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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의성까지  강릉에서 의성까지  

광주에서 의성까지  부산에서 의성까지  

대전에서 의성까지  대구에서 의성까지  

약 3시간 소요

약 3시간 소요

서울

서울

의성

의성

성장간선로

동서울종합터미널

광주원주
고속도로

의성시외버스터미널 하차

중앙
고속도로

약 3시간 소요

약 4시간 소요

강릉

강릉

의성

의성

영동
고속도로

정동진역

중앙
고속도로

의성역

당진영덕
고속도로

약 3시간 소요

광주 의성

광주대구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경북대로

약 2시간 30분 소요

약 3시간 소요

부산

부산

의성

의성

중앙
고속도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의성시외버스터미널 하차

경북대로

약 4시간 소요

부산 의성

약 2시간 소요

약 3시간 소요

대전

대전

의성

의성

경부
고속도로

대전복합터미널

당진영덕
고속도로

의성시외버스터미널 하차

의성IC

약 1시간 소요

약 1시간 소요

대구

대구

의성

의성

대구북부
시외버스터미널

경부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

의성시외버스터미널 하차

경북대로

찾아오시는 길

광주종합
터미널

동대구
터미널

의성시외
버스터미널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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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계계곡
누군가 깎아 세운 듯 아찔한 절벽.

그 사이 골짜기를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절경이 펼쳐진다.

고운사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하여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등지의 

사찰을 관할하고 있다.

금봉자연휴양림
깊은 산 골짜기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으로 

사계절 변하는 금봉산의 매력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산운마을
의성군 대감마을로 불리는 영천 이씨               집성촌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풍류와 운치를 느낄 수 있다.

사촌마을
마을 뒤로 문필봉이 늠름하고, 왼쪽은 좌산이, 

우측에는 사촌가로숲이 울창하다.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녹아있는 한적한 마을이다.

낙단보
일출과 일몰,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낙단보는 

강변을 달리는 자전거 길과 낙동강을 내려보는 

‘관수루’가 아름답다.

산운생태공원
청정한 공기가 온 몸을 감싸는 푸른 자연 속,

친환경적인 생태학습공원으로 사랑받는 곳이다.

조문국박물관
조문국 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조문국사적지
고대국가 조문국의 도읍지로 산책하듯 걸으며 

경덕왕릉, 고분전시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시원한 계곡물에서
놀아볼까??

으아! 공룡이다!!

(永川李氏)

의성탑리리오층석탑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석탑이지만 전체적인 

형태에서 벽돌 모양으로 쌓아 

올린 전탑과 목조 건축의 수법을 

동시에 보여주는 특이한 구조로 

초기 석탑 양식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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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화려한 고독을 만끽하고자,   

연인과 함께 가슴 떨리는 데이트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추억을 남기려고...

의성을 찾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더 아름다운 의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테마별추천코스
내마음내키는대로골라떠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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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별 추� 코스

<테마1>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힐링여행

<테마2>  눈과 입이 즐거운 별미여행

<테마3>  문화를 배우는 역사탐방여행

<테마4>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여행

<테마5>  봄, 여름, 가을, 겨울 색다른 포토여행

<테마6>  발길 닿는 곳곳 멋진 풍경 등산여행

<테마7>  향기따라 떠나는 꽃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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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여행 별미여행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눈과 입이 즐거운
테마1 테마2

사촌가로숲 단촌면(마늘닭)

빙계계곡

탑산약수온천

왜가리전통생태마을 고운사(사찰음식)

산운생태공원

산운마을

사촌마을

금봉자연휴양림

점곡면 단촌면

의성시장(닭발, 곰탕)

의성읍

춘산면

봉양면

마늘소먹거리타운(한우)

봉양면

안계시장(닭불고기, 추어탕)

안계면

낙단보(민물매운탕)

단밀면

신평면 단촌면

금성면

금성면(한우)

금성면

금성면

금성면(손칼국수)

금성면

점곡면

옥산면

자동차 40분 자동차 20분

자동차 30분 자동차 30분

자동차 20분

자동차 30분자동차 10분

자동차 10분 자동차 15분자동차 25분

자동차 10분

도보 5분

도보 5분 자동차 15분

012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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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여행문화를 배우는
테마3

조문국박물관 금성산고분군

금성면

대곡사

다인면

지장사

안사면

정수사

구천면

관덕동삼층석탑

단촌면

금성면

최치원문학관

단촌면

고운사

단촌면

문익점면작기념비

빙산사지오층석탑

춘산면

금성면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금성면

탑리리오층석탑

금성면

만장사비안향교

비안면안계면

의성향교

의성읍

자동차 5분도보 5분

자동차 25분자동차 20분 자동차 30분

자동차 10분

자동차 20분자동차 30분

자동차 40분

자동차 35분

자동차 40분자동차 40분 자동차 20분 자동차 25분

도보 5분

옥련사

안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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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여행가족과 함께하는
테마4

가람솔
(식초드레싱·소스만들기체험)

모흥황토마을
(사과따기·메뚜기잡기체험)

구천면

(주)들길
(목공예만들기체험)

춘산면

의성토종마늘마을
(마늘쫑뽑기·사과따기체험)

춘산면

민산정
(한옥숙박체험)

점곡면

구천면

천등산농원
(블루베리수확체험)

태양마을
(다도·국궁체험)

교촌농촌체험마을
(농산물수확·전통놀이체험)

안평면

안계면

안계면

운곡농촌체험마을
(마늘수확체험)

지당들
(장아찌담기·산수유강정만들기체험)

금성면춘산면

숲속체험마을
(음악·도자기체험)

의성읍

제월아트체험센터
(도자기·한지체험)

한국애플리즈
(사과따기·와인만들기체험)

의성읍단촌면

만경촌
(전통놀이·농촌체험)

단밀면

의성마늘체험관
(짱아찌·피자·바게뜨 만들기)

의성읍

자동차 5분자동차 20분

자동차 5분 자동차 35분 자동차 10분

자동차 15분

자동차 20분

자동차 5분 자동차 15분 자동차 20분

자동차 30분자동차 15분 자동차 15분

자동차 10분

(사과따기·와인만들기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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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여행봄, 여름, 가을, 겨울 색다른
테마5

가음저수지(벚꽃)

조문국물놀이장

사촌가로숲

금성산고분군(설원)

산수유마을(산수유꽃)

빙계계곡

고운사 천년솔숲길

의성컬링센터

금성산고분군(작약꽃)

낙단보(야경)

금봉지

달빛공원

가음면

금성면

점곡면

금성면

사곡면

춘산면

단촌면

의성읍

금성면

단밀면

옥산면

사곡면

여름

봄

가을

겨울

자동차 10분

자동차 1시간

자동차 15분

자동차 20분

자동차 15분

자동차 15분

자동차 25분

자동차 20분

포토여행

3~4월 4월

8월

5월

등산여행발길 닿는 곳곳 멋진 풍경
테마6

만경산

오토산

비봉산

구봉산

둔덕산

청화산

금성산, 비봉산

단밀면

의성읍

갈라산

단촌면

금봉산

옥산면

다인면

의성읍

의성읍

구천면

금성면

자동차 35분

자동차 30분 자동차 55분자동차 10분

자동차 30분자동차 10분 자동차 40분

자동차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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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여행향기따라 떠나는
테마7

산수유마을(산수유꽃) 가음저수지(벚꽃)

사곡면 3~4월 4월

금성산고분군(작약꽃)

5월금성면

금성복숭아마을(복숭아꽃)

4월금성면

봉양자두마을(자두꽃)

4월봉양면

벼락지(연꽃)

8월단북면

가음면

자동차 15분

자동차 15분 자동차 25분

자동차 10분

자동차 10분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가더라도

발길을 멈추는 곳마다

다른 모습의 의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당신만의 의성을 선물합니다.

일정별추천코스
날짜부터시간까지꼼꼼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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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사촌리 가로숲은 사촌마을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인공숲이라는 사실!

짧고 굵은 의성 핵심관광

고운사 사촌마을

조문국박물관

사촌가로숲

산운생태공원

am 09 : 00 am 10 : 00

pm 03 : 00

금성산고분군
pm 05 : 00

am 11 : 00

pm 02 : 00

낙단보 귀가
pm 07 : 00 pm 08 : 00

하루 추천코스



자동차 15분



도보 5분



자동차 50분







자동차 10분



도보 5분



자동차 45분

의성 구석구석 탐방여행 1

Day 1

낙단보
am 09 : 00

토속어류산업화센터
am 11 : 00

사촌마을
pm 03:30 

금봉자연휴양림
pm 05:00 

고운사
pm 12:30 

최치원문학관
pm 2:00 

출발


자동차 35분



차로 약 25분









자동차 5분



자동차20분



자동차 45분

금봉자연휴양림 내에는 산림 휴양관, 

복합 수련관, 숲속의 집, 통나무 산막과 

다양한 숲속체험을 제공하는 야영 데크, 

캠프파이어장, 샤워장, 취사장 등이 있어요~ 

비수기(10월 ~ 익년 5월)에는 사용료가 

30% 감면되지만 금•토•공휴일 제외돼요.

금봉자연휴양림은 어떤 곳인가요?

1박 2일 추천코스

022 023



Day 2

금봉자연휴양림
am 10 : 00

빙계계곡
am 10: 30

산운마을
pm 03:00 

금성산고분군
pm 04:00 

조문국물놀이장
pm 04:30 

상상놀이터
pm 05:00 

조문국박물관
pm 05:30 

산운생태공원
pm 02:00 



자동차 30분



도보 3분



도보 3분



도보 3분 귀가









도보 5분



자동차 10분



자동차 10분

의성 구석구석 탐방여행 2

Day 1

대곡사
am 09 : 00

벼락지
am 11 : 00

토속어류산업화센터
pm 03:30 

탑산약수온천
pm 05:00 

낙단보
pm 12:30 

출발


자동차 25분



자동차 10분









자동차 35분



자동차 15분

2박 3일 추천코스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게르마늄 약수 온천으로 

지상5층의 건물에 유황 탄산탕, 온탕, 중탕 등이 있는 

대온천탕이 있으며, 황토 바이오 사우나, 한방 습식 

사우나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객실 

이용시 무료온천욕 쿠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탑산약수온천 홈페이지 : www.topsanspa.com

탑산약수온천은 어떤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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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탑산약수온천
am 10 : 00

한국애플리즈
am 11 : 00

사촌마을
pm 03:30 

고운사
pm 05:00 

사촌가로숲
pm 02:30 



자동차 35분



자동차 15분









도보 5분



자동차 45분

의성 고운사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일상 생활을 체험하고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와 수행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고운사 홈페이지 : www.gounsa.net

고운사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나요?

Day 3

고운사
am 10 : 00

최치원문학관
am 09 : 00

의성전통시장
am 10 : 30

조문국박물관
pm 03:30 

금성산고분군
pm 04:30 

산운마을
pm 06:00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pm 02:00 



자동차 5분



자동차 30분



도보 5분



자동차 15분 귀가









자동차 5분



자동차 15분

026 027



의성의 유명한 관광지는 오밀조밀 다 모였다!

조문국박물관에서 의성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고, 빙계

계곡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으며, 봄이 되면 산수유마을

에 만발한 산수유꽃도 눈에 담을 수 있다. 한국애플리즈 등에

서의 다양한 체험활동은 덤이다. 

의성 동부권

의성 동부권 여행,
우리만 따라오라구!

동부권

의성 동부권 여행,
우리만 따라오라구

여기가 

의성 동부구나!

의성 

028 029



Tourist Map
Guide

Tourist Map
Guide

Tourist MapTourist Map
Guide

금성고등학교금성고등학교

탑리2리
노인회관

금성산

탑리리

산운리

학미리

대리리

명덕리

초전리

1

2

3

4

5

6

7

금성여자상업금성여자상업
고등학교고등학교

탑리역

탑리우체국탑리우체국

금성면사무소금성면사무소금성면사무소

금성초등학교금성초등학교

성심요양원성심요양원성심요양원성심요양원성심요양원성심요양원

동부권 추천코스A동부권 추천코스A
Best Tour

자~
신나게 출발해볼까?

도보 5분 ▼ 자동차 5분

▼ 도보 5분 ▼ 도보 5분

▼ 자동차 5분

▼ 자동차 10분

의성의 역사와 문화

조문국박물관

COURSE

1

국보 제77호

탑리리오층석탑

COURSE

5

경상북도기념물 제128호

금성산고분군

COURSE

2

금성산 수정계곡 아래 구름이 감도는

산운마을

COURSE

6

이 땅에 목화를 퍼뜨리다

문익점면작기념비

COURSE

3

전통과 미래가 살아숨쉬는 곳

산운생태공원

COURSE

7

천연기념물 제373호

제오리공룡
발자국화석

COURSE

4

030 031



의성 지역은 고대국가 조문국이 존재한 지역이며 박물관이 조성된 인근의 374기(基) 고분에서 다양한

관련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조문국 및 의성 지역의 역사와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전시, 

보존하기 위하여 조문국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의성의 역사와 문화

조문국박물관
Uiseong Jomunguk Museum

2013년 3월 개관한 조문국박물관은 의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형상

화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실, 어린

이체험실, 야외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의 어린이 체험실은 

어린이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춰 유물 찾기와 정리·복원을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실내 고고 발굴 공간으로 기획되었고, 2층의 

상설 전시장에는 역사의 빛, 의성인의 유래, 환경 변화에 따른 의성인

의 생활사, 조문국의 성립과 멸망, 의성 사람들의 찬란한 문화유산 등

으로 구성되었다. 3층의 기획 전시실은 특별전 전시공간, 야외전시장

은 미로정원, 도자기정원, 공룡놀이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의성의 역사와
문화가 한곳에!

의성군 금성면 초전1길 83 

조문국박물관 T. 054)830-6909 / F. 054)830-6915

http://jmgmuseum.usc.go.kr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개장시기 : 7월~8월>

수영장 수면이 낮고 난장이놀이터 및 미

끄럼틀, 분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어

린이를 위한 물놀이장이다.

상상놀이터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유물발굴 

및 공룡화석발굴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

으며 정글짐, 그물놀이기구가 설치되어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

한 2, 3층엔 카페, 옥상정원 등 쉼터로서

도 이용도 가능하다. 

조문국박물관 금성산고분군 문익점면작기념비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탑리리오층석탑 산운마을 산운생태공원

1 2 3 4 5 6 7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느껴보세요!

의성의 역사와
문화가 한곳에

032 033032 033



금성산 주변에 374기(基)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삼한시대 국가였던 조문국의 도읍지인 이 곳은 신라 벌휴

왕(伐休王) 2년(서기 185년)에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 되었다는 ‘삼국사기 (三國史記)’의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의성지역 지방세력의 사회구조 및 신라와의 관계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지름 15~19m, 높이 3~4m의 대형분과 지름 10~15m, 높이 2~4m의 중형분, 지름 10m 미만의 소

형분이 고루 밀집되었으며, 원형봉토분이 대부분이다. 1960년 국립중앙박물관이, 1965년 경희대학

교 박물관이 발굴·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성토의 모양은 봉구를 중심으로 수평단축 상태로 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봉구를 조성하는 데 사용된 흙은 순수한 점토로서 그 양 또한 매우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사용된 흙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나는 흙과 색깔이 달라 다른 지역에서 운반해왔을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막대한 노동력이 동원되었을 이 고분군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통치자

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이 일대가 밭으로 개간되면서 봉분이 파괴되거나 도굴로 훼손되는 

까닭에, 고분이 분포된 넓이 296,825㎡의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경상북도기념물 제128호

금성산고분군
Cluster of ancient tombs on Geumseongsan Mountain in Uiseong

옛날 조문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경덕왕릉

형식이 전통적인 고분으로서 봉 아래 화강석 비석과 상석이 있

다. 능의 둘레가 74m, 높이가 8m이며 능의 정면에는 가로 42㎝, 

세로 22㎝, 높이 1.6m의 비석이 서있다. 1725년(영조 원년) 현

령 이우신이 경덕왕릉을 증축하고 하마비 등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왕릉제사를 지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고, 그

후 경덕왕릉보존회가 구성되어 다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조문국박물관 금성산고분군 문익점면작기념비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탑리리오층석탑 산운마을 산운생태공원

1 2 3 4 5 6 7

형식이 전통적인 고분으로서 봉 아래 화강석 비석과 상석이 있

다. 능의 둘레가 74m, 높이가 8m이며 능의 정면에는 가로 42㎝, 

세로 22㎝, 높이 1.6m의 비석이 서있다. 1725년(영조 원년) 현

령 이우신이 경덕왕릉을 증축하고 하마비 등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왕릉제사를 지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고, 그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378-1

T. 054)830-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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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73호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Fossilized dinosaur footprints in Jeo-ri, Uiseong 

조선 태종 때 의성 현령으로 재직했던 문익점의 손자 문승로가 의성 땅에 목화씨를 파종한 것을 기념

하여 세웠다. 건립 시기는 1935년이다.

천연기념물 제373호. 1987년 관내 지방도로 확장공사 때 발견

되었다. 이 공룡발자국은 중생대 백악기(白堊紀) 애프트절(Aptian 

Age)∼앨브절(Albian Age) 사이의 약 1억15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경상계(慶尙系) 하양층군(河陽層群) 사곡층(舍谷層)의 

암회색과 암회색셰일 경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이 땅에 목화를 퍼뜨리다

문익점면작기념비
Mun Ik-jeom Cotton Cultivation Monument

금성산 고분군 입구에 있으며, 기념비 뒤로는 자그마한 목화밭이 조성되어 있다. 문익점은 고려 공민

왕 때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금주성이라는 곳에서 얻은 목화씨를 붓통에 숨겨 귀국했다. 그의 손자 

문승로는 의성의 지세가 금주성과 유사하다 하여 지금의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에 목화를 재배하기 시

작했다. 이에 그 재배지를 기념하기 위해 비를 세우고 주변에 약간의 부지를 확보하여 해마다 목화를 

재배하고 있다.

약 255평의 면적 단일층리면에 나타난 이 발자국은 대·중·소형

의 초식공룡과 육식공룡 등 4종류의 공룡 25필 분량인 316개가 확

인되었고, 초식공룡으로는 발굽울트라룡(Ultrasauripus ungula-

tus)·발톱고성룡(Koseonggosauripus onychion)·발목코끼리룡

(Elephantosauripus metacarpus) 등이며 한국큼룡(Megalosau-

ripus koreaensis)으로 불리는 육식공룡발자국이 있다.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221-4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운곡농촌체험마을

주소 : 의성군 금성면 탑운길 584-7

전화 : 010-6536-2491

내용 : 마늘수확체험 등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를 어떻게 숨겨오셨지?

이곳에 오면

나와 같은 공룡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조문국박물관 금성산고분군 문익점면작기념비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탑리리오층석탑 산운마을 산운생태공원

1 2 3 4 5 6 7

주변 둘러볼만한 곳

공룡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산111-3

T. 054)830-6549

036 037036 037



국보 제77호

탑리리오층석탑
Five-Story Stone Pagoda in Tap-ri, Uiseong

높이 9.6m의 세부 석재가 거의 온전한 편으로, 전탑(塼塔)의 축조 방법을 따르면서 목조 건물의 양식을 

일부에 반영하였다. 우리나라 석탑의 양식 발달을 살피는데 귀중한 사례로 손꼽힌다.

조선 선조 때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학동 이광준이 이 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으며, 이후 광해군 

때 승지를 지낸 경정 이민성, 헌종 때 형조판서인 운곡 이희발 등이 태어났다.

금성산 수정계곡 아래 구름이 감도는

산운마을
Sanun Village

지붕돌의 윗면이 층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전탑의 양식이어서, 이 석

탑을 모전석탑(模塼石塔)이라고 부른다. 1층 몸돌의 모서리 기둥과 가운

데 기둥이 위가 좁고 아래는 넓은 모습이고, 기둥 머리인 주두에 좌두가 

조각되었으며, 전탑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추녀 전각의 반전 등이 표현되

어 있어, 목조 건물의 양식을 제법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석탑은 

이전에 목탑과 전탑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평가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탑 중 대형석탑에 속한다.

산운 마을은 수정 계곡(水淨 溪谷) 아래 구름이 감도는 것이 

보여 산운(山雲)이라 하였다 한다. 금성면 산운 1리에 자리

한 산운 마을은 일명 ‘대감 마을’로 불리며 400년 이상을 이

어온 영천 이씨(永川 李氏)의 집성촌이다. 

의성군 금성면 오층석탑길 5-3

조문국박물관 금성산고분군 문익점면작기념비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탑리리오층석탑 산운마을 산운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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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운마을에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고하죠!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7

T. 054)830-6949

038 039



조선 명종, 선조 때에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학동(鶴洞) 이광준을 입향 시조로 400여 년을 세거해 온 

마을로서 입향 시조로부터 내리 3대가 급제했고, 유·학·절·효로 명문을 이루고, 경산 이태직을 비

롯한 애국 지사도 많이 배출했다. 마을의 고택들은 6·25 전쟁 때 상당 부분 소실됐으나, 경상북도 

북부의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마을 전체 건축물을 개·보수했다. 고택 40여 호를 통해 고색 창

연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이다.

마을 북쪽과 북동쪽에 수정사를 사이에 두고 금성산과 비봉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성산의 마을 쪽 골짜기에는 저수지가 있어 골

짜기를 따라 논이 펼쳐져 있다. 또한 마을의 남쪽에는 쌍계천이 흐

르고 있어 주변에 농경지가 발달하여 있다. 풍수지리적으로는 전

형적인 배산 임수 지형에 ‘선녀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는 절

묘한 형국’이라고 말한다.

Travel tip 산운마을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들

영천이씨 산운 입향조(入鄕

祖)인 학동(鶴洞) 이광준(李

光俊)을 추모하고 후학을 양

성하기 위하여 1750년(영조 

26)에 건립한 것으로 정면 5

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 입구에는 표암

(豹庵) 강세황(姜世晃)이 쓴 현판이 걸려 있다. 

현 소유자의 5대조 이희발이 

영월부사로 있을 때 세운 집

이라고 한다. 1800년 초에 

세운 것으로 추정하는데, 안

채는 약 60여 년전에 일부를 

다시 지었다. 안채, 사랑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

을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현 소유자의 7대조인 소우 

이가발(李家發)이 19세기 초

에 지었으며, 안채는 1880년

대에 고쳐졌다. 간결하고 소

박한 형태로 지어진 상류주

택으로, 특히 담장 안에 꾸민 별당은 당시의 풍류와 운치

를 보여주는 별서 건축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영천 이씨들이 모여 사는 마

을에 있는 집으로 1900년경

에 세웠다고 전한다. 건물은 

안채, 사랑채, 헛간채, 문간

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ㄷ자형을 이루고 있고 그 맞은편에 헛간채가 있

어 튼 ㅁ자형 구조를 보인다. 

학록정사 (지방유형문화재 제242호)

의성운곡당 (민속문화재 제165호)

의성소우당 (중요민속문화재 제237호)

의성점우당 (민속문화재 제166호)

조문국박물관 금성산고분군 문익점면작기념비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산운마을 산운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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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리리오층석탑

5

짜기를 따라 논이 펼쳐져 있다. 또한 마을의 남쪽에는 쌍계천이 흐

르고 있어 주변에 농경지가 발달하여 있다. 풍수지리적으로는 전

형적인 배산 임수 지형에 ‘선녀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는 절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들이 많아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들이 많아요~

040 041



2001년부터 2006년에 걸쳐 폐교된 산운초등학교 부지 위에 자연학습장 및 친환경 공간으로 건립되었다.

의성의 명산인 금성산과 신라시대 의상조사가 창건한 수정사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전통과 미래가 살아숨쉬는 곳

산운생태공원
Sanun Ecological Park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옛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산운마을에 생태관과 자연학습원을 조

성하여 자연 생태관찰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9시부터 18시까지 개관

하며 매주 월요일과 명절에는 휴관한다.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금성산

금성면 동북쪽에 위치한 해발 

530m의 금성산은 전설을 간직한 

명산이며, 국내 최초 사화산으로 

태백산맥 남쪽 일부로 비봉산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 조문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과 신라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고찰 수정사가 자리한다.

와~
정말 큰 공룡이다!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9

관람문의 및 안내 T. 054)832-6181

http://sanun.usc.go.kr

조문국박물관 금성산고분군 문익점면작기념비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탑리리오층석탑 산운마을 산운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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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공룡이다!

042 043



Tourist Map
Guide

Tourist Map
GuideGuideGuide

산운생태공원산운생태공원산운생태공원산운생태공원

산운마을산운마을

금성산

오토산

비봉산

사곡면사무소사곡면사무소

금성면사무소금성면사무소금성면사무소금성면사무소금성면사무소

조문국박물관조문국박물관조문국박물관조문국박물관

금성산고분군금성산고분군금성산고분군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공룡발자국화석공룡발자국화석공룡발자국화석

12
3

4

효선리

금봉리

음지리

매곡리

신리리

화전리

운곡리

탑리리

대리리

빙계리

제오리

만천리

비봉리

오로리

토현리

오상리

5

동부권 추천코스B동부권 추천코스B
Best Tour

도보 5분

▼ 자동차 10분

▼ 자동차 10분

▼ 자동차 30분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는

빙계계곡

COURSE

1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금봉자연휴양림

COURSE

5

보물 제327호

빙산사지오층석탑

COURSE

2

걷기 좋은 산책로와 함께

가음저수지

COURSE

3

COURSE

4

꽃으로 치장한 마을

산수유마을

삼산리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044 045



삼복에 얼음이 얼고 엄동설한에 더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신비의 계곡인 빙계계곡은 예로부터 명승지로

알려졌으며, 빙혈과 풍혈이 있어 산을 빙산이라 하고 그 산을 돌아흐르는 내를 빙계라 하며 동네를

빙계리라 부르고 있다.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곳

빙계계곡
Binggye Valley

한여름 무더울 때도 얼음이 얼 만큼 찬 

기운을 뿜어낸다는 빙혈과 풍혈로 유명

한 빙계계곡. 얼음 구멍과 바람 구멍에

서 불어오는 바람은 한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이 되면 따뜻해진다고 하니 그 원리

가 궁금하다. 계곡이 위치하고 있는 산

의 이름도 빙산으로 한여름이면 찬바람

으로 무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이 이곳

에 줄을 선다. 계곡은 중생대 화산 활동

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깊은 산세가 그때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계곡을 잠시 둘러

보고 빙혈로 오르는데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안에는 사람 네다

섯 명이 함께 있을 정도의 작은 방이 나온다. 구멍 안쪽으로 손을 넣어보면 찬 기운에 금방 

으스스해진다. 방 안에는 미수 허목이 지은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곳을 찾은 선남선녀들

이여, 여기에 만고의 신비를 간직한 제일의 풍혈이 있다’는 내용이다. 빙혈에서 나와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풍혈이 있는데 빙혈보다 좁아 그 

느낌을 제대로 체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곳에

서는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계속

해서 쌩쌩 불어나온다. 빙계계곡은 경북팔경 중의 하

나이고, 빙계계곡 또한 팔경을 가지고 있는데 풍혈과 

빙혈, 석탑 등을 비롯해 계곡입구의 용추 등이다.

의성군 가음면 가음리 896

시설관리사업소 T. 054)830-5123

청정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해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즐거운 물놀이~!

빙산사지오층석탑 가음저수지 산수유마을 금봉자연휴양림빙계계곡

2 3 4 51

몸과 마음을 힐링해요~!

친구와 함께 즐거운 물놀이~!

046 047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경상북도의 8군데 아름다운 경치 가운데 하나인 보현산 줄기 빙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돌을 벽돌

크기로 다듬어 쌓은 전탑을 모방한 석탑으로 1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

보물 제327호

빙산사지 오층석탑
Five-Story Stone Pagoda in the old site of Bingsansa Temple in Uiseong

높이 8.15m.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국보 제77호)을 본따서 건립한 석탑이다. 단층의 받침돌 위에 5

층의 몸돌과 지붕돌을 올린 모습으로, 모전석탑의 형식을 갖추었다.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보다는 작

고 둔중한 느낌을 주지만, 그 석탑의 양식을 따르면서 각 부분을 

간략화한 석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성군 춘산면 빙계계곡길 129-9

빙산사지오층석탑,
멋지고 아름답죠?

(주) 들길 (목재문화체험장)

주소 : 의성군 춘산면 금성현서로 1505

전화 : 054-834-3228

내용 : 목공예 만들기 등

홈페이지 : http://www.deulgil.co.kr

제1경 : 빙혈 (氷穴)

제5경 : 물레방아

제2경 : 풍혈 (風穴)

제6경 : 석탑 (石塔)

제3경 : 인암 (仁岩)

제7경 : 불정 (佛頂)

제4경 : 의각 (義閣)

제8경 : 용추 (龍湫)

빙계계곡 8경

빙산사지오층석탑 가음저수지 산수유마을 금봉자연휴양림빙계계곡

2 3 4 51

멋지고 아름답죠?

048 049



꽃으로 치장한 마을의 노란 융단 물결

산수유마을
Cornelian Cherry Village

수혜면적 225.3ha, 제방 높이 17.4m, 길이 278m, 폭 6m로 최대 담수량은 약 470만톤이다.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과 금성면의 농업 용수에 쓰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의성지사에서 관리한다.

걷기 좋은 산책로와 함께

가음저수지
Gaeum Reservoir

의성군 가음면 양지리 산16-1

300년 이상의 산수유나무 3만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이른 봄에는 노란꽃 물결로 늦은

가을에는 빨간 열매로 뒤덮인 마을 경관을 보기 위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산자락에 이르기까지 두루 퍼져 있는 

3만여 그루의 산수유나무가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

면 온 마을을 노란 산수유로 뒤덮는다. 특히 화전2리에서 

3리에 이르는 십리길은 노란 산수유가 빼곡하게 이어져 

걷기에 좋으며 연초록 마늘밭으로 인해 산수유의 노란빛

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2길 2

월척방죽으로 유명하며, 수심이 완만하고 수량이 풍부하다. 씨

알 위주의 낚시가 이루어지며 대형 가물치가 잘 나와 여름철 

릴꾼이 많다. 얼음낚시에도 조항이 좋아 대구지방 낚시인들이 

단골로 찾는다. 물낚시는 4월 중순 이후에 시작이 되어 비교적 

늦은 개항을 보이지만 11월까지 물낚시가 가능하다. 어종은 

잉어, 가물치, 참붕어, 떡붕어, 메기 등이 서식한다.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의성토종마늘마을
주소 : 의성군 춘산면 사미신감로

전화 : 054-832-7110

내용 : 마늘쫑뽑기, 사과따기 등

홈페이지 : http://manul.invil.org/

빙산사지오층석탑 가음저수지 산수유마을 금봉자연휴양림빙계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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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트인 풍경 벗삼아
여유로운 산책~

탁 트인 풍경 벗삼아
여유로운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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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4월이면 산수유 꽃이 피는데, 마을이 모두 노란빛으로 물들어 산수유 꽃의 화려함을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산수유를 한약재와 산수유 차 등의 제품으로 가공·판매하여 농가 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Travel tip 산수유꽃

개화시기 : 3월 말 ~ 4월 중순

의성을 상징하는 군화로 노란 산수유꽃은 '영원한 사랑'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어 지역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의성 군민의 온화한 성품을 상징한다. 산수유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자생하고 있는 수령 200~300년 된 산수유나무가 3만여 그루가 있어 산수유꽃이 피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는 노란색 꽃으로 마을이 장관을 이룬다.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지당들

주소 : 의성군 춘산면 효선3길 161

전화 : 054-833-1601, 010-4226-5301

내용 : 장아찌담기, 산수유강정만들기

빙산사지오층석탑 가음저수지 금봉자연휴양림

2 3 5

산수유마을

4

빙계계곡

1

노란 산수유가
온 마을을 뒤덮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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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834m의 웅장한 금봉산 자락에 자리해 경관이 일품이다. 봄이면 사과꽃이 만개한 꽃길을 따라, 

가을이면 형형색색으로 갈아입는 단풍길을 따라 아늑한 휴식공간에서 심신을 추스린다.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

금봉자연휴양림
Geumbong Natural Forest Reserve

의성군 옥산면 휴양림길 114 

금봉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T. 054)833-0123 / F. 054)833-0121

http://gumbong.go.kr

을 갖추고 있어 단체행사가 가능하고 통나무산막은 참나무, 소나무, 가문

비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식생의 나무들로 이루어져 자연의 향취를 느

낄 수 있다. 이밖에 분수와 무지개다리를 관망할 수 있는 팔각정과 휴양림

을 감싸고 있는 6.4km의 등산로 2코스, 7.4km의 청석골 산책로 및 시화

산길, 단거리 산책로 등도 조성되어 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람이 싱그러움을 더하는 이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휴식과 

가족 단위 휴양지를 원하는 이에게 최적의  명소이다.

금봉산 자락에 있는 청정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의성군에서 2004년 조성하였다. 휴양림 내에는 산림휴

양관, 복합수련관, 숲속의 집, 통나무산막과 다양한 숲속 체험을 제공하는 야영데크, 캠프화이어장, 

샤워장, 취사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복합수련관은 세미나실, 대회의실, 소규모공연장 등

때묻지 않은 자연과
상쾌한 바람이 싱그러워~

빙산사지오층석탑 가음저수지 산수유마을 금봉자연휴양림

2 3 4 5

빙계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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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산

등운산

점곡면사무소

후평지

지동골

관덕1리
경로회관

관덕3리
경로회관

팽목삼거리
21

34

5

6

후평삼거리

신기삼거리

송내리

사촌리

서변리

후평리

병방리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동부권 추천코스C동부권 추천코스C
Best Tour

▼ 자동차 15분

보물 제188호

관덕리삼층석탑

COURSE

6

COURSE

5

대한민국 주류의 자존심

한국애플리즈

COURSE

1

최치원 문화재 전시 및 안내

최치원 문학관

Tourist Map
Guide

다음 코스엔
어떤 곳들이 있을까?

자동차 30분

▼

▼

도보 5분

자동차 15분

▼ 자동차 10분

소나무숲과 솔내음이 가득한

고운사

COURSE

2

전통과 미래가 살아숨쉬는

사촌마을

COURSE

3

천연기념물 제405호

사촌가로숲

COUR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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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등운산에 있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이다. 681년(신문왕 1)에 

의상이 창건하여 고운사라 하였다. 그 뒤 수차의 중수를 거쳐 현존하는 당우로는 대웅전, 극락전, 관음전, 

명부전, 금강문, 가운루, 적묵당, 우화루, 동별실, 서별실, 금당, 회운당, 고운대암, 고금당 등 총 25동이 

있다

소나무숲과 솔내음이 가득한

고운사
Gounsa Temple

최치원 사상과 문학의 중심

최치원문학관
Choi Chiwon Literary House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서기 681년)에 해동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부용

반개형상(연꽃이 반쯤 핀 형국)의 천하명당에 위치한 이 사찰은 원래 高雲寺였다. 

신라말 불교와 유교·도교에 모두 통달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최치원이 여지·여사 양대사와 함께 가

운루(경북 유형문화재 제151호)와 우화루를 건축한 이후 그의 호인 孤雲을 빌어서 孤雲寺로 바뀌게 

최치원문학관은 학문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최치원선

생의 호를 딴 고운사 가는 길에 위치해있다. 한옥 특유의 고즈넉함을 

품고있는 문학관은 고운 최치원선생의 삶을 담은 영상물과 작품이 

전시되어있으며, 직접 시를 작성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 

되어있다.

전시관람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회의 및 연수가 가능한 세미나실, 

기획전시실과 260명의 대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다. 등

운산의 수려한 경치로 문학관 특유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차실

과 게스트룸이 있어 방문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고운사 T. 054)833-2324 F. 054)834-6935

http://www.gounsa.net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241

고운사 T. 054)834-8200

사촌마을 사촌가로숲 한국애플리즈 관덕리삼층석탑최치원 문학관 고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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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는
복을 짓고 받는
도량이랍니다!

Travel tip 시설안내

운영시간  09:00 ~ 18:00

휴무일  월요일, 유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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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풍수지리사상의 시조로 받들어지

는 도선국사가 가람을 크게 일으켜 세웠으며 그 당시 사찰의 규모가 5

동의 법당과 10개의 요사채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약사전의 부처님(

보물 제246호)과 나한전 앞의 삼층석탑(경북 문화재자료 제28호)은 

도선국사가 조성한 것들이다. 특히 고운사는 해동제일지장도량이라 

불리는 지장보살영험성지이다. 옛부터 죽어서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

이 고운사에 다녀왔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지장보살님의 원만자비하

신 풍모는 물론이거니와 명부십대왕의 상호와 복장도 다른 사찰에서

는 보기 힘든 위엄과 정교함을 자랑한다.

일제시대에는 조선불교 31총본산의 하나였고 지금은 조계종 제16교

구의 본사로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에 산재한 60여 대소사찰들

을 관장하고 있다. 사세가 번창했을 당시에는 366간의 건물에 200여 

대중이 상주했던 대도량이 해방이후 쇄락하여 많은 사찰재산이 망실

되고 지금은 이십여명 대중이 상주하는 교구본사로는 작은 규모의 사

찰로 전락하였다.

Travel tip 고운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들

신라 신문왕 원년(681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고운사(孤雲寺)에 있는 불전이다. 1774

년(영조 20년)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御牒)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되었고, 1887년 극

락전 등 다른 전각들과 함께 중수되었다. 건물의 평면은 사찰의 일반적인 전각 모습과

는 확연히 다른 형태이다. 사찰 내에 자리한 왕실 관련 건물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2003년 8월,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444호로 지정되었다.

보물 제246호. 경상북도 의성군 고운사(孤雲寺) 약사전(藥師殿)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

여래좌상이다. 불상은 79㎝의 크기로, 광배(光背: 붓다의 몸에서 나온 빛의 표현)와 대

좌를 갖추고 있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불상의 오른손이 부서져 없어진 것을 제외하

곤 온전한 상태이다. 고운사 석조여래좌상에 관한 문헌 기록과 명문이 없기 때문에 언

제 조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구계리 등운산(騰雲山)에 있는 고운사 경내 비탈진 언덕의 나한전(羅漢殿) 앞에 있는 

석탑이다.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고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음양지리설(陰陽地理

說)·풍수상지법(風水相地法) 등의 학설로 우리 민족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고승 

도선(道詵)이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탑의 전체 높이는 약 3m이고 2층의 기단(基壇) 위

에 세워져 있다. 기단은 가로 1.5m, 세로 1.5m, 높이 1.2m의 정사각형이다.

고운사 연수전 (경북문화재자료 제444호)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46호)

고운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28호)

하지만 10여년전부터 중창불사의 뜨거운 원력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낡은 건물들을 수리 및 단청하여 

지금은 위풍당당한 본산의 위상과 소박하고 절제된 수행지로서의 이미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정도 규모 이상의 고찰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고운사는 민가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을 자랑하며 일주문에 이르는 솔밭 사이 비포장길은 부처님

께 진실된 마음으로 다소곳이 다가서는 불자들의 마음처럼 포근하고 정감넘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청정하고 엄격한 수행가풍을 자랑하는 고금당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비롯한 고운사의 모든 대

중들은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새벽

의 찬공기를 가르며 부처님전에 발원을 멈추지 않는다.

사촌마을 사촌가로숲 한국애플리즈 관덕리삼층석탑고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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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들은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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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마을은 1392년 이곳으로 입향한 김자첨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 후 1750년 무렵 병촌(屛村) 류태

춘(柳泰春)이 이곳에 이주하여 수백 년 동안 안동 김씨(安東 金氏)와 풍산 류씨(豊山 柳氏) 등이 세거한 

반촌 마을이며 1896년 의병을 주도한 마을이기도 하다.

전통과 미래가 살아숨쉬는

사촌마을
Sachon Village

사촌 마을은 풍수상의 명당으로 마을 뒷산으로는 문필봉이 버티고 있고, 왼쪽으로는 좌산이 있어 좌

청룡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우측은 광활하여 우백호가 없었다 한다. 일찍이 지사(地士)들이 말한 영

남 8명기(名基)의 하나라고 하는 사촌 마을은 의성읍에서 북동쪽으로 15㎞ 지점에 위치한다. 경관이 

뛰어나고 전통 마을인 만큼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임진왜란 

때 김치중(金致中) 의사의 전적지로 

유명한 건마산성과 송은(松隱) 김광

수(金光粹)의 강학처였던 영귀정(詠

歸亭), 만취당(晩翠堂) 등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17

Travel tip 사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

점곡면 사촌리에 소재한 만취당은 

조선 중종 때 만취당 김사원이 건

립한 것으로 사촌김씨의 문회 장

소로 사용해오며, 부석사 무량수

전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사가(私

家)의 목조건물이라 전해진다.

의성 만취당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25호)

임진왜란과 명성황후 시해 때
의병을 주도한 마을이래요!

사촌마을 사촌가로숲 한국애플리즈 관덕리삼층석탑고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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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 명성황후 시해 때
의병을 주도한 마을이래요!

062 063



Travel tip 주변에 둘러볼만한 곳

점곡 벽화마을

고려말 풍수지리설에 따라 조성된 마을 방품림으로 느티나무 등 10여종의 노거수가 집단 형성되어 있어

우리 선조들의 자연관을 알 수 있는 자연문화유산이다.

천연기념물 제405호

사촌가로숲
Garosup (‘roadside forest’) in Sachon-ri, Uiseong

600여 년 전 고려 말기에 안동김씨 중시조인 자첨공이 1392년 안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마을을 

만들 때 서쪽의 바람을 막고 휴식장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였다고 한다. 숲의 경관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선조들의 풍치관에 대한 지혜를 알 수 있다. 서애 류성룡의 어머니가 사촌리 

친정집에 다니러 왔다가 이 숲에서 류성룡(조선 선조때 영의정)을 출산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의성군 점곡면 일직점곡로 1112-4

문화관광과 T. 054)830-6549

민산정

주소 :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29-3

전화 : 054-841-2433

내용 : 한옥 숙박체험 등

사촌마을 사촌가로숲 한국애플리즈 관덕리삼층석탑고운사

2 3 4 51

예쁜 벽화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볼까?

064 065



대한민국 주류의 자존심

한국애플리즈
Applease Korea Co., Ltd.

한국애플리즈는 사과와인을 생산하는 와인전문기업이다. 다양한 사과와인을 생산해 온 이곳은 와인이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와인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향긋한 와인으로 다시 태어난 의성사과” ㈜한국애플리즈

는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의성의 늦 

여름과 가을에는 달콤한 내음의 붉은색으로 우리를 유혹

하는 최고의 과일 사과 집단 재배지로 사과를 이용하여 사

과 농장 체험과 사과 와인 제조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해

져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1996년 이후 한스오차드, 주지몽 등 다양한 사과와인을 

선 보였으며, 최근에는 석류를 이용한 무알코올 석류와

인과 사과를 이용한 브랜디도 생산하고 있다. 의성 사과

로 만든 한국애플리즈의 사과와인은 2001년 세계농업기

술상을 시작으로 2003년 농산물가공 유공자 대통령 표창, 

2008년 美 로스엔젤레스 와인품평회 은상 등을 수상하며 

그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애플리즈는 단순한 농작물 수확체험을 넘어서 내 

사진을 붙여서 나만의 와인만들기라는 이색적인 프로그램

을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 일직점곡로 755

T. 054)834-7800~1 / F. 054)834-7802

http://www.applewine.co.kr

체험안내 : 나만의 사과와인 만들기
(사과따기, 사과쥬스짜기, 석류와인시음, 애플파이 만들기, 와인담기)

맛있는
나만의 와인 만들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사촌마을 사촌가로숲 한국애플리즈 관덕리삼층석탑고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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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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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65m. 지대석(地臺石)은 너비 1.81m의 화강석 석탑이다. 2층기단 위에 건립된 일반형 3층석탑

이면서, 석탑의 기단과 탑신에 장식이 풍부하다.

보물 제188호

관덕리삼층석탑
Three-Story Stone Pagoda in Gwandeok-ri, Uiseong

탑에 장식적인 화려함이 더하게 되는 본격적인 시기인 9세기 정도에 만

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웅장한 기상은 덜하나, 많은 조각을 

새겨 놓아 화려하고 아름답다. 전체적 비례는 각 면에 나타난 입상의 조

각으로 인하여 더욱 고준한 편이지만 대신 부조상 조각에 충실하였다. 

원래 위층 기단 윗면 네귀퉁이마다 암수 2마리씩 돌사자 네 마리가 있었

으나, 이 중 2마리(보물제 202호)만 남아 국립대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

으며, 현재 사자상은 모조품이 대신하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889

Travel tip 투어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와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와인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와인시음

애플리즈 사과, 석류와인 시음

애플파이 만들기, 사과쥬스 시음

나만의 와인 완성

과수원 또는 

애플리즈 와인랙

과수원 견학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11월 사과따기 진행

라벨 사진촬영

과수원 또는 

애플리즈 와인랙

나만의 와인만들기 체험

세척된 병 수령 / 와인병입

코르크막기 / 캡슐 씌우기

사촌마을 사촌가로숲 한국애플리즈 관덕리삼층석탑

2 3 4 5

고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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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Map
Guide

의성군청의성군청의성군청의성군청의성군청의성군청

의성농공단지

용연지

철파지

의성경찰서의성경찰서의성경찰서의성경찰서

의성읍사무소의성읍사무소의성읍사무소의성읍사무소

의성군공립의성군공립
요양병원요양병원

철파사거리철파사거리철파사거리철파사거리

원당3리
경로당

의성북부초등학교의성북부초등학교

의성종합운동장

용연리

치선리

상리리

원당삼거리원당삼거리원당삼거리

구봉공원구봉공원구봉공원

3

4

1

의성중학교의성중학교의성중학교

의성군보건소의성군보건소의성군보건소의성군보건소의성군보건소의성군보건소의성군보건소의성군보건소

의성119안내센터의성119안내센터의성119안내센터의성119안내센터의성119안내센터의성119안내센터의성119안내센터의성119안내센터

의성여자고등학교의성여자고등학교의성여자고등학교의성여자고등학교

2

동부권 추천코스D동부권 추천코스D
Best Tour

도보 5분

▼ 도보 5분

▼ 자동차 5분

걷고, 보고, 느끼는 걷기여행길

의성읍 둘레길

COURSE

1

의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성전통시장

COURSE

2

경북유형문화재 제150호

의성향교

COURSE

3

COURSE

4

의성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문소루

다음은
의성읍으로 한번 가볼까~?

070 071



수를 느낄 수 있고, 다리 밑을 통과하기도 하며, 각양각색의 꽃길을 만나기도 하고, 의성 마늘이 자라

고 있는 들판을 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남대천에서는 의성의 군조인 왜가리의 우아한 자태도 볼 수 있

다. 읍내로 들어서면 전형적인 농촌 소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통 시장도 방문할 수 있다. 소

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다. 남대천변 3만 3000㎡의 대형 화단에는 키 낮은 해바라기와 황화 코스

모스 군락지를 조성하여 꽃이 피는 장관을 이룬다. 거기에는 꽃 속을 걸을 수 있고 포토존에서 사진

도 찍을 수 있다. 남대천 제방 벚꽃 길에는 의성의 지명 유래와 민속 문화, 구봉산 육곡수와 의성 마

늘을 소개하는 안내판 4종이 설치되어 있고 향토 시인들이 의성을 노래한 시와 유명 시인들의 시를 

새긴 시판 등 문화 갤러리를 조성하여 의성에 대한 정보와 시를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둘레길과 연

계해 의성의 명산인 구봉산과 의성의 남쪽 화기(火氣)를 막아 준다는 자라바위, 의성향교를 방문할 

수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

아 있는 성냥 공장도 볼 수 있고, 

한여름에도 동계 스포츠 종목인 

컬링경기장을 구경할 수 있다.

하나의 트랜드가 된 걷기 열풍에 따라 전국 각지에는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으며, 의성 지역에도 의성읍 외곽지를 둘러볼 수 있는 아름다운 둘레길이 있다.

걷고, 보고, 느끼는 걷기여행길     

의성읍 둘레길
Uiseong-eup Dulle-gil (‘perimeter trail’)

의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구봉공원과 남대천, 남원들과 전통시장을 거쳐 종합 운동장으로 돌아오

는 총 길이 7.5㎞의 이 길은 ‘의성읍 둘레길’로 부르는데, 구간별로 무궁화 꽃길, 두충나무 숲길, 벚꽃 

길,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꽃길 등 테마 길을 조성하였으며 100m에 이르는 꽃 터널도 설치되어 꽃과 

그늘이 있는 산책길로 만들었다.의성읍 둘레길을 걸으면 냇가의 돌다리를 건너면서 어린 시절의 향

의성군 의성읍 일대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아름다운 길이예요~!

의성전통시장 의성향교 문소루의성읍 둘레길

2 3 41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주)제월아트체험센터

주소 :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157

전화 : 010-2939-3244

내용 : 도자기, 한지체험 등

072 073



Travel tip 의성전통시장 꼼꼼히 살펴보기

특산물 : 마늘, 고추, 양파 등

먹거리 : 닭발, 곰탕, 양념한우 등

의성시장은 매월 끝자리가 2, 7일인 날에 장이 서는 전통시장이다. 과거 의성 읍내장의 명맥을 잇고

있으며, 해방이 된 이듬해인 1946년에 새롭게 개설되었다.

의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

의성전통시장
Uiseong market

의성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특히 마늘 수확기인 6월 말부터 9월까지 마늘 직거래 장터

가 개설되어 전국에서 상인들이 모여든다. 장날에는 마늘 외에도 양파와 고추, 참깨 등 농산물을 비

롯해 생활필수품들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성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에 걸

쳐 아케이드와 주차장 설치, 장옥의 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을 말끔하게 정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4년에 지역의 안계시장과 함께 ‘2014년 경상북도 우수 전통시장 상품 전시회’

에서 우수 시장으로 선정되었다. 의성장날에는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성군 의성읍 전통시장2길 11-9

T. 054)830-6233

의성읍 둘레길

1

다양한 특산물과
넉넉한 인심을 느껴보세요~

의성전통시장 의성향교 문소루

2 3 4
074 075



1394년(태조 3)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 등이 있으며, 대성전에는 5성(五聖), 송조4현(宋朝四賢), 우리 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경북유형문화재 제150호

의성향교
Uiseong Hyanggyo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

급받아 교관 1명이 전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

어지고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하며, 초하루·

보름에 분향하고 있다. 운영은 전교(典校) 1명과 여러

명의 장이 담당하고 있다.

의성군 의성읍 향교길 57

의성읍 둘레길

1

고려 중엽에 창건된 건물로 진주의 촉석루, 밀양의 영남루, 안동의 영호루 등과 더불어 영남의 4대루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창건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문소루
Munsoru Pavilion

<동사일기>에 1711년 5월 26일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들의 향연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27년의 신문자료에는 관청의 회의실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원래의 터는 읍내 객사(客舍) 북쪽, 의성관아 뒤편 자리였으나 현재는 구봉산 제9봉에 복원되어 있다.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숲속체험마을

주소 :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 143

전화 : 054)834-1118, 010-4840-9574

내용 : 음악체험, 도자기체험, 천연염색체험 등

홈페이지 : http://숲속체험마을.kr

문소루에 올라가면
의성이 한눈에 보여요~

의성군 의성읍 원당2길 69
69, Wondang 2-gil, Uiseong-eup, Uiseong-gun

의성전통시장 의성향교 문소루

2 3 4
076 077



노을이 펼쳐지는 저녁하늘,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위에 고즉

넉히 서있는 낙단보의 야경은 그 모습 자체로 신비롭다. 교촌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매일매일 풀벌레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고, 5일장이 서는 안계시장에서는 

상인들의 큰 목소리가 활기를 띈다. 벼락저수지에서는 연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사람들을 반긴다.

의성 서부권

의성 서부엔
어떤 곳들이 있을까?

서부권

어떤 곳들이 있을까?

의성 서부에도
멋진 곳들이 많아!

078 079



5

만경산

고도산

삿갓봉

화장산

개천지

의성휴게소

당진영덕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상주영천고속도로

안사동삼층석탑

의성단밀농공단지의성단밀농공단지의성단밀농공단지

단북면사무소단북면사무소

비안면사무소

단밀면사무소

봉양면사무소봉양면사무소봉양면사무소

의성봉양농공단지

봉양리

생송리

낙정리

외곡리

도암리

옥연리

모흥리

위성리

현산리

용사리

노연리

도덕리

금곡리

대사리

조성리

6 7

2

3

1

4

서부권 추천코스A서부권 추천코스A
Best Tour

자동차 15분 ▼ 자동차 20분

▼ 자동차 20분 ▼ 자동차 10분

▼ 자동차 20분

▼ 자동차 20분

자연은 이롭게, 사람은 즐거운

낙단보

COURSE

1

반려권 테마파크

펫월드

COURSE

5

도농상생 교류의 거점

만경촌

COURSE

2

1등급 한우 전문브랜드 판매점

마늘소먹거리타운

COURSE

6

천년고찰의 향기

정수사

COURSE

3

기적의 온천수가 샘솟는 곳

탑산약수온천

COURSE

7

COURSE

4

청화산의 맑은 물이 흐른다

조성지

Tourist Map
GuideGuide

의성 서부여행,
신나게 출발해볼까?

080 081



낙동강보 중의 하나로 관수루의 처마를 모방해 전통적인 이미지와 유익한 생태환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총연장은 286m로 다기능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자연은 이롭게, 사람은 즐거운 생명이 유익한 생태환경

낙단보
Nakdanbo Weir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2009년 11월 23일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다. 낙단보의 경관은 ‘자연은 

이롭게, 사람들은 즐거운, 생명이 유익한 생태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의 ‘이락지천(利樂之川)’을 콘셉

트로 설계되었다. 외형은 낙동강 3대 정자 중 하나인 관수루(觀水樓)의 처마를 모방하여 경상북도 의

성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세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융합되고 사람이 어우러지

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했다. 

한편, 2010년 10월 14일 발파 공사 중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낙단보 전망대 건립 예정지 자리에서 고

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 보살 좌상이 발견됨으로써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마애보

살 좌상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가 변경되었다. 2011년 2월 16일 전력 제어실과 문화관을 준공하였다.

낙단보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융합되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이미지래요.

만경촌 정수사 조성지 탑산약수온천마늘소먹거리타운펫월드낙단보

2 3 4 7651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산 173-1

T. 054)830-7120

082 083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은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낙동강 변에 건설된 낙단보의 우측에 위치한다. 이 

마애보살좌상은 동북에서 서남 방향으로 흐르는 낙동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강안 언덕의 화강암 바위 면에 새겨

져 있다. 보살상 뒤로는 만경산[499m]의 맥이 이어지는 자연 암벽이 펼쳐져 있다. 마애보살좌상은 상호가 원만하고 

자비로운 보살의 이미지가 잘 표현된 고려 전기의 작품이다. 아울러 입지적으로 낙동강 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려 시

대의 수운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낙동강변 낙정(洛井)나루의 북쪽 언덕에 위치하며 창건

연대는 고려 중엽으로 전한다. 1734년 (영조10년)에 중

건하고, 1834년(헌종11년)에 홍수로 떠내려가 없어진 

것을 1990년에 복원하였다.

만경산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으로, 만경산과 장자

봉, 청화산을 잇는 등산로가 가장 유명하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낙동강이 흐르는 모습이 조망되며, 이외에도 

안계평야와 위천, 구미의 냉산과 금오산 등 다양한 경관

이 함께 조망되어, 만경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다.

생송리마애불좌상

관수루 만경산

낙단보민물먹거리촌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만경촌 권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만경산이 위치하고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위수강이 자리잡고 있다. 

도농상생 교류의 거점

만경촌
Mangyeongchon Area

도농의 어울림과 체험이 있는 도농상생의 교류의 거점으로 숙박시설, 식당, 풋살장, 족구장,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계절별로 특색있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어 워크샵, 세미나, 대학생 MT 등 각종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리고 이 곳에는 오리요리 식당을 별도로 운영중에 있다.

의성군 단밀면 구단길 182-10

T. 054)862-8868

http://www.mkchon.com

만경촌 정수사 조성지 탑산약수온천마늘소먹거리타운펫월드낙단보

2 3 4 7651 7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요~!

084 085



천년고찰의 향기

정수사
Jeongsusa Temple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에 있는 절로 804년(애장 4)에 심지대사가 처음 지었다고 전한다. 중세에

허물어졌다가 1916년경 백련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면서 정수사라 개칭하였다.

구천면 백마산 심산유곡에 위치한 정수사는 신라 흥덕왕 

(826~836)때 심지 화상이 창건한 천년 고찰로 극락전, 칠

성각 등이 현존하고 있다. 이 곳 “영산화상도”와 “지장시왕

도”는 조선시대 불화양식을 엿볼 수 있

는 귀중한 자료여서 지방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불화 2점은 안동봉정사 

수장고에 위탁 보관중이다.

Travel tip 정수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

영산회상도는 영취산에 모여든 청중들에게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법하는 

광경을 주제로 그린 불화를 말한다. 화면 중앙에는 항마촉지인의 석가를 중심

으로 좌측에 문수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우측에는 보현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

치하였다. 상단에는 본존을 중심으로 분신불 2위, 아난·가섭과 나한 4위가 좌

우대칭으로 위치하였다.본존인 석가는 연판형 광배를 갖추고 연화대좌에 결가

좌하였다. 비교적 낮은 좌대로 인해 좌우에 시립하고 있는 보살 4위의 얼굴이 

본존의 어깨와 수평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구도는 18세기 전반의 영산회상

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식이다.

세로 151㎝, 가로 164.7㎝. 사후세계의 교주(敎主)인 지장보살과 시왕(十王)을 

묘사한 불화이다. 화기를 통해 1731년 수화승 밀기(密機)와 함께 인탄(仁坦)과 

철안(哲眼)이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지장시왕도이며, 같은 사찰에 소

장된 영산회상도와 동시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

과 함께 인기 있는 보살의 하나로, ‘위로는 부처의 도를 구하며 아래로는 중생

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며, 천·아수라·축생·아귀·지옥의 육도윤회

(六道輪廻)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일체 구제하지 않고서는 성불하지 않겠다

고 서원(誓願)을 내건 보살이다.

영산회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71호)

지장시왕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72호)

만경촌 정수사 조성지 탑산약수온천마늘소먹거리타운펫월드

2 3 4 765

낙단보

1

지정되어 있다. 불화 2점은 안동봉정사 

의성군 구천면 장국길 195

T. 054)861-6717

086 087



수혜면적 663.3ha, 제방 길이 258m, 높이 16.8m, 폭 6m, 저수량 359만톤, 만수면적 56.7ha, 유역면적 

1,855ha로서 준공 당시는 경북 최대의 저수지였다.

예전의 못과 현대식 저수지를 동시에 만나다

조성지
Joseongji Reservoir

1959년 준공 당시 경북 최대 저수지로 청화산 맑은 물을 수원으로 하며, 수심이 깊어 면적에 비해 저

수량이 많다. 도로변에는 벚꽃나무를 심어 봄이면 벚꽃 아래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구천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전천후 농업용수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종은 붕어와 빙어 등

이 서식한다.

의성군 구천면 장국리 산51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가람솔

주소 : 의성군 구천면 조성길 72

전화 : 054-861-2411

내용 : 식초드레싱, 소스만들기 등

모흥황토마을  

주소 : 의성군 구천면 모흥2길 22

전화 : 010-5461-0445

내용 : 사과따기, 메뚜기잡기체험 등

홈페이지 : http://moheung.invil.org

청화산

해발 700.7m 853ha(구천구역)의 청화산이 우뚝 솟아 구천을 감싸고 있다. 백련사지(白蓮寺址)가 상상봉에 남아 있는데 

빈대가 많아서 절이 없어졌다고 전하며 군위땅이다. 용솟음 마루는 메워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변하여 졌는데 여기서 

내려다 보면 의성서부 7개면, 상주일부, 구미시, 군위 등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막혔던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은 기분

에 사로잡힌다. 현재 청화산 자연휴양림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다.

만경촌 정수사 조성지 탑산약수온천마늘소먹거리타운펫월드

2 3 4 765

낙단보

1

수심이 깊고 물이 맑아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다죠~수심이 깊고 물이 맑아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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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반려견 테마파크

펫월드
UISEONG PET WORLD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가족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조성하였다. 반

려견 실내·외 놀이터, 수영장, 쉼터, 어린이 놀이터, 중앙광장, 오토 캠핑장, 수변 산책로 등으로 구

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용 시설이다. 반려견과 관련된 직업체험 교육,  반려견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주말·휴일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5-13

관람문의 및 안내 T. 054)861-1414

Travel tip 시설안내

운영시간

10:00 ~ 18:00

휴무일

월요일, 명절 휴무 중 명절 당일, 유료입장

반려견 입장일

대형견(수, 목, 3주차 토/일), 

중ㆍ소형견(화, 금, 1ㆍ2ㆍ4주차 토/일)

만경촌 정수사 조성지 탑산약수온천마늘소먹거리타운펫월드

2 3 4 765

낙단보

1

1등급 한우 전문 브랜드 판매점

의성마늘소먹거리타운
Uiseong Garlic Beef Food Alley

의성 마늘소 작목반에서 키운 한우를 의성 축협을 통해 직접 도축한 1등급 이상의 쇠고기만 판매하고 

있는 전문 브랜드 판매점이다.

마늘소는 순수 토종민족한우 송아지를 엄선하여 의성마늘 사료로 키워 면역성 및 품질이 향상된 한우

를 출하 전 육질 측정을 하여 1등급 한우만 브랜드 부착하여 판매한다. 이렇게 생산된 한우를 마늘소 

먹거리 타운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정된 식당(10개소)에서 요리하는 방식(Take-out)을 채택하여 소

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창조하는 의성군의 명소이다.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 53-1

봉양면사무소 T. 054)830-5192 / 의성축협정육코너 T. 054)833-9505

www.okmokjang.com

의성 마늘소 작목반에서 키운 한우를 의성 축

맛 좋고, 질 좋은 마늘소
저렴하게 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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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일의 게르마늄 온천으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수질을 가진 약수온천이다.

기적의 온천수가 샘솟는 곳

탑산약수온천
Tapsan Mountain Mineral Hotspring

토출온도 25.7c의 탑산온천은 게르마늄, 화산염, 유황, 탄산 등 복합약수온천으로 100% 온천수만을 

사용하고 있어 항암작용, 피부미용, 당뇨, 혈압, 위장병,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 식당, 연회장, 

숙박시설 등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고속도로변(의성IC)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만경촌 정수사 조성지 탑산약수온천마늘소먹거리타운토속어류산업화센터

2 3 4 765

낙단보

1

편안한 온천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편안한 온천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Travel tip 꼼꼼히 알아보기

조성경위

한우의 명품 브랜드인 의성 마늘 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안정적인 소비처의 확보를 위해 의성의 

관문인 중앙 고속도로 의성 IC에 인접한 봉양면에 조성하였다. 축산업 협동조합과 의성군, 지역 음식점 13곳이 의기투

합해 소비자들에겐 최고 품질의 한우를 저렴한 값에 제공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어려움을 당하는 한우 농가

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현황

의성마늘소작목반에서 키운 한우를 의성축협을 통해 직접 도축한 1등급 이상의 쇠고기만 판매 하고 있는 전문 브랜드 

판매점이다. 또 쇠고기 공급의 투명화를 위해 회원 농가에서 직접 기른 한우를 마블링 검사 후 선별해 질병 등 이상이 

없는 우수한 개체만 도축·판매하고 있다. 의성마늘소먹거리타운은 소비자가 축협 판매장에서 한우 고기를 구입해 인

근 가맹 식당에 가서 양념과 채소값만 내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의성 축협

은 82㎡ 남짓한 판매장을 만들고, 지역의 음식점들을 한우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정 투자 비용을 최대한 줄여 유

통 마진을 최소화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2길 88-42

T. 054)833-5001

http://www.topsans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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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Map
Guide

당진영덕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

비봉산

문암산

만경산
낙단보

의성휴게소

개천지

고도산

삿갓봉

화장산

의성다인의성다인
농공단지

안사동삼층석탑

안사면사무소

신수리

도덕리

만리리

월소리

연제리

용남리

교안리

금곡리

안정리

봉양리

미천리

노연리

팔등리

생송리

외정리

2

4
5

단북면사무소단북면사무소단북면사무소단북면사무소

안계면사무소안계면사무소

3

1

6

서부권 추천코스B서부권 추천코스B
Best Tour

자동차 25분

▼ 자동차 10분

▼ 자동차 10분

▼ 도보 5분

호국불교의 정신

대곡사

COURSE

1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험프로그램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

COURSE

5

가시연꽃 만발하는

벼락저수지

COURSE

2

▼ 자동차 20분

오묘한 산세와 수려한 경관

만장사

COURSE

6

조선후기 개설된 유서깊은 시장

안계시장

COURSE

3

COURSE

4

문화재자료 제263호

비안향교

자~ 다음코스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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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사는 1368년(고려 공민왕 17) 인도 승려로 알려져 있는 지공과 고려의 나옹 혜근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많은 불제자를 배출한

대곡사
Daegoksa Temple

경내에는 보물 제1831호로 지정된 대웅전과 경북유형문화재 제161호로 지정된 범종각이 있으며 또

한, 단촐하면서도 고아한 고려시대의 석탑양식을 엿볼 수 있는 대곡사 13층석탑은 대곡사의 또 다른 

볼거리이다. 고려 이전에는 태행산, 조선시대에는 자미산이라 불리기도 하였고, 대곡사에서 적조암을 

거쳐 3km에 이르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시간 반을 걸어 정상에 오르면 100리나 되는 

긴 계곡이 펼쳐져 있고 남으로는 저 멀리 안계평야가 북으로부터 흘러오는 낙동강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은 산세가 특히 절묘하게 펼쳐져 있어 등산하기 좋은 곳이다. 

의성군 다인면 대곡사길 80

T. 054)862-4222

http://www.daegoksa.com

Travel tip 대곡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 및 주변 둘러볼만한 곳

범종각 (지방유형문화재 제161호)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집 양식으로 팔작지붕 중층 누각이다. 공포(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데 짜맞추어 댄 나무 부재)는 내부 3출목, 외

부 2출목으로 하였으며, 내부는 앙서형[仰舌形]으로 조각하였고, 앙서 위에는 연

꽃도 조각하였다.

다층석탑 (문화재자료 제405호)

점판암(粘板岩)으로 만든 청석탑(靑石塔)으로 대곡사 대웅전(경상북도유형문화재 

160) 앞에 있다. 탑의 기단부(基壇部)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판암으로 

된 탑신부(塔身部)는 12층이 남아 있는데 각층의 옥개석(屋蓋石)만 쌓여 있고 옥

신석(屋身石)은 모두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비봉산

해발 579.3m의 산으로 고려 이전에는 태행산, 조선시대에는 자미산이라 불리기

도 하였다. 대곡사에서 적조암을 거쳐 3km에 이르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정

상에 오르면 멀리 긴 계곡이 펼쳐져 있고, 남으로는 안계평야가 낙동강을 마주하

고 있어 산세가 절묘하다.

벼락저수지 안계시장 비안향교 만장사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대곡사

2 3 4 651

거쳐 3km에 이르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시간 반을 걸어 정상에 오르면 100리나 되는 

긴 계곡이 펼쳐져 있고 남으로는 저 멀리 안계평야가 북으로부터 흘러오는 낙동강을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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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멀수록 더욱 맑고 당당하며, 고결하게 서 있으며, 멀리서 볼 수는 있어도 함부로 가지고 놀 수는 

없는’ 연꽃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할까?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는 안계면 시안2리에서 장이 개설되다가 용기4리로 이전했다. 그래서 시안2리의 

장터를 구장터라고 부른다.

가시연꽃 만발하는

벼락저수지
Byeorak Reservoir              

조선시대 후기 개설된 유서깊은 시장

안계시장
Angye market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한 농업용 저수지로 1941년 1월 1일 착공하여 1946년 12월 30일 준

공하였다. 『상산지』 등 옛 문헌에 벼루못이라 기록되어 있어 조선 시대에도 이미 활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총 6천평 규모로 지난 2011년 벼락지 가시연꽃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낙동강 수변지역과 

연계한 테마관광자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마다 여름이면 연꽃들이 활짝 피어 저수지를 가득 메운다.

마늘을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생필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현대화 계획을 

통해 1,525m2에 이르는 아케이드를 설치, 장옥을 보수하는 등 시장을 정비하고 시장의 활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닭불고기가 대표적인 먹을거리로 손꼽힌다.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935-1

의성의 맛과
정이 살아있는
즐거운 전통시장

의성군 안계면 안계시장길 14-11

◀ 닭불고기

▼ 추어탕

벼락저수지 안계시장 비안향교 만장사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대곡사

2 3 4 651

연계한 테마관광자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마다 여름이면 연꽃들이 활짝 피어 저수지를 가득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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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체계적인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
Gyochon Experiential Green Farming Village

조선 태조 7년(1398)에 처음 지어졌으며 임진왜란 때 불타없어졌다가 광해군 2년(1610) 지금 있는

자리에 복원하였고 이후 몇차례 수리하였다. 경내에는 제사 공간이 대성전과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강당인 명륜당, 삼문, 동무, 서무 등이 남아 있다.

문화재자료 제263호

비안향교
Bian Hyanggyo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서당

체험캠프, 전통놀이캠프, 전통먹거리만들기, 건강캠프, 농촌체험캠프 등이 있다.

풀벌레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매일 들리는 농촌마을이다. 교

촌리에는 큰 하천인 위천이 흐르고 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작

은 지류가 흐르고 있다. 2002년부터 농림부 선정 ‘녹색농촌체

험마을’, 2003년 농협중앙회 팜스테이마을, 2005년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지역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향교 건물은 대성전·명륜당·광풍루·정사청 등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상

량문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비안읍에 있던 처음 건물은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고, 지금 있는 건물은 1608년(선조 41)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

다. 대성전에 5성(聖)과 22현(賢)을 모시고 매년 봄에 제사를 지낸다.

의성군 안계면 교화길 59

T. 054)862-7755

http://cafe.daum.net//kc7755

벼락저수지 안계시장 비안향교 만장사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

2 3 4 65

대곡사

1

의성군 안계면 교화길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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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벌레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매일 들려요~

Travel tip 녹색농촌체험 프로그램

•봄 : 농작물 파종, 모내기, 들꽃 체험

•여름 : 농작물 관리, 농촌체험 캠프, 낚시, 생태탐사

•가을 : 농작물 수확, 벼베기, 메뚜기 잡기

•겨울 : 서당캠프, 민속놀이캠프

•연중 :  주말농장, 가족 건강캠프, 리어카 면허증, 자전거 

하이킹, 전통 먹거리 체험

벼락저수지 안계시장 비안향교 만장사

2 3 4 6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

5

대곡사

1

풀벌레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매일 들려요~

102 103



화장산(華臧山)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로 오묘한 산세와 수려한 경관으로 이름난 기도도량이다.

본래 ‘화장사(華臧寺)’라고 불렸으나 약 30년 전 승려 대관이 중창하면서 사명을 ‘만장사’로 바꾸었다.

오묘한 산세와 수려한 경관

만장사
Mangangsa Temple

화장산 중턱에 자리잡은 만장사는 오묘한 산세와 수려한 경관으로 이

름난 기도도량이다. 창건 연대는 알수 없지만 1999년 발굴된 석불좌

상과 이산의 동편에 쌓인 화장 산성의 성곽 형태와 삼층석탑 등으로 

미루어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문화재 보유와 전통사

찰 지정, 기도가 효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방문객들이 많으며 사찰복

원사업의 하나로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근에는 다인 대곡

사, 단밀 낙정나루터, 개천지, 관수로, 비안향교, 봉양 탑산온천, 빙계

계곡, 사촌리의 가로숲, 고운사 등의 관광명소가 있다.

수려한 경관과
야생화들이 

정답게 반겨줘요~

Travel tip 만장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지방유형문화재 제322호)

전체높이 222cm 정도로 지대석과 상대석·중대

석·하대석 등 완전한 좌대를 갖추고 있으며 광배

까지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불상의 머리는 나

발이고 양어깨에 걸친 통견(通肩)의 법의(法衣)와 

가슴부분에 옷매듭이 표현되어 있으며, 다리는 결

가부좌(結跏趺坐)한 모습으로 항마촉지인(降魔觸

地印)의 수인을 하고 있다. 

의성군 비안면 모산길 109

T. 054)832-5267

벼락저수지 안계시장 비안향교 만장사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

2 3 4 65

대곡사

1

정답게 반겨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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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Map
Guide

Tourist Map
Guide

4
5

2

3

1 신평면사무소

고도산

안사면사무소

당진영덕고속도로

신수리월소리

만리리

교안리

덕봉리

용봉리

안사리

서부권 추천코스C서부권 추천코스C
Best Tour

자동차 20분

▼ 자동차 25분

▼ 도보 5분

▼ 자동차 15분

왕실과의 인연이 많은 사찰

지장사

COURSE

1

깊은 산에 자리잡은 고즈넉한 사찰

옥련사

COURSE

5

경북유형문화재 제177호

안사동석조여래좌상

COURSE

2

신선이 청학, 백학과 함께 사는

왜가리전통생태마을

COURSE

3

COURSE

4

경북문화재자료 제402호

의성중률리석불좌상

자,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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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과의 인연이 많은 사찰

지장사
Jijangsa Temple

안사면 월소리에 위치한 지장사는 신라시대 의상 조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 조선 인조 15년과

고종9년에 각각 중건하였으며, 경내에는 극락전 등 6동의 건물이 현재 남아있다.

숙종대왕 친필을 쪼아 만든 「지장사」 표석의 선돌이 선명하

게 갈 길을 안내해주고, 절집에 오르는 길 양 옆에 서로 마주

보며 2기씩 드문드문 서있는 정겨운 돌탑, 주변의 돌을 그냥 

적석(積石)한 것이 아니라 석탑 양식으로 주변의 크고 작은 

돌을 탑신과 옥개석으로 구분해 쌓아 절집에 도착할 때까지 

길을 안내해준다.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이 그 곳에 사는 이

를 짐작케 하고, 절집 바로 앞까지 난 길을 따라 오르면 공양

간과 감나무아래 잘 정리 된 장독대, 자급자족하고도 남을 텃밭, 그리고 돌확 안으로 꽐꽐 쏟아지는 

석간수 한 모금이 감로수가 되어 온갖 세속의 번뇌를 씻어 내린다.

지장사는 전하는 사지나 문헌은 전혀 없고 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진다. 절을 둘러 싼 

용요산 곳곳에서 출토되는 유적이나 아랫마을에 기왓골(지장사를 지을 때 기와를 굽던 마을)이나 지

통골(한지를 만들던 마을)이란 지명을 볼 때 번창했던 가람으로 대중과 선승 선객들의 쌀뜨물이 아래 

계곡까지 뿌옇게 내려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의 큰 사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극락전, 응진전, 명

부전, 삼성각 그리고 얼마 전 모셔온 석조 비로자나부처님이 계신 중창할 예정의 허름한 법당과 요사 

2동이 현 주지 스님인 동효 스님의 원력으로 곳곳이 깔끔하게 정비 되고 있다. 
의성군 안사면 월소1길 148

Travel tip 지장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

의성 월소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방유형문화재 제176호)

입자가 굵은 화강암으로 만든 석불좌상으로, 중대석이 없는 

네모형의 상하 연화대좌 위에 안치되어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어깨는 좁게 표현되었으며, 납작한 가슴과 띠주

름으로 형식화된 옷주름 등에서 신라 후기에 유행했던 비로

자나불상 계열임을 알 수 있다. 도식화된 네모형 연화대좌의 

형태 및 조각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어떤
문화재들이 있을까?

안사동석조여래좌상 왜가리전통생태마을 의성중률리석불좌상 옥련사지장사

2 3 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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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좌는 연화좌로서 불상과 광배에 비해 매우 둔중한 느낌을 준다. 불상은 조각기법이나 광배의 형식에서

통일신라 말기나 고려 초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경북유형문화재 제177호

의성 안사동 석조여래좌상
Seated Stone Buddha in Ansa-dong, Uiseong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 산115-1

전체 높이 157㎝, 불상 높이 76㎝, 어깨 너비 76㎝, 무

릎 너비 76㎝, 광배 높이 110㎝. 안사리 안심마을에서 

북동쪽 고도산(高道山)으로 올라가는 계곡을 따라 약 

500m 가면 대곡지(大谷池)가 있고, 이 연못 안쪽의 완

만한 경사지에 있다.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결하고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현재, 대좌의 중

대석만이 결실되었을 뿐, 다소 마모는 되어 있지만 불

신과 광배는 온전한 상태이다. 불상과 광배가 한 돌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인 느낌은 커다란 광배와 불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Travel tip 주변 둘러볼만한 곳

국사봉과 안사리 석불좌상이 있는 길지에 세운 탑으로 풍수학적으로 여의주를 밟

고 있는 용의 오른발 위에 세웠다고 한다. 마을 이름이 탑들 또는 탑동이라고 불

리는데, 이 탑과 관련이 있는 듯하며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탑은 2중 

기단 위에 세웠는데, 하대면석 2매가 멸실되었고 상대면석도 1매가 없어져 그 자

리에 하대면석 2매를 끼워놓았다. 상하기단에는 우주와 탱주 1개가 새겨져 있다. 

형식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추정된다.

주소 : 의성군 안계면 양곡1길 221-5

전화 : 010-3804-3456

내용 : 다도체험, 곡궁, 농촌체험 등

홈페이지 : www.daum.net/taeyangmaeul

안사동 삼층석탑

태양마을

깊은 산골 구비 돌아, 이윽고 도착하는 곳.

마을이 보이는 저 멀리선 이미 한쌍의 청학이 손님을 반긴다.

신선이 청학, 백학과 함께 사는 마을

왜가리전통생태마을
Heron traditional eco village

1900년대 초 왜가리가 날아들기 시작해 국내 최대 왜가리 

서식지로 자리 잡았던 의성군 신평면 청학마을은 낙동강 지

류인 광산천이 흐르고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왜가리

가 살기에 최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천 주변으로 

작은 규모의 농경지가 있어 왜가리가 쉽게 사냥하며 살 수 

있다. 최대 275개의 둥지가 확인되었으며, 그 개체 수 또한 

2,000~5,000여 마리에 이르러 왜가리 집단도래 지구로 지정하여 보호되었다. 의성군은 지역을 대표

하는 생태계를 보전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왜가리생태마을을 조성하였다.

왜가리와 백로가 매년 찾아와 1월부터 8월까지 철새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왜

가리생태관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 에니메이션 및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공원에는 놀이터와 정자가 

있어 아이가 있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끝이지 않고 있다. 

안사동석조여래좌상 왜가리전통생태마을 의성중률리석불좌상 옥련사지장사

2 3 4 51

홈페이지 : www.daum.net/taeyangmaeul

의성군 신평면 왜가리길 1185
054)861-3450
http://www.usc.go.kr/waeg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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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신평면 청학길 죽리 마을 구릉에 있는 불상이다. 불상이 위치한 자리는 원래 사찰이 있었던 곳

으로 여겨지나 현재는 작은 보호각 안에 봉안되어 있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옥련사(玉蓮寺)는 그 이름이 연못에서 연꽃이 구슬같이 아름답게 피어난데서

연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북문화재자료 제402호

의성 중률리 석불좌상

깊은 산에 자리잡은 고즈넉한 사찰

옥련사
Okryeonsa Temple

현재 복련(覆蓮)의 연화문이 새겨진 팔각 연화 좌대 위에 앉아 있다. 

이 좌대는 본래 상대석·중대석·하대석으로 구성된 좌대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중대석을 포함한 좌대 1석은 소실되고 상대석 또는 하대석

이었을 1석의 좌대만이 남은 것을 그대로 대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8각의 대좌 1변의 길이는 68㎝며, 일부 파손된 상태이다. 

2001년 4월 30일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402호로 지정되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주월사, 운

람사와 함께 창건하였다고 하는 설과 신

라 흥덕왕 때 덕운 스님이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옥련사에서 가장 중심을 이

루는 건물은 바로 극락전이다. 극락전에

는 서방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봉안한 곳으로, 이 건물은 높

이 7미터, 폭이 6미터인 목조와가가 특

징이다. 이외에도 석탑과 미륵불 등의 

유물이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의성군 신평면 청학길 7

연꽃이 옥구슬처럼 
보인대요

의성군 안평면 옥련사길 130

Travel tip

옥련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지방유형문화재 제355호)

옥련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

전체 높이 132㎝, 불두 높이 25㎝, 

무릎 높이 25㎝, 무릎 너비 93㎝의 

불상이다. 극락전 본존불로 봉안되

어 있으나 법당 규모에 비하면 비교

적 작은 편에 속한다. 머리카락은 

작은 소라 모양을 붙여 놓은 듯한 

나발(螺髮)을 뾰족뾰족하게 나타내

고, 머리 중심부에는 타원형의 중앙 

계주를 표현하고 있다.

안사동석조여래좌상 왜가리전통생태마을 의성중률리석불좌상 옥련사

2 3 4 5

지장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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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ll.usc.go.kr

의성장날에는 의성사이버 농업인 회원들이 생산한 마늘과 사과 등의 농산물과 

‘가을빛고운’ 농산가공품 등 농·특·축산품을 갖추고 있다.

의성장날
(의성군 e-사이버장터 T. 054-833-6279)

의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하고 농촌주부들이 가정에서 직접 

손으로 빚고 만든 제품에 의성지역 농촌여성 일감갖기 소규모 

사업장들이 모여 ‘가을빛고운’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브랜드를 만

들었다. ‘가을빛고운’ 선물세트는 빛고운 재료에 어머니 마음과 

정성을 담아 만든 제품이다.

가을빛고운 선물세트

기존 의성군 브랜드쌀(의성황토쌀, 의로운쌀)을 의성眞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통합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으로 재배하였다.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일품 

벼 품종을 1모작 지대에서 재배하였으며 유기물이 풍부하고 비

옥한 점질 토양에서 완전미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의성眞쌀

의성眞마늘은 조상 대대로 재배하여 온 토종 마늘이며, 주아재배

로 즙액이 많고 입 안에서 독특한 향기와 매운맛이 감돌며 저장

성이 강하다. 전국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한지형 마

늘로는 전국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의성眞마늘

의성眞사과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강수량이 적은 

기후에서 생산 되어 빛깔이 곱고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당도가 높고 저장성도 매우 좋다.

의성眞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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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직접 마늘품질을 보증하는 웰빙제품] 

대한양돈협회에서 인증한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몸에 

좋은 의성마늘을 함유해 비린내는 없애고 담백함을 더했다. 

‘의성마늘’을 함유하여 소비자의 맛과 건강을 동시에 생각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햄 브랜드이다.

의성마늘햄

의성眞고추는 청정 의성의 산간지역에서 생산되어 빛깔이 곱고 

과육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고, 김치의 신맛을 억제하여 김장용, 

고추장용으로 인기가 높다.

의성眞고추

•청결고춧가루 -  산지에서 직접 고추를 구입, 세척에서 건조, 

살균에 이르기까지 위생적으로 가공하였다.

•볶음참깨 -  석발, 세척과정을 거쳐 은근하게 볶아내어 영양소의 

파괴를 막았으며, 각 볶은 듯 신선함이 오래 유지된다.

•참기름 -  재래식 방법으로 저온, 저속으로 압착해 냄으로 참깨의 

고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오래 지속된다.

청아띠 선물세트

의성眞자두는 개화기 때 온난하고 여름철 수확기에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으며 강수량이 적어 당도가 높다. 맑고 깨끗하며,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

의성眞자두

경북 의성군에서 100% 재래적 정치배양(미생물 배양법의 

일종)으로 식초를 생산 하고 있다. ‘항아초’의 원료인 솔잎식초, 

사과식초, 현미식초 또한 의성군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재료를 엄선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

가람솔 영농조합법인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의성마늘을 특수한 흑마늘제조공법으로 

발효. 숙성. 건조시켜 마늘 특유의 맛과 향을 달리함으로써 남녀

노소 누구나 손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또한 마늘의 유익한 성분이 

증가되어 우리 몸에 놓은 마늘식품을 상품화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성흑마늘

천년초는 겨울노지에서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견뎌내는 

생명력을 지니므로 천년초효능에는 초강력항산화성분(플라보 

노이드)이 타식물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이 들어 있어 유해산소 

제거 능력이 탁월하며 노화와 질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산화와 

염증에 강력한 저항력과 개선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천년초를 

이용하여 만든 기능성 화장품, 환, 분말, 전통민속주, 흑마늘 

막걸리 등이 있다.

신비안 천년초

의성마늘을 형상화한 빵으로 반죽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의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흑마늘 농축액, 마늘의 분말을 혼합하여 하루 

숙성 후 반죽하여 만든 빵이다.

의성흑마늘빵

의성眞자두는 개화기 때 온난하고 여름철 수확기에는 일교차가 의성眞자두는 개화기 때 온난하고 여름철 수확기에는 일교차가 의성眞자두는 개화기 때 온난하고 여름철 수확기에는 일교차가 의성眞자두는 개화기 때 온난하고 여름철 수확기에는 일교차가 

활력있는 농촌, 함께 동참하고 싶은 농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하는 청정지역의 농촌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바람 영농조합법인

에서 재배한 건강한 먹거리로 무청시래기, 무말랭이, 가지말랭이, 

감말랭이, 사과말랭이 등의 제품이 있다.

신바람 영농조합법인 ‘청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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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고을 의성의 금사리 국화차

[금사리농원 제품] 금사리국화차, 국화차 선물세트, 국화베개

금사리 농원

무엇보다도 김치의 맛은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버무려

지며 정성으로 담궈져 맑은 독에서 깊은 맛을 내듯 시원한 맛을 

낸다.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이 땅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재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진다.

맑은 독 깊은 맛

청정한 의성에서 생산된 의로운 벌꿀이다. 의성군 양봉회는 늘 

좋은 품질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믿음으로 꿀을 판매하고 

있다.

의성군 양봉회

국내산 의성 아로니아 100% 친환경재배 

(무농약 인증 : 제49-3-366)

큰 일교차와 뜨거운 여름햇살 아래 완숙 후 수확으로 안토시아닌 

등 풍부한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간편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무색소, 무방부제, 무착향료, 무조미료 동결건조 아로니아 

분말이다.

아로니아

직접 농사지은 100% 우리 쌀로 저온발효 과정과 의성에서 자생

하는 산수유 꽃잎을 첨가함으로써 몸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으며 맛이 부드러우며 효모가 살아있는 생 막걸리이다. 

산수유 대빵 막걸리

알아두면 좋은

의성여행 TIP

UISEONG TRAVEL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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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중앙선  안동  의성  탑리

   Cheongryangri Station  Jungang Line  Andong  Uiseong  Tap-ri

•부산진역  중앙성  영천  탑리 의성

   Busanjin Station  Jungang Line  Yeongcheon  Tap-ri  Uiseong

기차 By Train

중앙고속도로

•서울  광주원주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북대로  의성

•부산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의성

•대구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북대로  의성

•광주  광주대구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북대로  의성

•춘천  영서로  중앙고속도로  경북대로  의성

상주영덕고속도로

•인천  경부고속도로  상주영덕고속도로  의성

•대전  경부고속도로  상주영덕고속도로  의성

•강릉  동해고속도로  동해대로  상주영덕고속도로  의성

상주영천고속도로

•포항  익산포항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의성

고속도로 Expressway

•삼성택시 Samsung Taxi  T. 054)834-2383

•의성택시 Uiseong Taxi  T. 054)832-1472

법인택시 Taxi Companies

행선지 Destination 첫차 First 막차 Last

동대구 Dongdaegu ⇄ 의성 Uiseong 08:10 16:10

대구북부 Daegu Northern ⇄ 의성 Uiseong 07:00 21:30

구미공단 Gumi Industrial Complex ⇄ 의성 Uiseong 07:35 20:25

대전복합 Daejeon Complex ⇄ 의성 Uiseong 08:10 17:10

안동 Andong ⇄ 의성 Uiseong 06:30 21:00

동서울 Dongseoul ⇄ 의성 Uiseong 07:30 19:30

버스정류장 시간표 Bus Stop Timetable

•의성(시외버스) Uiseong(Intercity bus) T. 054)832-0180

•의성(시내버스) Uiseong(Transit bus) T. 054)832-1001

•도리원(봉양) Dorowon(Bongyang) T. 054)832-2059

•탑리(금성) Tap-ri(Geumseong) T. 054)834-1215

•단밀(낙정) Danmil(Nakjeong) T. 054)861-3124

•단촌 Danchon T. 054)833-3077

•다인 Dain T. 054)861-4232

•안계 Angye T. 054)861-0430

•가음 Gaeum T. 054)833-4931

•춘산 Chunsan T. 054)833-4931

버스정류장 안내 Bus Stop Guide

•의성역 Uiseong Station T. 054)832-7788

•탑리역 Tap-ri Station T. 054)833-7788

•철도고객센터 Korail Customer Center

   T. 1544-7788

역안내 Train Station Guide

의성역 열차시간표 Train Timetable at Uiseong Station

※위 시각은 철도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량리·정동진·영주 방면 / 경북순환열차

출발
Departure

의성역 Uiseong Station

도착 Arrival  출발 Departure
종착
Destination

부전
Bujeon

22:45 01:53 01:54 청량리
Cheongryangri

05:38

동대구
Dongdaegu

06:00 07:20 07:21 정동진
Jeongdongjin

11:58

부전
Bujeon

07:23 10:50 10:51 청량리
Cheongryangri

14:52

부전
Bujeon

09:10 12:34 12:35 정동진
Jeongdongjin

17:02

동대구
Dongdaegu

16:30 17:55 17:56 정동진
Jeongdongjin

22:30

▶ 동대구·부전 방면 / 경북순환열차

출발
Departure

의성역 Uiseong Station

도착 Arrival  출발 Departure
종착
Destination

청량리
Cheongryangri

21:03 00:48 00:49 부전
Bujeon

04:00

정동진
Jeongdongjin

06:26 10:52 10:53 동대구
Dongdaegu

12:39

청량리
Cheongryangri

07:38 11:42 11:43 부전
Bujeon

15:20

영주
Yeongju

09:55 10:52 10:53 동대구
Dongdaegu

12:39

정동진
Jeongdongjin

13:20 18:06 18:07 부전
Bujeon

21:30

정동진
Jeongdongjin

17:03 21:40 21:41 동대구
Dongdaegu

23:01

고속도로 휴게소 Rest Areas

의성휴게소(영덕방향)  T. 070-4405-7489 / 의성휴게소(상주방향)  T. 070-4405-7426

점곡휴게소(영덕방향)  T. 054)832-3378 / 옥산휴게소(상주방향)  T. 054)833-3387

낙동강의성휴게소(영천방향)  T. 054)475-2975~6

•안계택시 Angye Taxi  T. 054)861-7777

•개인택시의성군지부 Private Taxi Useong Branch  T. 054)83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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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관 Major Organizations

의성군청 T. 1588-1369

Uiseong-gun Office

의성읍 T. 054)830-5002

Uiseong-eup

단촌면 T. 054)830-5042

Danchon-myeon

점곡면 T. 054)830-5062

Jeomgok-myeon

옥산면 T. 054)830-5082

Oksan-myeon

사곡면 T. 054)830-5102

Sagok-myeon

춘산면 T. 054)830-5122

Chunsan-myeon

가음면 T. 054)830-5142

Gaeum-myeon

금성면 T. 054)830-5162

Geumseong-myeon

봉양면 T. 054)830-5192

Bongyang-myeon

비안면 T. 054)830-5222

Bian-myeon

구천면 T. 054)830-5242

Gucheon-myeon

단밀면 T. 054)830-5262

Danmil-myeon

단북면 T. 054)830-5282

Danbuk-myeon

안계면 T. 054)830-5302

Angye-myeon

다인면 T. 054)830-5332

Dain-myeon

신평면 T. 054)830-5362

Sinpyeong-myeon

안평면 T. 054)830-5382

Anpyeong-myeon

안사면 T. 054)830-5402

Ansa-myeon

보건소 T. 054)830-6651

Public Health Center

농업기술센터 T. 054)830-6702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경찰서 T. 054)834-0112

Police Station

교육지원청 T. 054)830-1163

Office of Education

세무서 T. 054)830-7200

Tax Office

상하수도사업소 T. 054)830-6961

Water and sewerage business place

조문국박물관 T. 054)830-5048

Uiseong Jomunguk Museum

문화원 T. 054)834-5048

Culture Center

모범음식점 Restaurants

전통시장 Traditional market

매월 수차례 주기적으로 생산자들이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서로 생산물을 교환

장 터 품  목 날 짜

의 성 장 마늘, 고추, 홍화 2·7일

단 촌 장 마늘, 고추, 사과, 양파, 마늘 5·10일

옥 산 장 사과, 고추 3·8일

금 성 장 마늘, 고추 1·6일

도리원장 자두, 사과, 홍화 4·9일

안 계 장 쌀, 사과 1·6일

다 인 장 쌀, 고추, 양파, 수박 2·7일

안 평 장 고추, 마늘 3·8일

신 평 장 도토리, 양파, 마늘 5·10일

상호 소재지 형태별 대표음식 전화번호

빙계숯불가든 가음면 현리낙전길 64 한식 불고기 054)833-4135

수정골맑은한우식당 금성면 금성현서로 10 한식 소불고기 054)832-3753

장터식육식당 금성면 탑리1길 10 한식 갈비살 054)834-1366

단촌한우암소식당 단촌면 장터길 35-7 한식 갈비살 054)834-8334

서울깍두기 봉양면 경북대로 4362-5 한식 갈비탕,곰탕 054)832-7702

청호가든 봉양면 경북대로 4942 한식 잉어찜 054)832-8005

도원불고기식당 봉양면 도리원1길 39-1 한식 고추장불고기 054)832-2808

전주명품한우식당 봉양면 도리원1길 42 한식 갈비살 054)832-2014

강산숯불촌 봉양면 도리원1길 60 한식 삼겹살 054)832-2076

의성마늘김동준한우 봉양면 도리원1길 88 한식 한우갈비살 054)832-1999

제일한우식육식당 비안면 강변길 75 한식 삼겹살 054)861-9033

국보설렁탕해장국 안계면 서부로 1768 한식 해장국 054)862-9898

대구숯불가든 안계면 안계길 120-5 한식 삼겹살 054)861-0073

안계숯불가든 안계면 안계길 122 한식 불고기 054)861-8558

시장식육 안계면 안계길 150-1 한식 갈비살 054)861-2525

한우마을 안계면 안계길 85 한식 불고기 054)861-3456

의성서부한우회마늘목장한우타운 안계면 용기12길 66 한식 소불고기 054)861-2919

해성식당 의성읍 군청길 10 한식 해물찜 054)832-7080

평양메밀냉면 의성읍 군청길 40-1 한식 냉면 054)834-8855

위생등급지정 음식점 Restaurants

상호 소재지 형태별 위생등급 전화번호

윤카츠 의성읍 군청길 41 양식 우수 054)832-1900

해성식당 의성읍 군청길 10 한식 좋음 054)832-7080

마카마늘이야기 의성읍 경북대로 5690-46 한식 좋음 054)832-6362

청호가든 봉양면 경북대로 4942 한식 좋음 054)832-8005

파라지오CC점 클럽하우스 봉양면 농공마전길 167 한식 매우우수 054)833-6200

파라지오CC점 스타트하우스 봉양면 농공마전길 167 한식 매우우수 054)833-6200

라면우동 의성(영덕)휴게소 안계면 새못안길 45-47 한식 우수 054)862-9078

밥이당 의성(영덕)휴게소 안계면 새못안길 45-47 한식 우수 054)862-9078

라면우동 의성(상주)휴게소 안계면 새못안길 45-49 한식 우수 054)862-9078

밥이당 의성(상주)휴게소 안계면 새못안길 45-49 한식 우수 054)862-9078

낙동강의성휴게소 양식코너 단밀면 도안로 757-67 양식 우수 054)475-2975

낙동강의성휴게소 우동라면코너 단밀면 도안로 757-67 한식 우수 054)475-2976

낙동강의성휴게소 퓨전코너 단밀면 도안로 757-67 퓨전 우수 054)475-2977

낙동강의성휴게소 한식코너 단밀면 도안로 757-67 한식 우수 054)475-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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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츠, 청호가든, 해성식당 삭제



모범음식점 Restaurants

상호 소재지 형태별 대표음식 전화번호

성주숯불갈비 의성읍 동서1길 18 한식 소불고기 054)832-1312

동해반점 의성읍 동서1길 37 한식 짜장면 054)834-8838

양푼이대구뽈탕집 의성읍 동서1길 38 한식 해물탕 054)832-2892

충무회초밥 의성읍 동서1길 44 일식 초밥 054)832-6004

대궁 의성읍 동서2길 20 중식 짜장면 054)832-9666

낙원식육식당 의성읍 동서2길 21 한식 삼겹살 054)834-2232

경동숯불갈비 의성읍 동서2길 29-1 한식 삼겹살 054)832-9680

상우가든 의성읍 문소2길 54 한식 삼겹살 054)832-6399

밥집식당 의성읍 문소3길 38 한식 비빔밥 054)834-4445

개성한방삼계탕 의성읍 문소3길 49 한식 삼계탕 054)834-4558

영춘원식당 의성읍 문소3길 82-1 중식 짜장면 054)832-1647

장수생오리 의성읍 문소3길 97-1 한식 오리불고기 054)834-9252

삼삼이 숯불구이 의성읍 북부길 188 한식 수육,고등어구이 054)833-3332

매일식육식당 의성읍 북부길 2 한식 삼겹살 054)834-2941

북원숯불갈비 의성읍 북부길 9 한식 불고기 054)834-8100

순화해물가든 의성읍 원흥1길 10 일식 해물찜 054)832-5351

일월시장국밥 의성읍 전통시장2길 12 한식 곰탕 054)834-2445

시골황토매운탕 의성읍 중리길 20-1 한식 매운탕 054)834-8822

의성마늘한우프라자 의성읍 중앙길 55-3 한식 불고기 054)832-4422

의성예식장웨딩가든 의성읍 중앙길 55-3 중식 불고기 054)834-2060

북경루 의성읍 중앙길 76 중식 짜장면 054)833-1418

사랑채오리마을 의성읍 향교길 9 한식 오리불고기 054)834-5280

창녕식육식당 의성읍 후죽4길 3 한식 삼겹살 054)834-3185

보리밭식당 의성읍 후죽4길 7 한식 굴국밥 054)832-4425

대풍회 의성읍 후죽5길 12-1 일식 초밥 054)832-8900

가빈정추어탕 의성읍 후죽5길 32 한식 추어탕 054)832-9690

성안식육식당 의성읍 후죽5길 8-2 한식 닭볶음탕 054)834-8484

경북한우참숯불갈비 의성읍 문소3길 49-1 한식 불고기 054)834-2195

윤카츠 의성읍 군청길 41 양식 돈까스 054)832-1900

테마여행 Theme travel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관광지 주요 체험내용 위 치 전화번호

만경촌 전통놀이, 농촌체험 단밀면 구단길 182-19 054)862-8868

교촌농촌체험마을 농산물 수확, 전통놀이 체험 등 안계면 교화길 59 054)862-7755

한국애플리즈 사과와인만들기, 사과따기 단촌면 일직점곡로 755 054)834-7800

목재문화체험장(주)들길 목공예만들기 춘산면 금성현서로 1505
054)834-3228
054)830-6566

의성토종마늘마을 마늘쫑뽑기, 사과따기 춘산면 사미신감로 50-7 054)832-7110

태양마을 다도체험, 국궁, 농촌체험 안계면 양곡1길 221-5 010-3804-3456

지당들 장아찌담기, 마늘강정 춘산면 효선3길 161 054)833-1601

가람솔 식초드레싱·소스만들기 구천면 조성길 72 054)861-2411

(주)제월아트체험센터 도자기/한지체험 등 의성읍 의성길안로 157 010-2939-3244

안계승마체험장 승마, 국궁 체험 안계면 안신로 20-1 054)861-1500

숲속체험마을 음악체험, 도자기체험 의성읍 잔보들길 143 010-4840-9574

천등산농원 블루베리 수확 안평면 신안2길 1 010-3505-1262

운곡농촌체험마을 마늘수확 체험, 흑마늘양갱 금성면 탑운길 584-7 054)833-0777

모흥황토마을 사과따기 및 메뚜기잡기 체험 구천면 모흥2길 22
054)861-9556
010-5461-0445

일산자두활성화센터 자두따기 체험 봉양면 조문로 357 054)834-1346

예그랑 피자, 쿠키 만들기 금성면 수정사길 19 010-8596-6051

꽃체험농장꽃뜰레 꽃차, 나만의 화분만들기 옥산면 금봉로 295 010-5674-1100

민산정 꽃차, 전통놀이 점곡면 점곡길 29-3 054)841-2433

의성마늘체험관 의성마늘바게트, 피자만들기 의성읍 경북대로 5690-46 054)832-6362

문화관광해설사 운용현황

해설사대기소 해설내용 운용시간

금성산고분군
금성산고분군, 탑리오층석탑, 
제오리공룡발자국 산운마을, 빙계계곡

•3월~10월(10:00 ~ 17:00)

•11월~2월(10:00 ~ 16:00)
고운사 고운사, 사촌마을, 사촌가로숲

최치원문학관 최치원문학관

낙단보 대곡사, 마애불

의성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신청하세요!

의성군의 문화관광자원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있게 접할 수 있도록 역사, 

문화, 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소인원 10명 이상’ 해설이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5일전 시간, 장소, 단체명, 인원, 인솔자, 연락처를 작성 

하여 054)830-6356 (문화관광과)로 연락하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국박물관은 별도 해설예약이 필요합니다.

    (의성군통합예약시스템 또는 ☎ 054)830-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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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가든 : 833-3354



템플스테이

사찰명 수용인원 위  치 전화번호

고운사 35명 단촌면 고운사길 415 054)833-6933, 834-2324

만장사 20명 비안면 모산길 109 054)832-5267

수정사 30명 금성면 수정사길 420 054)832-7913

숙박 Accommodation

숙박 Accommodation

옛 선비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옥체험

한옥명 위  치 객실 수 전화번호

운초당 금성면 산운마을길 68 3 010-2910-2092

초해고택 점곡길 만취당길 17-12 3 010-2910-2092

소우당 금성면 산운마을길 55 8 010-5246-7762

김진가옥 점곡면 만취당길 9 3 010-3322-7323

후산정사 점곡면 만취당길 17 3 010-3615-5446

안동김씨종택 점곡면 점곡길 15-8 7 010-3615-5446

김정수가옥 점곡면 만취당길 21 3 010-9011-8482

운담고택 점곡면 만취당길 61 3 010-9000-0848

민산정 점곡면 점곡길 29-3 10 054) 841-2433

발길 닿는 곳곳 멋진 풍경 등산여행

산이름 높이(m) 위치 주요노선 거리(km) 소요시간

오토산 475 의성읍
오토제  김용비묘지  지능정상  정상  
산불감시초소  오로1리마을회관

2.2 2시간

둔덕산 305 의성읍
독립기념탑뒤편  갈림길  광고판  285봉  
306봉  하이골윗편(반환지점)

4.8 3시간

구봉산 215 의성읍
구봉공원  제3봉만남의광장  봉의정  충혼탑  
목교  문소루

5.0 1시간

갈라산 547 단촌면
외천마을  무수무갈림길  박시골재  문필봉  
참나무군락지  갈라지아래편  외천

7.0 3시간

금봉산 805 옥산면
휴양림관리사  헬기장  금봉산  이방이  쇠미기  
임도  청석골

6.0 3시간

금성산 530 금성면
용문정입구  금성산성  비봉산정상  산불감시초소  
용문지  용문정입구

9.6 4시간 30분

청화산 701 구천면
임도  마당미기  삼거리  570봉  637봉  
정상헬기장  묘지갈림길  청산지  임도

9.3 4시간 30분

만경산 499 단밀면
천은사  정상  철탑삼거리  열재  장자봉  
가마바위  묘지  386봉  갈현(청산리)

7.0 3시간

비봉산 580 다인면 대곡사  2봉  가마바위  정상  적조암  대곡사 6.2 2시간 30분

테마여행 Theme travel

마을권역센터 

마을명 수용인원 위  치 전화번호

교촌농촌체험마을 100명 안계면 교화길 59 054)862-7755

만경촌농촌체험마을 80명 단밀면 구단길 182-10 054)862-8868, 010-5012-9974

태양농촌체험마을 50명 안계면 양곡1길 221-5 010-3804-3456

운곡농촌체험마을 50명 금성면 탑운길 584-7 054)833-0777, 010-4496-9870

옥빛골 60명 옥산면 금봉로 302 054)834-5553, 010-8739-5522

밀성 35명 다인면 서부로 3549-7 054)862-0555, 010-9392-3500

일산자두활성화센터 20명 봉양면 조문로 357 054)834-1346, 010-4507-8227

금봉자연휴양림 156명 옥산면 휴양림길 114 054)833-0123

토종마늘마을 35명 춘산면 사미신감로 50-7 054)832-7110

모흥황토마을 35명 구천면 모흥2길 22 054)861-9556, 010-4531-0139

의성청학마을 35명 신평면 왜가리길 1185 054)861-7900

안평자두마을 35명 안평면 가도길 64 054)833-3322, 010-6565-4516

금마늘 26명 금성면 탑운길 584-7 054)833-0777, 010-6536-2491

방하 26명 단촌면 방하1길 226-15 010-6545-7457

산수유 24명 사곡면 사미신감로 821 010-3059-8291

126 127

USER
사각형


USER
메모
1. 김진가옥, 후산정사 , 안동김씨종택, 김정수가옥, 운담고택 삭제
 
2. 의성서당 추가
점곡면 점곡길 33, 객실수(1개), 010-2621-7259

USER
사각형


USER
메모
054-833-2324

USER
사각형


USER
메모
핸드폰 번호수정(사무실번호는 그대로)  010-8859-3500



숙박 Accommodation

주요문화재 일람 Name of Cultural Heritage

문화재명 문화재지정번호 위 치

의성 대곡사 대웅전 보물 제1831호 다인면 대곡사길 80 

의성 제오리공룡발자국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373호 금성면 제오리 산111외 1필지

의성 사촌리가로숲 천연기념물 제405호 점곡면 사촌리 356외 18필지

의성 빙계리얼음골 천연기념물 제527호 춘산면 빙계리 산70외

의성 소우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 금성면 산운마을길 55 

비안면자락동석조여래좌상 시도유형문화재 제56호 비안면 자락길 292 

의성 관덕동석조보살좌상 시도유형문화재 제136호 단촌면 관덕리 889

의성향교 시도유형문화재 제150호 의성읍 향교길 57 

고운사 가운루 시도유형문화재 제151호 단촌면 고운사길 415 

대곡사 범종각 시도유형문화재 제161호 다인면 대곡사길 80 

의성 정안동석조여래입상 시도유형문화재 제175호 단북면 하안길 23-3 

의성 월소동석조비로자나불좌상 시도유형문화재 제176호 안사면 월소1길 148 지장사 

의성 안사동석조여래좌상 시도유형문화재 제177호 안사면 안사리 산115-1

학록정사 시도유형문화재 제242호 금성면 산운마을길 21-7 

동강서당 시도유형문화재 제285호 사곡면 치선오상길 639-15 

의성 석탑리방단형적석탑 시도유형문화재 제301호 안평면 석탑1길 141-14 

유금강산권 시도유형문화재 제317호 금성면 위마길 88-8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시도유형문화재 제322호 비안면 모산길 109 

의성옥련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시도유형문화재 제355호 안평면 옥련사길 130 

의성 생송리마애보살좌상 시도유형문화재 제432호 단밀면 생송리 산175-13

고운사 연수전 시도유형문화재 제470호 단촌면 고운사길 415 

의성읍도서동회나무 시도기념물 제2호 의성읍 도서리 210-3

의성 월소리소나무 시도기념물 제97호 안사면 월소리 1202-4

의성 사촌리향나무 시도기념물 제107호 점곡면 사촌리 205, 점곡면 사촌리 180

의성 금성산고분군 시도기념물 제128호 금성면 대리리, 학미리, 탑리리.

의성 운곡당 시도민속 문화재 제165호 금성면 산운마을길 61 

의성 점우당 시도민속 문화재 제166호 금성면 산운마을길 69 

고운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28호 단촌면 고운사길 415 

의성 쌍호동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29호 안사면 쌍호리 산11

의성 치선동석탑 문화재자료 제30호 의성읍 치선리 산42

오봉종택 문화재자료 제187호 봉양면 구미길 90 

영귀정 문화재자료 제234호 점곡면 명고길 592-7 

덕양서원 문화재자료 제247호 춘산면 옥매길 95 

비안향교 문화재자료 제263호 안계면 교화길 65-14 

의성장춘리석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자료 제304호 비안면 장춘리 산16-3 

의성 내산리석불좌상 문화재자료 제305호 구천면 내산리 산25

의성 소계당 문화재자료 제376호 점곡면 의성길안로 1034 

의성 서계당 문화재자료 제377호 점곡면 의성길안로 1045-3 

의성 중률리석불좌상 문화재자료 제402호 신평면 청학길 7-12

의성 대곡사다층석탑 문화재자료 제405호 다인면 대곡사길 80 

의성 대곡사명부전 문화재자료 제439호 다인면 대곡사길 80 

의성 이계당 문화재자료 제443호 점곡면 윤암2길 9-2 

의성 대곡사 적조암 구포루 문화재자료 제626호 다인면 대곡사길 200

의성 진민사 소장 고문서 문화재자료 제653호 사곡면 오토산길 130(의성조문국박물관 보관)

문화재명 문화재지정번호 위 치

의성 탑리리오층석탑 국보 제77호 금성면 탑리리 1383-1

의성 관덕리삼층석탑 보물 제188호 단촌면 관덕리 889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46호 단촌면 고운사길 415 

의성 빙산사지오층석탑 보물 제327호 춘산면 빙계계곡길 127-10 

의성 만취당 보물 제1825호 점곡면 만취당길 17 

여관
숙박업소명 위  치 전화번호

해원 금성면 탑리5길 33 054)834-0066

청호 안계면 안계시장길 46-1 054)861-0339

보성장 의성읍 후죽5길 3 054)834-4960

칠보장 봉양면 도리원1길 67-1 054)832-2005

목화 다인면 서릉길 34 010-5138-6100

e모텔 의성읍 문소3길 78 054)834-2270

그랜드장 안계면 안계길 181 054)862-2626

신라장 의성읍 동서1길 13 054)832-0015

무아 의성읍 중앙길 76-3 054)834-6666

명품모텔 의성읍 문소3길 83-1 054)834-5181

혜성 의성읍 문소3길 111-4 054)834-3159

예림장 봉양면 도리원1길 67 054)832-4444

진주장 의성읍 문소3길 106-2 054)833-1123

그리스모텔 안계면 안계시장길 58-5 054)861-7277

석화장 금성면 탑리길 69 054)834-0171

썬모텔 의성읍 후죽5길 5 054)832-4114

탑산약수탕 봉양면 도리원2길 88-42 054)834-5030

금강장 의성읍 남대천길 255 054)834-0970

금성모텔 금성면 탑리2길 32-1 054)832-2228

아리랑여관 안계면 서부로 1612 054)862-0778

청원모텔 봉양면 도리원1길 37 054)832-2250

테마모텔 의성읍 북부길 5-2 054)834-9982

리치모텔 봉양면 봉기길 57 054)833-3700

씨에프모텔 의성읍 북원2길 6 054)832-0890

발리모텔 봉양면 봉기길 55 054)832-1244

올인모텔 의성읍 북부길 5-4 054)834-1089

필모텔 안계면 용기4길 7-19 054)862-3737

R-MOTEL 단밀면 도안로 828-16 054)861-9819

블루모텔 단밀면 도안로 828-22 054)862-4723

NS모텔 단밀면 도안로 828-42 054)861-3678

애플모텔 의성읍 북부길 331 054)834-7500

휴모텔 단밀면 도안로 828-20 054)861-6332

투데이모텔 의성읍 동서2길 36 054)83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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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과 추억이 가득하고, 

행복한 사람이 가득한 곳...

모두가 환하게 웃는 도시!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이 곳은 언제나 찾고싶은 도시, 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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