일제 수탈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치유의길의 시점인 [일월산 자생화공원]은 우리에게는 아픔인 일제수탈 

역사의 현장이다. 얼핏보면 고대 사원같이 생긴 건축물은 광물수탈을 

위해 선광시설이다. 아픔위에 흙을 덮고 우리 고유의 자생화들을 심어 

지금은 공원이 된 이곳은 생태적 교육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일깨워 주

고 싶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길을 따라 조금 걷다보면 폐품을 

활용하여 햇님달님 설화를 정크아트로 만든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외씨

버선길을 걷는 길벗들이 좋아하는 포토존중 한곳이니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 추억을 남겨보는것도 좋다. 무아교를 지나 희망우체통이 있는 아

름다운 숲길 입구까지의 구간은 계곡옆을 따라 걷는 청량감 넘치는 길

이다. 더운 여름이라면 시원한 계곡물에 잠시 발을 담구는 여유를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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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길 - 치유의길

④ 희망우체통

 위치: 시점으로부터 2.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마을에서 관리하는 체험형 시설이

다. 자기자신에게 엽서를 써서 우체

통에 넣으면 1년뒤 발송해주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⑤ 외씨버선길조형물

 위치: 시점으로부터 2.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외씨버선길을 상징하는 대표조형물

로 외씨버선길 방문 탐방객의 주요 

포토존이다. 이 곳은 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어울림상을 수상

한 전국의 대표적인 숲길이기도 하

다. 옛31번 국도길을 비포장상태로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금강송과 신

갈나무가 주는 아기자기한 정취로 

걷는 이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줄 뿐

만 아니라 치유의 숲으로 각광받고 

있다.

⑦ 우련전

 위치: 시점으로부터 8.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영양과 봉화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

로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곳이다.

이곳은 1801년 신유박해를 피해 한

국 최초의 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

⑥ 옛이정표 (영양&봉화경계)

 위치: 시점으로부터 5.0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지금의 31번국도가 생겨나기전 이

곳이 봉화로 넘어가는 도로였다는 

역사를 증명해주는 그 시절의 이정

표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선광장에

서 제련한 광물들을 수탈당하던 길

이었고, 해방후에는 주민들의 삶의 

줄기였을 이곳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표식이다.

치유의길 후반구간은 무아교에서 비운 나자신을 숲길의 좋은 기운으

로 채우면서 걷는 길이다. 희망우체통이 있는 아름다운 숲길입구의 쉼

터에서 잠시 1년 뒤의 나에게 옆서한통을 보낸뒤 만나게 되는 숲길은 

숨도 차게 만들지 않으면서 굽이굽이쳐 높은곳으로 안내한다. 아무런 

소음없이 바람소리, 새소리, 풀벌레소리와 함께 걷다보면 이 길이 왜 

치유의길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한시간 가량을 걷다보면 어색하게 서

있는 “영양 28km”라는 녹슨 표지판을 만나게되고 이곳이 예전에는 

차가 다니던 도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숲길이 끝나가게 될즈음 

만나게 되는 칡밭목삼거리에서는 마을우회길을 통해 다시 시점으로 

돌아갈 것인지, 계속 진행하여 다음구간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선택하

여야 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진리대로 포장은 되있지만 

여전히 싱그러운 길을 따라 편히 내려오다보면 천주교 성지중에 하나

인 우련전에 도착한다.

의 증조부 김종한 안드레아가 30명

의 교도들과 함께 이곳으로 들어와 

생활하였다 하여 천주교도들의 삶

이 스며있는 성지이기도하다 

⑦우련전

②정크아트

마
을

 우
회

길

종점

시점 ①일월산자생화공원

반변천 뿌리샘

⑤아름다운숲길입구
   (외씨버선조형물)

④희망우체통

③무아교

옛이정표(영양)

⑥옛이정표(영양,봉화경계)

칡밭목삼거리
(마을우회길분기점)



106 외씨버선길 가이드북 영 양  107 

7길 - 식당 & 숙소

7길은 영양에서도 가장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교통이 불편하다. 
특히 종점에서 시점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진행하시는 여행객들께서는 버
스가 없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별도로 표기된 마을우회길을 통해 시점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진정한 힐링을 위한 산골휴양지인 대티골에서 하루 
쉬어가는것도 좋다.
8길까지는 봉화연결구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주를 위한 여정을 
준비하는 여행객은 미리 다음날의 간단한 식사거리를 준비하여야 한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1. 영주매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4160

7길중 유일한 매점

2. 풀누리소반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대티길 140

 054-683-6832

산채요리, 풀누리정식(100%예약제)

1. 대티골 황토구들방
www.daetigol.com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2리 

대티골마을 일대

 054-682-7903

총 9개농가에서 각자 민박형태로 운영되

며 각 방별로 구조와 크기는 조금씩 차이

가 있음 또한 내부가 펜션형태로 되어 있

어서 취사가능

 숙 / 소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길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지역7길

 식 / 당

※8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124p 참고)

종점7길



봉화주변관광지 소개

ㆍ쉬엄쉬엄 이곳에 들러보자

봉화구간 교통안내

외씨버선길 - 봉화구간

ㆍ7길-8길 봉화연결길   

ㆍ8길 보부상길  

ㆍ9길 춘양목솔향기길

ㆍ10길 약수탕길  

청량산과 청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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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산고택                  

2000년 4월 10일 경북민속자료 제 

121호로 지정된 것으로, 조선말기의 

문신인 만산 강용(1846~1934)이 고

종 15년(1878)에 지은 것이다. 

강용은 중추원 의관과 도산서원장 

등을 지냈고 1910년 이후에는 망국

의 한을 학문으로 달래면서 마을 뒷

산에 망미대를 쌓고 그곳에 올라 국

운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시를 읊었

다고 한다. 가옥 구조는 앞면에 11칸

의 긴 행랑채가 있고 가운데에 솟을 

대문이 있다. 안쪽에 사랑마다, 서

쪽에 사랑채와 안채가 ㅁ자 모양으

로 되어 있으며 왼쪽에 서당을 두고 

오른쪽에 별도의 담장을 돌려서 별

당을 배치하였다. 사랑채의 앞면에

는 만산이라는 대원군이 쓴 현판이 

걸려있다. 

서실은 만산고택 후손들의 학문을 

② 닭실마을

조선 중종때 문신 충재 권벌

(1478~1548)선생의 유적지로 안동

권씨의 집성촌이다. 주변의 송림이 

울창하고 계곡의 암반들이 아름다

워 조선 중기의 실학자 이중환의 택

리지에서 나라 안에 손꼽히는 경승

지라 칭하고 있다. 닭실이란 금닭이 

계란을 품은 지형이라 해서 붙은 이

름이다. 제례 때 사용하던 500년 전

통을 자랑하는 한과로 유명하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 44

연락처 : 054-674-0963

③ 남호구택 

이 집은 솟을대문이 있는 대문간채

를 들어서면 안채와 사랑채가 접하

여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전면 7칸

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좌측에

서 세 번째 칸에 다른 칸보다 돌출

된 도장방을 두어서 공간이 연결되

면서도 구획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남호구택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손

님들을 맞이하는 건 강아지 송이다. 

송이축제 때 태어나 이름을 송이라

고 지었다 한다. 사람을 좋아해 누

구든 살짝 비치기만 하면 짖으며 안

긴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세심

한 배려도 눈에 띈다. 화장실과 세

면장 다닐 때 사용하라고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고무신도 준비해놓으

셨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바래미길 21

연락처 : 054-673-2257 

 010-3311-5279

④ 춘양목송이마을 

춘양목 송이마을은 서벽리와 도심

리를 묶어 정보화사각지대인 농촌

을 단기간에 걸쳐 정보화의 본류로 

끌어들인 대표적인 성공사례마을로 

꼽힌다. 대표상품으로는 솔향기사

과, 송이버섯, 표고버섯, 호두 등이

며 전자상거래로 연 1억 이상의 매

출을 올리고 있다. 춘양목을 이용한 

전통한옥 짓기 레고를 제작하여 축

제장 등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

영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산골문

화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 
■마을 홈페이지 http://cs.invil.org/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골마길 3 

서벽1리회관 

⑤ 도심리 장수마을 

도심2리는 자체 생산되는 임업자원

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목공

예품 제작 작업장 132㎡를 마련하

고 목공예 공구 50종을 비치했다. 

도마, 탁자, 등 생활용품과 소달구

지, 목조각 액자 등을 제작해 봉화

은어축제 등에 전시, 판매하고 지역

이미지 홍보를 진행하고 더불어 농

가소득에 기여 하고 있으며 목공예 

체험을 희망하는 주민과 관광객에

게 체험장을 연중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라져가는 전통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달구지 

외씨버선길 주변관광지 - 봉 화 쉬엄쉬엄 이곳에 들러보자

닦기 위해 세운 건물로 사랑채와 작

은채 사이에 있다. 영친왕이 8세 때 

썼다는 ‘한묵청연’이라는 글귀가 걸

려있다. 종이나 책은 먹과 깨끗한 

연분이 있다는 뜻으로 고아한 학문

을 닦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 한다. 집안에는 6.25사변 때 이

곳에 머물던 군인이 잘못 쏜 총알 

자국도 남아있다. 
13실 100명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동길 21-19

연락처 : 054-672-3206

①

②

③

③③

타기, 소죽 끓이기, 모깃불피우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1리



외씨버선길 교통정보  - 봉화 자가용이용시 터미널이용시

서벽ㆍ금정ㆍ두내

남회룡

07:10
08:00
08:25
09:25
10:00
11:05
11:40
12:10
12:35
13:05
13:30
14:10
15:00
16:10
16:40
17:30
18;20
19:40
20:40

06:35
07:40
09:30
10:20
11:40
12:40
14:20
15:05
16:10
17:20
19:00
19:30

07:40
08:10
08:35
09:10
09:30
10:20
10:50
11:30
12:30
14:05
15:15
16:00
17:25
18:35
19:00
19:20
19:50
20:10

08:10
13:40
17:30

임기ㆍ두음ㆍ재산
우련전ㆍ현동

06:40
09:25
13:45
15:30
16:00
18:00
18:30

06:40
16:20

08:00
17:10

학산리

어은동

■춘양버스터미널 : (054)672-3477 ■봉화택시 : (054)672-7744
■봉화택시춘양영업소 : (054)673-1357 ■춘양택시 : (054)672-3277

봉화시내

07:40
09:40
11:50

13:50
16:10
18:10

영주ㆍ안동ㆍ대구

춘양(봉화)버스시간표(시내ㆍ시외)

농어촌버스(입석ㆍ좌석)고속버스

동서울

09:15
09:45
11:45
12:35
13:55
15:35

16:45
17:40
18:30
20:05
22:30

12:40 17:50

태백

남회룡

☎

대곡

우련정

두음, 현도

우련정

재산

두음, 현동

대곡

서벽

애2/금정

서벽

두네

서벽

두네

서벽

서벽

두네

애2/금정

서벽

서벽

삼동, 명호

삼동

삼동, 명호

영주, 대구

안동, 대구

영주,대전

안동, 대구

영주, 대구

영주, 대구

안동, 대구

영주,, 대구

안동, 대구

영주, 대전

안동,의성,대구

영주, 대구

안동, 대구

영주, 대전

안동,의성,대구

안동, 대구

영주, 대구

안동,의성,대구

안동 07:20
16:55

소로2리

*:금,토,일 운행

*

*

 서울에서 오시는 길
 ㆍ경부고속도로 → 신갈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풍기IC → 북영주방면 931지방도 

  → 제천·봉화방면 5번국도 → 울진·봉화방면 36번국도 → 봉화

대전에서 오시는 길
 ㆍ통영·대전고속도로 → 대소분기점 → 평택·제천고속도로

  → 제천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풍기IC → 북영주방면 931지방도

  → 울진·봉화방면 36번국도 → 봉화

대구에서 오시는 길
 ㆍ경부고속도로 → 북대구IC → 금호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영주IC → 영주방면 28번국도 → 울진·봉화방면 36번국도 → 봉화

 부산에서 오시는 길
 ㆍ남해고속도로 → 마산ㆍ덕천IC → 대저분기점 → 대구ㆍ부산고속도로

  → 대동분기점 → 경부고속도로 → 금호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영주IC → 영주방면 28번국도 → 울진·봉화방면 36번국도 → 봉화

광주에서 오시는 길
 ㆍ호남고속도로 → 문흥분기점 → 88올림픽고속도로 → 금호분기점 

  → 영주IC → 영주방면 28번국도 → 울진·봉화방면 36번국도 → 봉화

청 송
영 양

봉 화
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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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길은 외씨버선길의 정식길은 아

니지만, 외씨버선길을 도보로 완주하

시는 여행객들을 위해 조성된 길입니다.

이정표, 리본표식등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길을 진행

하실 여행객들께서는 미리 식사나 간

식등의 준비를 하셔야하며, 담당객주

에 길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셔서 충

분히 숙지하신후 여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코스 : 

 우련전 → 마당목이 → 죽골입구  

 → 분천역

■거리 : 22 km      

■소요시간 : 7~8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봉화객주 054-672-0803

봉화연결길

■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우련전(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남회룡로 790)

ㆍ종점: 분천역(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49)

●버스이용
ㆍ순방향 [분천4리→춘양방면]

07:35 14:45

ㆍ순방향 환승 [춘양→우련전방면]

09:25 15:30

※운행요금: 6,950원(환승포함)   춘양터미널: 054-672-3477 

●택시이용
ㆍ봉화택시춘양영업소: (054)673-1357 

ㆍ봉화택시: (054)672-7744

ㆍ춘양택시: (054)672-3277

ㆍ역방향 [우련전→춘양방면]

10:05 16:10

ㆍ역방향 환승 [춘양→남회룡방면]

12:40 17:50

7길
 ~8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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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천에서 춘양으로 가는 길은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오지이다. 이 길을 우

리네 옛사람들은 머릿짐, 등짐지고 

걸었다니 삶의 고단함이 짐작된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의 팍팍한 삶을 

위로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산마루 마다 물길마다 골짜기마다 그 

이름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고 산마루

가 땀을 쏟으면 한줄기 바람이 위로

하고 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는 길.

보부상길

8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8길

■세부코스 

 분천역 → 곧은재 → 맷재

 → 배나드리 → 현동역

 → 소천면사무소 → 씨라리골입구

 → 높은터 → 모래재 → 춘양역

 → 춘양면사무소

■거리 : 18.5 km 

■소요시간 : 6~7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봉화객주 054-672-0803 

분천역



118 외씨버선길 가이드북 봉 화  119 

8길의 높낮이           ▶총길이 18.5km(5~6시간)

거리(km)

높이(m)

2.517.5

600

550

475

400

300

250
5.07.51012.515

■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분천역(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49)

ㆍ종점: 춘양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5길 19

●기차이용
ㆍ상행선 [춘양→분천]

춘 양 분 천

09:22 09:44

14:1 1 14:36

19:39 20:06

※중부내륙순환1,2열차는 임시열차가 정기열차화 된 형태이므로 이용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하므로 일정 진행전 

 춘양역 054) 673-7788번으로 문의한다면 가장 정확한 정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버스이용
 ㆍ순방향 [춘양터미널→남회룡방면]   

12:40 17:50

※운행요금: 2.650원   춘양터미널: 054-672-3477

●택시이용
ㆍ봉화택시춘양영업소: (054)673-1357 ㆍ봉화택시: (054)672-7744  ㆍ춘양택시: (054)672-3277

ㆍ역방향 [분천4리→춘양방면]

07:35 14:45

ㆍ하행선 [분천→춘양]

춘 양 분 천

08:41 09:08

15:51 16:19

20: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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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천역

 위치: 시점인근

영동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1957년 

운영을 시작해서 춘양목을 대량으

로 운송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강릉, 동대구등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일 8회 다니는 작은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시발역으로 최

근 다시금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

다.

④ 배나드리

위치: 시점으로부터 4.0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1시간30분

현동리와 분천리 사이의 낙동강에 

있는 나루터를 칭하던 명칭으로 ‘나

루’를 뜻하는 경북지역 방언이다.

낙동강이 휘돌아 나가는 곳으로, 주

변의 지형이 완만하고 양안에 모래

톱이 있어 물살이 잔잔했기에 나루

터가 생겨나서 선조들의 여정을 도

왔지만 인구감소와 교량가설등으로 

지금은 사라졌다.

③ 봉화황토테마파크

위치: 시점으로부터 3.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1시간15분

한여울 소수력발전소에서 운영하는 

황토방등 고향에 대한 추억과 소수

력발전이라는 과학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테마관광농원이다.

작은 수목원 같이 잘 조성된 정원을 

지나면서 옛 모습을 잘 복원한 황토

집, 발전소 견학등을 할 수 있다.
www.hyw.kr

054-672-6055

⑤현동역

⑥높은터

④배나드리

⑦춘양역

③봉화황토테마파크

①분천역
②분천산타마을

화장산

소로리

높은터

씨라리골

춘양면사무소

맷재

종점

시점

② 분천산타마을

 위치: 시점인근

분천역 주변과 인근마을을 산타마

을이라는 테마로 새롭게 탄생시킨 

봉화관광의 떠오르는 핫스팟이다. 

스위스와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

여 2013년 [체르마트역]과 자매결연

을 맺고 백두대간 눈꽃열차와 연계

한 산타마을로 개장하여 큰 성과를 

이룬뒤 체험시설등을 확장하여 여

름에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여름 

산타마을로 발전하고 있다. 옛정취

를 간직한 마을부터 많은 먹거리와 

체험시설을 즐길 수 있다.

8길 - 보부상길

봇짐을 매고 춘양역까지 생계를 위해 넘어다녔던 삶의 고단함을 

담고 있는 길에서 많을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보부상길]은 

특이하게 기차역 3곳을 지나게 되는 길이다. 

보부상길의 초반길은 [산타마을]이라는 테마와 [백두대간 협곡

열차]를 통해 봉화의 가장 떠오르는 관광지로 탈바꿈한 분천역

을 시작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무인역으로 운영되는 

진정한 간이역인 현동역까지의 여정이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분천역 산타마을에서 지역먹거리로 든든히 에너지를 채우고 맷

재를 지나 낙동강변을 따라 걷는 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길

은 한창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진행경로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봉화객주에 진행경로에 대한 정보를 문의 후 출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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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동역

위치: 시점으로부터 5.5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2시간

영동선에 있는 간이역으로 지금은 

이용객이 많이 줄어 무인역으로 운

영되고 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로 다시금 활성

화된 분천역과 비교하여 아이디어

의 힘이 지역에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느껴볼 수 있다. 외씨버선길

은 현동역 선로를 통과해서 막지고

개로 넘어간다. 

막지고개를 넘기 전 불둔지(모래가 

있는 강변이라 뜻)에 섶다리가 있어 

보부상들이 건너다녔다 한다. 막지

고개는 보부상들이 마지막으로 넘

는 고개라해서 막지라는 이름이 붙

었다고 한다

⑦ 춘양역

위치: 시점으로부터 17.5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5시간30분

 '억지춘양'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는 

영동선의 기차역이다.

우리는 '억지춘양이다'라고 말하면 

흔히 춘향전의 춘향이를 억지로 흉

내 낸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춘양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선로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말발굽모양으

로 춘양면을 한바퀴 휘감아 도는 형

태로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있다.

이 독특한 선로모양에서 알 수 있듯

이 원래는 노선계획상 기차가 춘양

⑥ 높은터

위치: 시점으로부터 11.9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4시간30분

옛날 현동에서 춘양장을 보러가는 

또 다른 길목이다. 보부상이 주로 

다닌 씨라리골 살피재와 함께 씨라

리골에서 높은 터를 지나 가마골을 

거쳐 춘양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높

은 터는 높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하여 높은 터라 불리어졌으며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농사만 짓

고 있다. 산길을 내려가면 가마골을 

만나게 되는데 지형이 마치 새색시

가 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가마골이라고도 전한

다.

⑤현동역

⑥높은터

④배나드리

⑦춘양역

③봉화황토테마파크

①분천역
②분천산타마을

화장산

소로리

높은터

씨라리골

춘양면사무소

맷재

종점

시점

8길 - 보부상길

현동역사를 통과해서 막지고개를 넘어가면 소천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재

지가 나온다.

앞으로의 여정중에 종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식사등을 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휴식이나 식사등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보부상길에

서의 남은 여정은 옛 사람들이 춘양장으로 가기위해 다녔던 고갯길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흘리게 될 땀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에너지를 충전

하고 가야한다.

혹 종점에 도착 후 시점으로 돌아가야한다면 춘양역의 기차시간표를 확

인 후 기차를 이용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보부상길만의 특징이다.

면을 지날 계획이 없었는데 당시 지

역출신의 정치인의 요구로 인하여 

억지로 지금의 기차선로의 모습으

로 변경하여 춘양역이 설치되었다

고 한다. 계획에 없던 기차길과 역

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하여 '억지춘

양'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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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길 - 식당 & 숙소

8길은 최근 분천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점, 중간, 종점 모두에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위치하게 되어 여행을 진행하는데 편리해 
졌다. 여정의 출발 시간에 따라 시점인 분천산타마을이나 소천면권역에
서 점심을 먹고, 종점인 춘양면권역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일정으로 계획
을 수립하면 좋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식 / 당

 숙 / 소

 숙 / 소

 숙 / 소

1. 능이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3길 2

 010-9366-3226

곤드레밥 7,000/청국장 6,000

버섯칼국수 5,000

2. 산야초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3길 2

 010-7289-8871

곤드레밥 7,000/청국장 6,000

버섯칼국수 5,000

6. 금강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청옥로 3

 054-672-7677

한식

7. 덕풍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3

 054-672-7612

촌된장찌개 6,000/소머리곰탕 8,000

뼈다귀해장국 6,000

8. 삼강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59-12

 054-672-7479

매운탕, 청국장

9. 소천태백식육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82

 054-673-5001

곱창전골 10,000/한우등심 20,000

한우불고기 12,000

10. 아름드리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58

 054-672-1771

매운탕

3. 봉덕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2길 4-10

 054-672-7841

곤드레밥, 황태해장국, 된장찌개

4. 하이디의 다락방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3길 2

 054-673-2220

추억의 도시락 5,000 / 아메리카노 3,000

5. 협곡반점 (중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44

 054-672-8283

짜장면 4,500/볶음밥 6,500 

콩국수 5,500

11. 엄마손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59-46

 054-672-1174

한식

12. 영천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98

 054-673-0719

한식

13. 중앙반점 (중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80

 054-673-7627

전복짬뽕, 쟁반짜장, 불짬뽕

시점-분천역권역

진행중지역

진행중지역-소천면권역
8길

8길

8길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시발점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먹거리장터등이 생겨났다.

주요메뉴는 산채비빔밥, 곤드레밥, 감자전등 향토음식으로 간단한 점심이나 간식

등을 맛볼 수 있다. 여정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충분하다면 분천역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주변경관을 좀더 넓게 살펴볼 수 있다.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구간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길을 진행하면서 6.3km지점에 위치한 소천면소재지. 탐방중 출출해진 배를 채

울 수 있는 식당과 매점이 있음. 종점까지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

의 여정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 협곡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30

 010-8981-7862

2. 분천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분천역인근

 011-746-1676 

5. 봉화황토테마파크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배나들길 78

 054-672-6055

 http://www.hyw.kr

객실수 7평형 2개, 5평형 5개

6. 물빛고은펜션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39-48

 054-672-1401

 http://www.prettypension.co.kr

7. 삼강여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259-38

 054-672-7602

3. 향수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분천역인근

 054-673-3571

4. 오목구비체험장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풍애길 9-43

 054-673-9789

※9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134p 참고)

종점8길



8길

 

춘양에서 5일장을 구경하고 과수원을 

따라 문수산 둘레로 자리잡은 마을과 

마을을 통과하고, 춘양목의 솔향기가 

나는 길.

■세부코스

 춘양면사무소(춘양5일장)

 → 만산고택&권진사댁 

 → 서동리3층석탑 

 → 거포리사과과수원 

 → 소원걸이대(도심공원) 

 → 서벽리춘양목군락지

■거리 : 17.6 km  

■소요시간 : 6~7시간

■구간난이도 : 상

■문의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봉화객주 054-672-0803  

춘양목솔향기길

9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9길

서벽리춘양목군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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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춘양면사무소(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5길 19)

ㆍ종점: 두내약수탕(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70-14)

●버스이용
ㆍ순방향 [두내약수탕→춘양방면]    

10:40 13:00 16:30

※운행요금:2,350원

●택시이용
ㆍ봉화택시춘양영업소: (054)673-1357 ㆍ봉화택시: (054)672-7744

ㆍ춘양택시: (054)672-3277

ㆍ역방향 [춘양→두내약수탕방면]

10:20 12:40 16:10

9길의 높낮이 ▶총길이 17.6km(6~7시간)

거리(km)

높이(m)

216

600

550

500

450

400

350

300
468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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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춘양시장

 위치: 시점인근

약 80년 전 등짐장수가 주동이 되

어 시장을 개설하였다 하여, 그 혼

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석봉 기슭에 

당을 짓고 고사를 지내주었다고 전

해지고 있다. 지금도 4일과 9일에는 

5일장이 열리며 인근 지역에서 상

인들이 모여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는 12,730제곱미터 규모에 약 

78개 점포가 가설중에 있다.

③ 서동리3층석탑

위치: 시점으로부터 2.0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45분

보물 제52호이다. 탑터는 신라고찰 

람화사의 옛터로 알려져 있고,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원효대사가 이

곳에서 서북쪽으로 6km지점에 현 

각화사를 창건하면서 폐하였다고 

한다. 동서의 3층석탑은 같은 규모

의 소형탑으로 양식과 수법이 동일

하여 신라식 일반형 석탑이다. 규모

는 작으나 아름다운 비례미를 보여

주고 있다.

④ 거포사과마을

위치: 시점으로부터 5.6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1시간45분

넓게 펼쳐진 사과 과수원이 지금까

지의 풍경과는 새롭다. 봄철 사과꽃

이 피어날 때 지나게 된다면 최고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선물해준다. 마

을 초입에 있는 연리지나무옆 정자

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꽃 향기에 쉬

어가는 것도 좋다.

② 만산고택

위치: 시점으로부터 0.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0분

2000년 4월 10일 경북민속자료 제 

121호로 지정된 것으로, 조선말기의 

문신인 만산 강용(1846~1934)이 고

종 15년(1878)에 지은 것이다. 

두내약수탕

춘양면사무소①춘양시장

춘양면사무소

③서동리3층석탑(보물제52호)

②만산고택
의양리권진사댁

④거포사과마을
양반걸음걷기체험

⑦풍경액자⑦풍경액자
⑤도심2리공원(소원걸이대)

애당리도심2리마을회관

⑥도심3리마을회관

⑧서벽리춘양목군락지

종점

시점

9길 - 춘양목솔향기길

 외씨버선길 봉화지역의 길중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구간인 [춘양목솔

향기길]은 그 명성답게 먹거리, 즐길거리등이 길을 걷는 중간중간 다채

롭게 펼처져서 지루할 틈이 없다. 시점인 춘양면사무소에서 애당리까지 

걷는 약 10km의 초반구간은 봉화에 있는 여러 역사적 유산들(만산고

택, 서동리3층석탑등)을 살펴보며 걷다 사과로 유명한 거포마을을 통과

해 운곡천길을 따라 애당리에 도착하는 여정이다.

식당과 매점이 있는 애당리마을에서 남은 여정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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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심2리공원(소원걸이대)

위치: 시점으로부터 11.9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3시간30분

춘양목 나무판에 소원을 걸어 놓는 

형태의 체험형 시설물이다. 공원에 

조성해 놓은 정자에서 운곡천의 시

원한 바람을 느끼며 잠시 쉬어가기 

좋은 포인트이다.

⑦ 풍경액자

위치: 시점으로부터 11.5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4시간 30분

춘양목 솔향기를 느낄 수 있는 군락

지구간에 들어서기 전에 있는 체험

시설이다.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백

두대간의 풍경을 네모난 프레임안

에 담아 자신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⑧ 서벽리춘양목군락지

위치: 시점으로부터 16.9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5시간30분

9길의 이름처럼 춘양목의 솔향기를 

느낄 수 있는 춘양목이 군락을 이루

고 있는 숲길을 따라 걷는 구간이

다. 해당지역의 춘양목은 모두 국가

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소중한 자

원이므로 흡연등의 훼손행위를 엄

격히 금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조성(2017년 완공 예정)지역

으로 수시로 진행정보가 변경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⑥ 도심3리 마을~과수원구간

위치: 시점으로부터 14.0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4시간 30분

조용한 산골마을의 평화로움을 만

끽하며 마을길을 걸으면서 춘양목

군락지까지 진행하는 구간이다. 생

활의 터전을 외씨버선길로 내어준 

마을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변의 농작물에 손대지 않

는등의 도보여행자의 에티켓을 지

키자.

두내약수탕

춘양면사무소①춘양시장

춘양면사무소

③서동리3층석탑(보물제52호)

②만산고택
의양리권진사댁

④거포사과마을
양반걸음걷기체험

⑦풍경액자⑦풍경액자
⑤도심2리공원(소원걸이대)

애당리도심2리마을회관

⑥도심3리마을회관

⑧서벽리춘양목군락지

종점

시점

9길 - 춘양목솔향기길

[춘양목솔향기길]의 후반구간은 길 이름대로 향기로 가득찬 길이다.

운곡천 옆 하천길을 따라 걷다보면 이름모를 풀들과 꽃들의 향기를,

도심2리 공원에 설치된 소원걸이대에서는 외씨버선길을 찾았던 이들의 

삶의 향기를, 도심3리 마을을 지나면서 펼쳐지는 사과과수원에서는 과

수가 익어가는 향기를, 길의 마지막인 서벽리 춘양목 군락지에 들어서

면 춘양목이 내뿜어주는 천연의 피톤치드와 솔내음이 가득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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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길 - 식당 & 숙소

9길인 춘양목솔향기길은 춘양면권역에서 시작하여 두내약수탕까지 이어
지는 길이기에 출발점인 춘양면소재지에서 여정을 준비하고 중간지점인 
애당리에서 점심이나 간식을 해결하는 계획으로 진행하면 좋다. 종점인 
두내약수탕 주변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조성진행중이여서 향후 조성
이 완료되면 많은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식 / 당

 숙 / 소

1. 동궁회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2길 13-1

 054-672-2702

송이돌솥밥 15,000/엄마무돌솥밥 10,000

2. 우리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5길 7-8

 054-672-3553

순대국, 소머리국밥, 칼국수

3. 유성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5길 7-8

 054-673-0488

한정식, 소머리국밥, 칼국수

6. 수진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988

 054-672-0690

정식, 묵밥, 산채비빔밥

7. 반딧불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문동길 3

 054-673-4618

한식

8. 애당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문동길 3

 054-672-8213

메밀묵조밥, 손칼국수

9. 참새골가든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참새골길 402

 054-674-0690

닭볶음탕, 산채비빔밥

4. 코끼리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 62-1

 054-672-3419

한정식

5. 통뼈감자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동길 24-5

 054-673-7070

통뼈해장국, 통뼈감자탕, 통뼈찜

10. 춘양각 (중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987-8

 054-674-2662시점-춘양면권역

진행중지역

9길

9길

8길의 종점이자 9구간의 시점인 춘양면사무소가 있는 춘양면소재지로 인근에 전

통시장이 있음. 숙박시설 및 식당등이 밀집해있으며, 춘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봉화지역의 외씨버선길을 탐방하는데 중심이 되는 지역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구간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아모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5길 11

 054-672-3109

객실수 15실

2. 만산고택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동길 21-19

 054-672-3206

객실수 13실, 100명 숙박가능

3. 의양리권진사댁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낙천당길 43-3

 054-672-6118

4. 이프모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1길 54

 054-673-2800
※10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144p 참고)

종점9길



8길

 

울울창창 춘양목 숲길을 지나온 보부

상은 주실령 고갯마루에서 등짐을 쉬

지만 갈길이 아득하다. 조선 제일 오전

약수에서 맑은 계곡 벗삼아 약수로 목

을 축이니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내성

천 삼백리가 시작되는 물야저수지를 

곁에 두고 바라보는 선달산 아래 생달

마을은 옹기종기 더 없는 자태를 뽐낸

다. 계곡의 맑은 물과 알싸한 공기가 절

로 발걸음을 이끄는 길.

■세부코스

 두내약수탕 → 주실령 → 박달령

 → 오전약수탕

 → 물야저수지&보부상위령비

 → 생달마을 → 상운사

■거리 : 15.1 km      

■소요시간 : 5~6 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봉화객주 054-672-0803 

약수탕길

10길

10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오전약수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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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두내약수탕(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70-14)

ㆍ종점: 상운사(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생달길 354-65

●버스이용
ㆍ순방향 [생달마을→봉화방면]    

08:00 14:40

ㆍ순방향 환승 [봉화→두내약수탕방면]

09:35 11:50 15:30

※운행요금: 8,150원 (환승포함)

   춘양터미널: 054-672-3477

   봉화터미널: 054-673-4400

●택시이용
ㆍ봉화택시춘양영업소: (054)673-1357 ㆍ봉화택시: (054)672-7744

ㆍ춘양택시: (054)672-3277

10길의 높낮이 
▶총길이 15.1km(5~6시간)

거리(km)

높이(m)

2

900

800

700

600

500

400
468101214

ㆍ역방향 [두내약수탕→춘양방면]

10:40 13:00 16:30

ㆍ역방향 환승 [춘양→봉화방면]

10:50 14:05 17:15 19:20

11:30 15:15 18:35 19:50

12:30 16:00 19:00 20:10

ㆍ역방향 환승 [봉화→생달마을방면]

07: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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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길 - 보부상길

⑦상운사

①두내약수탕

주목산장

생달마을

⑤보부상위령비

박달령

임도입구

②주실령

③오전약수관광단지
④외씨버선길 봉화객주

⑥물야저수지

지름길

종점

시점

 시점인 두내약수탕이 백두대간국립수목원 조성공사의 영향으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출발전 봉화객주에 문의하여 시작지점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주실령입구까지 3km정도의 춘양목군락지를 걷는 것으로 길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임도를 따라 박달령을 오른뒤 산길을 따라 내려오면 청량감으로 유명한 

오전약수탕관광지가 나온다. 이곳에서 산오름으로 흘렸던 땀을 잠시 식

히고 출출해진 배도 채우면서 남은 여정을 준비하자.

① 두내약수탕

 위치: 시점인근

지형이 말같이 생겼다하여 두내라

고 불리고 있으며 100여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오는 두내약수

탕은 문수산 자락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탄산약수로 피부와 위장병에 

효험이 뛰어나다 알려져 있다.

③ 오전약수관광단지

위치: 시점으로부터 9.7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3시간 30분

혀끝을 쏘는 듯한 청량감이 있는 탄

산수이다. 함유성분은 1ℓ당 유리

탄산 1.01㎎, 마그네슘 47.2㎎, 칼슘 

44.8㎎, 철 30.0㎎, 염소 10.6㎎ 등

이다. 조선시대에 전국 약수대회에

서 1등 약수로 선정되었다고 전해지

며, 위장병과 피부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조선 중종 때 풍기군

수를 지낸 주세붕(周世鵬)이 이 약

수를 마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좋은 스승에 비길 만하다.’라고 칭

송했다는 기록이 있다.

② 주실령

위치: 시점으로부터 3.4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주실령은 옥돌봉과 문수산 사이에 

위치한 해발 780m의 고개이다. 봉

화군 물야면 오전리와 춘양면 서벽

리를 이어주는 915지방도로에 있다. 

주실령은 봉화군의 남쪽으로 지나

가는 36번 도로가 주도로지만 군내 

북부 지역을 동서로 이어주는 중요

한 도로가 주실령 915번 지방도로 

이다. 또한 물야면에서 춘양면을 거

쳐 도래기재를 넘어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을 이어주는 88번 지방도

와 만나는 지름길이 주실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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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길 - 보부상길

⑦상운사

①두내약수탕

주목산장

생달마을

⑤보부상위령비

박달령

임도입구

②주실령

③오전약수관광단지
④외씨버선길 봉화객주

⑥물야저수지

지름길

종점

시점

남은 여정을 위한 에너지도 충전하면서 오전약수탕관광지를 다 둘러보

았다면 다시금 길을 떠나기전, 외씨버선길 봉화구간의 안내센터인 봉화

객주에 들러보자. 전문해설가에게서 외씨버선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지

역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외씨버선길 만의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관

광단지를 벗어나 조금 걷다보면 탁 트인전망의 물야저수지와 그를 바라

보고 있는 보부상 위령비가 보인다. 이 험난한 산길을 이겨내면서 삶을 

일구었던 선조들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면서 걷다보면 아기자기한 전원

주택들이 모여있는 생달마을이 보인다. 다음날 11길인 마루금길의 여정

을 준비하는 길벗들은 더 진행하지 않고 이곳에서 여정을 마무리 하면 

된다. 

④ 외씨버선길 봉화객주

위치: 시점으로부터 10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3시간 40분

오전약수탕관광지에서 잠시간의 휴

식을 마치고 길을 따라 내려오면 봉

화지역 외씨버선길 안내센터인 봉

화객주를 만날 수 있다. 외씨버선길

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물론 관련 

기념품등을 구입할 수 있다.

⑦ 생달마을~상운사

위치: 시점으로부터15.1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11길인 마루금길을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 길벗들의 숙박포인트인 생달

마을을 지나 종점인 상운사까지 약 

2.5km의 오르막길이다. 곧게 뻗은 

나무들 사이로 이어져 있는 길을 따

라 오르다보면 많은 펜션들이 모여

있다.

⑥ 물야저수지

위치: 시점으로부터1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4시간 25분

11길인 마루금길에 있는 늦은목이옹

달샘에서 발원된 물들이 내성천이 

되어 이곳에서 잠시 멈춘 뒤 낙동강

으로 유입된다.

저수지가 생겨나면서 마을에서 보

상을 받게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보상받은 돈으로 마

을기금을 운영하여 위령비를 세웠

고, 매년 9월 그믐날 보부상들을 위

해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⑤ 보부상위령비

위치: 시점으로부터 11.1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4시간 10분

보부상위령비는 조선 9대 성종

(1469~1494)때 지금의 물야저수지 

자리에 위치한 마을에 경상도와 강

원도를 오고가며 가족없이 떠돌아 

다니던 보부상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족이 없던 보부

상들은 죽으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마을에 기부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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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길 - 식당 & 숙소

2017년 완공예정인 [백두대간국립수목원]이 개장하면 시점인 두내약수탕 
주변에도 많은 식당과 숙박시설이 들어서겠지만, 10길은 중간지점인 오
전약수관광단지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식당이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하여 
고려하여 여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11길 [마루금길]을 이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전약수관광단지에서 미
리 다음날의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여야 여정을 진행하는데 수월하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식 / 당

 식 / 당

 숙 / 소

1. 산촌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69-1

 054-672-9880

두내약수를 활용한 토종닭, 찜닭

6. 산장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26

 010-7421-2900

한방닭백숙 25,000/닭불고기 20,000

산채비빔밥 6,000

7. 수정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문수로 1601

 054-672-2123

한방백숙 25,000/닭불고기 20,000/옻닭 

25,000

2. 관광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18-21

 054-672-2330

한방오리 불고기, 토종닭(한방), 산채정식

3. 돌집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3

 054-673-8119

약선토종닭 40,000/닭불고기 20,000

산채비빔밥 6,000

8. 약수탕매점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문수로 1549

 054-672-2175

아침식사, 점심도시락 가능

9. 청진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18-24

 010-3522-2130

10. 한미식당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26

 010-9383-4700

한방닭백숙 25,000/닭불고기 20,000

산채비빔밥 6,000

4. 문수산가든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문수로 1542

 010-3769-2461

송어회 20,000/닭불고기20,000

오리주물럭 30,000

5. 박달장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약수탕길 39-19

 054-672-2034

한방백숙 25,000/ 닭불고기 20,000

산채비빔밥 7,000

시점인근

진행중지역- 오전약수탕권역

10길

10길

10길의 중간지점으로 약 6.7km지점에 위치해 있어 탐방중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중요포인트. 예로부터 유명한 약수터중 하나인 오전약수터인근에 개발된 

관광휴양지로 많은수의 식당과 숙박시설이 위치해있으며, 외씨버선길 봉화객주

가 위치하고 있어 탐방에 필요한 유용한정보를 얻기위해 반듯이 거쳐야하는 곳

1. 관광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18-21

 010-8900-4746

2. 돌집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37

 054-673-8119

3. 박달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39-19

 011-538-2034

4. 한미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18-23

 010-9383-4700

5. 장미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길 18-10

 054-674-2229

※11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164p 참고)

종점10길



영월주변관광지 소개

ㆍ쉬엄쉬엄 이곳에 들러보자

ㆍ박물관의 고을 「영월」

영월구간 교통안내

외씨버선길 - 영월구간

ㆍ1 1길 마루금길   

ㆍ12길 김삿갓문학길  

ㆍ13길 관풍헌가는길

별마로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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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충절사(忠節祠)                 

김삿갓면 옥동마을 뒷산에 김상태 

의병장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관리자 

: 영월군)이다. 또 사당 아래에 김상

태 의병장이 살았던 집이 남아 있

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장터뒷길

20-14

③김삿갓생가                

김삿갓생가, 난고당(김삿갓 영정을 

모신 곳), 약수터 등이 있다. 생가

는 김삿갓문학관에서 노루목 서낭

당 방향으로 1.9㎞를 올라가면 된다. 

가는 도중 500m 지점의 메기소에

서 갈림길이 있는데 왼편으로 가면 

된다. 오른편은 선낙골로 가는 길이

다. 1㎞와 1.2㎞ 지점에는 쉴 수 있

는 벤치가 있다. 800m 지점에는 화

장실이 있다. 1982년 김삿갓이 살

던 이 곳은 엄운섭(64)이 살았는데, 

1972년 경 주거지 본채의 대들보가 

썩어 내려 앉아서 철거하고 바깥채

에서 살았다. 김삿갓 생가의 경우 

본채 자리의 기둥, 천장보 도리 등

이 도끼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

다고 한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어둔 마대산길160-15

②들모랭이 서낭당

예전 성황당이 있던 자리는 200여

년 전 단종이 쉬어 갔다고 하는 자

리에 세운 것이라 한다. 해마다 단

종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들모랭이 

영월동로 2057앞

④김삿갓주막

와석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 토박이인 사장님은 모든 음식

을 혼자 준비하고, 내오고, 배웅까

지 한다. 메뉴는 단출하다. 오리훈

제전골과 민물매운탕, 곤드레나물

밥과 메밀부추전이 전부다. 한겨울

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지나가는 행

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가철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

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676

연락처 : 033-374-3765 

  010-4242-6898 ⑦김삿갓포도축제

김삿갓면 예밀리의 포도작목반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2000년에 시작

하였다. 김삿갓면 일대에서 매년 9

월 둘째주 토요일 개최하는데 김삿

갓문화큰잔치와 연계하기 위해서이

다. 축제는 포도따기, 포도주 담그

기, 포도 밟기, 포도품종 전시, 농산

물 직판 및 시식회, 포도 빨리먹기, 

포도투호, 포도 중량 맞추기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720

외씨버선길 주변관광지 - 영 월 쉬엄쉬엄 이곳에 들러보자

⑤김삿갓문화제

매년 9월이나 10월 중 김삿갓유적

지에서 3일 동안 열린다. 축제에는 

문학강좌, 백일장, 체험행사, 공연

행사, 전시행사 등이 다양하게 열린

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마대산길 160-15

⑥예밀포도마을

석회암 토양과 산간지대로 포도재

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

는 마을로,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

에는 따뜻한 지형적 특색에 따라 다

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다. 대표 상품 포도를 활용한 봄철 

포도거름주기를 시작으로 여름철 

포도봉지 씌우기, 가을철 포도수확

하기 등 포도재배의 모든 과정을 경

험해 볼 수 있고 밤과 옥수수를 직

접 따고 감자와 고구마를 캐는 농

작물 수확체험, 고사리와 취나물 등 

봄나물 채취, 강에서 물고기 잡기, 

버들피리 만들기, 논바닥 썰매타기, 

짚신 만들기 등 향수를 불러오는 

농촌체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에 개관한 농촌체험관에는 

세미나실과 식당, 7동의 펜션과 족

구장 등이 갖춰져 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포도마을길 2

연락처 : 033-372-2458

④ 

⑥ ⑦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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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유명한 영월은 특히 [박물관의 고을]로 불리울 만큼 많은 박물관

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 테마도 미술·사진·생태·역사·지리·종

교등 다양하고 박물관의 수역시 매년 늘어가고 있다. 당연히 외씨버선길 

주변에도 많은 박물관들이 있으니 길을 걷는 중에나, 그것이 힘들다면 여

정을 맞추고라서도 꼭 들러보자.                 

① 난고 김삿갓문학관

김삿갓 선생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정암 박

영국선생의 김삿갓 연구자료, 테마

별 다양한 김삿갓 관련 자료 및 친

필작품과 ‘장원급제시’, 시비등이 전

시되어 있다.
 ㆍ운영시간:09:00~18:00

 ㆍ문의전화:033)375-7900

 ㆍ주소: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⑤ 영월 아프리카미술 박물관

전통부족사회 조각을 비롯해 아프

리카대륙 20여개 나라에서 수집한 

미술품을 전시, 특히 나무와 청동, 

토기, 상아로 만든 섬세하면서도 독

특한 감각의 작품들로 인해 이국적

인 풍취와 함께 원초적인 생명감을 

느낄 수 있다.
ㆍ운영시간:10:00~18:00(동절기 17:00)

ㆍ문의전화:033)372-3229

ㆍ주소: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07-1

ㆍ홈페이지:www.aamy.kr

② 조선민화박물관

조선시대 진본 민화와 고가구, 현대

민화등을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민화찍기, 민화그리기 체험뿐만 아

니라 민화, 영인본, 타일민화, 민화

우표등 독특한 민화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ㆍ운영시간:09:00~18:00

 (동절기 17:00)

 ㆍ문의전화:033)375-6100

 ㆍ주소: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432-10

 ㆍ홈페이지:minhwa.co.kr

⑥ 영월동굴생태관

신기하고 다양한 동굴생물이 꿈틀

꿈틀 날아 숨쉬는 영월 천연동굴의 

세계를 체험할수 있다. 수억년 전 

동굴생물들과 박쥐의 생활상을 알

아보고, 동굴탐험의 입체영상(4D라

이더)을 통해 신나는 동굴탐험을 경

험할 수 있다.
ㆍ운영시간:09:00~18:00 (월요일 휴관)

ㆍ문의전화:033)372-6828

ㆍ주소: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5

ㆍ홈페이지:www.ywcave.org

③ 묵산미술박물관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 겸제 

정선, 현제 심사정의 그림과 이중

섭, 이종우등 근현대사 유명화가의 

작품이 조선시대관, 현대전시관에 

각각 전시되어 있다. 가족과 함께 

미술체험을 할 수 있는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ㆍ운영시간:09:00~18:00

 ㆍ문의전화:033)374-7249

 ㆍ주소: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697-6

 ㆍ홈페이지:www.muksan.com

⑦ 동강사진박물관

국내 최초의 공립사진박물관으로 

현대적인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

으며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들의 작

품 1,500여점과 카메라 130여점이 

소장되어 있다. 매년 여름에는 동강

국제사전제가 열리며 다양한 테마

의 기획전도 관람할 수 있다.
ㆍ운영시간:09:00~18:00

ㆍ문의전화:033)375-4554

ㆍ주소: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0

ㆍ홈페이지:www.dgphotomuseum.com

④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

디지털시대 디지털기술을 통해 전

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을 목적으로 종자 등 전문연구자

료와 영월 특성등을 디지털화 하여 

박물관의 또 다른 미래상을 보여주

고 있다.
ㆍ운영시간:10시, 13시, 15시(일,월 휴관)

ㆍ문의전화:033)374-7643

ㆍ주소: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2096

ㆍ홈페이지:www.dds.ne.kr

⑧ 단종역사관

단종의 능이 있는 장릉 경내에 전

통한옥양식으로 자리한 이곳은 세

종실록과 문종실록, 단종실록, 조선

시대 관복, 단종과 관련된 여러 유

물들이 보존돼 있어 단종의 생애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ㆍ운영시간:09:00~18:00

ㆍ문의전화:033)372-3088

ㆍ주소: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외씨버선길 주변관광지 - 영 월

박물관의 고을  「영월」

① ⑤② ⑥③ ⑦

④ ⑧

12길 인근

      박물
관

13길
 인근

      
박물관



외씨버선길 교통정보  - 영월 자가용이용시 터미널이용시

평창ㆍ강릉

주천

06:45
07:50
09:37
08:43
09:17
09:48
10:00
10:16
10:49
11:00
11:25
11:32
11:55
12:29
12:50
13:02
13:10
13:22
13:37

■영월시외버스터미널 : (033)374-2451 ■영월교통 : (033)373-2373
■영월콜택시 : (033)375-8282 ■영월택시 : (033)375-6200
■영월개인택시 : (033)375-7474

제천ㆍ원주ㆍ서울

영월ㆍ부천(안양경유)

영월버스시간표(시외)

직행버스

무정차

☎

서울

서울

수원

제천

의정부

서울

청주

제천

서울

원주

서울

제천

제천

서울

서울

고양

제천

서울

서울

14:05
14:17
14:45
15:29
16:08
16:22
16:40
17:01
17:08
17:25
17:36
17:46
18:20
18:53
19:05
19:25
20:35
21:05

07:00
11:00

14:40
19:00

07:50
09:45
11:20
15:00

15:05
15:17
19:50

07:35
08:55
12:10
13:10

08:40
11:45
14:30
15:50
18:55
19:45

14:30
17:40
18:30

서울

제천

서울

서울

청주

고양

제천

의정부

고앵

서울

춘천

제천

제천

제천

서울

원주

제천

제천

원주

성남

성남

이천

성남

성남

성남

정선 의정부

09:53
13:45
17:36

춘천

09:17
17:01

19:30
20:40
21:50

고한

10:00
16:08

청주

07:05
10:45
13:10
14:30
16:25
18:15
20:45

수원 용인

12:05
20:05

문산(시내버스)

06:20
08:50
12:50
15:10
18:30

09:00
10:30
12:00
13:30
15:00
16:30
18:00
19:40

동서울 인천

09:00
12:00
15:00
18:00

고양

13:02
16:22

17:08

상동ㆍ태백

08:00
08:45
10:10
12:40
13:35
14:15
15:20

16:20
17:00
18:25
19:45
21:40
22:15

태백

태백

태백

태백

태백

태백

태백

태백

태백

태백

태백

태백

고씨굴

07:00
11:00
15:00

김포,인천공항

광주
(대전경유)

07:05

안산

07:15
10:45
13:25
16:25
19:15

07:00
10:00
15:30
19:00

강남

고한

09:05
10:30
11:05
14:30
15:05
16:30
17:20
19:05
21:05

 서울에서 오시는 길
 ㆍ경부ㆍ중부고속도로 → 신갈ㆍ호법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제천IC → 영월IC → 영월

 ㆍ경부ㆍ중부고속도로 → 신갈ㆍ호법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신림IC → 주천 → 북쌍사거리 → 영월

 대전에서 오시는 길
 ㆍ경부ㆍ중부고속도로 → 청주 → 제천IC → 영월IC → 영월

 대구에서 오시는 길
 ㆍ 경부ㆍ중부고속도로 → 청주 → 제천IC → 영월IC → 영월

 부산에서 오시는 길
 ㆍ남해지선 → 내서IC → 대구금호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제천IC → 영월IC → 영월

 광주에서 오시는 길
 ㆍ88올림픽고속도로 → 금호IC → 중앙고속도로→ 제천IC 

  → 영월IC → 영월

청 송
영 양

봉 화
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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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씨버선길 교통정보  - 영월 터미널이용시 터미널이용시

영월버스시간표(시내)

06:30
09:00
12:00
15:00
18:00
20:10

영월ㆍ신동
영월발 신동발

07:25
10:10
13:10
16:10
19:10

06:10
10:00
14:20
18:30

영월ㆍ조전리
영월발 조전리발

06:50
10:45
15:05
19:10

09:40
13:30
17:30

영월ㆍ옹정리
영월발 옹정리발

10:25
14:15
18:05

06:30
08:50
12:30
15:30
18:30

영월ㆍ문산리
영월발 문산리발

07:00
09:30
13:10
16:30
19:10

07:30
10:00
13:30
16:10
17:30

영월ㆍ광천ㆍ선돌
영월발 광,선발

08:00
10:30
14:00
16:40
18:10

06:50
09:20
11:20
14:50
17:50

영월ㆍ구인사
영월발 구인사발

07:35
10:10
12:05
15:30
18:35

08:00
10:30
12:30
18:10

영월ㆍ내리
영월발 내리발

08:40
11:15
13:30
15:50
18:55

06:10
08:00
08:40
10:30
12:30
13:30
15:10
17:35
18:10
19:20

영월ㆍ녹전
영월발 녹전발

07:30
08:50
09:40
11:30
13:20
14:20
15:40
17:20
19:05
20:10

08:40
12:30
17:35

영월ㆍ석항ㆍ녹전
영월발 녹전발

07:30
08:50
14:20
19:05

06:10
08:00
10:30
13:30
15:10
18:10
19:20

영월ㆍ옥동ㆍ녹전
영월발 녹전발

07:30
09:40
11:30
13:20
15:40
17:20
20:10

07:00
09:00
12:00
15:10
18:05

영월ㆍ쌍용
영월발 쌍용발

07:40
10:10
12:40
16:15
19:05

09:40
13:30

영월ㆍ한반도지형
영월발 한반도발

10:20
14:10

09:40
13:30

영월ㆍ선암마을
영월발 선암발

10:20
14:10

06:15
10:00
14:30
18:25

영월ㆍ주문리
영월발 주문리발

07:00
10:50
15:20
19:15

06:10
06:15
06:25
08:00
08:30
10:00
10:30
11:30
13:30
14:20
14:30
15:10
18:10
18:25
18:40
19:20

영월ㆍ김삿갓
영월발 김삿갓발

07:20
07:50
09:35
10:00
11:10
11:50
12:35
13:45
15:25
15:40
16:10
17:40
19:35
20:30

06:25
08:30
11:30
14:20
18:40

영월ㆍ김삿갓문학관
영월발 김삿갓문학관발

07:10
09:20
12:20
15:10
19:20

10:10
17:10

주천ㆍ운학ㆍ두산
주천발 두산발

10:40
17:40
운학3리
18:05

09:50
15:10
18:05

영월ㆍ후탄
영월발 후탄발

09:55
16:05
18:55

영월버스시간표(시내)

05:50
08:00
09:00
11:20
12:00
13:20
13:50
14:50
16:20
17:00
18:10
20:00

영월ㆍ마차
영월발 마차발

07:30
08:10
09:20
10:50
12:40
13:50
14:30
15:40
16:10
17:40
18:40
20:30

05:50
09:00
11:20
13:50
16:20

영월ㆍ미탄
영월발 미탄발

07:05
10:25
12:15
15:15
17:15

10:00
13:40
17:20

영월ㆍ법흥
영월발 법흥발

16:50
11:15
14:55
19:25

08:50
10:10
14:30
19:00

주천ㆍ도원ㆍ도천
주천발 도원발

07:05
09:05
11:10
18:30

08:00
09:20
12:10
18:10

주천ㆍ용석
주천발 용석발

08:20
09:50
12:40
18:30

06:20
06:30
08:00
09:00
10:30
12:00
13:30
15:00
17:00
18:00
19:10
20:10

영월ㆍ함백
영월발 함백발

07:10
07:50
08:50
10:00
11:20
13:00
14:20
16:00
18:00
19:00
20:00
21:00

16:30
09:30
14:10
17:55

영월ㆍ흥월리
영월발 흥원리발

07:00
19:55
14:35
18:25

08:00
17:00

영월ㆍ세골APT
영월발 세골발

06:40
13:20
18:10

영월ㆍ덕상
영월발 덕상발

07:20
14:10
19:25

07:00
08:20
09:20
12:20
14:20
16:20
19:25

내덕ㆍ상동
내덕발 상동발

07:20
08:40
10:10
12:40
15:00
16:40
19:45

18:00
14:00
16:00
19:05

녹전ㆍ상동
녹전발 상동발

07:20
12:40
15:00
16:40

15:10
18:10

영월ㆍ상동
영월발 상동발

15:00
16:40

06:10
04:30
19:35

영월ㆍ직동
영월발 직동발

07:10
18:45

05:50
09:00
13:50

영월ㆍ마하
영월발 마하발

06:50
10:10
15:00

16;20

영월ㆍ황둔
영월발 황둔발

17:20

08:00
16:50

영월ㆍ속골
영월발 속골발

18:15
17:00

12:20
17:00

영월ㆍ평창
영월발 평창발

13:10
18:05

06:40
08:00
14:50
18:10

영월ㆍ공기
영월발 공기발

07:40
08:55
15:45
19:05

07:15
08:30
10:00
11:20
13:40
16:20
17:20
19:00

영월ㆍ주천
영월발 주천발

07:20
19:20
11:20
11:40
13:00
15:20
18:40
19:50

청 송
영 양

봉 화
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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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은 경상도에, 또 한발은 강원도에. 

온갖 나무와 새들과 벗하고 보니 인간세

상 어디인가. 백두대간 한 자락을 벗하

면서 무심무심 걷다보면 하루 해가 훌쩍 

넘어간다. 삼도봉, 어래산, 선달산은 한

가히 쉬자는데 발걸음은 자꾸만 재촉한

다. 고갯마루의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는 마루금길 양끝 모두 1시간 이상 산오

르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길.

■세부코스

 상운사 → 늦은목이 옹달샘 

 → 선달산 → 어래산 → 곱돌령

 → 김삿갓문학관

■거리 : 15.4 km      

■소요시간 : 7~8 시간   

■구간난이도 : 최상

■문의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033-374-6830

마루금길

11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11길

어래산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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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상운사(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생달길 354-65)

ㆍ종점: 김삿갓문학관(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버스이용
ㆍ순방향 [김삿갓문학관→영월방면]    

07:10 12:20 19:20

09:20 15:10

ㆍ순방향 환승 [영월→태백방면]

08:00 14:15 18:25 21:40

08:40 15:20 18:50 22:15

10:10 16:20 19:40

12:40 17:00 19:45

ㆍ순방향 환승 [태백→봉화방면]

07:00 10:45 14:45 19:10

08:35 11:45 16:00

09:40 12:45 18:25

ㆍ순방향 환승 [봉화→생달마을방면]

07:30 14:10

※운행요금: 23,550원                  봉화터미널: 054-673-4400   

   태백터미널: 033-552-6653       영월터미널: 033-374-2451

●택시이용
ㆍ영월콜택시: (033)375-8282 ㆍ영월택시: (033)375-6200

ㆍ영월개인택시: (033)375-7474

ㆍ역방향 [생달마을→봉화방면]

08:00 14:40

ㆍ역방향 환승 [봉화→태백방면]

08:45 13:25 18:05

09:15 15:05 19:40

11:15 16:15 22:00

12:05 17:10

ㆍ역방향 환승 [태백→영월방면]

07:30 10:20 13:00 15:35

08:00 11:00 14:30 17:20

09:20 11:50 15:15 18:10

ㆍ역방향 환승 [영월→김삿갓면방면]

06:25 11:30 18:40

08:30 14:20

11길의 높낮이 ▶총길이 15.4km(7~8시간)

거리(km)

높이(m) 1300

1100

900

700

500

300
2468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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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늦은목이 입구구간

 위치: 시점인근

앞으로의 힘든 산오름길을 준비한

다는 마음으로 자연이 만들어준 돌

계단을 오르면서 서서히 준비운동

을 하는 구간이다.

③ 선달산

 위치: 시점으로부터 2.6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45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과 경상북

도 봉화군 물야면 및 영주시 부석면

에 걸쳐 있는 산이다. 높이 1,236m.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으로 북쪽에 

매봉산(梅峰山, 1,268m), 서쪽에 어

래산(御來山, 1,064m)·형제봉(兄

弟峰, 1,178m), 남쪽에 봉황산(鳳凰

山, 819m), 동쪽에 옥석산(玉石山, 

1,232m) 등이 솟아 있다. 북쪽과 동

쪽은 산세가 험한 편이고, 서쪽과 남

쪽은 비교적 험하지 않아 계곡이 넓

② 늦은목이옹달샘

 위치: 시점으로부터 0.9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30분

늦은목이 옹달샘은 내성천 109.5km

의 발원지로서 봉화군과 영주시와 

예천군을 지나 문경시 영순면 달지

리에서 낙동강과 합류 한다

상운사

⑤김삿갓문학관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④어래산
(1,064m)

곱돌령

③선달산
(1,236m)

①늦은목이입구
②늦은목옹달샘

회암봉

곰봉삼거리

954고지

종점

시점

소 백 산 국 립 공 원

소 백 산 국 립 공 원

탈출로

탈
출
로

인생이나 모든 드라마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나서야 그로

인한 결과물이 더욱 빛난다. 외씨버선길의 열한번째 구간인 이 [마루금

길]이 외씨버선길의 완주라는 여정을 진행하는데 길벗들에게 가장 큰 

역경이 아닐까 싶다. 봉화와 영월을 이어주는 이길은 외씨버선길 전체

구간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험하며, 가장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니 

말이다. 

도보여행의 시초인 스페인 [산티아고길]의 첫 구간에서도 마루금길과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다. 각자의 목적과 소망을 담고 산티아고길의 여

정에 오른이들은 첫날 고도 1,400m의 피레네산맥을 만나게 된다. 날씨

가 허락하지 않거나,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그 길을 열어주지 조차 않는 

이 구간을 걸으면서 자연의 웅대함과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

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된다. 

또 출발전의 들떠있던 마음들은 점차 높아지는 고도에 가쁜 숨소리로 

점차 가라앉게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남은 여정을 좀더 겸손한 발걸음

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마루금길]도 이와 같다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외씨버선길들과는 다른 

이 길에서 그간의 여정을 진행했다는 자만과 조금 빨리가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정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 진행한다면 출발하기전

의 자신과 조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자연촌락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북쪽으로 흐르는 수계 (水系)는 외

용리의 기전마을에서 옥동천(玉洞

川)으로 흘러들고, 남서쪽 기슭에서 

발원한 수계는 남대천(南大川)을 이

루면서 북쪽으로 흘러 골어귀 마을

에서 옥동천으로 흘러든다. 남쪽 사

면으로 흐르는 수계는 남쪽으로 흘

러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乃城川)

으로 흘러든다.

11길 - 마루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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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길 - 마루금길

④ 어래산

위치: 시점으로부터 8.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과 경북 영

주시 부석면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이에 있는 산이다(고도：1,064m). 

소백산맥에 딸린 산으로 남북 2봉

으로 나뉘는데, 정상은 둔봉(鈍峰)

이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관아

의 서쪽 58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

다. 북쪽 기슭 일대에는 남한강의 

지류인 옥동천이, 남쪽 사면 일대에

는 마흘천이 흐른다. 남동쪽 5㎞ 부

근에 선달산이 있다. 산자락에 강원

도·충청도·경상도의 접경이고 전

나무(檜木)가 많아 ‘젖동개(檜洞)’라

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젖동개는 

전동개에서 변한 말이다. 산의 줄기

에는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

의 삼도가 접하는 접경 지역이므로 

삼도봉(三道峯)이라 부르는 봉우리

가 있다.

⑤ 김삿갓문학관

 위치: 시점으로부터 15.4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7t시간30분

삿갓 형상의 지붕을 얹은 김삿갓 문

학관 앞 광장에는 그의 동상과 시, 그

리고 그에 어울리는 타일 그림을 볼 

수 있다. 2003년 10월에 개관한 문학

관에는 김삿갓 관련 연구 자료와 유

물, 서적 등을 비롯해 주거지 복원 모

형과 가계도, 김삿갓이 착용하고 다

닌 신발과 삿갓 등이 전시되어 있다. 

상운사

⑤김삿갓문학관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④어래산
(1,064m)

곱돌령

③선달산
(1,236m)

①늦은목이입구
②늦은목옹달샘

회암봉

곰봉삼거리

954고지

종점

시점

소 백 산 국 립 공 원

소 백 산 국 립 공 원

탈출로

탈
출
로

마루금길은 해발 1,000고지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농

선코스로 거리는 15.4km에 7~8시간정도가 소요되

는 최상 난이도의 구간입니다.

소백산국립공원의 능선길로 이루어져 있는 마루금길

은 중간에 식수를 구하거나 식사를 할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출발전에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4월까지의 동절기에는 구간 중간중간 눈

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마루금길

을 종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계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붓으로 써내려간 김삿갓의 친필도

를 볼 수 있다. 문학관 앞에는 영월

군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고사리 같은 산나물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

※필수장비

 -5월~10월 : 기본산행장비(경산등화, 등산복, 스틱, 배낭등)

 -11월~4월 : 동계산행장비(중등산화, 등산복, 스패츠, 아이젠, 장갑등)

마루금길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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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금길은 소백산국립공원의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구간특성상 종점인 
김삿갓문학관까지 진행중간에 음료나 식사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출발전 미리 도시락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행중간 
위급상황 발생시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의 위치와 계절별 특이사항등을 
미리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숙 / 소

 숙 / 소

1. 노루목상회 식당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3

 033-374-2738

옻닭 45,000 / 한방토종닭 40,000

오리로스 40,000

2. 해선식당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11

 033-374-1881

민물매운탕 30,000 / 한방토종닭 40,000

곤드레밥 7,000

시점-생달마을권역

종점-김삿갓문학관권역

11길

11길

10길의 종점이자 11길의 시점인 상운사로부터 2km떨어진 지점으로 10길 진행중 

물야저수지를 지나면 만나게 되는 전원마을이다.

펜션 및 민박형태의 다양한 숙소가 모여있어서 10길 탐방일정을 마무리하거나 11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장을 풀 수 있는 가장 인접한 곳이다. 10길에서 11길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는 길벗들은 종점까지 진행하지 말고 이 곳에서 마무리 후 진

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숙박업소에따라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있으나 사전에 확인이나 예약이 필

요한 곳도 있다.

11길의 종점이자 12길의 시점인 김삿갓문학관부터 12길의 중간지점인 곡동교까

지 이어지는 김삿갓계곡을 중심으로 발전한 관광단지이다. 주변에 김삿갓묘와 생

가등의 유적지와 식사와 민박이 가능한 다양한 업체들이 모여있다. 또한 외씨버

선길 영월객주가 김삿갓문학관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씨버선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기념품등을 구입할 수 있다.

1. 마라톤하우스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생달길 246-103

 011-350-6369

2. 산골쉼터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생달길 340

 010-5309-5688 / 070-4122-9183

3. 선계산방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생달길 346-31

 010-4145-7122

6. 너럭바위펜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김삿갓로 209

 033-374-7243

 www.kimsatkat.com

 객실수 7실, 4~12만원

7. 노루목상회 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3

 033-374-2738

8. 우디밸리펜션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28-3

 033-374-9666

 객실수 17실

 www.wdvalley.com

4. 선달산민박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생달길 246-31

 054-672-6587

5. 주목산장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생달길 352

 010-3538-2140 / 010-8885-1141

9. 청기와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9

 033-374-9226

10. 해선식당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11

 033-374-1881

11길 - 식당 & 숙소

※12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176p 참고)

종점11길



 

방랑시인 김삿갓의 행적을 따라 자연

을 벗하며 걷다보면 누구나 시인이 되

고, 길 속의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를 체험 할 수 있는 길.  

■세부코스

 김삿갓묘 → 조선민화박물관 

 → 김삿갓계곡 

 → 묵산미술관&든돌 → 메기못 

 → 가랭이봉 → 김삿갓면사무소

■거리 : 12.4 km      

■소요시간 : 4~5 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033-374-6830

김삿갓문학길

12길

12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김삿갓계곡



168 외씨버선길 가이드북 영 월  169 

■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김삿갓문학관(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ㆍ종점: 김삿갓면사무소(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장터길 36)

●버스이용
ㆍ순방향 [김삿갓면사무소→문학관방면]    

※운행요금: 1,400원 

●택시이용
ㆍ영월콜택시: (033)375-8282 ㆍ영월택시: (033)375-6200

ㆍ영월개인택시: (033)375-7474

ㆍ역방향 [김삿갓문학관→면사무소방면]

12길의 높낮이 ▶총길이 12.4km(4~5시간)

거리(km)

높이(m) 450

400

350

300

250

200
24681012

06:50 08:55 11:55

14:45 19:05

07:10 12:20 19:20

09: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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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삿갓묘역

 위치: 시점인근

시선(詩仙) 난고 김삿갓의 묘는 버

드나무 가지에 지은 꾀꼬리집 형상

의 명당으로 안동 김씨 대종희 휴

암공파 회장인 김천한(金天漢)씨가 

비석을 세웠다. 매년 시제를 지내고 

있으며, 김삿갓문화큰잔치가 열리

고 있다

② 물레방아

 위치: 시점으로부터 3.0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45분

곡식을 방아질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지만 크기가 커서 멀리서도 알아

볼 수 있게되어 있어 길을 진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포인트. 물레방

아 옆에 잠시 목을 축이고 갈 수 있

는 약수터가 있다.

③ 조선민화박물관

위치: 시점으로부터 0.8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민화전문 시립박물관 (2000.7 개관, 

3,500여점 소장)으로 어해도와 화

조도, 까치와 호랑이등의 작품을 상

시전시 및 특별전시도 병행하고 있

으며 19세 미만 출입금지인 2층 춘

화방이 유명(250여 점)하다. 박물관 

주변에는 야생화 공원과 분재소공

원, 조선시대 고가구 전시공간이 마

련되어 있으며 민화부채 만들기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물레방아앞 다리를 건너서 도로를 따라 

김삿갓문학관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함.

김삿갓문학관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지름길

종점

시점

③조선민화
박물관

②물레방아

④꽃비농원

⑤든돌
⑥묵산미술관

김삿갓주막

⑨가랭이봉등산로입구

⑩지르네

곡동교

와석1리마을회관

와석
송어장

⑦메기못
⑧가랭이봉

김삿갓면사무소

김
삿
갓
계
곡

①김삿갓묘역

12길인 [김삿갓문학길]은 외씨버선길중에서도 가장 찾는이가 많은 길중 

하나이다. 중간중간 마을 뒷산을 오르는 정도의 오르막이 있긴하지만 

대부분 평탄한 마을길과 계곡옆 숲길로 이루어져 있고, 박물관의 고을

인 영월의 길답게 중간중간 들러볼 수 있는 박물관들도 산재해있어 가

족과 함께 찾는 길벗이 많은 길이기도 하다.

 [김삿갓문학길]의 초반길은 조선후기의 방랑시인이자 사회에 대한 비

판·풍자적 내용을 이야기한 민중시인으로써 유명한 김삿갓(난고 김병

연)이 실제로 걸어다녔던 옛길을 복원하여 그의 시속에 담긴 정취를 한

껏 느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김삿갓이 생전에 [무릉계]라 칭했다는 김삿갓계곡의 물소리를 따라 걷

다보면 신선의 세상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 누구나 시

인이 될 수 있을것만 같다.

12길 - 김삿갓문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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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묵산미술관

위치: 시점으로부터 6.1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40분

현대회화 및 고서화, 세계 30여국

의 아동그림, 폭넓은 미술관련자료

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획전시관, 세

계어린이미술관, 미술체험관, 가족체

험관, 고미술전시관, 야외음악당 등

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해설사도 상

시 대기하고 있다.
※든골마을길이 끝나고 도로와 만나는 지점 

정면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면 된다.

김삿갓문학관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지름길

종점

시점

③조선민화
박물관

②물레방아

④꽃비농원

⑤든돌
⑥묵산미술관

김삿갓주막

⑨가랭이봉등산로입구

⑩지르네

곡동교

와석1리마을회관

와석
송어장

⑦메기못⑧가랭이봉
김삿갓면사무소

김
삿
갓
계
곡

①김삿갓묘역

④ 꽃비농원

위치: 시점으로부터 4.1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김삿갓계곡옆 숲길을 잠시 벗어나 

삿갓교를 건너 건너편 계곡길로 접

어드는 길이다. 차량이 통행하는 교

량을 건너야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

의하여야 한다.

⑤ 목교~든골마을구간

위치: 시점으로부터 4.1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기존 주민들이 만든 통나무다리가 

길벗들의 안전을 위해 튼튼한 다리

로 변경되었다. 계곡옆 숲길을 따라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오르막에서

는 잠시 땀이 흐르겠지만, 곧 만나

게되는 산골마을의 정취에 빠져서 

내려오는 마을길에 땀은 식고 마음

마저 편안해진다.

12길 - 김삿갓문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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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문학관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지름길

종점

시점

③조선민화
박물관

②물레방아

④꽃비농원

⑤든돌
⑥묵산미술관

김삿갓주막

⑨가랭이봉등산로입구
⑩지르네

곡동교

와석1리마을회관

와석
송어장

⑦메기못⑧가랭이봉
김삿갓면사무소

김
삿
갓
계
곡

①김삿갓묘역

⑦ 메기못

 위치: 시점으로부터 8.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2시간30분

이 메기 못에는 메기가 낮에는 못 바

닥 속에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 놀

곤 한다는 전설이 있어서 마을사람

⑧ 가랭이봉

위치:시점으로부터 8.8km

 소요시간:시점으로부터 약2시간40분

와석송어장을 지나면 만나게되는 

숲길구간이다. 옛길을 주민들이 직

접 복원했다고 한다. 옥동천이 보이

는 절벽위를 지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⑨ 가랭이봉등산로입구

위치: 시점으로부터 9.4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가랭이봉 절벽길구간이 끝나면 만

나게되는 갈림길이다. 정식구간은 

가랑이봉등산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지만 경사가 조금 있는 등산로가 

부담스럽다면 [지르네]라고 표시된 

지름길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⑩ 지르네

위치: 시점으로부터 9.7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3시간10분

가랑이봉등산로입구에서 지름길을 

택했을 때 만나게 되는 길이다.

우천시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때

는 잠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일 

들은 이곳을 ‘메기못’이라 부르고 

있다. 

요즘도 메기 못에는 큰 샘물이 솟아 

나오고 있고, 큰메기의 새끼가 있다

고 전해지고 있으며, 낚시꾼들의 흔

적과 마을사람들이 관리보호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날씨를 고려하여 사전에 객주(안내

센터)등에 지름길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길 - 김삿갓문학길

김삿갓계곡이 옥동천과 만나게 되는 곡동교까지 걸었다면, [김삿갓문학

길]의 후반구간이 시작된다. 종점인 김삿갓면무소 근방까지 간식이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인근의 매점이나 식당에

서 잠시 쉬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신선세계의 여운을 즐겨보는 것이 좋

다. 짧은 휴식을 즐겼다면 옥동천 옆으로 자리잡은 와석1리 마을을 지나 

옛 주민들이 생활을 위해 수도 없이 지나다녔을 가랑이봉 숲길을 걷게

된다. 오래된 길을 복원한것이니 만큼 길 자체는 안전하지만, 옥동천이 

내려다 보이는 일부 절벽구간에서는 개개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평소

보다 조금 늦은 걸음이 필요하다. 옛길 복원구간이 끝나면 등산로를 이

용하는 원래길과 사시사철 다른모습을 보여주는 ‘지르네’를 건너가는 지

름길을 선택하는 이정표를 만나게 된다. 지름길은 날씨나 옥동천수위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영월

객주에 문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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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길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김삿갓유적지에서 출발하여 김삿갓면소재지
까지 이어지는 길이여서 중간중간 많은 숙박시설과 식당들이 산재하여 있
기 때문에, 그 어느 길을 걸을때보다 가벼운 준비로 길을 떠날 수 있다, 주 
메뉴는 영월의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옛 주막을 
형상화한 곳도 운영되고 있다.
여름휴가철등 사람이 많이 찾는 시기에는 숙소를 구하기 힘들 수 있기 때
문에 가격이나 예약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식 / 당

 식 / 당
 숙 / 소

 숙 / 소

 숙 / 소

1. 김삿갓주막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676

 033-374-3765

오리훈제산채전골 40,000

민물매운탕 40,000 / 곤드레밥 7,000

2. 김삿갓휴게소 식당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2150

 033-374-9590

약초어탕 6,000

오리훈제야채,음 45,000

객실수 160석

3. 와석송어장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두릉골길 32-2

 033-374-9361

송어회, 향어회, 오리훈제

객실수 620석

4. 부부식당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장터길 24

 033-372-9034

김치찌개, 두부찌개, 청국장, 백숙, 

닭도리탕

객실수 50석

5. 옥동송어장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547

 033-372-1155

송어회, 송어육회, 회덮밥

객실수 450석

진행중지역-김삿갓계곡 권역

진행중지역

종점-김삿갓면권역

12길

12길

12길

영월의 주요관광지인 김삿갓계곡을 따라 많은 민박·펜션시설들이 조성되어 있

다. 업체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이 차이날 수 있으며, 여름휴가철등의 사

람이 많이 찾는 시기에는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구간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구간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주네펜션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676-15

 033-374-3765

 www.satgat.kr

2. 구름에 달가듯이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497-51

 010-4311-3740

 www.구름에달가듯이.com

3. 구름정원펜션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698-73

 033-375-0244

 www.cloudgarden.net

8. 김삿갓기사식당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2102

 033-374-9224

9. 김삿갓휴게소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2150

 070-8879-2150

10. 마당바위 황토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버드나무길 6-31

 033-372-0606

 www.madangbawi.kr

4. 묵산미술관펜션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697-6

 033-374-7249

객실수 6실

5. 참애펜션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450

 033-375-8555

 www.chamae.com

6. 칠부자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면 656

 033-374-6714

7. 프레임하우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면 731

 033-372-8888

framehouse.kr

12길 - 식당 & 숙소

※13길 시점부근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186p 참고)

종점12길



 

관풍헌가는길

13길 스템프 길마다 특색있는 스템프를 찍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13길

4백년 시간을 두고 김삿갓과 단종을 

만난다. 김삿갓은 무슨 이유로 단종의 

관풍헌을 찾았을까. 만났을까. 만만찮

은 길을 걸으면서 옛사람의 억척같은 

삶을 만난다.

■세부코스

 김삿갓면사무소 → 옥동교

 → 대야산성 → 각동교 

 → 고씨동굴등산로 

 → 대야산성 → 동지모독

 → 팔괴리카누마을

  → 팔괴교 → 관풍헌

■거리 : 23.6 km      

■소요시간 : 8~9시간   

■구간난이도 : 중

■문의

 경북북부연구원 054-683-9282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033-374-6830

남한강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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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안내

●자가용이용(네비게이션사용시)
ㆍ시점: 김삿갓면사무소(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장터길 36)

ㆍ종점: 관풍헌(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모전길 20-3)

●버스이용
ㆍ순방향 [영월→김삿갓면사무소방면]    

06:10 08:30 13:30 18:10

06:15 10:00 14:20 18:25

06:25 10:30 14:30 18:40

08:00 11:30 15:10 19:20

※운행요금: 1,900원    영월터미널: 033-374-2451

●택시이용
ㆍ영월콜택시: (033)375-8282 ㆍ영월택시: (033)375-6200

ㆍ영월개인택시: (033)375-7474

ㆍ역방향 [김삿갓면사무소→영월방면]

07:20 11:10 15:25 19:35

07:50 11:50 15:40 20:30

09:35 12:35 16:10

10:00 13:45 17:40

13길의 높낮이                       ▶총길이 23.6km(7~8시간)

거리(km)

높이(m)

3

600

500

400

300

200

100
69121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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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야산성

 위치: 시점으로부터 6.0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40분

돌로 축조한 테뫼식 산성(머리띠를 

두른 것처럼 산 정상부를 둘러 쌓은 

산성)으로,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

면 대야리 큰재(400.8m)정상에 있다. 

둘레는 약 400m, 높이는 4.5~5m 

정도로 현재는 붕괴되어 남쪽과 서

③ 산신바위

 위치: 시점으로부터 11.9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3시간30분

옛날 각동에서 흥월, 팔괴를 거쳐 영

월읍으로 가는 옛 길로써 우마차가 

다닐 정도의 대로였으며 화전민의 

삶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길이다. 옛 

길은 길론을 거쳐 사모개, 동지모둑, 

팔괴로 연결된다. 계곡에 장엄히 내

려앉은 이 바위는 길을 걸어가는 옛

사람들이 염원을 담아 돌을 던져서 

바위 위에 돌이 올라앉으면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하여 산신바위라 한

다. 무심한 바위 하나에도 의미를 정

하여 고단한 삶의 길에 잠깐의 여유

와 행복을 빌어본다.

② 가재골~각동교

 위치: 시점으로부터 9.2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2시간30분

산골마을인 가잿골에서 남한강 옆의 

고갯길을 따라 내려오는 길. 각동교

를 건너기전의 짧은 길은 차도옆으

로 진행하여야 함으로 안전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⑦관풍헌

김삿갓면사무소

⑥팔괴리카누마을

⑤동지모독

④고씨동굴등산로

길론마을

②각동교
③산신바위

옥동교옥동교

①대야산성

②가재골

팔괴교

종점

시점고씨동굴관광지

김삿갓이 단종을 만난다는 의미를 지닌 외씨버선길의 마지막 여정인 13

길 [관풍헌가는길]은 전체 길중 가장 긴 길이다. 그 길이만큼 영월의 여

러 가지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며, 여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면 오히려 짧게 느껴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삿갓면소재지부터 고씨동굴등산로의 선택경로까지의 갈림길이 있는 

초반길은 여정을 마무리전까지 마지막으로 길벗들에게 힘겨움을 안겨줄 

수 있는 길이다.

대야산성을 지나 고씨동굴등산로 갈림길까지 총 3번의 크고 작은 오르

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데 남은 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체력을 안배하

여야 한다.

13길 - 관풍헌가는길

쪽성벽 일부만 남아있다. 삼국시대 

남한강 뱃길을 지키기 위한 성으로 

온달성과 왕검성사이에 축조되었다. 

대야산성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물과 

어우러진 마을들이 한 폭의 그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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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씨동굴

천연기념물 제 219호

4억년의 신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고씨동굴은 임진왜란 당시 고씨가

족이 피난하였다하여 고씨동굴로 

불린다. 천연기념물 제219호로 지정

되어 석회동굴로써 다양한 지리적

유산을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영월의 주요관광지역이기도 

⑥ 팔괴리카누마을

 위치: 시점으로부터 11.9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3시간30분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태화산 자락

에 자리잡은 팔괴2리에 조성된 ‘태화

산카누마을’. 마을주민이 직접운영하

며, 레프팅과 다르게 잔잔한 물살에

서 초심자들도 잘 탈 수 있는 카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수칙

만 잘 지킨다면 독특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⑦ 관풍헌

 위치: 시점으로부터 23.6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6시간

관풍헌은 1392년에 건립된 영월 객

사의 동헌 건물로 지방 수령들이 

공사를 처리하던 건물이다. 1456년 

단종이 유배되었던 청령포에 홍수

가 나자 단종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단종은 관풍헌에 머물며 인

근의 자규루에 올라 자규사와 자규

시를 읊었다고 전해진다. 1457년 10

⑤ 동지모독

 위치: 시점으로부터 14.0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

깊은 산중인 이곳 동지모독에 화전

민들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한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고 집

터 주위에는 아직도 샘터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 이 물과 계곡을 근거

지로 생활도 하고 돌담을 쌓아 계

단식 다랭이논을 만들어 쌀농사를 

⑦관풍헌

김삿갓면사무소

⑥팔괴리카누마을

⑤동지모독

④고씨동굴등산로

길론마을

②각동교
③산신바위

옥동교옥동교

①대야산성

②가재골

팔괴교

종점

시점고씨동굴관광지

 외씨버선길이 주는 마지막 오르막이 끝나는 시점인 고씨동굴등산로 갈

림길에 도착하였다면 천연기념물 제219호이자 영월의 유명한 관광지

인 고씨동굴을 둘러보고 갈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고씨동굴까지의 길

이는 3km정도이니 왕복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자. 갈림길 이후의 길

은 천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과 마을길, 남한강변을 따라 걷는 강변길

로 구성되어 있다. 얼마남지 않은 여정을 아쉬워하며 끝나면 그리워하

게 될 주변의 풍경을 최대한 눈과 마음에 담으며 걷다보면 점차 익숙한 

풍경의 도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팔괴교를 지나 본격적인 영월읍 도심길로 접어들면 이제 모든 여정이 

마무리 된다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여정을 추억하며 또 다른 [다음]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13길 - 관풍헌가는길

하다. 관광지 답게 인근에 많은 식

당과 숙박시설들이 위치하여 긴 여

정중에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기 좋

다.

 위치: 고씨동굴등산로 갈림길로부터3.0km

 소요시간: 고씨동굴등산로 갈림길로부터 약 1시간 30분

월 24일 단종은 17세의 일기로 관풍

헌에서 사사되었다. 1971년 12월 16

일 강원도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

정되었다. 관풍헌은 정면 3칸, 측면 

3칸인 단층 맞배지붕 이익공집으

로, 치석된 한 단의 장대석으로 된 

기단 위에 선 이익공 두공을 장치하

고 전면 3칸에는 사분합의 띠살문

을 달았다. 관풍헌 객사 정문을 백

운루 또는 관풍루라고 부른다.

지었다 한다. 1970년대 화전민 이주

정책에 따라 모두 산 밑으로 소개되

면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

다. 텅빈 집터와 무성한 나무로 대

체된 계단식 다랭이논에서 옛날 화

전민들의 고단한 삶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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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길은 전체 길중 가장 긴 길이므로 이에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시점인 김삿갓면 소재지에서 출발하기전 충분히 준비하고 출발하는 것
을 추천드린다. 중간에는 선택경로인 고씨동굴관광지에 많은 식당과 매
점등의 편의시설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왕복 6km의 거리를 여정에 추
가하여야 하는 점을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숙 / 소

 숙 / 소

1. 고씨굴강원토속식당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1121-16

 033-372-9014

2. 구림식당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7

 033-372-9404

3. 나무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31-15

 033-373-3200

4. 대영매운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31-21

 033-372-2989

5. 민속촌식당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31-44

 033-372-2963

6. 산장식당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31-35

 033-372-9290

7. 초성가든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31-25

 033-372-2356

진행중지역-고씨동굴관광지권역

진행중지역

13길13길

13길

13길을 진행하던중 약 12.2km를 진행하면 나오는 고씨동굴 등산로에서 고씨동

굴방면으로 진행하면 만날 수 있는 관광지구이다. 외씨버선길에서 조금 우회하

여야 하긴 하지만 고씨동굴, 아프리카박물관등의 관광지와 식사와 숙박이 가능

한 많은 업체들이 밀집하여 있다. 여름철에는 동굴앞 남한강변에서 레프팅도 가

능하니 일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쯤 들려서 가시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길 진행중 지역 정보는 구간지도의 (iCon)표기로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씨굴펜션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65

 010-6802-9676

4. 김삿갓모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29

 033-372-0016 

1. 나들목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강변로 1462-23

 011-372-8383

5. 리버파크모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33

 033-372-6618

6. 산촌민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베리골길 231

 033-372-0161

13길 - 식당 & 숙소

2. 비탈길굽이돌아
강웡도 영월군 김삿갓면 강변로 1458-4

 033-372-6315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숙 / 소

진행중지역-카누마을권역13길

13길의 시점으로부터 16.3km를 걸으면 만날 수 있는 팔괴2리는 카누라는 체험프

로그램으로 특화된 곳이다. 남한강이 굽이치는 풍광으로 많은 펜션이나 민박집들

이 운영되고 있다.

7. 강건너하늘정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태화산로 142-44

 033-373-1110

8. 로그인펜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308

 033-375-2259

http://blog.naver.com/chouja1023

9. 별빛좋은펜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태화산로 183-75

 033-372-7777

10. 창펜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태화산로 141

 033-37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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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길은 전체 길중 가장 긴 길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시점인 김삿갓면 소재지에서 출발하기전 충분히 준비하고 출발하는 것
을 추천드린다. 중간에는 선택경로인 고씨동굴관광지에 많은 식당과 매
점등의 편의시설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왕복 6km의 거리를 여정에 추
가하여야 하는 점을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식당이나 숙소정보는 업소사정에 따라 내용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숙 / 소

11. 그린장여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시장길 60

 033-373-8361

12. 금호여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13-1

 033-374-2085

13. 나이스모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사지막길 160

 033-374-2821

14. 동강시스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22-7

 033-905-2000 

15. 동방모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22-7

 033-374-5375

16. 동아파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17-12

 033-373-4247

17. 로얄파크장여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길 1

 033-374-8101

http://blog.naver.com/chouja1023

18. 삼화여인숙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26

 033-374-4390

19. 서울여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90

 033-372-1234

13길 - 식당 & 숙소

20. 세종장여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109-10

 033-373-9316

21. 신라장여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리1길 3

 033-373-8771

22. 유성장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20

 033-373-2121

23. 이화장여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길 16

 033-374-8853

24. 창신여인숙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시장길 30

 033-374-2252

25. 코리아파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서부시장길 4

 033-372-2972

26. 퀸모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16

 033-373-9039

27. 테마모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12

 033-372-1550

※식당&숙소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식 / 당

8. 광천숯불구이막국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38

 033-373-1019

9. 낙원숯불갈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4

 033-374-7100

10. 대흥식당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26

 033-374-4390

11. 동강다슬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105

 033-374-2821

12. 삼정숯불갈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20

 033-373-2121

13. 설원칡냉면(하송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49

 033-374-9244

14. 어도횟집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56

 033-373-8675

15. 영월동강한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12

 033-372-1550

16. 우성식당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16

 033-373-9039

17. 장가네 보신탕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90

 033-372-1234

18. 장수마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5길 25

 033-374-1110

19. 평양냉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22-7

 033-374-5375

진행중지역-영월읍권역13길

13길의 종점이자 외씨버선길의 종착역인 관풍헌이 있는 영월읍소재지로서 외씨버

선길이 지나는 지역중 가장 번화한 곳이다. 버스 및 기차등 주요 교통시설과 모든 

편의시설이 밀집하여 있다. 영월군의 최고중심지 답게 외씨버선길과는 떨어져있지

만 가볼만한 영월군내 모든 지역으로 쉽게 갈 수 있으니 이곳에서 하루정도 더 머

물면서 보지 못한 영월의 다른 아름다움들도 느껴보면 좋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