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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란

제 1차 세계국립공원대회 참가 등 국립공원 도입 모색

활용가능한 자원에서 보전의 대상으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으로 육지와 해양의
자연지역으로 정의함

『지리산 지역개발 조사위원회』설치 운영

국립공원의 기능

■ 현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의하는 국립공원
→ 자연생태계 보전과 여가활동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으로
① 육지와 해양의 자연지역으로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태계의
유기적 연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② 국립공원 지정목적에 반하는
개발이나 점유를 배제하며
③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정신, 학술, 교육,
여가 등 탐방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되는 지역

● 1961년 미국인 Harold J. Coolidge와 Raymond W. Cleland의
권유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제도 도입 검토시작
● 1962년 제 1차 세계국립공원대회(미국 Seattle)에 한국대표
참가 등 국립공원 제도 도입 분위기가 조성

● 풍부한 종다양성을 지닌 자연 생태지역으로서 미래를 위한
유전자원의 보고
●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지를 공공에 개방하고 제공
하는 국민의 휴식처
● 타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
● 보전의 결과로 다양한 자연적·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 제공

국립공원의 과거와 미래
● 제도 도입 초기, 지역기반 시설의 확충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관리
● 산업발전에 따른 자연과 환경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보전을
전제로 국민의 보건·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의 대상으로 인식전환

↓
보전과 이용 개념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미래세대로 물려줄 유산으로서 국민 공감대 형성

● 1963년 재건국민운동본부에『지리산지역개발 조사위원회』를
설치, 현지 조사 및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를 거쳐『지리산지역
개발조사보고서』로 국립공원 지정안 발표

탄생! 한국의 국립공원
● 1965년 건설부에서 공원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67년
법률 제 1909호로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 도입
● 1967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지정 결의와 국토종합계획
심의회 통과 후 건설부장관이 지리산을 제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

Introduction and
Designation
of National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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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국립공원

1872년 옐로우스톤(Yellowstone)이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 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
며, 현대에 와서는 파괴되어가는 자
연생태계와 환경, 문화·역사 유산
의 보전을 목적으로 공원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
이 제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Ⅰ. 한국의 국립공원

National
Parks of Korea

Ⅱ. 국립공원의
도입

>
Ⅰ. 한국의 국립공원

Ⅳ. 국립공원의 지정

National Park

Ⅲ. 국립공원의 관리주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현재 국립공원은 국가관리 원칙에 따라 소관부서는 환경부이며,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1개 공원만 지방
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공원자원
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자원보전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 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등
공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국립공원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공원관리청의 변천
● 제 1호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공원관리청(1967~1991)
국립공원 제도 도입 당시 개발위주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국토계획 담당부서인 건설부가 관리청으로 결정
● 건설부에서 내무부로의 관리청 변경(1991~1998)
공원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23년 남짓 담당해 오다가 지방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과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고려, 내무부장관으로 공원관리청 변경
● 내무부에서 환경부로의 관리청 변경(1998~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 이양요구가 있었으나 환경문제를
중대한 사회이슈로 인식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부
장관으로 공원관리청을 전환, 현재까지 공원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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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국립공원 지정요건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다섯 가지의 필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자 연 생 태 계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
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 자 연 경 관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이나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 문 화 경 관 :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지 형 보 존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위치 및 이용편의 : 국토의 보전·관리측면에서 자연공원을 균형있게 배치할 수 있을 것

국립공원 지정절차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자원의 보고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 환경부 장관은 제반절차를 거쳐 국립공원 지정안을 확정·고시한다.
- 후보지 조사를 거쳐 지정안 마련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지정
순위

공 원 명

위치

지정 년월일

계
1

지

2

경

3

계

공원구역
면적(㎦)
6,580.821

산

전남·북, 경남

1967.12.29

483.022

주

경북

1968.12.31

136.550

산

충남, 대전

1968.12.31

65.335

4

한 려 해 상

전남, 경남

1968.12.31

535.676

5

설

악

산

강원

1970.03.24

398.237

6

속

리

산

충북, 경북

1970.03.24

274.766

7

한

라

산

제주

1970.03.24

153.332

8

내

장

산

전남·북

1971.11.17

80.708

9

가

야

산

경남·북

1972.10.13

76.256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1975.02.01

229.430

11

오

대

산

강원

1975.02.01

326.348

12

주

왕

산

경북

1976.03.30

105.595

13

태 안 해 안

충남

1978.10.20

377.019

14

다 도 해 해 상

전남

1981.12.23

2,266.221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1983.04.02

76.922

16

치

악

산

강원

1984.12.31

175.668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1984.12.31

287.571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1987.12.14

322.011

19

변 산 반 도

전북

1988.06.11

153.934

20

월

전남

1988.06.11

56.220

리
룡

출

산

비

고

육지 : 3,827.112(58.2%)
해면 : 2,753.709(41.8%)
(*국토면적의 6.58%)

육상 : 127.188 해면 : 408.488

육상 : 24.223 해면 : 352.796
육상 : 291.023 해면 : 1,975.198

육상 : 136.707 해면 : 17.227

National Park

Designation Process

>

Ⅵ. 국립공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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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

Ⅰ. 한국의 국립공원

National Park

공원자원 보전관리
● 풍부한 종다양성 및 안정적 자연생태계 보전강화
- 자원조사, 모니터링, 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및 관리방향 제시 등 보전전략 토대제공
- 보존가치가 높은 생물종과 생태지역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전전략과 생물종 서식환경 개선 및 복원노력
추진
●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중한 문화유산의 자원가치 제고

Ⅴ. 국립공원의 관리체계

- 체계적 조사연구, 기록유지관리 시스템 도입 및 해설자원으로 활용 등 공원 자원화 추진
- 과도한 이용과 개발로부터 근원적 훼손 방지를 위한 자연친화적 시설기준 마련 및 적용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법제
국립공원은 지정초기 공원법에 토대를 두고 관리되다가, 1975년에 시작된 자연보호운동과 함께 자연공원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해 1980년 이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법률 제 3243호로 제정(1980년)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 3900호, 1986년)을 통해 지방자치단치로 위임했던 국립공원관리를 국가 직
접관리체계로 전환(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 제 1호 지리산국립공원 지정당시 국회승인을 통해 법률 제 1909호(1967년)로 국립공원 제도를 출범시킨『공원법』은
1980년『자연공원법』과『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되기 전까지 자연공원의 관리토대 제공

공원환경 보호
● 이용과 훼손 주체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관리정책 적용
- 거점지역 관리를 통한 탐방객 불법 무질서 예방·단속과 환경저해 불법시설 정비 등 현장관리 강화
- 자연친화적 공원사업 시행 및 행위허가를 통한 난개발 방지 등 제도적 규제관리정책 적용

지속가능한 이용
● 다양한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고품격 서비스 제공
- 탐방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과 자연관찰로 등 관련 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격 탐방 서비스 제공노력 추진
※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다양한 탐방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탐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균형적인 보전과 지
속가능한 이용방안 제시

- 탐방객 안전과 이용편의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국립공원 관리 관련계획
● 공원기본계획
-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발전 종합계획 →『공원계획』,『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계획
- 10년을 주기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참여와 협력
●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공원관리 여론형성 및 국제적 인지도 향상
- 지역사회협력 :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해소 및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주민지원 및 협력사업 공동

● 공원계획
- 자연공원의 토지이용 및 행위제한에 관계된 용도지구 조정·결정 등『용도지구계획』과 탐방객 편의 제공 및
공원관리를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공원『시설계획』으로 구성
- 10년마다 기존계획 타당성 조사 및 변경(사유 발생시 수시 변경) →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추진
- 국제협력교류 : 관리기법 도입적용을 위한 벤치마킹과 교류협력 채널확보를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세계
적 수준의 국립공원 구현을 위한『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등 추진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 공원별 현장특성을 감안, 해당공원의 보전 및 관리 측면의 쟁점해결 등 보전·관리를 위한 집중 계획
- 10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각 공원에서 수립하여 현장관리에 적용

National Par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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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왕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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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20개의 국립공원 중 16개가 육상공원으로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2개 공원이 해상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설악산

태안해안이 해안국립공원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오대산
소백산

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외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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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적공원으로 경주국립공원이 있으며, 제주특별

북한산

19개 공원은 국가(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구분

치악산

60년대 지정

70년대 지정

80년대 지정

4개

9개

7개

공원수

월악산

- 전 국토대비(99,678㎢) 국립공원 면적은 6.6%에 해

주왕산

당하는 6,580㎢이며 국립공원 면적 중 58.2%에 해당
하는 3,827㎢가 육상이며, 나머지 2,753㎢(41.8%)가
해상 공원구역

속리산
가야산

- 육 상 공 원 면 적 중 ‘ 지 역 제 국 립 공 원 (Regional
System)’제도가 반영되어 상당면적이 사유지
(26.3%, 1,005㎢)와 공유지(12.7%, 487㎢)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국유지는 53.8%에 해당하는 2,058㎢만

태안해안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

경주

- 서울 도심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이 가장 높은 이용
수준을 보이며, 설악산, 지리산, 한려해상, 및 경주
등 국립공원을 탐방객이 선호

계룡산

-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을 기점으로 탐방객이 급증
하여 입장료 폐지전인 2006년 대비 46%가 증가한
약 3천 6백만 명(2007년 기준)이 국립공원 방문

지리산
덕유산

한려해상
변산반도

월출산

다도해해상
내장산
한라산

한반도의 뼈대이자 민족정기가 샘솟는

백두산으로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큰 줄기를 망라한 백두대간은
우리 고유의 산에 대한 관념과 신앙의 중심에 있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기가 전 국토에 살아 숨쉬어
한반도의 자연적 상징이자 삶의 기반이 된 백두대간은
하나같이 수려한 명산들을 품어 민족사에서 보전의 가치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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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리산
국립공원은

1967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은 경남의 하동, 함양, 산청, 전남의 구례, 전북의 남원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483.022㎢의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산악형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지혜로운 이인의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로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삼신산으로 꼽힌
민족신앙의 영지였다. 또한 화엄사, 쌍계사 등 많은 문화재가 남아있는 불교의 산실이며, 근현대사의 많은 굴곡
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둘레가 320여km나 되는 지리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봉우리가 천왕봉(1,915m),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
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며, 20여 개의 능선 사이로 계곡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동과
서, 영남과 호남이 서로 만나는 지리산은 단순히 크다, 깊다, 넓다는 것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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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리산국립공원

#

왕등재 고산습지

Ⅱ.
자연자원의
보고
지리산

히어리

01

02

Jirisan National Park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언제나 아늑한 어머니의 산,

#

001

세석평전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지리산은 야생동·식물 4,994종이 서식하고 있는 자
연의 보고로 난대림에서부터 온대중부림, 한대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천연기념
물인 화엄사 올벚나무, 지리산 천년송과 세뿔투구꽃,
수달, 삵 등의 희귀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지리산의 깃대종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과 우리
나라 특산식물이자
법정보호식물인 조
록나무과 히어리다.
반달가슴곰은 지리
산국립공원을 대표
하는 상징종으로 복
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반달가슴곰

03

왕등재 고산습지
지리산 동쪽 끝자락에 왕이 올랐다는 왕등재
(967~970m)에는 면적 2,179㎡의 고산습지가 위치하
며, 정밀조사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물인 담비
등 348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04

세석평전
영신봉과 덕평봉 사이 남한에서 가장 넓은 고산 평원
인 세석평전(1,560m)은 군부대의 참호와 무분별한 이
용으로 황폐화 되었다가 국립공원의 복원 노력을 통
해 제 모습을 되찾고 있는 아고산대 초원지대이다. 상
층은 황량한 초원지대로 구절초, 좁쌀풀, 산새풀 등과
철쭉이 군락을 이룬 관목지대가 있다.

뱀사골계곡

뱀사골계곡
이무기의 전설
1300여년 전 지리산
송림사에서는 매년 백중날
불심 깊은 스님의 극락세계
인도를 위한 행사를
치렀다.
어느 해 이를 이상히 여긴
서산대사가 그 해 뽑힌
스님의 옷에 극약을 바르고
신선대에 올라 밤새 기도를
드리게 하자, 다음날
스님을 입에 문 채 죽은
이무기가 발견되었다.
이 후, 그 곳이 이무기가
죽은 골짜기라 하여
뱀사골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신선이 되려다
죽은 스님을 기리는 의미로
입구 마을을‘반선(절반의
신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02

천하의 일품 피아골 단풍

지리산 고봉마다
영험한 기운이 어리고,
계곡은 웅장하면서도
아늑함을 자랑한다.

천왕봉 일출

VISIT

지리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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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의 일출
가장 높은 곳에서 맞이하는 일출을 위해 천왕봉에는 새벽녘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
어진다. 하지만 천왕봉 일출은 삼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만나기 어렵다.

피아골은 삼홍(三紅)의 명승지로 불릴 정도로 가을 단풍이 일품이다. 온 산이 붉게 물든
다 하여 산홍, 붉게 물든 단풍이 물에 비치어 물조차 붉게 물든다하여 수홍, 그 경치를
바라보는 사람 또한 붉게 물든다 하여 인홍, 이 세가지를 삼홍이라고 한다. 피아골 직전
마을에서 곡식인 피를 많이 재배했기 때문에 피밭골에서 피아골로 변했다고도 한다.
03

용이 노닐다 승천한 구룡계곡
용호구곡 또는 구룡폭포라고도 한다. 음력 4월 초파일이면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
에서 내려와 아홉군데 폭포에서 한 마리씩 자리 잡아 노닐다가 다시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다.

04

으뜸의 산철쭉 군락지 바래봉
산세가 비교적 완만해 정상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고 산철쭉 군락으로 유명해 봄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바래봉 정상에서 팔랑치까지의 구간이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화엄사 각황전

피아골 단풍

바래봉 철쭉

아는 만큼 보이는 지리산국립공원

는 짧은 코스를 선택해도 좋다.

● 지리산국립공원을 탐방하기 전에 꼭 들러야 하는

- 경사가 급해 산행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이

곳은 중산리와 뱀사골, 화엄사 입구에 위치한 탐

구간에서는 칼바위와 망바위, 우리나라에서 가

방안내소다. 탐방로 정보와 지리산을 한 눈에 볼

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인 법계사와 장터목 대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자연해설 프로그램 등이 제

피소를 만날 수 있다.

공된다.
●『중산리탐방안내소』에서는 구상나무 숲길 체험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불일폭포 자연해설
- 연중, 매일 오전 10시~12시
- 쌍계사의 역사와 문화,
불일폭포 전설 등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지리산 여름여행
- 7~8월 중 주말, 1박 2일,
사전예약제
- 인근문화유적 탐방,
중산리야영장 1박,
천왕봉의 경관
● 노고할매와 하늘정원 걷기
- 3월~11월, 매일 오후,
1시간 소요
- 노고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섬진강과
지리산 조망

Ⅳ.
지리산에
전하는
역사이야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는
쌍계사, 법계사, 대원사,
화엄사, 천은사 등의 고
찰과 함께 각종 유적이
공원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01

02

03

지리산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장터목
지리산의 중심, 장터목 제석봉 아래에 위치한 해발 1,750m의 장터목은 지리산 북
쪽의 마천 주민들과 남쪽의 시천 주민들이 만나 물건을 사고팔던 곳이다. 현재 장
터목대피소가 들어서 있고, 동쪽으로는 천왕봉, 서쪽으로는 세석평전과 이어져 있
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간다.
문화유산 가득한 쌍계사
지리산 남쪽 중간 기슭에 있는 고찰로 최치원이 쓴 진감선사대공탑비, 쌍계사부도
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있다. 낙차 60m에 달하는 불일폭포 등으로 주변경관도
뛰어나다.
유서 깊은 대가람 화엄사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로 전남 구례읍에 자리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재건했고, 우리나라 10대 사찰 중 하나로 꼽히는 대가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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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웅장하고
아늑한
지리산의 경관

01 지리산국립공원

#

Jirisan National Park

을 통해 구상나무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반달가슴
곰도 볼 수 있다. 연계된 자연관찰로에서는 힘든
산행을 하지 않아도 지리산에 살고 있는 동·식
물을 관찰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25.5km의 종주길은 산행
의 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피소 사전예약이 필
수적이다. 대피소 예약 없이는 종주가 불가능하
며, 사전예약은 1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국립공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중산리~로타리대피소~천왕봉~장터목~중산리(12.4km)
- 최고봉인 천왕봉을 오를 수 있는 최단코스로, 9시
간 정도 소요되므로 당일산행이 가능하다. 로타
리대피소에서 경상남도 자연학습원으로 내려오

*문의
■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대포로 7 (666-934)
- 전 화 : 055) 972-7771~7772
- 팩 스 : 055) 972-7773
- E-mail : jiri@knps.or.kr
■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 주 소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56 (542-853)
- 전 화 : 061) 780-7700
- 팩 스 : 061) 780-7706
- E-mail : chiri_s@knps.or.kr
■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 주 소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와운길 10 (590-852)
- 전 화 : 063) 625-8911, 8912, 8914
- 팩 스 : 063) 625-8913
- E-mail : chiri_n@knps.or.kr
■ 홈페이지 : jiri.knps.or.kr

교통정보
┃뱀사골지구┃
- 승 용 차 : 고속도로 지리산 나들목에서 인월·산내 방향을 통해 뱀사골 도착
- 대중교통 : 남원에서 뱀사골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버스 운행
┃중산리지구┃
- 승 용 차 :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타고 단성IC~중산리 방면 20번 국도
- 대중교통 : 진주터미널에서 중산리까지 약1시간 간격으로 버스운행
┃화엄사지구┃
- 승 용 차 : 88고속도로(남원방면) : 남원IC에서 구례방면 19번국도
남해고속도로 : 하동IC에서 나와 구례방법 19번국도
호남고속도로(곡성방면) : 석곡IC에서 나와 구례방면 18번국도
전주~광양 고속도로 : 화엄사 IC에서 구례 화엄사 이동(15분)
- 대중교통 : 구례터미널에서 화엄사까지 군내버스 이용(20분 소요)
숙박정보
각 지역별로 민박시설과 식당은 충분한 편이다. 더 많은 정보는 각 지자체 홈
페이지와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jiri.knp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하동에서는 3월『고로쇠 축제』와 구례『산수유꽃 축제』, 4월
『화개장터 벚꽃축제』, 5월『야생차 문화축제』, 산청에서는 5
월『산청한방약초축제』, 남원에서는 5월『바래봉 철쭉제』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지리산 탐방에 풍성한 볼거리를 더한다.
- 지리산 인근에는 남명기념관, 목면시배유지, 빨치산전시관, 광
한루, 교룡산성, 운조루 등 문화 유적이 많아 역사·문화 탐방
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Ⅰ.
설악산
국립공원은

1970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그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1982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398.237㎢에 이르며 행정구역으로는 인제군과 고성군, 양양군과 속초시에 걸쳐 있는데
인제 방면은 내설악, 한계령~오색방면은 남설악, 그리고 속초시와 양양군 일부, 고성군으로 이루어진 동쪽은 외설악
이라고 부른다. 설악산은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하여 화채봉, 한계령, 마등령 등 30여개의 높은 산봉우리가 웅장하
게 펼쳐져 있다.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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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적인
보전구역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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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부터 내린 눈이 이듬해 여름에 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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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솜다리

설악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설악산은 산양, 사향노루, 수달을 비롯한 4,000여 종
이 넘는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노랑만병초, 산솜다리
등의 희귀한 식물을 비롯 1,400여 종이 서식하고 있
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설악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Ⅰ급으로
지정된 산양과 대청
봉 일원에 자생하고
있는 눈잣나무로, 특
히 눈잣나무의 자생
지는 국립공원특별
보호구역로 지정하
여 보호하고 있다.

권금성

하룻밤에 쌓았다는
권금성(權金城) 전설
한마을에 살던
권(權) 장사와 김(金) 장사가
난을 당해 가족과 함께
산정으로 피난하였다.
그러나 적을 막을 성이
없어 성을 쌓기로 하고
권장사가 밑으로 내려가
돌을 주워 던지고 이를
김장사가 받아 하룻밤
사이에 성을 완성했는데
권과 김이라는 성을 따서
권금성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산양

설악산국립공원의 천연기념물
다채롭게 어울린 설악산의 생태계 중에서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사향노루, 수달, 하늘다람쥐 등의 동
물들과 오색약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눈잣나무

한계령풀

설악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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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악산의
경관

외설악은 천불동계곡과
비선대가 유명하고
신라시대에 창건된
신흥사를 품고 있으며
백담사가 자리한
내설악은 아름다운
계곡으로 유명하다.

Ⅳ.
설악산의
역사이야기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마고선이 하늘로 올라간
비선대
- 연중, 하루 2회, 1시간
소요
- 숲과 새
● 신흥사와 불교이야기
- 연중, 2회, 1시간 소요
- 신흥사
● 백담사와 만해이야기
- 연중, 하루 2회, 1시간
소요
- 백담사와 만해 한용운

01

용이 승천하였다는 비룡폭포
육담폭포를 지나 토왕성폭포에 이르는 도중에 약 40m의 물줄기가 떨어지는 비룡
폭포가 있다. 폭포의 이름은 폭포수 속에 살던 교룡(蛟龍)에게 처녀를 바쳐 심한
가뭄을 면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02

설악산의 지붕 대청봉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1,708m) 설악산의 지붕이며 그 어느 방향에서도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다. 대청봉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낙조의 아름다움은 특히 유명하다.

03

설악산의 대표 절경, 천불동계곡
비선대에서 대청봉에 오르는 계곡은 마치 천개의 불상이 꽉 들어차 있는 듯한 모
습 때문에 천불동계곡이라 부른다. 계곡을 따라 기암절벽이 잘 발달되었으며, 비
선대, 문수담, 삼호담, 귀면암, 오련폭포, 양폭, 천당폭포 등 설악산의 대표명소가
많은 곳이다.

01

02
설악산은 보물
향성사지 3층석탑과
백담사 목조아미타불
부복장유물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탐방안내소

03

고려시대 축성된 권금성
설악산국립공원의 소공원에서 남쪽을 향하여 하늘을 찌를 듯한 바위들이 솟아 있
는데 이 정상 부근에 고려시대의 것으로 밝혀진 권금성이 있다. 권금성의 정상에
는 넓은 반석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약 2.1km의 산성이 펼쳐진다.
다섯 가지 맛의 오색약수
오색약수는 조선 중엽 오색석사의 승려가 반석 위에서 솟아나는 샘 줄기를 발견
하고 약수로 판명한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오색 꽃이 피는 특수한 나무를 따
서 이름 붙였다고도 한다.
백담사와 만해 한용운 선생
내설악을 대표하는 절로 신라 진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한계사로 칭했으나 조선
세조 때 백담사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승려로 입문하여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더욱 유명해졌다.

교통정보

아는 만큼 보이는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설악산탐방안내소는 프로그램은 게임, 영상실, 테

● 약수터탐방지원센터~용소폭포~등선대~흘림골

마별 전시실, 전자방명록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

지킴터(6.6km)

어져 있다. 각 코너는 설악산의 동·식물을 비롯

흘림골 구간은 난이도 중간정도의 코스로, 오색

하여 생태계 전반을 다루고 있고, 체험활동을 통

약수와 오색석사, 여심폭포, 등선대를 볼 수 있다.

해 설악산의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등선대는 의자모양의 암봉으로 왼쪽으로는 한계
령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설악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있다.

● 내설악 거찰 중의 하나인 백담사와 수렴동을 통

-승 용 차
·동해고속도로 하조대 IC : 설악동지구는 속초방향, 오색지구
는 양양방향
·44번국도 : 장수대지구와 오색지구는 한계령방향, 백담지구
와 설악동지구는 미시령방향
- 대중교통 : 속초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7번,
7-1번 버스를 이용하여 설악동 소공원입구까지 이
동가능하며, 10~15분마다 운행 <교통문의: 033636-7700>
숙박정보
각 지구별로 숙박시설이 충분하며, 야영장 및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설악동지구 : http://seoraktown.com
- 오색지구 : http://osaek.info
- 용대리지구 : http://yongdaeri.com

과해 대청봉 탐방 시 용대리~백담사 간 셔틀버스
를 이용하면 보다 여유로운 설악산 탐방이 가능
하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자원보존을 위해 지정·운영
되고 있는 특별보호구 및 비법정 탐방로 출입 시
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깊고
험한 설악산을 탐방할 경우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도 정규탐방로 이용이 필수적이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문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로 833 (217-120)
- 전 화 : 033) 636-7700, 7702, 7703
- 팩 스 : 033) 636-7494
- E-mail : seorak@knps.or.kr
- 홈페이지 : seorak.knps.or.kr

-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에는 연중 속초해맞이 축제, 양
양 현산 문화제, 인제 빙어 축제, 양양송이축제 등이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한다.
- 설악산 인근에는 속초해수욕장, 해맞이공원, 테디베어팜박물
관, 워터피아, 대조영 촬영지, 오색약수터, 실향민박물관, 등대
박물관, 아바이 마을 등이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Ⅰ.
속리산
국립공원은

1970년 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예로부터 제 2금강 또는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관이 빼어나다.
총 면적 274.766k㎡에 달하는 속리산국립공원은 충북과 경북의 여러 지역에 걸쳐 바위로 이루어진 산으로, 주요
봉우리인 천왕봉과 비로봉, 문장대는 백두대간의 장엄한 산줄기를 잇고 있어 암봉과 암릉이 잘 발달되어 있다.
속리산에는 많은 산들이 접해 있으며, 남쪽의 천왕봉(1,058m)을 중심으로 비로봉, 문장대, 관음봉 등 8개의 봉우리가
활처럼 휘어져 뻗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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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품송

Ⅱ.
속리산의
자연자원

망개나무

01

02

Songni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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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과 이별할 만큼 수려한

#

003
03

수달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속리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이품송과 수달,
하늘다람쥐, 원앙 등의 동물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과 담비는 물론이고 말똥가리, 수리부
엉이 등 10여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한 금강, 낙동강,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에는 가는
돌고기, 둑중개 등 멸종위기종이 어울려 살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속리산에서는 하늘
다람쥐와 망개나무
가 깃대종으로 선
정되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깃
대종의 서식지를
안정화하고 자연생
태계의 보전에 대
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복원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하늘다람쥐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
속리산의 전 지역에서 두더지와 등줄쥐의 굴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탐방객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는 너구리와 멧돼지의 발자국과 서식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속리산 전경

속리산 이름의 유래
속리산이라는 이름은 신라
선덕왕 5년(784년)에
진표율사가 속리산을
찾아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근 들판에서
밭갈이하던 소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진표율사를
맞이했다.
그것을 본 농부들이
‘짐승들도 저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절실한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오죽하랴’라고 하며
머리를 깎고 진표율사를
따라 입산수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데서
속리산(俗離山-속세를
떠나는 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02

가장 높은 봉우리 천왕봉
천왕봉(1,058m)은 속리산국립공원에서 가장 높다. 문장대부터 천왕봉에 이르는
속리산 주능선에는 조릿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 부근에는 장각동 탐방코
스가 있다.

03

임경업 장군이 세운 입석대
암석들 사이에 신비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입석대는 임경업 장군이 그동안 갈
고 닦은 힘을 시험하여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04

절경의 계곡, 화양계곡과 쌍곡계곡
아홉 개의 절경을 가진 화양구곡은 흰 반석에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른다. 쌍곡계곡
은 기암절벽과 노송이 어우러지고 소금강과 용소, 호롱소, 쌍곡폭포 등이 있어 작
은 금강산이라 불린다.

VISIT

속리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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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 문장대, 입석대
등 기암절벽 사이로
화양, 쌍곡 등 절경을
간직한 계곡들이
어우러져 속세를
떠나고픈 마음을 들게
한다.

속리산을 한눈에, 문장대
해발 1,054m인 문장대는 50여 명이 올라 설 수 있는 거대한 암석이 하늘로 치솟
아 있으며 사방에 막힘이 없어 주위의 봉우리들을 모두 볼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아는 만큼 보이는 속리산국립공원
● 속리산국립공원의『탐방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탐방 정보
문장대

천왕봉

은선폭포

견훤산성

기마순찰대

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시집 대여와 각종 캐릭터 상품 구입
도 가능하다. 탐방지원센터는 법주사, 화양동, 화북지역과
쌍곡에 위치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법주사, 화북지역에서 문장대로 오르는 코스(왕복 5~6시간)
와 문장대에서 천왕봉까지의 능선(왕복 1~2시간)이 주요탐
방로이며 화양동지역에는 도명산 코스(왕복 3~4시간), 쌍곡
지역에는 칠보산 코스(왕복 4~5시간)가 있다.
● 속리산에 있는 대부분의 정규코스는 짧게는 3~4시간에서

입석대

법주사

길어도 7~8시간이면 탐방을 마칠 수 있는 1일 코스이다. 그

마애불

러나 오후 늦게 탐방을 시작하거나, 물과 예비 옷 등을 준비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법주사~문장대(편도 6.9km, 왕복 5~6시간)
속리산의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장대 코스는 사전예
약을 하면 탐방로 초입 500m에 이어지는 자연관찰로에서
속리산에서 자생하는 생물들과 법주사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고 정상에서는 속리산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다.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살아있는 자연 이야기
- 연중, 하루 4회, 1시간 소요
- 단풍나무와 조릿대를
포함한 숲이 주는 혜택
● 미륵신앙의 요람, 법주사
체험하기
- 연중, 하루 4회, 1시간 소요
- 법주사와 팔상전의 유래
등 사찰이야기
● 화양계곡의 친구들
- 연중, 하루 4회, 1시간 소요
- 계곡에 사는 물가식물과
느티나무 이야기
● 쌍곡구곡 경관해설
- 연중, 하루 4회, 1시간 소요
- 물가식물과 계곡 동·식물

Ⅳ.
속리산의
역사
문화이야기
속리산국립공원에는 한
국의 3대 불전인 법주사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정2품송 등의 다채로운
문화재들이 보존되어
있다.

교통정보

01

보물로 가득한 천년 고찰 법주사
법주사는 진흥왕 14년에 의신조사가‘산세가 웅장하고 사방이 준엄하니 속세를
떠나 불법의 진리를 펼 곳이라’하여 창건하였다. 법주사에는 팔상전과 석연지, 쌍
사자석등 국보 3점과 10점의 보물이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

02

견훤이 세운 견훤산성
견훤산성은 보기드물게 남아 있는 삼국시대 산성의 하나이다. 산세와 지형을 따라
암벽을 그대로 이용하여 천연절벽과 성벽이 조화를 이루며 곡성의 네 모서리 중
동북쪽과 동남쪽은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다.

03

도명산의 웅장한 삼체불, 마애불
도명산 정상 근처에는 높이 약 50m, 폭 20m의 자연 암벽 위에 고려 초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삼체불’이 있다. 주존불은 회화적 수법으로 표현된 석가여
래상이며, 우측의 불상은 보관을 쓴 관세음보살상이다.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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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암절벽과
계곡이
어우러진 경관

03 속리산국립공원

#

Songnisan National Park

- 속리산국립공원은 4개의 지역(법주사, 화북, 화양, 쌍곡)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
며, 특히 2007년 완공된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올 수 있다.
숙박정보
- 속리산국립공원은 법주사 지역에 식당과 숙박업소가 많아 불
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속리산국립공원 : http://songni.knps.or.kr
·보은군 : http://www.tourboeun.go.kr

*문의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
(376-862)
- 전 화 : 043) 542-5267~5269
- 팩 스 : 043) 543-3992
- 홈페이지 : http://songni.knps.or.kr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법주사지구가 속한 보은군에서는 속리산의 짙은 단풍을 즐길
수 있는 10월에 풍성한 문화행사들이 개최된다. 축제로는『보
은대추축제』,『속리산단풍가요제』,『속리축전』이 대표적이다.
- 속리산국립공원 주변에서는『삼년산성』,『소나무홍보전시
관』,『선병국가옥』등을 둘러보고,『말티제 자연휴양림』,『옥
화 휴양림』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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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야생화 향기
가득한
덕유산

Deogyusan National Park

덕이 많아 어머니의 품처럼 너그러운 산

금강모치

01

덕유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깃대종으로 선정된 잉어과의 금강모치는 금강산 계
곡에서 처음 발견되어 그 이름이 유래하였으며, 식물
로는 구상나무가 깃대종으로 선정되어 보전과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03

토착수종인 구상나무
소나무과의 구상나무는 덕유산을 포함한 지리산, 한
라산 등 고산지에서 소규모로 자생하는 우리나라 토
착수종이다. 지구 온난화의 위협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 지구상에서도 사라질 수 있는 수종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04

부채꼴로 자라는 설천면 반송
적송 또는 육송이라
고도 하며 소나무의
사촌격인 반송은 여
러 가지가 부채꼴로
갈라져 고르게 자라
서 아름다운 형태를
이룬다. 지역에서는
구천동을 상징하는
나무라 하여 구천송
이라 부른다.

004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덕유산은 1975년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행정구역 상으로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4개 군에 걸쳐 있으며, 총 229.43㎢의 면적이 공원구역으로 지
정되었다.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덕유산국립공원은 동쪽의 가야산, 서쪽의 내장산, 남쪽의 지리산, 북쪽의 계룡산
과 속리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덕유산은 북쪽으로 흘러가는 금강과 동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수원지이기도 하다.
덕유산은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향적봉 1,614m)으로 아고산대 생태계의 보존가치 또한 높으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덕유산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야생화의 천국’이라 불리는 덕유산은 총 1,067종의
식물종이 풍부한 종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동물종
으로는 포유류 34종, 조류 142종, 양서류 11종 파충
류 12종, 어류 31종, 곤충류 1,393종 등 총 2,039종
이 있으며 하늘다람쥐와 수달, 담비, 삵 등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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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덕유산
국립공원은

구상나무

설천면 반송

극락전

안국사 극락전의
미완성 단청
덕유산에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안국사 극락전에
얽힌 일화가 있다.
안국사가 창건된 후 단청
작업이 남았을 때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단청을
자청하고 나섰다.
사내는 단청을 하는
100일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나,
궁금증을 견디지 못한
화상이 99일째
들여다보니 학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단청을
하고 있었다. 당황하여
밖으로 나왔으나 단청은
중단되었고 지금도 극락전
천정 모퉁이에
한평 남짓 단청이 안 된
곳이 있다.

02

파회와 천년송
구천동 3대 명소의 하나로 물살이 고요한 소를 지나 급류가 되어 암석에 부딪히다
가 다시 소를 이루는 경관을 볼 수 있다. 그 옆 길가에는 신라시대 일지대사가 바
위 위에 가지를 꽂아 자라났다는 천년송이라 불리는 소나무가 있다.

03

역사의 아픔 간직한 칠연계곡
비경을 간직한 칠연계곡은 금강 상류인 구리향천으로 흘러간다. 칠연폭포에서 이
름이 유래하였으며, 조선말기 일본군과 싸우다가 숨진 150여 의병들의 무덤인 칠
연의총이 있다.

04

VISIT

덕유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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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통문에서 향적봉에
이르는 계곡 일대에는
덕유산국립공원의
경관을 대표하는
무주구천동 33경이
산재해 있다.

일사대와 서벽정
서벽정 서쪽에 돛대모양으로 우뚝 솟은 기암이다. 구한말 학자 송병준이 은거하며
서벽정을 짓고 스스로 동방일사(東方一士)라 칭하며 이 바위가 기상이 깨끗하고
의젓하다고 하여 일사대로 이름지었다고 한다.

아는 만큼 보이는 덕유산국립공원
●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지구 주차매표소와 주차장을 지나면
『구천동탐방지원센터』를 연중 이용할 수 있으며, 덕유산국
립공원의 탐방로, 자연해설, 체험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 이 밖에 설천, 적상, 안성, 영각, 송계, 황점지구에 각각『탐
방지원센터와 공원지킴터』가 정보이용 등 탐방객의 편의증

천연요새로 적합한 적상산
한국 100경 중 하나인 적상산은 사면이 층암절벽으로 둘러싸여 붉은 단풍이 물들
면 마치 여인의 치마와 같다고 하여 적상(赤裳)이라 한다. 적상산에는 산정호수(적
상호)와 고색창연한 안국사 등이 운치를 더한다.

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는 구천동지구~백련사~향적봉(약
8.5km, 약 3시간) 구간이며, 또 다른 코스는 구천동지구~백
련사~오수자굴~중봉~향적봉(11.2km, 약 4시간) 코스이다.
이 구간에는 도중에 식수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미리 백련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향적봉 아고산대
야생화를 찾아서
- 4월~11월, 하루 2회,
2시간 소요
- 아고산대 야생화 등의
해설
● 금강모치가 살고 있는
구천동계곡 이야기
- 4월~11월, 하루 2회,
1시간 소요
- 금강모치, 수달, 수서곤충 등
● 두바퀴로 둘러보는
구천동계곡
- 4월 ~10월 , 하루 1회
- 2시간 30분소요
- 구천동계곡변을 자전거를
타고 자연탐방해설

서벽정

Ⅳ.
덕유산에
깃든 역사의
현장
적상산성 안에는 호국사
등 4개의 절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안국사만
남아 있다. 이외에도 원
통사, 송계사, 인월암 등
사찰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

천년송

사 약수터에서 물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01

02

03

문화교류의 관문 라제통문(羅濟通門)
통일문으로도 불리는 라제통문은 설천면 두길리 신두마을과 소천리 이남마을 사
이의 암벽을 뚫어 왕래하던 통문으로 옛 신라와 백제 사이에 문화가 교류되던 관
문이다.

● 영각공원지킴터~남덕유 코스는 경치가 묘향(妙香)과 금강
(金剛)을 닮아 황홀할 만큼 아름답지만 봄철과 가을철에 산
불예방을 위해 탐방객 출입이 통제되므로 탐방 전에 문의가
필요하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천년의 향기 백련사와 안국사
구천동계곡의 유일한 사찰로 신라시대 백련선사가 머물던 곳에 흰 연꽃이 솟아나
세운 절이라는 백련사와, 고려 말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전란을 치른 안국사가 적
상산에 위치한다.

● 설천봉~향적봉 구간(0.6km)
- 곤돌라를 이용하여 설천봉에 오르면 향적봉까지 도보로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가파르지 않은 경사와 목재계단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도 무난한 코스
이다.
- 철쭉과 진달래가 피어나는 봄부터 사시사철 아름다운 야생화와

유서 깊은 적상산성과 사고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자연석 석축을 쌓고 창고를 세워 유사시에 대비하였던 곳
이 적상산성이며, 조선시대에 사고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국사를 지켜왔던 유서 깊
은 사적지이다.

적상산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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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덕유산
으뜸의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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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gyusan National Park

가을 단풍, 그리고 상고대가 어우러진 겨울설경이 뛰어나다.

교통정보
-승 용 차
·구천동지구 :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무주IC와 88고속도로 남장수IC
- 대중교통
·서울에서 무주구천동까지는 3시간, 전주에서는 약 3시간, 대
구에서는 3시간 30분 소요
·구천동지구 : 무주에서 구천동 버스가 운행되며 약 40분 소요
버스운행시간 확인이 필수

칠연계곡

숙박정보
- 대형 숙박업소나 식당은 주로 구천동지구에 밀집되어 있다. 더
욱 상세한 정보는 무주군청 홈페이지‘무주관광’코너와
(http://www.mujutour.com/) 덕유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deogyu.knps.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적상산성
*문의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59
(568-814)
- 전 화 : 063) 322-3174~3175
- 팩 스 : 063) 322-4445
- E-mail : deogyu@knps.or.kr
- 홈페이지 : deogyu.knps.or.kr

- 한국의 대표적 산악형 리조트인 무주리조트는 자연과의 조화
를 기본개념으로 자연과 인간, 예술과 건강의 조화로움을 지향
하는 사계절 종합휴양지이다.
- 곤충박물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야영
장, 자연휴양림시설, 반딧불이 자연학교, 천문과학관 등이 포
함된『반디랜드』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소이다. 이곳 곤충박물관에는 반딧불이를 비롯한 전세계의
희귀곤충표본과 화석이 전시되어 있으며, 유리온실에는 200
여 종의 열대식물이 조성돼 있다.

>
Ⅱ.
동·식물의
보고
오대산

01

오대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오대산국립공원에는 동물 2,471종, 식물 1,040종, 균
류 277종 등 총 3,788종의 야생 동·식물이 분포하
고 있으며, 특히 산양, 수달, 산작약, 가시오갈피 등
보호할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야생 동·식물도 30종
이 분포하고 있다.

02

오대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오대산의 깃대종으로는
긴점박이올빼미와 노랑무
늬붓꽃이 선정되어 복원
등 보전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03

04

Odaesan National Park

다섯 개의 높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선

#

005

Ⅰ.
오대산
국립공원은

1975년 1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월정사지구와 소금강지구로 나뉜다.
면적 326.348㎢인 오대산국립공원은 강원도 강릉시, 홍천군, 평창군에 걸쳐 있으며, 해발 1,563m의 비로봉을 주봉
으로 동대산(1,434m), 두로봉(1,422m), 상왕봉(1,491m), 호령봉(1,561m) 등 다섯 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고 동쪽
으로 따로 떨어져나온 노인봉(1,338m) 아래로는 천하의 절경 소금강이 자리하고 있다. 오대산은 산봉우리 대부분이
평평하고, 봉우리를 잇는 능선 또한 경사가 완만하여 평탄한 흙산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또한 서쪽에는 설경
이 아름다운 계방산(1,577m)이 위치하고 있다.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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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노랑무늬붓꽃

오대산의 전나무숲길
월정사 입구에 있는 오대산 전나무 숲은 약 1㎞에 이
르는 숲길로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 중의 하나이다.
오대산은 향긋한 전나무 향기로 인해 대표적인 삼림
욕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대산의 늪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질뫼늪(12,341㎡), 소황병산늪
(2,300㎡), 조개동늪(7,761㎡)은 해발 800m~1,170m
의 고원에 위치하고 기생꽃 등 희귀한 야생식물이 서
식하고 있으며 훼손되지 않고 보전된 습지로 그 가치
가 매우 크다.

긴점박이 올빼미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전나무숲길

오대산 이름의 유래
오대산이 다섯 개의 높은
봉우리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서 유래 했다는 설과
동대(관음암), 서대(수정암),
남대(지장암), 북대(미륵암),
중대(사자암)의 다섯
암자에서 말미암았다는
설도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청량산의
별칭인 오대산은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나라 유학
당시 공부했던 곳인데
전국을 순례하던 중 중국의
오대산과 너무나 흡사한
곳을 발견하고 오대산이라
이름 붙였다는 설도
전해진다.

소금강

02

소금강의 대표 폭포, 구룡폭포
구룡폭포는 소금강을 대표하는 폭포로, 구룡소에서 나온 아홉 마리의 용이 폭포
하나씩을 차지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명소이다.

03

온갖 형상을 닮은 만물상
세심폭포와 구룡폭포에서 노인봉으로 오르는 계곡을 따라 오르면 만물상 바위가
벼랑 위에서 그 위용을 자랑한다. 거인상(巨人像), 일월암(日月岩) 등의 다채로운
형상이 신비로움을 더한다.

04

방아다리 약수
척천리에 위치한 방아다리 약수는 지형이 디딜방아의 모양을 닮았다하여 방아다
리라 불린다. 위장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약수이다.

구룡폭포

만물상

월정사

VISIT

오대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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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은
고지대임에도 산세가
부드러워 산행에 수월한
월정사지구와
바위산으로 금강산에
견줄만한 비경을 간직한
소금강지구로 이루어진
장쾌하면서도 듬직한
산이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명승, 소금강
소금강은 무릉계 안쪽 8㎞ 남짓한 계곡 일대를 일컫는데 율곡 이이 선생이 금강산
의 축소판 같다하여 그 이름을 소금강(小金剛)으로 지었다고 한다.

사고

상원사

교통정보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전나무숲 자연해설
- 연중, 하루 2회, 1시간 소요
- 전나무 숲의 자연생태와
유래
● 월정사·상원사 역사해설
- 연중, 하루 1회, 1시간 소요
- 월정사·상원사 경내
역사문화자원
● 오대산 역사·문화 탐방
- 예약제, 당일형, 2박3일
- 오대산 역사·문화자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체험
● 찾아가는 국립공원 교실
- 연중, 매일(사전문의 필요),
1시간 소요
- 국립공원을 주제로 한
영상자료 상영과
체험프로그램

Ⅳ.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이야기

01

문수신앙의 성지, 월정사
오만보살이 상주하는 문수신앙의 성지로 신라시대 선덕여왕 12년 때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6.25로 건물과 소장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으나, 8각9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 등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탐방로가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 상원탐방지원센

● 상원사~비로봉~상왕봉~북대~상원사(12.4km)

터와 소금강분소에서는 오대산국립공원의 탐방

- 상원사에서 출발하여 비로봉 정상을 지나서 능선

로 및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 등 공원 탐방 시 필

을 탐방하고 다시 출발지점인 상원사에 도착하는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지구의 자동차야영장은 무더
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다.

코스로, 탐방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행코스이다.
- 소금강지구는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펼쳐지며,
울창한 숲을 장식하는 단풍빛은 세계 최고라고

-승 용 차
·영동고속도로 진부IC : 월정사지구 6번국도 이용
·강릉IC : 소금강지구 6번국도 이용
- 대중교통 :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진부경유 강릉행) 이용 월
정사지구는 진부터미널에서 월정사, 상원사 방향
시내버스 이용, 소금강지구는 강릉터미널에서 303
번 시내버스 약 1시간마다 운행
숙박정보
- 각 지역별로 민박시설과 식당은 충분한 편이며, 대형숙박시설
로 (주)용평리조트, (주)휘닉스파크 등이 있다.
·평창군청 : http://www.happy700.or.kr
·강릉시청 : http://www.gangneung.go.kr
·오대산국립공원 : http://odae.knps.or.kr/

할 정도의 장관을 이룬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1만의 권속을 거느리고
설법하는 곳으로 알려져
왔고, 봉우리마다 1만의
보살이 상주하고 있어 불
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02

03

국보와 보물을 간직한 상원사
월정사에서 서북쪽,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상원사가 있다. 상원사는 신라의
태자들과 조선 세조와 관련된 여러 전설이 어우러진 곳이다.
사적 제 37호 오대산 사고(史庫)
신령스런 거울이라는 뜻의 영감사(靈鑑寺)는 우리나라 4대 사고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6.25전쟁을 겪으면서 주춧돌만 남게 되어 옛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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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름다운
봉우리로
둘러싸인 오대산

05 오대산국립공원

#

Odaesan National Park

오대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오대산국립공원의 월정사 입구에는 약 1km 정도
의 전나무숲길이 있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
울 수 있는 각종 자연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은 사
전예약 이후 이용할 수 있다.
● 오대산국립공원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
하여 일부 저지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산행을
통제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문의
■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2
(232-941)
- 전 화 : 033) 332-6417, 6494
- 팩 스 : 033) 333-5461
- E-mail : odae@knps.or.kr
- 홈페이지 : odae.knps.or.kr

- 오대산과 인접한 평창군, 강릉시에서는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
가 열리며, 대표적으로 산꽃약풀축제, 불교문화대전과 대관령
국제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메밀꽃축제, 단오제 및 감자축제
등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 오대산 인근에는 대관령 목장, 양떼목장, 허브나라 등 오대산
탐방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볼거리가 있다. 특히 오
대산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한국자생식물원은 공원탐방과
가족나들이의 최적지이다.

>
Ⅰ.
월악산
국립공원은

1984년 1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87.571k㎡이다. 소백산을 지나 속리산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월악산은 기암절벽이 치솟아 산세가 험준하고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져 주봉은 영봉(1,097m)으로 불리고
있다. 만수봉, 금수산, 신선봉, 도락산 등 22개가 넘는 크고 작은 산과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다.
충북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와 경북 문경시가 접해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깝고 충주 호반과 어우러진 탐방지로 사계절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06 월악산국립공원

Ⅱ.
살아숨쉬는
월악산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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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이 뛰노는 기암절벽에 달님도 멈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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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다람쥐

Woraksan National Park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솔나리

월악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소나무림, 신갈나무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총
1,200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동물로는 16종의
멸종위기야생동물과 함께 포유류 17종, 조류 67종,
곤충류 1,092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14종, 담수어
류 27종, 저서성무척추동물 112종, 거미류 118종 등
이 있다.
월악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월악산의 깃대종인
산양은 외국산 산양
과 속(屬)이 전혀 다
르다.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산림지대
에 약 31마리가 살고
있으며 복원이 진행
되고 있다. 다년초
식물인 솔나리는 영
봉과 중봉 인근에 소
규모의 군락을 이루
고 있는 깃대종이다.

산양

덕주사 마애불

마의태자와
덕주공주
서라벌을 떠난 마의태자
일행이 문경 땅 마성에
이렀는데, 그날 밤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이르기를“서쪽고개를
넘으면 큰 터가 있으니
절을 지어 석불을
건조하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영봉을 골라
마애불(磨崖佛)을 만들면
억조창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덕주공주 역시 같은 꿈을
꾸었고 다음날 고개를
넘으니 마루턱 큰 바위에
포경문(불경)이 황금빛의
기운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태자 일행은 꿈의
계시대로 석불입상과
마애불상을 만들었으며,
이후 미륵리사지의
미륵석불입상과 덕주사의
마애불은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는 곳이 되었다.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Ⅳ.
역사와
전설이 있는
월악산

02

사인암(舍人岩)
기암절벽이 치솟고 운계천이 굽이굽이 감돌아 해금강과 비견될 만큼 아름다운 곳
이다. 사인 벼슬을 지낸 우탁이 휴양한 곳이라 사인암이라 불리게 되었다.

03

망폭대(望瀑臺)
망폭대는 기암과 고무서리계곡을 흐르는 물이 어우러진 절벽으로 월악산 영봉의
정기가 어린 곳이다. 바위 위에는 속리산 정2품송과 비슷한 노송 한 그루가 운치
를 더했다.

04

팔랑소(八浪沼)
송계계곡의 팔경 중 가장 상류에 위치하는 팔랑소는 수백 평의 넓은 반석 위에 계
곡의 맑은 물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신라시대 8공주가 목욕재계하고 국운을 빌었
던 곳이라 전해진다.

01

전설 속의 미륵리석불입상
고려 초기 불상의 지방화된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5개의 돌로 불상을 만들고
1개의 얇은 돌로 갓을 삼았으며 신라말 마의태자가 불상을 만든 후 금강산으로 들
어갔다는 전설이 있다.

02

몽골군을 물리친 덕주산성
신라 때부터 전략상의 요충지로 군대가 주둔했으며 미륵사와 덕주사가 건립된 곳
이다. 고려시대 몽골군이 침입했다가 비바람과 우레에 놀라 물러갔다고 한다.

03

중원미륵리사지(中原彌勒里寺址)
미륵리사지는 석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석굴 사원터이다. 석굴을 쌓은 후 불상
을 모셨으며 미완성 석불, 건물지, 돌거북, 연화문당간, 사각석등, 석조물 등 중요
한 문화 자료가 많다.

[탐방해설프로그램]
● 야생화 향기와 함께
떠나는 만수골
- 연중, 2시간 내외 소요,
만수자연관찰로 주변의
동·식물 관찰, 자연놀이
● 마의태자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하늘재
- 연중, 2시간 소요,
미륵리사지 역사문화해설
및 하늘재 탐방
● 단양팔경 풍류즐기기
- 연중, 2시간 내외,
단양팔경 자연경관 해설

구담봉

월악산은 신라 말 망국
의 한이 서린 미륵리석
불입상 등 보물 6점과 사
적 1개소, 중원미륵리삼
층석탑 등 지방문화재 7
점, 시도기념물 3점 등
총 20개 소의 문화자원
을 보유하고 있다.

사인암

팔랑소

월악산 탐방

VISIT

월악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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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로 자리한
용하계곡과 송계계곡이
쌍벽을 이루어
자연경관의 극치를
자아내고 있으며,
선암계곡 또한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구담봉(龜潭峰)
옥순봉과 인접해 있으며 장엄한 기암절벽이 거북을 닮아 구봉이라는 이름과 물속
바위에 거북무늬가 있다 하여 구담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공원 각 지구의 입구에 설치된『탐방지원센터』에

● 덕주골~영봉~동창교(10.3km, 왕복 6시간 소요)

서는 월악산국립공원의 탐방로와 자연 해설, 다

- 산행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영봉의

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공원탐방에 유용한 정보

주탐방로로 덕주산성, 덕주사, 덕주사마애불,

가 제공된다.

송계팔경을 두루 보며 산행을 즐길 수 있는

● 송계, 사문리, 만수골, 상선암 등 4개소가 설치되

코스이다.

어 있으며, 사문리와 송계 탐방지원센터에서는

- 정상에 오르는 탐방로는 바위와 계단으로 되

배드민턴, 캐치볼, 이동도서관 등의 다양하고 편

어있어 산행 초보자에겐 어렵지만, 정상에서

리한 대여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려다보는 충주호 및 송계계곡, 주변 산봉우
리의 아름다운 경관이 힘든 산행을 잊게 해

월악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준다.

미륵리석불입상

교통정보
- 승 용 차 : 중부내륙고속도로-괴산IC에서 단양 방면(36번 국도)
또는 연풍IC에서 수안보를 거쳐 송계(597번지 방도)
중부고속도로-증평IC에서 충주를 거쳐 단양방면
(36번 국도)
중앙고속도로-단양IC에서 충주방면(36번 국도)
- 대중교통 : 충주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송계
방면 시내버스 승차(1시간 간격), 약 1시간 10분 정
도 소요
숙박정보
- 각종 호텔, 한화콘도 등 대형숙박업소는 주로 수안보에 밀집되
어 있고 송계지구에는 각종 펜션, 민박들이 있다. 더 많은 정보
는 충주관광안내(http://www.chungjutour.co.kr), 제천시 홈페
이지(http://www.okjc.ne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탐방객 이용량이 많은 덕주골 또는 동창교~영
망폭대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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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비한
월악산의
자연경관

06 월악산국립공원

#

Woraksan National Park

봉구간은 경치가 아름다운 반면 경사가 급하고
암반지대로 이루어져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겨울철에는 빙판구간 때문에 아이젠
등 안전장구 없이 산행이 불가능하다.
● 덕 주 골 로 부 터 약 6.0km, 동 창 교 로 부 터 는
4.3km이나 동창교 구간의 경사가 급해 양구간
모두 약 3시간(왕복 5시간) 정도 소요된다.

*문의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충북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647
(390-862)
- 전 화 : 043) 653-3250
- 팩 스 : 043) 653-3255
- E-mail : worak@knps.or.kr
- 홈페이지 : worak.knps.or.kr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월악산과 인접한 충주ㆍ제천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중 열
리며, 4월의 수안보 온천제, 8월 충주호수축제, 9월 제천한방
축제 등 지역축제가 계절별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인근에 수안보 온천, 문경새재, 충주호, 단양팔경, 청풍문화재
단지 등 다양한 관광단지가 있어 월악산탐방과 연계하여 오감
을 만족시킬 수 있다.

>
Ⅰ.
소백산
국립공원은

1987년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22.011㎢로 지리산, 설악산에 이어 산악형 국립공원 가운데
세 번째로 넓다.
해발 1439.5m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국망봉(1420.8m), 연화봉(1383m), 도솔봉(1314.2m) 등이 백두대간 마루금 상에
솟아있다. 공원구역은 경북 영주, 충북 단양, 강원도의 영월군의 경계를 지나며, 영주의 희방, 죽계계곡이 낙동강으
로 흘러들고, 단양의 천동, 어의곡, 죽령, 남천 등의 계곡은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퇴계 이황이“울긋불긋한 것이 꼭 비단 장막 속을 거니는 것 같고 호사스러운 잔치 자리에 왕림한 기분”이라 소백산
철쭉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처럼 수많은 탐방객이 봄철 소백산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겨울이면 장중한 백
두대간 위에 설화가 만발하는 절경을 이룬다.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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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의 가을

Ⅱ.
생명을
가득품은
소백산

Sobaeksan National Park

부석사

01

소백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소백산국립공원은 해발고도가 높은 능선이 길게 발
달해 있고, 능선 곳곳에 초원지대와 계곡이 형성되어
식물 1,067종과 동물 2,639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2007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러
한 생태적 보전 가치를 인정하여 IUCN-카테고리 Ⅱ
등급으로 지정하였다.

02

소백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소백산의 깃대종인
미나리아재비과 모
데미풀은 한국에서
만 자라는 고유식물
로 지리산 운봉 쪽
모데미라는 곳에서
발견되어 그 이름이
유래됐다. 물기가 있
거나 능선 등 자라는
곳이 제한되어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
모데미풀
한 식물이다.
또 다른 깃대종인 잉어목 피라미과 참갈겨니는 최근
DNA 및 형태연구를 통해 새로이 분류된 종으로 눈동
자 상부에 붉은색 무늬가 없으며, 등지느러미 상단부
는 흰빛이나 노란빛을 띤다.

03

천연기념물 주목군락
풍부한 자생식물 군락지로도 유명한 소백산은 주목
과 철쭉이 으뜸이지만 이중 소백산 정상 비로봉 일대
의 약 3,000그루의 주목 자생지가 생태적 가치가 인
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자연과 생명이 살아숨쉬는 생태계의 보고

#

007

부석사(浮石寺)의
창건설화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유학하던 중 만난 선묘라는
아가씨는 병중의
의상대사를 정성껏
간호하여 의상대사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용이 되어 의상대사가
신라에 불법을 전할 수
있기를 서원하였다.
신라에 도착한 의상대사가
절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자 사방 400m나
되는 바윗돌이 머리 위에
떠서“부처님 법을 펼쳐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썩
물러가거라”고
호령하였으니 이 또한
의상대사를 돕기 위해
나타난 선묘였다.
그 후 의상대사는 절
이름을‘떠 있는 돌’이라는
뜻으로 부석사(浮石寺)라
지었다고 한다.

02

퇴계 이황에게 영감을 준 죽계구곡(竹溪九曲)
소백산 주능선 동쪽 골짜기에서 시작되어 백운동으로 흘러 사천까지 이어지는 계
곡이 죽계천이다. 퇴계 이황이 죽계구곡이라 이름 붙인 곳으로 산 구비를 돌아 백
운동에 이르면서 절정에 달한다.

03

천연림을 자랑하는 남천계곡
소금을 지고 소백산 마당치를 넘던 옛 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곳으로 천연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 야영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는 남천야영장은 7~8월에만 한시적으
로 운영된다.

04

돼지바위에 소원빌기
국망봉 아래에 있는 높이 3m, 길이 5m의 큰 바위는 환하게 웃는 돼지와 비슷한
형상으로 돼지바위로 불리는데 이 바위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소백산 백두대간 마루금

죽령폭포

VISIT

소백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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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봉과 국망봉
사이에는 고려
경기체가의 대표작
죽계별곡(竹溪別曲)의
배경인 죽계구곡이
절경을 이룬다.

희방폭포를 품은 절경 희방계곡
죽령에서 희방사로 오르는 오솔길에 펼쳐지는 희방계곡은 대학자 서거정(徐巨正)
이“꿈속에서 노니는 듯한 천혜의 아름다운 계곡”이라 할 정도로 절경이다. 희방
폭포수는 약 28m 높이에서 웅장하게 떨어져 내린다.

구인사

죽령옛길

교통정보

아는 만큼 보이는 소백산국립공원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청운의 뜻을 품고
넘어보는 죽령옛길
- 3월~11월, 하루 2회,
2시간 소요
- 죽령옛길 속에 담겨있는
옛이야기
● 꿈에 본 듯한 천혜의
골짜기 희방계곡
- 3월~11월, 하루 2회,
1시간 소요
- 희방계곡의 동·식물
● 천동계곡 숲 속 친구들
- 3월~11월, 하루 2회,
2시간 소요
- 천동계곡 주변의 자연

Ⅳ.
소백산의
역사와 문화

02
신라와 고려의 보물을 간
직한 부석사와 희방사를
비롯하여 소중한 문화재
들을 보존하고 있다.

- 연화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가면

● 희방, 천동, 죽령, 삼가 지역 설치된 탐방지원센터는

봄에는 철쭉이, 겨울이면 설화가 만발한다. 희방

공원 탐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내하며 휴대폰

사 방향으로 하산하면 희방사와 희방폭포 및 계곡

충전, 인터넷 이용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수를 만날 수 있다.

소백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01

03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당의 침략을 왕에게 알리고 화엄교학(華嚴敎學)을 펴기 위해
문무왕 16년에 창건한 으뜸 사찰이다.
천태종의 총본산 구인사
수리봉 기슭의 연꽃 모양 지형에 자리한 구인사는 1945년에 상월원각 대조사가
창건했으며, 2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거느린 천태종의 총본산이다.
명승 죽령옛길
과거를 보러가는 선비와 장사꾼들이 넘나들던 고갯길로 지금도 주막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죽령옛길은 2007년, 전국 국립공원의 길 중에서는 유일하게 명승 30호
로 지정되었다.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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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퇴계 이황을
감동시킨
소백산의 절경

07 소백산국립공원

#

Sobaeksan National Park

● 소백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 종주 산행이 가능한
구간으로 묘적령~늦은목이 48km가 개방되어 있

┃소백산 경북 영주권┃
- 승 용 차 : 중앙고속도로 풍기IC에서 희방지구(희방사) : 제천,
단양 국도 방향으로 약 15분
삼가지구(비로사) 및 부석지구 : 부석사 방면으로
진행 후 소백산이정표에서 좌회전 15분, 부석지구
는 직진 30분
- 대중교통 : 영주 또는 풍기에서“희방사, 비로사, 부석사행”버
스 이용, 버스 시간 사전확인 필수
┃소백산 충북 단양권┃
- 승 용 차 : 북단양IC 또는 단양IC에서 단양읍 방면으로 약 20분
- 대중교통 : 고수대교 앞(시외버스터미널)에서“다리안, 어의곡
행”시내버스 이용

다. 산불 방지 기간 및 출입금지 구간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종주 탐방이 가능하다.
● 소백산의 산행 시간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겨
울철에는 보온 장비 준비가 필수이며 여름철에
는 식수 및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취사, 야영
이 가능한 장소는 삼가, 남천야영장뿐이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삼가리~비로봉~연화봉~희방사(약14km, 5시간50분)
- 소백산 비로봉 남쪽 기슭에 자리한 비로사에서 시작
하여 소백산의 주봉인 비로봉의 드넓은 초원지대를
올라서면 천연기념물인 주목군락을 만날 수 있다.

*문의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1720번길
76 (750-804)
- 전 화 : 054) 638-7896
- 팩 스 : 054) 638-8231
- E-mail : sobaek@knps.or.kr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 주 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백산등산길 103
(395-801)
- 전 화 : 043) 423-0708
- 팩 스 : 043) 423-1350
- E-mail : sobaek_n@knps.or.kr
■ 홈페이지 : sobaek.knps.or.kr

숙박정보
-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숙박시설 정보를 얻을 수 있으
며 천동지구 일원에 펜션, 민박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희방사
아래에 집단시설지구가 마련되어 있어 숙박시설과 식당 이용
이 편리하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소백산 철쭉이 개화하는 매년 5월 말에“소백산 철쭉제”가 연
화봉 및 영주시와 단양군 일원 등에서 열리며 경북 영주권은
소수서원 및 선비촌 등에서 전통 문화 숙박 체험이 가능하고,
충북 단양권에는 단양팔경, 고수동굴과 온달관광지(온달산성)
등을 비롯하여 명승지가 많다.

바다와 해안을 고스란히 품어 안은

자연이 우리의 어머니인 것은
그 안에 기대어 사는 모두를 보듬어주며, 아낌없이 베풀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류를 먼 시간까지 이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사람이 왔다가 돌아갈 곳은 자연의 품이며,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해안에서 쉼과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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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에서 4번째이자 해상공원으로는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300리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다.
상주·금산지구, 남해대교지구, 사천지구, 통영·한산지구, 거제·해금강지구, 여수·오동도 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535.676㎢이며 76%가 해상 면적이다. 가장 아름다운 바닷길로 이름난 한려수도는 71개의 무인도와 29개의
유인도가 보석을 점점이 흩어놓은 듯하다.
중생대 퇴적암의 구릉성 산지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크고 작은 곶과 섬, 반도로 이어진 리아스식 해안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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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머리말

Ⅱ.
바다와 산이
공존하는
한려해상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대흥란

01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주요 수종인 소나무, 곰솔, 동백나무, 졸참나무, 굴
참나무 등과 나도풍란, 대흥란, 조름나물, 히어리 등
1,142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주요 동물자원으
로 수달, 삵, 오소리 등 포유류 25종과 115종의 조
류 및 9종의 양서류, 16종의 파충류, 1,566종의 곤
충류, 24종의 담수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02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한려해상의 깃대종
은 천연기념물인 팔
색조와 해양생태계
의 거머리말을 포함,
동·식물 각 1종이
다. 팔색조는 세계적
으로 희귀한 여름철
새이고 거머리말은
중요한 지표종으로
과거에 흔했으나 서
팔색조
식지 훼손과 오염원
유입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해양생물이다.

03

원시자연의 아름다움, 지심도 동백터널
거제도 인근의 지심도는 섬 전체가 동백나무로 가득
한 일명 동백섬으로 군사보호지역으로 오랫동안 접
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령이 오래된 거대한 동백나
무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동백꽃이 떨어지는
3~4월이면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한다.

쪽빛 바다를 가르는 아름다운 뱃길

#

008

지심도

윤돌섬

거제 윤돌섬은
효자섬
윤돌섬은 구조라리
서쪽 해상에 있는
무인도이다.
옛날 한 과부가 윤씨 성을
가진 삼형제와 함께 섬에
살고 있었고,
섬 건너편 양지마을에는
‘망월’이라 불리는
홀아비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연정을 품은
것을 알게 된
아들 삼형제는
밤마다 오가는
어머니를 위해 큰돌로
징검다리를 놓아 버선을
벗지 않고도
양지마을 망월노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였다.
어머니를 위해 돌다리를
놓았다 해서
이 섬을 윤돌섬 또는
효자섬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락사

Ⅲ.
바다와
섬, 영산이
만든 한려해상
해안과 산악 지형이
조화를 이룬 한려해상은
잊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준다.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Ⅳ.
한려해상 속의
역사이야기

한려해상 탐방

보리암전 삼층석탑

01

유일한 산악지형, 금산
금산(705m)에서는 바다와 주변의 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기암괴석 또
한 일품이다.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려 임금이 된 후 산 전체를 비
단으로 덮어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비단 금(錦)자를 넣어 금산(錦山)으로 이
름 붙였다고 한다.

02

보배에 견주는 비진도해수욕장
산수가 수려하고 풍광이 뛰어나며 해산물이 풍부해 보배에 견주는 비진도의 백미
가 비진도해수욕장이다. 서쪽 해안은 은모래사장에 물결이 잔잔하지만 동쪽 해변
은 몽돌밭에 거센 물결이 몰아친다.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03

바다 위의 금강산, 거제 해금강
기암석벽으로 이루어진 환상의 풍광에서부터 바람과 식물 등 빼어나지 않은 것이 없
는 곳이다. 바다 위에 금강산을 펼칠 듯 아름다워‘제2의 해금강’으로 불린다.

04

자연과의 절묘한 조화, 외도 보타니아
해금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뱃길로 10~20분을 가면 외도 보타니아가 있다. 자연과
인간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외도 보타니아는 드라마‘겨울연가’의 마지막 촬
영지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필수 탐방지가 되었다.

01

충무공의 숨결 이락사와 충렬사
임진왜란의 마지막 격전지인 노량 앞바다에는 충무공의 영구를 처음 모신 이락사
와 충무공의 영구가 고향에 안장되기 전 안치된 가묘, 넋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 충
렬사가 있다.

[탐방해설프로그램]

02

● 건강한 숲 생태계 이야기
- 3월~12월, 매일 2회,
2시간 소요
- 숲속 생태계 이야기,
습지에 사는 생물 관찰
- 연중, 주말 2회 2시간 소요
- 관음포와 이순신 장군,
최후의 격전지 노량해전
● 자연의 조각품 금산 38경
- 연중, 주말 4회 1시간 소요
- 금산 정상부 기암괴석에
담긴 전설
● 셀프가이드형 자전거
체험프로그램
- 4월~11월, 매일, 4시간
소요
- 독암마을과 임진왜란,
추봉도 포로수용소 역사의
현장

한려해상에는 이충무공
의 공적을 기리는‘한산
도 제승당’을 비롯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당포산성 등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03

VISIT

한려해상국립공원

신비한 보리암전 삼층석탑
보리암은 우리나라의 3대 기도도량 중 하나로 꼽힌다. 허태후 왕비가 인도에서 가
져온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는 전설이 있는 삼층석탑이 있는데 이 탑 앞에서는 나
침반이 남북을 찾지 못하는 신비한 현상이 벌어진다.
한산대첩의 성지 제승당
한산대첩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충무공이 지은 후 영조 때 다시 세운 것이다. 해전
벽화가 전시된 제승당 인근에 충무공 영정이 모셔진 충무사, 활터인 한산정과 수
루가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거점지역

추봉도 포로수용소
한산면 추봉리에 위치한 봉암해수욕장은 1km정도 펼쳐진 몽돌해변이다. 6.25 전
쟁 중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격리된 포로를 수용한 곳으로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다.

안은 하루 두 번 썰물 때 길이 열려

에 설치되어 있는『탐방지원센터』

걸어서 등대섬으로 갈 수 있다. 등대

에서 다채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섬 선착장에서 등대에 이르는 구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탐방로, 자연

은 탐방로로 지정되어 남녀노소 누

관찰로, 자연해설 등의 탐방프로그

구나 쉽게 빼어난 경치를 감상할 수

램 소개와 자연자원 전시가 연중 진

있다.

행된다.

● 소매물도~매물등대 구간
- 소매물도 등대섬은 깎아지른 해안절
벽을 따라 암석의 절리가 기하학적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절벽과 해식동굴 등
이 곳곳에 발달해 절경을 이룬다.
- 등대섬은 해안 절벽 위로 하얀 등대
등대가 절묘한 조화를 이뤄 환상적
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교통정보
-승 용 차
·남해대교지구 : 하동IC/진교IC~남해군 방향~남해대교
·사천지구 : 사천IC~삼천포 방향~창선·삼천도대교
·상주·금산지구 : 하동IC/사천IC/진교IC~남해군 방향~금산
·통영·거제지구 : 통영IC~통영/거제 방향
- 대중교통
·고속버스 : 서울~남해 약 4시간 20분 소요 하루 8회 운행/서울~통영 약 4시간 30분 소요 하루 14회 운행
숙박정보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가 서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하얀

04

- 소매물도와 등대섬을 잇는 몽돌해

*문의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대로
675번길 8-9 (668-821)
- 전 화 : 055) 860-5800
- 팩 스 : 055) 863-3523
- E-mail : hallyo@knps.or.kr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 주 소 : 경남 통영시 도남로 117
(650-140)
- 전 화 : 055) 640-2400
- 팩 스 : 055) 646-9205
- E-mail : hallyeo_e@knps.or.kr
■ 홈페이지 : hallyeo.knps.or.kr

- 남해대교 및 상주·금산지구 근처에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남해수련원, 보물섬캠핑장
등이 있으며 통영·거제지구에는 충무마리나콘도, 충무비치호텔, 충무관광호텔, 거제삼
성호텔, 거제관광호텔, 오아시스호텔, 애드미럴호텔 외에도 각종 펜션과 민박시설이 충
분한 편이다. 시내에 위치한 여관과 찜질방 등도 이용가능하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남해군에서는 11월 중『이충무공 노량해전승첩제』가 열리는데 설천면 어민들이 선박
100여 척을 동원하여 노량해전을 재현한다. 통영시에서는『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며
8월에는 충무공의 얼을 되새기는『한산대첩축제』가 개최된다.
- 한려해상 인근에는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통영·거제청소년수련관, 거제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관광단지가 분포해 있어 한려해상 탐방과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충
렬사, 세병관, 남망산국제조각공원, 거제어촌민속전시관, 거제포로수용소는 한려해상국
립공원 입구에 있어 방문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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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해금강

거북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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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보타니아

>

Hallyeohaesang National Park

비진도해수욕장

08 한려해상국립공원

#

금산

>
Ⅰ.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은

서남 해안과 해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립공원이다. 1981년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2,266.221㎢(육지 291.023㎢, 해상 1,975.198㎢)에 달한다.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인해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존재하며 과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과 기암
괴석들은 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다.
또한 신라 시대 장보고(?~841)가 건설한 해상왕국과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이 왜적을 격파한 전적지가
곳곳에 남아 있다.

09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Ⅱ.
청정해역에
살아숨쉬는
생물자원

01

02

#

009

바닷길 열리는 곳마다 흩뿌린 보석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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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리해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다도해해상은 온난 다습한 기후로 인해 동백나무군
락으로 대표되는 상록활엽수림대를 이루고 있으며,
1,629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동물은 포유류 22
종, 조류 357종, 곤충류 1,598종, 양서파충류 16종,
담수어류 22종이 있다. 멸종위기야생 동·식물로 박
달목서, 수달, 구렁이, 울도하늘소, 등이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다도해해상의 깃대
종으로는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
어 보호가 시급한 풍
란과 상괭이가 선정
되었다. 상괭이는 몸
길이 1m 정도로 작
은 돌고래처럼 생긴
포유동물이고 풍란
은 멸종위기야생식
물 Ⅰ급으로 꽃이 아
름답고 향기가 좋아
관상용으로 많이 이
용된다.

풍란

매바위

물귀신에게서
어민을 구한 매바위
거문도에서 60리 떨어진
무인도인 백도는 예부터
남해의 해금강으로 불렸다.
아흔 아홉 봉우리마다
전설이 어려 있으며
이중 매바위는 어민들에게
수호의 상징으로
신성시되어 왔다.
거문리의 한 어부가
밤늦게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었다.
이때 매 한마리가 날아와서
갑자기 여자의 머리를
부리로 쪼기 시작하였는데
어부는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다시 깨어나보니
매와 흡사한 매바위가 옆에
있었고 결국 바위의
영험으로 물귀신인
여자로부터 화를 면 하게
된 사실임을 알게 된
것이었다.

02

동백꽃 필 무렵 흑산도
목포에서 홍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흑산도는 11개의 유인도와 89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은 거칠고 대범하며, 풍란과 동백이 어우러질 때 그 아름다움
이 극에 달한다.

03

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 관매도
제주도로 귀양가던 선비가 섬에 매화가 붉게 핀 모습을 보고 볼관(觀), 매화 매(梅)의
의미로 관매도라 불린다. 수백년된 울창한 송림으로 이루어진 해송숲, 천혜의 절경
관매8경, 수령 800년인 천연기념물 후박나무, 모래가 풍부한 관매해변이 있다.

홍도 실금리굴

흑산도 촛대바위

향일암에서 바라보는 남해

VISIT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하백도 궁섬

다도해 탐방

아는 만큼 보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홍도의 선착장 바로 앞에 있는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조도이야기
- 연중 1일 4회 / 사전, 당일 예약가능
- 다양한 연령층 대상으로
조도일원 탐방 해설
● 갯돌소리 들리는 정도리
구계등
- 연중,매일2시간소요(사전예약)
- 완도 정도리 구계등에서 운영
● 흑산도이야기
- 연중 1일 4회 / 사전, 당일 예약가능
- 일반인 대상으로 흑산도
일주투어 탐방해설
- 청소년 대상으로 흑산도
유배문화 탐방해설
●‘8개의 그림자 지는
능가사에 얽힌 이야기’
- 연중,매일오전11시,1시간소요
- 팔영산과 능가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설운영

Ⅳ.
다도해에
깃든 역사와
섬문화
다도해해상에는 시·도
기념물 3점, 명승지 3점,
천연기념물 23점, 무형
문화재 4점이 있으며,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홍
도와 명승인 백도로 유
명하다

● 1박 2일
- 여수 : 향일암 일출 → 거문도 → 백도유람선

탐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탐방정보를 제공한다.

- 완도 : 정도리구계등 → 청산 → 고인돌하마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완도 : 보길도(예송리해변) → 중리, 통리해변 → 우암 송시

→ 신흥·지리해변

01

02

03

유배문화 유산 뿌리내린 진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고려 때 삼별초 항몽의 격전지이며 이순신 장군의
전공지이기도 하다. 고려 중기부터 유배지로서 다양한 유배문화의 뿌리가 된 곳이
다. 아리랑과 진돗개,‘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 등이 유명하다.
일출이 아름다운 여수 향일암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로 의병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동백이 울창한 금오산의 기암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해돋이가 아름답다. 새해 첫날이면 사람들로 붐비는 해돋이
명소이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보길도)
조선 중기 문신인 고산 윤선도가 13년간 글과 마음을 다듬으며, 시가문학의 전기
를 이룬 곳이다. 국내 3대 정원으로 꼽히는 세연정에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
룬 뛰어난 안목을 엿볼 수 있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해상공원의 특성상 주로

열 바위 → 고산 윤선도 사적지 → 격자봉 → 보죽산

배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승·하선 시 주의해야

- 흑산·홍도 : 흑산도→일주도로→홍도→해상유람선

한다. 방파제, 암석 등에 부착되어 있는 해조류가
미끄러워 넘어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가급적 등산화를 착용하고, 선박 상황에 따라 안
전하게 오르내리도록 한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탐
방의 백미는 역시 도서지역 탐방이다. 남해청정
지역의 보길도, 청산도, 거문도, 홍도, 흑산도, 조
도 등 이름 난 섬은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다.
● 당일
- 고흥 : 발포해변 → 발포 만호성 → 염포 몽돌해변
- 홍도 : 몽돌해수욕장 → 해상유람선(33경)

*문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17-12 (537-802)
- 전 화 : 061) 554-5474
- 팩 스 : 061) 554-0102
- E-mail : tadohae@knps.or.kr
- 트위터 : http://www.twitter.com/dadohae_knp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Dadohaehaesang.knp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 주 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02-1
(옥암동 1091-5) (530-831)
- 전 화 : 061) 284-9113
- 팩 스 : 061) 284-9129
- E-mail : dadohae_w_acc@knps.or.kr
■ 홈페이지 : dadohae.knps.or.kr

교통정보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국토 서남단인 완도, 고흥, 여수, 목포,
신안, 진도 주변의 도서 및 해역, 해안 일부에 7개 지구로 분산
되어 있으며, 여수, 완도, 목포 등 배후도시와는 육로 및 해상
교통으로 직접 연결되어 5~6시간 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숙박정보
- 호텔 등 대형숙박업소는 비교적 적으나 여관, 모텔, 민박시설
등이 있다.
·완도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wando.go.kr/
·고흥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goheung.go.kr/tour/
·여수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ystour.kr/kr/main.jsp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shinan.go.kr/
·진도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tour.jindo.go.kr/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dadohae.knps.or.kr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목포의 유달산은 100점의 조각작품이 전시된 조각공원과 난
공원 등이 조성되어 볼거리가 풍부하며, 장보고 대사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청해진 유적지와 완도의 어촌민속전시관은 어린
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58┃59

다도해해상은 무수한
섬들이 흩뿌려진 바다와
희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다.

석양에 물든 홍도 10경
오랜 세월 산화한 규암이 검붉은 색으로 변해 홍도(紅島)라 부른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무인도로 구성된 홍도 10경은 남문을 비롯하여 공
작바위까지 해안의 비경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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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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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haehaesang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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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우리나라에서 1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태안반도와 안면도를 남북으로 아우른
230km의 해안선에 27개의 해수욕장이 펼쳐진다. 전체 면적은 약 377㎢로 태안군과 보령시에 걸쳐 있다. 잔잔한 바
다에는 75개의 섬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데 4개 섬에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예로부터 큰 자연재해가 없고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먹거리로 삶이 고단하지 않아 지명을 태안(泰安)이라고 하였다.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펼쳐진 갯벌과 사구,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섬들이 서해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다양한 해안생태계가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해안형 공원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크다.

60┃61

10 태안해안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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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감주나무군락

Ⅱ.
생명이
편안히 숨쉬는
태안해안

검은딱새

01

02

Taeanhaean National Park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태양·바람·모래·송림·파도가 넉넉히 편안한

#

010

표범장지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태안해안은 바다-갯벌-백사장-해안사구-송림-배후습
지와 산지로 연결되는 해안생태계의 축이 온전히 보
전되어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동물이 1,286종, 식물이 778종, 해양생
물이 671종이 있으며 노랑부리백로, 금개구리, 수달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6종과 신두리해안사구,
안면도모감주나무군락지,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10종이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장지뱀과의 표범장
지뱀은 대개 누런 잿
빛인데 표범 무늬의
세로줄이 있고 배는
흰색이다. 미나리아
재비과의 매화마름
은 꽃은 물매화와 비
슷하고 잎은 마름 같
이 생겼으며 서해안
에서 매우 드물게 자
라는 한해 또는 두해
살이 풀이다.

매화마름

03

서해를 횡단한 모감주나무군락
안면도 방포해안에 모감주나무 400여 주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공원 내 유일하게 자연보존지구로 지
정된 곳이다.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온 씨앗이 자연발
아하여 군락을 이룬 독특한 배경을 가진 천연기념물
로 열매인 모감주는 염주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
다고 한다.

04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화창도
화창도는 매우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육지와 해상 모
두 다양한 식생분포를 보이고 있다. 곰솔과 신갈나
무, 굴피나무, 떡갈나무 군락은 수령이 대부분
40~50년 이상이며, 한국특산종인 소사나무, 병꽃나
무와 갯방풍, 장억새 등 희귀식물이 확인되었다.

할미·할아비 바위

기암괴석에 깃든
전설들
● 할미·할아비 바위는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를 그리다가
돌이 되어 버린
지어미의 슬픈 전설이
깃든 쌍바위이다.
안면도 꽃지해변에
있으며, 붉은 낙조가
절경으로 꼽힌다.
● 사자바위는 신진도
앞바다의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기암으로 일출과
함께 바라보면 신비하기
이를 데 없다. 멀리
중국땅을 바라보며
태안반도를 지켜준다는
전설의 바위이다.
●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
낸 학바위와
독립문바위에서는
자연과 시간의 힘을
느낄 수 있으며,
청포대 해변에 있는
덕바위는 별주부전의
자라가 용궁에 돌아가지
못해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02

삼봉과 기지포 해변
고운 모래의 해변을 따라 송림이 늘어서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해안생태계를 복
원하기 위해 모래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자연관찰로가
조성되어 있다.

03

일출과 일몰이 함께 있는 연포의 솔섬
연포 해변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서해안이면서도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일출은 소박하고 수줍은 느낌이지만 일몰은 매우 장엄하다.

04

희귀 수종 가득한 천리포수목원
미국인 민병갈(AH.FO. Miller)씨가 196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수목원으로 현재
국내외 희귀 수종이 7천여 종에 이르고 있다.

VISIT

태안해안국립공원

아는 만큼 보이는 태안해안국립공원
● 탐방지원센터는 학암포, 몽산포, 기지포에 있으며, 국립공원
탐방에 관한 정보와 함께 국립공원의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관·생태엽서 등 국립공원 캐릭터 상품도 구매할

태안마애삼존불

천리포수목원

수 있다.

몽산포 해변

●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체류하는 탐방객들을 위해 주차장과
야영장을 갖추고 있다. 학암포 오토캠핑장과 몽산포 야영장
은 연중 이용할 수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해안생태계가 온전히 보전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대부분의
지역이 모래언덕과 송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공원의 자
연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 지정 장소외에서 취사, 야영행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포솔섬

태안해안 탐방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태안~학암포(23km, 25분(차량) 소요) 구간과 태안~몽산포~
청포대~백사장~삼봉~방포(32km, 35분(차량) 소요) 태안~연
포/태안~천리포(20km, 20분(차량) 소요) 구간 등 어느 곳이
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름다운 바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 어로 및 농경생활을 함께 볼 수 있다.

태안해안길

교통정보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모래언덕이 늘어났어요!
- 연중, 매일 오후 2시,
1시간 소요
- 기지포 소개, 해안사구의
가치와 식물 생태 이야기
● 살아있는 갯벌 이야기
(몽산포, 연포 각각 진행)
- 4월~10월, 매일, 물때에
맞춰 2시간 소요
- 갯벌의 특징과 소중함
알기, 갯벌 생물 공부
● 한눈에 보고 느끼는 해안생태계
- 3월~10월, 매일 오후 2시,
1시간 소요
- 해안사구와 사구습지의
식물에 대해 알기, 생물
관찰하기
● 태안해안국립공원 생태관광
- 4월~10월, 6시간 이상 소요
- 갯벌체험, 해안사구 체험,
염전체험, 조류탐사, 해변길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
선택 운영 가능

Ⅳ.
살기 좋은
태안의
역사유적
삼한시대 마한의 제사 중
심지였으며, 백제시대부
터 중국과 교류를 하였
다. 고려 충렬왕 때 태안
(泰安)이라 불려 옛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01

국보 제 307호 태안마애삼존불
태안읍 백화산 정상 부근의 바위에 새겨진 태안마애삼존불상은 중앙의 본존불이,
좌우의 협시보살보다 작아 일보살·이여래의 파격적인 구도를 보여주어 그 가치
가 남다르다.

02

중국 사신들을 맞이한 안흥성
조선 효종 때 태안반도 서쪽에 쌓은 성이다. 한반도의 서쪽 돌출부에 있어 군사 요
새이자 중국에서 건너오는 사신들을 맞이하는 영접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03

04

600년 유학의 향기 태안향교
조선 태종 때에 창건된 태안향교는 2번이나 옮겨지어 현재 태안 읍내에 있다. 대
성전과 명륜당부터 외삼문과 홍살문까지 큰 규모를 자랑하며 39위의 위패가 모셔
져 있다.
태안역사와 함께 한 경이정
태안읍 동문리에 위치한 경이정은 조선 정종 원년에 세워진 누각으로 군무 집행
중의 군사 명령과 중국 사신의 왕래 시 이용되었다.

-승 용 차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 목포방면 : 서산IC에서 태안·만리포
방향
·목포 → 서울방면 : 홍성IC에서 안면도 방향
- 대중교통 : 서울 및 대전, 인천, 부천, 수원, 성남, 군산, 천안,
인천(김포)공항, 안양, 광명, 의정부, 원주에서 고속
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되며 배차시간은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박정보
- 탐방객이 많이 찾는 해변 지역에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국립공원 인근에도 근거리에 펜션 등이 많이
있으며, 안면도 꽃지 근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리조
트(오션캐슬)가 있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문의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귀실길 9 (357-907)
- 전 화 : 041) 672-9737
- 팩 스 : 041) 672-4108
- E-mail : taean@knps.or.kr
- 홈페이지 : taean.knps.or.kr

- 태안군에서는 해수욕장이나 특화마을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수목원이나 농원에서도 계절마
다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해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
하고 있다.
- 인근에 백화산, 만리포, 신두리사구, 태안마애삼존불, 안흥성,
흥주사, 안견선생기념관, 간월암 등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가벼운 등산코스가 있어 공원탐방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여행
할 수 있다.

62┃63

갯벌과 해안사구를
비롯한 해안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자연정화 능력이
우수하여 그 보전가치가
높다.

넓고 완만한 몽산포 해변
3km에 달하는 몽산포 해변은 물이 빠지면 4km의 넓고 완만한 갯벌로 변한다. 주
변에 송림이 울창하고 야영장과 리조트 등이 잘 정비되어 여가와 휴식에 적합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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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연경관과
휴식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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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anhae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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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반도공원이다. 변산반도는 1988년 19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53.934㎢이다.
변산반도는 산악지역인 내변산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외변산으로 나눌 수 있다. 내변산은 백악기에 분출된 유문암
등의 화산암류로 이루어졌으며, 구릉지는 중생대 쥬라기의 화강암에서 발달한 지형이다. 격포의 채석강과 적벽강 등의
해안에서 층리가 뚜렷하다.
기암괴석의 산과 바다, 들판을 한눈에 보기에 제격이어서 연간 240만 명이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늦게 지는 곳으로 낙조가 매우 아름답다.

11 변산반도국립공원

후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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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산, 해안이 빚은 천혜의 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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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살아있는
자연생태박물관
변산반도

Byeonsanbando National Park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변산바람꽃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변산반도는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탐방지로서의 가치가 높다. 1,077
종의 동물과 921종의 관속식물이 살고 있다.
복수초, 노루귀, 붉노랑상사화 등 다양한 야생화가 피
며 호랑가시나무, 후박나무, 꽝꽝나무, 미선나무 군락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변산반도의 깃대종
은 미나리아재비과
의 변산바람꽃과 한
국특산종인 미꾸리
과 부안종개이다.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산바람꽃
은 내변산 일대에 자
생하는 다년초로 자
부안종개
생지가 파괴되고 있
어 보전이 필요하며
봉래구곡과 백천에서만 사는 물고기 부안종개는 부
안댐의 건설로 자생지가 줄어 보호가 절실하다.

수성당

수성당과 개양할미
설화
개양할미 즉 수성할머니는
서해바다를 돌보는
수호신으로 딸 아홉 중에서
여덟을 우리나라 각 도에
시집보내고 막내딸만
데리고 수성당에 산다.
개양할미는 굽 달린
나막신을 신고 바다를
걸어다니며 풍랑을 다스려
길 잃은 고깃배들을
인도하고 풍어를 관장한다.
또한 채석강 북쪽 끝에
있는 청동사자상으로
인명과 가축의 피해가
없도록 호랑이들을
다스렸다고 한다.
수성당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58호로
지정되었고 부근에서
삼국시대 제사터가
발견됐다. 지금도 죽막동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수성당제를 지낸다.

02

송림 우거진 고사포해변
변산해변에서 격포로 가는 길에 있다. 2km의 해변을 따라 펼쳐지는 송림이 무성
하고 모세의 기적처럼 물때 맞춰 바닷길이 열리면 하섬에 닿을 수 있다.

03

붉은 암반과 석양의 조화 적벽강
채석강 바로 옆의 죽막마을 북쪽을 적벽강이라 한다. 이름처럼 붉은색 암반과
절벽으로 된 적벽강은 석양에 비칠 때 오색찬란한 모습을 연출한다.

04

직소폭포와 봉래구곡
봉우리마다 만물상을 이루고 기암괴석이 가득하며 맑은 백천이 흐른다. 폭포를 지
나 분옥담과 선녀탕으로 이어지는 봉래구곡과 목재데크로 만든 전망대의 풍광도
빼어나다.

01

전나무 숲길에 시름을 잊는 내소사
채석강과 함께 변산반도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내소사 입구 약 600m에
달하는 전나무길이 일품이다. 대웅보전은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만으로 끼워
맞춘 건축물로 유명하다.

02

구암리 고인돌군
부안읍에서 약 10km 떨어진 구암마을에 있는 고인돌군(群)이다. 길이가 6.4m, 폭
이 5.1m에 달하는 거대한 고인돌은 선사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 제 103호
로 지정되었다.

03

월명암
월명암은 신라 신문왕 때 창건해 조선 말과 6.25 전쟁 때 두 차례 소실된 것을
다시 재건하였다.

VISIT

변산반도국립공원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천년고찰 내소사로의
여행
- 연중, 월~금, 하루 2회,
2시간 소요
- 전나무 숲의 생태와
내소사의 역사,
대웅보전의 전설
● 7천만 년 역사 속의
채석강
- 연중, 매일 썰물시간,
2시간 소요,
전화예약(063-583-2064)
필수
- 채석강의 유래와 지형,
형성과정, 해양생물의
이해
● 갯벌에 뭐가 사나
볼래요?

Ⅳ.
변산반도에
어린
역사이야기
변산반도국립공원에는
사찰로 내소사와 개암사
가 있으며 조선시대 사
대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다.

- 연중, 매일 물때에 맞춰
운영, 2시간 소요
- 갯벌의 구조와 기능,
갯벌의 생물들과 생태체험

격포 채석강 관람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채석강

적벽강

봉래구곡

내소사

변산반도 탐방

의 해안도로를 달리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 채석강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때를 확인해

- 예술을 테마로 한 볼거리도 많다. 휘목아트센터

야 한다. 서해안의 특성상 밀물과 썰물이 하루 두

에는 300여 점이 넘는 미술작품이 전시돼있고

번 반복하기 때문에 암반이 물에 잠기면 아쉽게

금구원 조각공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문화관광

도 채석강을 볼 수 없다. 물때는 국립해양조사원

부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된 곳이다.

홈페이지(www.khoa.go.kr)나 변산반도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숙박정보

● 내변산탐방지원센터~직소폭포(왕복 1시간 30분, 4.4km)

- 각 지역별로 숙박시설과 식당은 충분한 편이며, 격포지구를
중심으로 대명리조트, 채석강리조트 등 대형숙박업소 등 상권
을 형성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부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www.buan.go.kr/02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변산탐방지원센터-직소폭포 구간은 길이 평탄
해 누구나 가볍게 삼림욕하듯 다녀올 수 있으며 직
고사포해수욕장

직소폭포

소폭포와 직소보, 봉래곡, 선녀탕, 분옥담 등 아름
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자연관찰로가 조성되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어 체험학습에 적합하고 야생화 등 식생도 잘 보존
되어 있어 내변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 변산반도국립공원 이색 테마탐방
- 드라이브 코스를 원한다면 곰소젓갈단지를 지나
격포-고사포간 해안도로까지 이어지는 길을 추
천한다. 격포-고사포간 해안도로는 멋진 풍광은
물론 서해의 낙조를 보며 드라이브하면, 제주도

교통정보
-승 용 차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격포, 내변산), 줄포IC(내소사 방면)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김제 → 부안 → 변산 → 격포 순으로 이동)
- 대중교통 : 부안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내소사(20회/약 45
분 간격), 격포(26회/약 30분 간격), 내변산(7회/약 1
시간 30분 간격)행 버스 운행. 사전에 버스 노선과
시간 확인 필요.

*문의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070
(579-850)
- 전 화 : 063) 582-7808
- 팩 스 : 063) 583-8186
- E-mail : pyonsan@knps.or.kr
- 홈페이지 : byeonsan.knps.or.kr

- 부안에서 고창 선운사와 내장산국립공원까지 한 시간 남짓이
면 닿을 수 있다.
- 부안 지역의 축제로는 매년 4월 말경에 매창문화재가 있고, 매
년 정월 초사흩날 위도띠뱃놀이(중요 무형문화재 제82호)가
열려 볼거리가 풍성하다.
- 변산반도는‘왕의남자’,‘불멸의 이순신’,‘이산’등 영화와
드라마 등의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영상테마파크와 각종 세트
장이 격포 등 변산반도 내에 위치하고 있다.

66┃67

변산의 뛰어난 경관은
일일이 꼽기 힘들지만
채석강의 절경과
천년고찰 내소사의
운치, 산벚이 핀
직소폭포를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말할 수
없다.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채석강
외변산 최고의 절경지. 수성암이 바닷물에 침식되어 단층을 이루며 쌓인 모습이
수만 권의 책을 쌓아올린 듯 하다. 해넘이가 매우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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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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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
변산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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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sanbando National Park

일상을 채우는 안식과 자연의 체취를 전하는

갑갑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지만 먼 길 나설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언제든 팔 벌려 반겨 주는 자연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근거리의 국립공원은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도 고마운 자연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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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적형 공원인 경주국립공원은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로 196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불교문화의 백미인 불국사, 석굴암을 품에 안은 토함산과‘불교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남산을 비롯해 8개 지구의
면적이 136.55㎢에 달한다.
잘 보존된 신라 문화 유적과 조화로운 자연경관 때문에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197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0대 유적지 중 하나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은 행정구역으로는 경주시 3읍 5면에 속해 있으며 국립공원 지정 후 경주시에서 관리하다가 2008년
부터 국가관리체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12 경주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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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도의 숨결 고스란히

간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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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ju National Park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경주의 산림

경주국립공원의 다양한 특색
경주국립공원은 8개 지구로 분산, 지정되어 있어서 지
구별로 산림특성 및 서식종이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각 지구의 자연자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에 자연자원조사를 시
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지금까지 확인된 생
물자원은 포유류 27
종, 조류 122종, 식
물 725종 등 약
2,200여종의 생물자
원이 서식·분포하
고 있다. 이 중 법정
보호종은 경주의 최
상위 포식자 삵을 포
함한 가창오리, 말똥
가리, 수리부엉이, 애
기등 등으로 토함산
가창오리
지구, 남산지구, 단석
산지구 등 8개 지구에 걸쳐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다보탑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김대성
가난 때문에 품팔이를 하여
밭 몇 이랑을 얻어 농사를
짓던 대성이라는 청년이
스님의 염불소리를 듣고
깨우친 바 있어 모친을
졸라 가진 밭 몇 이랑을
보시하고 갑작스레 죽었다.
이후 대성은 김문량이라는
재상의 아들로 환생해
장성한 후 사냥을 하여 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날
밤 꿈에 곰이 나타나“내가
환생하여 너를 잡아
먹으리라”고 했다. 대성이
용서를 구하자 곰은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므로, 대성은 곰을
발견한 토함산 정상에
웅수사란 절을 지었으며,
꿈을 꾼 자리에 몽성사를
세우고 곰의 명복을
빌었다.
대성은 김문량 내외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하고, 전생의
부모 경조부인을 위해
석굴암을 창건했다고 한다.

02

단석산(斷石山)의 단석(斷石)
옛 경주의 서쪽 담장이었던 단석산은 신선사마애불상군과 옛 화랑의 수련터로 유
명하다.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서 수련을 하며 단칼에 큰 바위를 쪼갰다는 전설이
있어 단석산이라 불린다.

경주 전체가 살아있는
경관자원이지만 4월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화랑지구와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토함산지구의
경관이 특히 뛰어나다.
금오봉

용장사지 3층 석탑

Ⅳ.
경주 전역에
가득한
역사이야기
국보 12점, 보물 24점 등
총 64건의 문화재가 천
년을 함께 하고 있다.

석굴암

신라 민족예술의 정수 불국사
토함산 중턱에 자리한 불국사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에 창건되었다. 불국사는
모시는 부처님에 따라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생의 부처인 석가모니불
과 내세의 부처인 아미타불,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이 있다. 그리고
국보 중에서도 석재를 부드럽게 다듬어 만든 다보탑과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석가탑이 유명한 곳이다.

02

용장사곡 3층 석탑(보물 제186호)
용장사는 매월당 김시습이‘금오신화’를 쓰며 머물던 곳이다. 이 탑은 자연암석을
아래층 기단으로 삼고 그 위로 바로 윗층 기단이 올려져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변
자연과의 조화 속에 장관을 이루는 통일신라 후기의 석탑이다.

03

석굴암
석굴암은 백색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자연석굴이 아닌 인공석굴로 건축하였으며,
창건 당시에는 석불사로 불리었다. 불상의 뛰어난 조각수법과 둥글게 만들어 얹은
천장의 건축기법이 찬사를 받고 있다.

[탐방해설프로그램]

● 이야기가 있는 남산트래킹

● 찾아가는 국립공원
- 3월 둘째주 ~ 7월 방학전,
매주 1회, 약 1시간 소요
- 국립공원의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학교 등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경주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남산지구의 신선암 및 이무기 능선 구간은 경사가
급해 추락의 위험이 있고, 기상악화 시에 특히 위
험하니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구간이다.
● 또한 남산 전역은 국립공원 지역이자, 세계유산으
로 탐방 중 각종 불법행위에 주의하도록 탐방객
개개인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04

- 1월 1일 ~ 12월 31일,
매일, 약 1시간 30분소요
- 불국사의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 해설프로그램

- 1월 1일 ~ 12월 31일,
매일, 약 2시간 소요
- 사계절이 푸른 남산의
자연화 문화재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경주 탐방

01

즐거운 문화와의 만남
●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

문무대왕릉

VISIT

경주국립공원

72┃73

경주 남산과 금오봉
경주 남산은 서라벌의 진산으로, 북쪽의 금오봉(468m)과 남쪽의 고위봉(494m)이
있다. 남산은 타원형으로 마치 한 마리의 거북이가 서라벌 깊숙한 곳에 엎드린 형
상이어서 황금빛 거북이라는 뜻의‘금오(金鰲)’라고 불리게 되었다.

백률사와 굴불사지의 석불
이차돈이 순교할 때 잘린 머리가 하늘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자리에 세운 절이
백률사이며, 처음에는 자추사로 불리었다고 한다. 그 후 신라 경덕왕이 백률사를
찾자 땅 속에서 염불소리가 났고, 땅을 파보니,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바위가 나와
절을 세우고‘굴불사’라고 칭하였다.

교통정보
-승 용 차
·남산·토함산·소금강산·대본·서악·화랑지구 : 경부고속도로 경주IC 이용
·단석산지구, 구미산지구 : 경부고속도로 건천IC 이용
- 대중교통 : 동해남부선 철도와 고속 및 시외버스노선 이용이 편리. 시내에 인접한 토함산 및 남산·소금강산·서악·화랑
지구는 수시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지만, 단석산지구나 구미산·대본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미리 운
행시간 확인 필요.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삼릉~금오봉~용장마을
삼릉에서 시작하여 금오봉을 거쳐 진입도로를 이용
해 용장마을로 내려오는 탐방 코스는 경주 남산의
불교문화재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이다. 자세한

숙박정보
- 각 지구별로 민박시설과 식당은 충분한 편이며 코오롱호텔, 대명콘도, 현대호텔, 힐튼호텔 등 대형숙박업소는 주로 토
함산지구와 인접한 보문관광단지에 밀집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경주시 홈페이지(culture.gy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는 경주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호국의 영이 어린 문무대왕릉
바다 가운데 작은 바위섬으로 불리는 문무왕릉은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의 수
중릉이며, 옛날부터 사람들은 대왕암이라 불렀다. 문무왕은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
를 막기 위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그의 아들인 신
문왕은 그 뜻을 받들어 동해 근처에 절을 짓고 절의 이름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
한다는 뜻으로‘감은사’라 이름 하였다.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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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ju National Park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문의
■ 경주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경북 경주시 원지길 42(용강동) (780-950)
- 전 화 : 054) 741-7612~7614
- 팩 스 : 054) 741-7619
- E-mail : gyeongju@knps.or.kr
- 홈페이지 : gyeongju.knps.or.kr

- 경주국립공원은 경주시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연중 행사가 끊이지 않아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및 문화예술축제를 경
험할 수 있다. 4~5월에는 벚꽃놀이와 각종 백일장이 열리고 연중 신라문화제 및 문화엑스포 등이 지역주민과 경주를 찾는
많은 내·외국인들의 발길을 끈다.
- 경주에는 토함산자연휴양림, 동리·목월문학관, 경주랜드, 한화·대명리조트, 경주국립박물관, 경주민속공예관 등 다양한
레저 관광단지 및 문화·예술 전시장이 있어 경주국립공원 탐방과 함께 연계가 가능하다.

>
Ⅱ.
살아숨쉬는
계룡산의
자연

Gyeryongsan National Park

01

계룡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계룡산에는 고유수종인 느티나무, 때죽나무, 신갈나
무 등의 활엽수와 박달나무, 소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식물자원은 총 1,121종이 보고되었다. 수달,
삵, 담비, 말똥가리, 까막딱다구리 등 멸종위기야생
동물이 11종으로 1,867종의 곤충과 645종의 동물자
원이 있다.

02

계룡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여름철새인 물총새
과의 호반새는 청정
계곡과 숲에서 번식
하므로 자연의 보전
정도를 보여주는 지
표종이다. 또 하나의
깃대종인 이끼도롱
뇽은 2003년 대전
장태산에서 처음 발
호반새
견되었으며 2006년
계룡산에서도 서식
이 확인되었다. 생활사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깃대종
으로서 보호가치가 높다.

뛰어난 자태와 영험함에 발길 머무는 명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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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룡산
국립공원은

충남 제일의 명산 계룡산국립공원은 1968년 2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계룡산국립공원의 면적은 약 65.335㎢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와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다.
계룡산 정상인 천황봉(845m)을 중심으로 10개에 달하는 봉우리 사이에 약 7개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산의 능선이 닭의 벼슬을 쓴 용의 모습과 닮아 계룡(鷄龍)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계룡산은 산세가 아늑하면서도 변화무쌍하고 서울, 대전 등 대도시에서도 일일 탐방이 가능해 연중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뛰어나 조선의 수도로도 거론되었으며 나라의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산이기도 하다.

까막딱다구리

이끼도롱뇽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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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탑

호랑이의 보은으로
맺어진 남매의
전설, 남매탑
백제 멸망 후 왕족의 한
사람이 토굴을 파고
수도하던 중, 목에 뼈가
걸려 고생하는 호랑이를
구해 주었는데 호랑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아름다운
처녀를 업어다 놓고 갔다.
마침 겨울철이라 많은 눈
때문에 함께 겨울을
지냈는데 처녀는 그의
아내가 되고자
고백하였으나 고뇌 속에
단호히 거절하고 둘은
남매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같이
수행하다가 한 날 한 시에
열반에 드니 그 두 사람의
사리를 모신 곳이 바로
남매탑이다.

계룡산 탐방

VISIT

계룡산국립공원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대웅전

>

철당간

13 계룡산국립공원

#

갑사부도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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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룡산의
역사이야기

공원 내에 갑사, 신원사,
동학사 등의 고찰과
갑사 삼신괘불탱과
신원사 노사나불괘불탱
등 국보 2점과 보물 7점,
사적 1개소 등이 산재해
있다.

01

애틋한 사랑의 전설 남매탑
동학사에서 갑사 중간지점 산 중턱에 있는 두개의 탑이 남매탑이며 각각 보물로
지정되었다. 청량사지쌍탑이라고도 불리며, 7층 석탑인 오라비탑, 5층 석탑인 누
이탑이 있다.

02

갑사부도
갑사 대적전 앞에는 보물 제 257호로 지정된 갑사부도가 있다. 고려 초 작품으로
높이 2.05m인 부도는 기단부가 피어나는 연잎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03

철당간
통일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건립한 이 당간은 본래 28개였으나 현재 24개만
남아있다. 높이 15m의 철제 원관은 보물 제 256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 당간 : 종교의식때 불화를 그린 깃발을 다는 돌, 쇠, 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깃대

04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계룡산을 찾아 떠나는
여행
- 연중, 하루 2회, 1시간
소요
- 계룡산의 역사와 전설,
사찰과 자연 이야기를
비롯한 영상자료 관람 등
● 갑사 오리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
- 4월~11월 중, 매일 2회,
1시간 소요
- 오리 숲의 유래,
수목외과수술, 숲의 혜택 등
● 토속신앙의 성지 계룡산
- 연중, 하루 2회, 1시간
소요
- 토속신앙과 풍수지리 등

Ⅳ.
아름다운
계룡산의
보물들
닭의 벼슬을 쓴 용의 형
상에 아름다운 계곡과
폭포가 깃들어 있다.

01

02

03

천년의 향기 전통사찰
봄철에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동학사는 비구니들이 불경을 공부하는 도장이며,
갑사는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로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추(秋)갑사’
라는 이름처럼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연천봉 남쪽 기슭에 있는 신원사는 산신에
게 제사를 올리던 중악단이 유명하다.

신선들이 은거한 은선폭포
동학사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높이 50m의 녹음 암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은
선폭포가 있다. 옛날 신선들이 폭포의 아름다움에 반해 숨어지냈다 하여 은선폭포
라 불린다.
봄철 동학사 계곡의 신록
은선폭포에서 관음봉 고개까지 이어지는 10리길 계곡은 울창한 수림과 함께 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기로 유명하다. 4월 중순부터 연초록 물결로 갈아입는 계곡
의 신록이 아름답다.
갑사계곡의 단풍
예부터 춘동학, 추갑사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갑사계곡의 단풍은 아름답기로 이
름높다. 단풍 감상의 포인트는 삼불봉에서 관음봉까지 연결된 자연성릉이다.

교통정보

아는 만큼 보이는 계룡산국립공원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동학사지구 입구의 탐방안내소에서 토속신앙, 자

● 동학사~관음봉~삼불봉~남매탑~동학사구간(5.3km)

연해설, 탐방로 등 계룡산 체험을 위한 각종 정보

- 관음봉〜삼불봉의 자연성릉은 곧고 길게 뻗은

를 얻을 수 있다.
● 천정, 갑사, 신원사, 수통골 등에 탐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이용정보를 접할 수 있다.

기암괴석 사이로 왼편에 갑사지구, 오른쪽에 동
학사지구가 펼쳐진 경관을 볼 수 있다.
- 은선폭포에서 관음봉까지의 자연성릉 구간은 바
위가 많고 경사가 급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룡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 계룡산국립공원은 무속신앙이 성행하고 있어 촛
불, 향, 음식물 쓰레기와 산불위험에 노출되어 있
다.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보전노력
과 참여가 필요하다.

숙박정보
- 지구별로 숙박시설과 식당은 충분하며, 더 많은 정보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tour.g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천황봉을 비롯한 쌀개봉, 황적봉 등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들의

- 승 용 차 : 경부고속도로 유성IC → 공주 방향 : 동학사지구 →
한밭대학교 방향 : 수통골지구
호남고속도로 논산JC : 갑사지구
- 대중교통 : 대전 시내에서 동학사 지구는 102번, 수통골 지구는 103
번, 115번 등, 갑사 지구는 2번 버스 이용
동학사지구와 수통골지구는 대전교통정보 홈페이지
(http://traffic.metro.daejeon.kr)에서 확인.
갑사지구는 시민교통(041-854-3163)에 문의

*문의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새로 327-6
(314-924)
- 전 화 : 042) 825-3002~3003, 9597
- 팩 스 : 042) 825-5755
- E-mail : gyeryong@knps.or.kr
- 홈페이지 : gyeryong.knps.or.kr

- 계룡산과 인접한 공주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백제문화제,
동학사봄꽃문화제, 계룡산산신제 등 지역축제가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계룡산 인근에는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무녕
왕릉, 공산성 등 다양한 역사·관광단지가 있어 계룡산 탐방과
연계가 가능하다.
- 계룡산 도예촌은 공원탐방과 함께 다양한 체험교육과 놀이, 가
족나들이에 적합하다.

>
Ⅰ.
치악산
국립공원은

한반도 중부지방 내륙산간에 위치한 치악산은 1984년 1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공원면적은 약 175.7㎢로, 주봉인 비로봉(1,288m)을 중심으로 동쪽은 횡성군, 서쪽은 원주시와 접하고 있다.
치악산은 남쪽 남대봉과 북쪽의 매화산 등 1,000m가 넘는 고봉들 사이에 가파른 계곡들이 자리해 예로부터 산세가
뛰어나고 험난하기로 이름이 높다. 치악산 지역의 지질은 시대 미상의 퇴적암이 기초된 변성암류로 흑운모편마암류와
금대리편암류가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중앙선 및 영동선 등 고속도로망과 철도가 발달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에서 1일탐방이 가능한 근거리에 있어
많은 탐방객들이 치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14 치악산국립공원

물두꺼비

금강소나무

01

02

험난한 산세와 가을 비경의 어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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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치악산의
자연자원

Chiak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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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림

치악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치악산에는 총 821종의 식물이 보고되었으며 신갈나
무와 졸참나무 등 천연림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동
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하늘다람쥐, 붉은박쥐 등 34
종을 포함 총 2,364종이 살고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치악산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는 초롱
꽃과의의 금강초롱
꽃과 두꺼비과의 물
두꺼비가 있다.

금강초롱꽃

03

치악산에서 복원중인 구렁이와 가시오갈피
현재 치악산국립공
원에서는 멸종위기
종 1급 구렁이와 2급
구렁이
가시오갈피에 대해
증식사업을 통한 복
원사업이 진행되고
가시오갈피
있다.

04

궁중에서 관으로 사용했던 금강소나무
구룡사 인근에는 수백년생 금강소나무림이 자생하고
있다. 금강소나무는 생장이 우수하고 질이 좋아 궁중
에서 관을 만드는 데 쓰던 소나무로 황장금표를 설치
하여 일반인의 벌채를 금지하였다.

05

평화를 기원하는 성황림
치악산의 남쪽에 자리한 온대 지방을 대표하는 활엽
수림. 다양한 종이 분포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었으며, 성황신을 섬기던 숲으로 성황당에서는 매
년 두 차례씩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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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능선

치악산
이름의 유래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치악산은 붉을 적(赤)자의
적악산이라 불렸으나 꿩의
보은설화 때문에 꿩
치(雉)자의 치악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과거 길에 오른 나그네가
적악산길을 지나다
구렁이에게 휘감긴 꿩을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 활로
구렁이를 쏘아 죽였다.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던 나그네는 한 여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여인은 구렁이로 변해
나그네를 휘감고, 죽은
숫구렁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동이 틀 때까지
상원사의 종이 세 번
울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였다.
꿩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종에 세 번 머리를
부딪친 후 죽었고 나그네는
죽음을 면했다고 한다. 이
보은설화가 상원사
산신각에 벽화로 전해지고
있다.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02

구룡계곡과 구룡소
의상대사가 사찰을 짓기 위해 아홉마리 용을 쫓아낼 때 미처 피하지 못한 한 마리
용이 살던 곳으로 전해지는 구룡소가 구룡계곡의 풍취를 더한다.

03

병풍처럼 펼쳐진 사다리병창
구룡사의 비로봉 구간에 있는 사다리꼴의 병풍처럼 둘러쳐진 거대한 암벽군을 사
다리병창이라 한다. 이곳에 설치된 나무계단 때문에 사다리병창이 유래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04

기암괴석 입석대
황골 입석사 우측에 위치한 직사각형의 우뚝 솟은 대형 기암이 입석대이며, 인근
에 지방유형문화재 제117호인 흥양리마애불좌상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 FTA와 함께하는
녹색공간속
건강찾기(생태관광)

VISIT

치악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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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은 굽이마다
아득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로봉의 미륵불탑
비로봉 정상에는 1960년대 용창중(일명 용진수)이라는 사람이 쌓은 3기의 미륵불탑이 있
는데 중앙의 신선탑(산신탑)을 중심으로 남쪽의 용왕탑, 북쪽의 칠성탑으로 이뤄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치악산국립공원
● 구룡지구 주차장에 인접한 탐방안내소에서는 다채로운 탐
방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탐방로 이용현황을 비롯하여
자연해설 프로그램과 슬라이드 시연 등으로 치악산국립공

- 3월~11월, 당일형/1박2일형
- 금강소나무 명품 녹색길,
농촌체험, 사찰체험
● 자연체험학교 홀씨
- 5월~10월, 인근 초등학교 대상
- 자연생태체험, 자연놀이
● 치악산 겨울이야기
- 1~2월, 2시간 소요
- 재미있는 자연놀이,
야생동물 흔적 찾기
● 기타 프로그램
- 꿩돌이가 들려주는
구룡숲속 이야기
- 꿩돌이와 함께하는 치악산
정글탐험
- 구석구석 치악산 들꽃
이야기
-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체험교실

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구룡, 황골, 곧은재, 부곡, 성남, 금대지구에는『탐방지원센

Ⅳ.
치악산에
전하는
역사이야기

01

02
치악산은 외세침략에 맞
선 항쟁지이자 유구한 역
사를 간직한 고찰들이 산
재해 있다.

03

터』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금대지구는 인근에 자동차야영

호국의 성지 영원산성
신라 문무왕 또는 신문왕 때에 쌓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후삼국시대 양길과 궁
예가 세력을 넓힌 곳이기도 하다. 둘레는 2.4km이며 역사적으로 고려·조선시대
를 걸쳐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격전지였다.

장과 자연관찰로가 설치되어 무더운 여름을 가족과 함께 즐
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치악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비로봉구간 사다리병창길은 경사가 급해 체력을 안배한 안

이방원과 태종대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스승이었던 운곡 원천석을 찾아왔으나 만남을 꺼려 피한
운곡을 기다리던 바위라고 한다.

전한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식수를 충분히 준비하고 계곡
길로 순환하는 것이 좋다. 정상까지 5.8km로 왕복에 5~6시
간이 소요된다.
비로봉에서 남대봉으로 종단하는 코스는 총 9km의 능선을
탐방하는 동안 샘이나 계곡이 없고 취사가 불가능해 충분한

천년의 향기 전통사찰
의상대사가 아홉마리 용을 쫓아내고 지은 구룡사, 꿩의 보은설화 벽화가 있는 상
원사, 기암괴석 입석대로 유명한 입석사를 비롯하여 국형사, 보문사, 영원사 등 천
년 전통의 사찰들이 산재해 있다.

식수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부곡리~곧은치(6.2km)
비로봉과 종주능선은 급경사 때문에 노약자에게는 부적합
하지만, 치악산 동쪽사면의 부곡리에서 곧은재까지의 구간
은 계곡경치가 뛰어나고 경사가 완만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낙엽송의 낙엽이 푹신한 탐방로는 이 구간에서만

비로봉

구룡계곡

영원산성

입석대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치악산 탐방

교통정보
-승 용 차
·영동고속도로 새말IC : 구룡, 부곡지구 방면
·영동고속도로 원주IC : 황골, 곧은재, 행구지구 방면
·중앙고속도로 신림IC : 성남, 금대지구 방면
- 대중교통 : 원주에서 시내버스 이용 시 구룡 41(매 25분)/41-1
번, 금대 21~25번, 성남지구 23번, 곧은재·행구
81/81-1번, 황골 82번, 부곡 2번 이용
숙박정보
사다리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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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암과
절경을 품은
치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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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ksan National Park

- 지구별로 민박시설과 식당은 충분하나 코레스코콘도, 드림랜
드유스호스텔, 치악산호텔 등 대형숙박업소는 주로 구룡지구
에 밀집해 있다.
▶ 원주시 : http://tourism.wonju.go.kr
▶ 치악산국립공원 : http://chiak.knps.or.kr

상원사지 석탑

*문의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220-831)
- 전 화 : 033) 732-5231
- 팩 스 : 033) 731-8406
- E-mail : chiak@knps.or.kr
- 홈페이지 : chiak.knps.or.kr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섬강축제(7~8월), 복숭아축제(8월), 강원감영제(9월), 한지문
화제(10월)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인근에 자연휴양림, 오크벨리, 드림랜드, 성우리조트, 간현국
민관광지 등 다양한 레저관광단지가 있다.

>
Ⅰ.
북한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 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서울
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약 76.922㎢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이령을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는 도봉산 지역, 남
쪽으로는 북한산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태산준령이 아니면서도 깎아지른 바위봉우리와 험준한 산세, 그리고 그 사이로 흘러 내리는 계곡의 신비한 아름
다움이 어우러진 북한산국립공원은 화강암의 지반이 침식되면서 노출된 절리와 표면이 오랜 세월 풍화되어 다양한
암벽과 암릉을 이루었다.
북한산은 2,000년의 역사가 담긴 북한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과 100여 개의 사찰, 암자가 다양한
볼거리와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2010년부터 조성된 북한산둘레길은 전체 70km로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어 걷는 물길, 흙길, 숲길과 마을길 산책
로의 형태에 각각의 21가지 테마를 구성한 길이다.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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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바위

Ⅱ.
북한산의
자연자원

Bukhan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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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총 2,494종의 자연자원이 있다.
식물자원은 692종이며 동물자원으로는 포유류 21종
과 양서류 12종, 파충류 11종 외에 조류 136종, 곤충
1,106종과 저서성무척추동물 196종, 어류 6종이 서
식하고 있다. 고등균류는 314종이 보고되었다.

02

북한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오색딱따구리는 검
은색, 붉은색, 하얀색
이 조화를 이룬 아름
다운 몸빛이 특징이
다. 삼림에서 곤충류
외에도 거미류, 식물
의 열매를 먹는 잡식
성이다. 식물종인 산
개나리는 물푸레나
무과로 북한산에서
처음 발견되어‘독립
된 신종’으로 기록된
오색딱따구리
우리나라 특산식물
이며 자생지 축소로 개체수가 줄어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희귀하다.

03

북한산국립공원의 식물군락
주요 식물군락은 신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상수리
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팥배나무군
락 등으로 이루어져 원시적인 숲을 구성하고 있다.

도심에 자연의 정기 불어넣는 서울의 허파

#

015

산개나리

오봉

무학대사와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군신의 예를
떠나 농담을 제의하였다.
태조는 "대사께서는 돼지
같구려"라고 농담하자
무학은 "대왕이 꼭
부처님으로만 보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의아해
하며, 그 이유를 물은 즉
무학은 웃으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라고
답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VISIT

북한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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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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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산국립공원
● 북한산 탐방안내소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은 후 산행을 하면,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탐방안내소
에서는 국립공원의 현황과 역사, 야생 동식물 등을 소개하며
Bukhansan National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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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름다운
북한산의
바위와 계곡

01

대형 전도를 통해 코스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북한산의 세 봉우리
백운대(836m), 인수봉(810m), 만경대(799m) 등 세 봉우리가 북한산의 대표적인 봉우리다.

북한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백운대 : 서울 강북구와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정상에는 약 500명 정도의 사람이 앉

● 정릉계곡과 송추계곡은 맑은 물과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 쌓

을 수 있는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기암절벽의 조망이 일품이다.

여 있으며 2026년까지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어 들어가

·인수봉 : 동쪽 산기슭에는 우이동이 있고 남동쪽 기슭에는 도선사가 있어 많은 탐방객이 찾아든다.

지 못한다. 북한산은 세계최고의 샛길밀도를 나타내 비법정

·만경대 : 서울 도봉구와 경기 고양 경계의 산으로 만수봉이라고도 한다. 화강암으로 구성되었으

탐방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며 오랜 풍화·침식·삭박(削剝) 작용으로 절벽을 이루고 있다.

02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 백운대까지의 3.4㎞ 구간은 북한

산봉의 기암괴석과 수려한 계곡
북한산은 바위산으로 부를 정도로 우뚝 솟은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운대, 인수
봉, 만경대, 자운봉, 만장봉, 신선대 등의 봉우리와 거북바위, 사모바위, 해골바위 등
의 기암괴석이 멋진 경관을 이룬다. 북한산성계곡, 구기계곡, 송추계곡 등과 동령폭
포, 구천폭포, 송추폭포 등이 바위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산 탐방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코스 중의 하나로 백운대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된다.
● 송추분소-캡소대터-회룡사거리-사패산-원각사구간은 5.5㎞
로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송추코스는 비교적 탐방객이 적어
한적하게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탐방할 수 있다.
테마가 있는 자연관찰로
● 북한산성 역사 관찰로 (북한산성지구) - 북한산성을 일주하
는 것 못지않은 역사해설 관찰로다. 삽화, 옛 사진 등을 통해

Ⅳ.
세월만큼
풍성한
북한산의 역사

01

02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03

[탐방해설프로그램]
● 도봉산 경관해설 프로그램
- 주말 운영
- 도봉산, 사패산, 오봉
등에서 주변 경관, 역사를
설명하고 국립공원의 가치
전달
● 도봉산의 자연해설(나무야
놀자! 벌레야 놀자!)
- 연중, 매일, 1시간 30분
소요
- 북한산국립공원을 이해하고,
꽃, 씨앗 관찰하기 등 계졀별
프로그램
● 레인저와 함께하는
둘레길 트레킹
- 3월~11월
- 북한산둘레길 21구간을
걸으며, 경관·자연해설
체험

04

05

06

2,000년의 세월과 함께 한 북한산성(北漢山珹)
북한산성계곡을 중심으로 외곽능선이 자연방벽을 이루고 있으며 성벽 곳곳에는 13개의 성
문이 설치되어 있다. 백제 개루왕 5년에 산성을 쌓고, 조선 숙종 37년에 도성의 방수(防守)
대책의 일환으로 완성시켰다.

서 북한산성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 송추 자연 관찰로 (송추지구) -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아 유
래되었다는 송추(松楸)골에 위치하며 약 1.4㎞로 송추계곡을
따라 잘 보존된 자연과 숲속을 산책할 수 있다.
● 자연과 친구가 되는 관찰로 (수유지구) - 구천계곡에서 만나
는 다양한 동·식물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

북한산 신라진흥왕순수비(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신라 진흥왕이 나라 안을 순행하며 영토의 경계를 정하고 한강유역까지 진출한 것을 기록한
비석으로 국보 제3호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산 비봉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보존을 위하여 진
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현재 비석의 옛터임을 알리는 표지가 세워져 있다.
망월사와 혜거국사부도
신라 선덕여왕의 명을 받아 해호조사가 창건한 사찰로 신라의 서울 월성을 바라보며 왕실의
융성을 빌었다고 한다. 고려 최초의 국사(國師)를 지낸 혜거국사의 사리부도가 모셔져 있다.
산세가 절묘하고 청수한 도선사
신라 경문왕 때 불법(佛法)과 천문지리에 통달했던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 전국의 명승
지를 답사하다가 산세가 절묘하고 청수한 북한산에 사찰을 세웠다고 한다.
유일한 사립교육기관 도봉서원
정암 조광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유림의 뜻을 모아 양주 목사 남언경이 세
웠으며, 봄, 가을로 정암 조광조선생과 우암 송시열선생을 추모하는 제를 지내고 있다.
홍지문(弘智門)과 탕춘대성(蕩春臺城)
탕춘대성은 숙종 41년에 지은 것으로 세검정 부근에 있던 탕춘대에서 이름을 따왔다.
탕춘대성의 성문인 홍지문은 서울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는 관찰로이다.
● 도봉 자연 관찰로(도봉지구) -‘도를 닦는 봉우리’라는 뜻의
도봉산에 위치하며 약 1.4㎞로 자연생태, 바위글씨, 사찰문
화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주요탐방코스

북한산 둘레길

-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 대서문 → 등운각(보리사) → 백운대
(3.4㎞, 2시간45분)
-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 대서문 → 중성문 → 대남문(5.8㎞, 3시간)
- 구기탐방지원센터 → 대남문 → 청수동암문 → 사모바위(4.3㎞, 3시간)
- 비봉탐방지원센터 → 금선사 → 비봉 (2㎞, 1시간 20분)
- 정릉탐방지원센터 → 넓적바위 → 보국문(2.4㎞, 1시간 20분)
*문의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262
(정릉4동 산1-1) (136-855)
- 전 화 : 02) 909-0497~0498, 918-9063
- 팩 스 : 02) 909-0888
- E-mail : bukhan@knps.or.kr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 주 소 : 경기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51-97(호원동) (480-854)
- 전 화 : 031) 828-8000
- 팩 스 : 031) 828-8002
■ 홈페이지 : bukhan.knps.or.kr

- 백련공원지킴터 → 백련사 → 진달래능선 → 대동문(2.7㎞, 1
시간 10분)
- 백운대탐방지원센터 → 하루재 → 백운대피소 → 백운대(1.9㎞,
1시간 30분)
- 도봉탐방지원센터 → 신선대(3.2㎞, 1시간 40분)
- 원도봉탐방지원센터 → 신선대(3.8㎞, 2시간)
- 원도봉탐방지원센터 → 안골공원지킴터(3.8㎞, 2시간)
- 송추분소 → 도봉탐방지원센터(7.2㎞, 3시간 50분)
- 오봉탐방지원센터 → 도봉탐방지원센터(8.6㎞, 4시간 40분)
- 우이령길 : 우이우이령길입구→교현우이령길입구(6.8㎞, 3시간30분)
- 구름정원길 : 북한산생태공원상단→진관생태다리앞(4.9㎞, 2시간30분)

독야청청 수천 년 오색빛을 밝힌

만물이 생동하는 봄과 산천이 오색으로 물든 가을이 다르듯
국립공원 또한 각각의 생동하는 매력을 갖고 있다.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자연의 역사가 응집된 국립공원은
아끼고 보전할 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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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라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은 면적 153.332㎢이며 1970년에 7번
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한라산은 금강산, 지리산과 함께 3대 영산 중의 하나로 국토 최남단에 있으며 해발 1,950m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한라산은 다양한 식생분포로 인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의 보고이기도 하며, 화산분출로 생성된
휴화산 주변에는 크고 작은 360여 개의 기생화산인 오름들이 형성되어 있다. 한라산의 지질은 현무암류가 대다
수로 훼손에 민감하다. 제주의 옛 이름인 탐라(耽羅)는‘깊고 먼 바다의 섬나라’라는 뜻이며 한라(漢拏)는‘하늘
의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다’는 뜻이다.

16 한라산국립공원

졸참나무군락

소나무군락

01

02

#

016

최남단에 우뚝 솟은 영산의 자태

88┃89

#

Ⅱ.
자연자원의
보고
한라산

Hallasan National Park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서어나무군락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한라산은 지리적 위치와 해발고도 그리고 지세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에서 한대기후까지 다양한 생물종의
수직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1,800여 종의 식물과
4,0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식생분포
·서어나무 군락
해발 600~1,300m
산지의 평탄부와
사면부의 온도가
높은 곳에 분포
·졸참나무 군락
해발 600~1,000m
의 평탄부, 능선부,
계곡부를 중심으
로 분포

구상나무군락

·구상나무 군락
해발 1,300m 이상 지역에 서어나무, 신갈나무, 졸
참나무와 혼생
·소나무 군락
해발 1,400m 이하의 능선부터 암벽 위에 분포하
며, 우점종은 소나무, 제주조릿대 등
·털진달래-산철쭉 군락
해발 1,400~1,900m의 사면부나 평탄부에 소군락
또는 반상 형태로 분포하는 관목성 군락
·초원지대
초지 및 암반지역은 한라산 정상부 바로 아래 위치
하며, 넓은 초원을 형성. 구상나무와 털진달래~산
철쭉이 서식하는 1,400~1,950m 지대의 평탄부와
사면에도 분포

영실기암

영실기암이 된
아들들
한라산 영실기암에는
애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어머니가 오백 명의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흉년이 든 어느 해,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고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해 죽을
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죽 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런 연유를 모르는
아들들이 돌아와 죽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아들이 죽을 뜨려고
솥을 젓다가 이상한
뼈다귀를 발견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것임을 안
막내아들은 통곡하며 그
길로 제주 서쪽 끝의
고산리 앞바다로 가 바위가
되었다. 나머지 형들도 이
사실을 알고 슬퍼하며
울다가 바위로 굳어져
지금의 영실의 모습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02

드넓은 초원지대 선작지왓
영실코스로 한라산을 오르다 보면, 해발 1,600m~1,700m에 드넓은 초원지대가
갑자기 펼쳐진다. 제주도에서‘작지’는 작은 돌멩이,‘왓’은 밭 또는 들판을 의미
하므로 선작지왓은‘돌들이 널려 있는 벌판’이라는 뜻이다.

03

석양에 잠긴 관의 형상 왕관능
윗세오름 중턱의 왕관능은 해질 무렵이면 일대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석양빛에 잠
긴 거대한 암릉이 금관을 연상시킨다 해서 왕관능이란 이름이 붙었다. 봄의 철쭉
과 가을의 단풍 숲은 한라산의 백미로 꼽힌다.

04

신선이 사는 영실기암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해서 영실(靈室)이다. 백록담 서남쪽 허리 부분에 500여 개의
돌기둥이 하늘을 향해 서 있다. 오름의 한 형태로‘영실오름‘이라고도 불리며, 천
불봉(千佛峰), 오백장군, 오백나한 등의 이름도 갖고 있다.

백록담

관음사

왕관바위

선작지왓

[탐방해설프로그램]

- 연중, 매일 하루 2회,
1시간 30분~2시간 소요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숲과 나무 이야기, 오름의
형성과정
● 계곡따라 가는 한라산(관음사
등반로 입구~구린굴)
- 연중, 목요일, 오전 10시,
1시간 30분~2시간 소요
- 한라산의 식생과 동물,
맨발체험 오감으로 느끼는 숲
● 고산습지 동ㆍ식물과의
만남(1,100고지 고산습지)
- 연중, 화요일 오전 10시, 1시간 소요
- 람사르 습지에 대하여,
습지의 변천과 수서곤충 관찰

교통정보

한라산탐방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 자연과 함께하는 한라산
탐방 (어승생 오름)

VISIT

한라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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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앙에 우뚝
솟은 한라산은 철따라
바뀌는 형형색색의
경관으로 탐방객들을
맞이한다.

녹담만설로 칭송된 백록담
한라산 정상의 화산폭발로 형성된 산정호수이다. 호수의 능선둘레는 약 1.7km,
깊이는 110m이다. 흰 사슴을 탄 신선이 내려와서 물을 마셨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뛰어난 겨울설경 때문에 녹담만설로 칭송되었다.

Ⅳ.
한라산의
사적과
문화재

아는 만큼 보이는 한라산국립공원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어리목지구의 탐방안내소에서는 한라산의 자연

● 성판악코스 : 초보자도 백록담까지 갈 수 있는 무

과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어승생악까지 연

난한 코스로 탐방로가 긴 대신 평탄하다. 제주에

계된 탐방로 구간에서 자연해설을 제공하는 등

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동쪽 제 1횡단도로(5.16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로)에 있는 성판악휴게소가 출발기점이다.

● 영실,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등의 지역에는 별도

● 영실코스 : 산 중턱까지 도로가 나 있어 영실휴게

의 탐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매표

소를 시작기점으로 구상나무가 우거진 완만한 탐

소에서 공원탐방을 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방로를 따라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탐방할 수 있
으나 백록담 정상까지는 입산통제구역이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수려한 자연 속에 토속
적 생활상이 반영되어
한라산만의 독특한 문화
를 보여주고 있다.

●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윗세에서 서북벽(1.3km)과

01

한라산의 문화재 지정 현황
문화재로는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존자암 세존사리탑이 각각 지방문화재
제 16호 및 제 17호로 지정되어 있고, 관음사 왕벚나무 자생지와 존자암이 지방기
념물 제 51호 및 제 43호로 지정되어 있다.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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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높이도
경관도 으뜸인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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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asan National Park

남벽(2.8km) 구간, 정상순환로(1.3km), 돈내코스
의 일부 구간은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숙박과 야영이 금
지돼 있으므로 탐방이 가능한 구간이라 하더라도
당일 산행이 원칙이며 입산시간과 하산시간이 정
해져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적이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도로 555
(690-220)
- 전 화 : 064) 713-9950~3
- 팩 스 : 064) 747-5977
- 홈페이지 : hallasan.go.kr

-승 용 차
·제주 → 어리목, 영실
1139번 지방도/1100도로~중문, 서귀포 방향~어리목(영실)입
구에서 좌회전~어리목(영실)주차장
·제주시 → 관음사, 성판악, 돈내코
1131번 지방국도/516도로~성판악, 서귀포 방향~관음사입구
~산천당 왼쪽 삼거리에서 우회전~성판악~법호촌/제주청소년
야영장 입구(우회전)~상법호촌
·어리목·영실지구
1,100도로 노선버스 이용 시 제주에서 어리목 40분, 영실 60
분 소요
·중문에서 어리목 50분, 영실 30분 소요
·성판악지구 : 5·16도로 노선버스 이용시 제주에서는 30분,
서귀포에서는 40분 소요
숙박정보
- 제주도에는 30여 개의 호텔과 유스호스텔, 콘도, 여관 등 다양
한 숙박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홈페이지(http://jejutour.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올인 촬영장 섭지코지
드라마‘올인’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섭지코지는 바다를 향해
넓게 펼쳐진 초원이 일품이다. 봄이면 노란 유채가 가득 펼쳐
지고, 가을에는 야생화가 만발해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아름
다운 전경이 펼쳐진다.
- 시월애 촬영장 우도
영화‘시월애’의 배경이 되었던 서빈백사해수욕장은 세계적
으로 드문 산호 백사장을 자랑한다. 성산포에서 배로 10분이
면 닿을 수 있고, 자연동굴과 해변이 절경을 이룬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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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노랑상사화

Ⅱ.
내장산의
다채로운
자연

01

02

Naejangsan National Park

결마다 무궁무진한 보물을 감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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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내장산
국립공원은

내장산국립공원은 1971년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호남 5대의 명산 중 하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8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백두대간의 호남정맥(湖南正脈) 구간에 자리한 내장산국립공원은 내장산, 백암산, 입암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80.708k㎡이다.
신선봉(763m)을 주봉으로 하는 내장산은 봉우리들의 높이가 700m 내외지만 봉우리 정상이 저마다 독특한 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예로부터‘호남의 금강’이라 불렸다.
내장산은 원래 본사인 영은사의 이름을 따서 영은산(靈隱山)으로 불리다가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여
안 내(內), 감출 장(藏) 자의 내장산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름처럼 산의 골이 워낙 많아 인파가 몰려도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아 마치 양(羊)의 내장 속에 숨어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에 충분하다.

내장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내장산국립공원에는 고유수종인 서어나무, 갈참나
무, 신갈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등이 자생하고, 비
자나무, 굴거리나무 등 남방계식물의 자생 북방한계
지역으로 식물자원 919종이 보고되고 있다. 동물자
원으로는 삵, 담비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12종을 포함
한 2,253종이 서식하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식물 깃대종으로는
우리나라에만 자생
하는 특산종으로 상
사화 중에서 가장 먼
저 피는 수선화과 진
노랑상사화가 있다.
동물 깃대종으로는
딱지날개와 앞가슴
에 자줏빛의 띠줄이
아름다운 비단벌레
과 비단벌레가 있다.

비단벌레

03

내장산국립공원의 명물 단풍
내장산에는 다양한 단풍나무과 식물이 자생하며, 높
은 산이 없는 평야지대로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길어 단풍색이 선명하며 아름답다. 내장산 일주문에
서 내장사에 이르는 108그루 단풍터널 길은 내장산
단풍의 극치를 보여주고, 백양사 지역의 아기 단풍도
유명하다.

04

굴거리나무와 비자나무 군락
굴거리나무는 상록활엽수로 우리나라에서는 따뜻한
지방에서 자생하는데, 내장산 전망대 남서쪽에 군락
을 이룬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은 북쪽 한계지역의
천연군락이라는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었다.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군락지도 북쪽 한계지역에 있
는 천연기념물 제 153호로 고려 고종 때 각진국사가
비자나무 열매를 인근 주민들에게 구충제로 주기 위
해 심은 것으로 현재 8,000여 그루에 달한다.

백양사

설법에 감동한
백양(白羊)과 백양사
조선 선조 때에 백양사에서
환영선사의 법회가
열렸는데, 그 설법이
어찌나 감동스럽던지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모두 숨을
죽이고 무아지경에
몰입했다. 어느 사이엔가
백학봉에서 하얀 양 한
마리가 내려와 법회의
백련경을 열심히 듣고
있다가 설법이 끝나자 스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연신 절을 했다.
이 양은“나는 원래
신이었으나, 천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환생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절을 한 후 사라졌다.
그 뒤부터 이 절은
백양(白羊)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절이라 하여 백양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02

백학이 하늘을 나는 학바위
기암괴석이 겹겹이 하늘로 솟아‘하얀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서
학바위라 불린다. 학바위의 흰 빛깔은 계절에 따라 붉은 단풍, 푸른 비자림과 조화
를 이루며 백암산의 대표적 명소이다.

03

04

VISIT

내장산국립공원

아는 만큼 보이는 내장산국립공원
● 내장산국립공원 입구에 있는『내장산탐방안내소』에서는 계
절별 탐방정보와 생태계 디오라마, 향토 민속생활관, 자연체
험시설, 영상물 상영 등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내장, 서래, 백양, 남창지구 입구에는『탐방지원센터』가 있

신선의 전설이 깃든 금선폭포
신선봉 아래에 자리한 높이 18m의 금선폭포에서는 승려들이 목욕재계하고 천일
기도를 드려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으며 내장야영장, 가인야영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
름을 보낼 수 있다.
내장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내장산의 대표코스인 서래봉 코스 중 서래봉~서래삼거리 구

바위가 갓을 쓴 듯한 갓바위
입암산 정상인 갓바위는 멀리서 보면 마치 갓을 쓴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이처
럼 불린다. 정상에 서면 호남평야는 물론 서해바다까지 한눈에 바라보이는 시원한
풍광이 으뜸이다.

간은 바위암벽 아래에 가파른 철계단이 여러 곳으로 미끄러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총거리는 5.8km이며 3~4시간
이 소요된다.
● 말발굽모양의 내장산 여덟 봉우리를 일주하는 능선일주코
스는 총 11.7km로 능선에는 샘이나 계곡이 없어 충분한 식
수를 준비해야 하며, 도시락도 꼭 지참해야 한다.

서래봉

갓바위

금선폭포

● 입암산 계곡 중, 새재화장실~은선동 계곡과, 새재화장실~남

내장산 탐방

문 계곡은 특별보호구역으로 2026년까지 출입이 금지되므
로 계곡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내장산지구 원적골 자연관찰로 구간(3.6km)
내장산 탐방안내소~벽련암으로 순환하는『자연관찰 탐방로』
는 원적계곡의 조용한 숲길과 비자나무 군락의 향기와 풍취
를 느낄 수 있으며, 사랑의 다리 등을 체험할 수 있어 친구, 연
인, 가족 단위로 편안한 탐방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이다.
● 백암산지구 가인마을 입구~일광정~쌍계루 구간

내장사

백양사

가을철 아기 단풍 터널로 유명한 곳이며,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에도 편한 산책로이기 때문에 가족단위 탐방객이 많
이 찾는 곳이다.

교통정보
-승 용 차
·내장산지구 :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내장산IC, 서울방향~태인
IC~내장사 방향
서해안고속도로~줄포IC~정읍방향
·백암산지구 : 호남고속도로 백양사IC~백양사 방향
88고속도로 담양IC~백양사와 내장사 방면
- 대중교통
·내장산지구 : 정읍시내에서 171번 시내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내장산까지 30분 소요)
·백암산지구 : 백양사역에서 하차하여 백양사행 시외버스 이
용. 버스의 경우 장성이나 광주에서 백양사행 시
외버스 이용(광주에서 백양사까지 1시간 소요)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숲과 문화를 체험하는 내장산
- 연중, 하루 2회, 2시간 소요
- 원적계곡에 사는 동·식물 친구들,
사찰문화 배우기, 삼림욕 체험
●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 연중, 매일(월요일 제외), 1시간 30분 소요
- 백양골에 사는 동·식물 친구들
만나기, 갈창나무 할아버지 안아보기
●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 연중, 매일(월요일 제외), 6시간
- 입암산 트래킹, 호국성지인
입암산성과 윤진순의비 알아보기
● 굴거리나무와함께하는경관해설
- 연중, 1시간
- 천연기념물 굴거리나무 군락지
탐방, 내장산 경관해설 및 감상
● 내장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생태관광)
- 4~9월 운영, 당일/1박2일
- 자연해설 및 자연물공예체험,
지역문화 탐방

Ⅳ.
골짜기마다
숨은
역사이야기

01

02
내장산에는 내장사,
백양사 등의 사찰과
다양한 암자들,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이 남아
있다.

03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용굴
금선계곡 기름바위에 조금 못 미쳐 산벽 위에 있는 용굴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
록과 태조영정을 보관하여 조선 초기의 역사를 지킨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다.
고려 역사의 흔적, 입암산성
남창계곡을 따라 갓바위를 향해 오르다 보면 고려시대 석성인 입암산성이 나타난
다. 임진왜란 때 전투가 있었으며, 정유재란 때 별장 윤진이 왜군과 싸우다가 순절
한 곳이다.
내장산의 중심 내장사
내장산 아홉 봉우리의 중심에 위치한 내장사는 백제 무왕 때 영은조사가 50여 동
의 가람을 세워‘영은사’라 칭하였다.

숙박정보

*문의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전북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로 936
(580-300)
- 전 화 : 063) 538-7877
- 팩 스 : 063) 538-7871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 주 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116
(515-854)
- 전 화 : 061) 392-7088, 7288
- 팩 스 : 061) 392-7556
■ 홈페이지 : naejang.knps.or.kr

- 각 지역별로 민박시설과 식당은 충분한 편이며, 백암산지
구에만 백양관광호텔이 대형숙박시설로 위치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에코투어 홈페이지 (ecotour.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정읍시에서는 4월‘벚꽃축제’부터 10월에‘부부사랑단풍축
제’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전라북도산림박물관』등이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연계 탐방이 가능하다.
- 백양사 인근에는 축령산휴양림과 수상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는 장성
호, 홍길동 생가 등이 있으며,‘내마음의 풍금’,‘태백산맥’등의 영
화촬영지로도 유명한 금곡영화마을은 이색체험 코스로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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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은 단풍이 내린
늦가을이면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병풍처럼 두른 기암괴석 서래봉
약 1km에 걸쳐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선 서래봉은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다. 논밭을 고르는 농기구 서래를 닮았다고 해서 서래봉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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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내장산

17 내장산국립공원

#

Naejangsan National Park

>
Ⅰ.
가야산
국립공원은

남부내륙 산간지역에 위치한 명산으로 1972년 국립공원 제 9호로 지정되었다. 가야산은 예부터 해동(海東)의 10승지 또
는 조선 팔경의 하나로 이름이 높았다. 공원 면적은 약 76.256㎢이며 경남 합천군, 거창군과 경북 성주군에 걸쳐있다.
주봉인 상왕봉(1,430m)이 소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우두봉(牛頭峯)으로 불리기도 하며, 가야산에는 회장암으로 이뤄진
산악경관과 화강암으로 이뤄진 하상경관이 동시에 분포하고 있다.
불교의 성지인 가야산은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홍류동계곡 등의 뛰어난 명승고적과 자연경관으로 예로부터 뛰어난
지덕을 갖춘 산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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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천년을
간직한
가야산의 자연

Gayasan National Park

Ⅱ. 아름다운 국립공원

01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가야산에는 식물 590종과 포유류 22종, 조류 61종, 양
서류 11종, 파충류 5종, 곤충 423종이 서식하고 있으
며, 삵, 백운란, 한라송이풀 등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
기 야생동·식물 13종이 있다.(예정고시 중)

02

가야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깃대종으로 선정된
가야산은분취는 잎
뒷면과 꽃에 뽀얀 은
가루를 뿌려놓은 듯
한 은분취류 중 가야
산에서 처음 확인되
어‘가야산’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잎
모양은 삼각형에 끝
가야산은분취
은 길고 뽀족하며 잎
뒷면에는 솜 같은 하
얀 털이 빽빽하게 나있다. 삵은 고양이와 닮았으며,
귀 뒷면이 밝은 황색으로 하얗게 보이고, 코에서 이
마까지 두 개의 하얀 줄무늬가 있다.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와 달리 수영을 잘하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

03

홍류동계곡의 위풍당당 소나무
가야산의 소나무는 드물게 군락 내에서 높은 비율로
숲을 이루고 있고, 주변 문화자원과 조화를 이루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 홍류동계
곡에는 청정한 기운을 뿜어내는 천년 노송들이 자리
하고 있다.

예로부터 전한 지혜와 유구한 전통의 향기

#

018

백운란

만물상

가야산 이름의 유래
조선 중엽의 인문지리학자
이중환의『택리지』에
의하면 가야산은
오대산(1,563m),
소백산(1,439m)과 함께
왜적의 전화(戰火)를 입지
않아 삼재(三災 : 화재,
수재, 풍재)가 들지 않는
곳으로 알려졌다.
가야산이란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옛 대가야국 땅에서
가장 높고 훌륭한‘가야의
산’으로 불렸다는 설이며
다른 하나는 부처의
주요 설법처로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던
인도 부다가야의
가야산에서 따 왔다는
견해다.
산스크리트어(범어)의
‘가야’가 소를 뜻하고
가야산이
우두산(牛頭山)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가야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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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제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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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류동계곡

가야산 탐방

아는 만큼 보이는 가야산국립공원
● 가야산 국립공원 내 각 탐방로 입구에 위치한 탐방지원센터
와 사무소에서 탐방로, 주요 볼거리, 자연해설 등 다양한 체
험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야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가야산의 경우 왕복 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정상부는 철계
단 등 가파른 경사가 이어지므로 체력을 안배해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만물상 구간은 경사가 매우 가팔라 체력
소모가 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서 산행초보자들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 . 그리고 야
영장을 제외한 모든 공원 내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하다.

Gayasan National Park

#

018

Ⅲ.
산봉과 계곡
기암이 어우
러진 가야산

01

02
세상 만물을 옮겨 놓은
듯 신비로운 바위와
깨끗한 계곡, 늠름한
산봉이 수려한 가야산의
경관을 이룬다.
03

04

상왕봉과 만물상
가야산의 주봉은 상왕봉(1,430m)은 소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우두봉이라 불린다.
상왕봉에서 심원골 방향으로 보이는 만물상은 세상 만물을 옮겨 놓은 듯한 기암
이 장관을 이룬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누구나 탐방할 수 있는 가야산 소리길
가야산소리길은 저지대 수평 탐방로로 조성되어 누구나 탐
방할 수 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장~영산교까지
약 6km, 탐방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다. 홍류동 계곡과

최치원 선생의 시심 어린 홍류동계곡
해인사 입구에 위치하며, 가을 단풍이 계곡물에 비쳐 계곡이 붉게 흐르는 것 같다
고 해서 홍류동(紅流洞)계곡이라 불린다. 신라의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이 은둔하
며 여생을 마친 곳으로 치원대 또는 제시석이라 불리는 석벽에는 지금도 고운의
시가 남겨져 있다. 또한, 저지대 수평탐방로인‘가야산소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다.

소나무 숲을 걸으며 계곡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홍류동 계곡은 봄에는 꽃으로, 가
을에는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경치가 장관이다. 또한, 가야
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자연생태,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
3가지 테마로 가야산 소리길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기암괴석이 즐비한 가야산 만물상
가야산 만물상 구간은 금강산의 만물상과 흡사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백운동탐방지원센터~서성재까지 약 3km, 탐방소

천불산 혹은 남산제일봉
해인사와 홍류동계곡 사이에 솟아 오른 남산제일봉은 기암이 천개의 불상을 닮아
천불산(千佛山)으로 불리며, 산의 형상이 불꽃처럼 생겨 화기(火氣)를 누르기 위해
해인사에서는 매년 단오에 소금단지를 묻는다.

요시간은 약 3시간이다. 코끼리, 부처, 토끼 등을 닮은 온갖 형상
의 바위와 역사가 서려있는 상아덤, 가야산성 등도 볼 수 있다.

교통정보
-승 용 차
·88고속도로 해인사IC : 해인사 방향으로 직진 시 해인사지구,
야천삼거리에서 성주, 김천 방향으로
우회전 시 백운동지구
- 대중교통 : 해인사지구는 대구와 거창, 합천에서 해인사행 시
외버스 운행. 대구에서 백운동지구로 가는 버스의
운행시간은 확인 필수

민족의 정기 어린 홍제암
사명대사가 은거하던 암자로 대사가 입적한 후에 홍제암이란 이름을 지었다. 허균
이 지은 사명대사의 비문은 일제에 의해 파손되었다가 광복 후 다시 세워 십자의
흉터가 남아있다.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팔만대장경 창조의 비밀
- 연중, 1시간 소요
- 해인사의 일주문, 정중 3층
석탑 및 팔만대장경
● 참된 나를 찾아서
- 연중, 1시간 소요
- 사명대사, 성철스님 등
고승들의 수행처와 발자취
● 산사로 가는 길
- 3월~11월 중, 1시간 소요
- 해인사 자연관찰로에서
조릿대, 겨우살이, 참나무
등의 소재와 숲 해설
● 한 여름밤의 가야산
- 7월~8월 중, 4시간 소요
- 인근 야영장에서 가족단위
체험 기획프로그램

Ⅳ.
역사의
숨결 간직한
사적
가야산에는 국보 제 32호
인 대장경판 등 국보 3점,
보물 14점을 포함해 수많
은 문화재와 고적이 해인
사와 함께 천년역사를 간
직하고 있다.

숙박정보

01

02

해동제일의 도량 해인사
화엄경의“해인삼매”에서 이름붙인 해인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장경판
을 간직하고 있는 법보종찰이다. 신라 애장왕 때 순응, 이정 화상에 의해 창건하였
다. 인근에는 원당암, 홍제암, 백련암 등 여러 개의 부속암자가 있다.
대장경판과 장경판전
대장경판은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만든 것으로, 판수
가 8만여 개에 달한다. 장경판전은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 해인사에 남
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 치인집단시설지구와 백운집단시설지구에는 숙박시설과 식당
이 충분하며, 해인사관광호텔과 가야산관광호텔 등 대형 숙박
업소도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각 지자체와 가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gaya.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문의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200
(678-892)
- 전 화 : 055) 930-8000
- 팩 스 : 055) 931-0070
- E-mail : gaya@knps.or.kr
- 홈페이지 : gaya.knps.or.kr

- 해인사에서 주최하는 팔만대장경 축제(10월 중), 비로자나축
제(7~8월 중) 황매산철쭉제(5월 초), 합천 대야문화제(10월 중),
성주 참외축제(4월 중),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4월 중), 거창국
제연극제(7~8월 중) 등이 가야산 인근에서 풍성한 볼거리가 연
계되어 있다.
- 가야산 인근에는 오도산자연휴양림, 황강레포츠공원, 황매산
군립공원, 합천호와 백리벚꽃길, 고령 대가야문화유적 등 다
양한 자연·문화 체험 장소가 있어 가야산 탐방과 연계할 수
있다.

>

Ⅱ.아름다운 국립공원

100┃101

19 주왕산국립공원

#

노랑무늬붓꽃

Ⅱ.
자연의 숨결이
물씬 배어나는
주왕산

Juwangsan National Park

깽깽이풀

01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주왕산에는 멸종위기종인 가시오갈피, 연잎꿩의다리
를 포함588종의 식물과 수달 등 1,461종의 동물 등
총 2623종이 서식하고 있다.

02

주왕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주왕산의 깃대종은
둥근잎꿩의 비름과
솔부엉이 등 동·식
물 각 1종이다. 둥근
잎꿩의비름은 멸종
위기야생식물Ⅱ급으
로 암석 절개면에서
자생하고, 주왕산 일
원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솔부엉이는 천
둥근잎꿩의비름
연기념물인 여름철
새로 설치류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생태경관의 한 부
분을 차지하는 최상위 포식자이다.

걸출한 암봉과 수려한 계곡의 조화

#

019
03

Ⅰ.
주왕산
국립공원은

1976년 우리나라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주왕산국립공원은 경상북도 청송군과 영덕군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약 105.595㎢이다. 주왕산(720m)을 중심으로 태행산(933m), 대둔산(905m), 명동재(875m), 왕거암(907m) 등의 산들
이 말발굽형으로 자연성곽 같은 멋진 산세를 이루고 있다. 7천만 년 전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굳은 회류 응회암으
로 이루어져 특유의 절경을 이루고 있다.
주왕산은 영남 제1의 명승지이며, 보는 이를 한눈에 사로잡는 암봉과 깊고 수려한 계곡이 빚어내는 절경으로 우리
나라의 3대 암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신라 말엽 중국 당나라 사람 주도가 자칭 주왕이라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곳에서 은거하였다 하여 현재까지‘주왕산(周王山)’으로 불리고 있다.

주왕의 넋이 살아 숨쉬는 수달래 군락지
수달래는 수단화라고 부르기도 하며 매년 5월 초 주
왕산 주왕계곡에서 핀다. 진달래과에 속하는 산철쭉
으로 산지의 물가에서 주로 자란다. 분홍색 꽃이 피
며 잎은 주걱모양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털이
드문드문난 형태이다.

솔부엉이

주왕과
수달래꽃의 유래
중국 당나라 때
주도(周鍍)가 스스로를
‘후주천왕(後周天王)’이라
칭하고 당나라와 전쟁을
벌였으나 대패하여 신라로
숨어들었고 당나라는
신라로 하여금 주왕을
섬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결국 주왕이
세수를 하다가 신라의
마장군이 쏜 화살과 철퇴에
맞아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이때 주왕이
흘린 피에서
수달래(水丹花)가
돋아났는데 지금까지도
주방천 가에는 늦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기암

02

아름드리 왕버들
절골지구에 있는 주산지는 왕버들이 자라는 저수지로 총 23그루의 왕버들이 자생
하고 있다. 계절별로 다른 왕버들의 색채를 통해 4계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03

주왕계곡과 급수대(汲水臺)
주왕계곡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암절벽인 급수대는 망월대에서 50m 지점에 있
다. 신라 무열왕 6대손인 김주원이 왕위를 양보하고 은둔생활을 할 당시 계곡의
물을 퍼올려서 식수로 사용 하였다하여 급수대라 불렀다고 한다.

04

속이 편안한 달기약수탕
조선시대 청송부사로 부임한 권성하가 바위 틈에서 가스와 함께 물줄기가 솟는
것을 보고 맛을 보았더니 속이 편하여 약수로 알려지게 되었다. 닭이 바위를 쫀 자
리에서 물이 솟아 달기약수로 불렸다는 설이 있다.

급수대

주왕계곡

VISIT

주왕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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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에는 아름드리
왕버들과 함께 사계절을
나는 주산지, 부드러운
바위능선의 절골계곡,
웅장한 기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주왕계곡이 손꼽힌다.

주왕계곡의 기암(旗岩)
주왕산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기암은 주왕계곡 입구에 자리한 높이 40m의 큰 바
위산이다. 자연의 솜씨로 세운 병풍같은 기암은 깃발바위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
며, 주왕계곡의 기암절벽과 암봉을 한눈에 굽어보는 듯하다.

주산지 전망대

교통정보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탐방해설프로그램]
● 주왕 전설과 함께하는
생태여행
- 연중 매일, 1시간 소요
- 주왕산 소개 및 전설, 계절별
야생화 해설, 숲의 고마움

Ⅳ.
주왕의
역사를
간직한 자원

01

주왕암
중층누각 형식의 문간채인 가학루와 16나한을 모신 나한전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조선후기 양식의 건물로 주왕의 원혼을 위안하기위해 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사와 함께 창건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연중, 1시간 소요
- 주산지 소개 및 주산지
왕버들 및 생태해설
●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속
생태체험교실
- 3월~11월, 매월
- 주왕산의 동식물과 기암이야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 주왕산 탐방안내소 해설
- 연중 매일, 30분 ~1시간 소요
- 체험형전시관람,주산지파노라마사진전시
및디오라마관람,주왕산홍보동영상상영

아는 만큼 보이는 주왕산국립공원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상의지구 주차장에 있는『주왕산탐방안내소』에

● 주왕계곡 및 자연관찰로 구간

서는 주왕산국립공원의 탐방로, 자연해설 프로그

대전사~아들바위~자하교~주왕암~제 2·3폭포

램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제 1폭포~대전사로 이어지는 주왕계곡과 자연
관찰로로 연결되는 탐방로는 주왕의 전설을 머금

주왕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은 수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사방이 돌로

● 상의지구의 주봉, 가메봉, 장군봉 구간은 주로 초

둘러싸인 듯한 제 1폭포 주변은 주왕산 입구의

입부 계곡길을 제외하고는 산 능선부로 오르막이

● 주산지, 숨겨진 생명이야기

02
주왕산이라는 이름에서
도 볼 수 있듯 반란을 일
으킨 당나라 사람 주왕
에 관한 역사와 전설이
곳곳에 남아있다.

주왕굴
대전사의 암자인 주왕암에서 협곡을 지나 철제계단을 오르면 30여 길 높이의 절
벽에 바위굴과 굴 왼쪽으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보인다. 폭포가 굴 입구를 가리고
있었는데, 마장군이 신통력을 부려 물줄기를 왼쪽으로 돌리고 주왕을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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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주왕산

19 주왕산국립공원

#

Juwangsan National Park

기암과 함께 주왕산 경관의 으뜸으로 꼽힌다.

많아 안전한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식수를 구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식수를 준비해야 한다.
● 주봉에서 후리메기계곡을 거치지 않고 가메봉으
로 바로 이어지는 구간이나 주왕계곡의 주왕암
인근 무장굴에서 주봉으로 바로 이어지는 코스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 주왕계곡 상에『은빛고을탐방로』가 조성되어
가족동반형 탐방객들에게 산책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문의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169-7
(763-833)
- 전 화 : 054) 873-0014~5
- 팩 스 : 054) 873-0016
- E-mail : juwang@knps.or.kr
- 홈페이지 : juwang.knps.or.kr

-승 용 차
·서울방면 : 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서안동IC~안동댐
방향(34번 국도)~안동댐 입구~안동대~진보/영덕
방향(34번 국도)
·대전ㆍ대구방면 : 대구포항간고속도로~북영천IC(35번 국도)~
현서(68번 지방도)-현동(31번 국도)~청송
·부산방면 : 경주IC~안강~기계(31번 국도)~죽장~도평~부남~청송
·광주방면 : 88올림픽고속도로 이후 대전ㆍ대구방면과 동일
- 대중교통
·청송(진보)에서 주왕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20~25
분 간격, 주왕산에서 절골(이전, 주산지)방면 시내버스는 일일
6~7회 운행. 버스 운행시각 확인이 필수
숙박정보
- 각 지구별로 민박시설과 식당은 충분하며, 최근 펜션 형태의
숙박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군청 소
재지인 청송읍에 청송주왕산온천관광호텔을 비롯한 모텔 등
이 있고, 주 공원입구인 상의지구에는 민박 위주의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주왕산과 인접한 청송군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연중 열리며,
매년 5월에 청송 주왕산 수달래제, 여름철인 7~8월에 청송 여
름페스티벌, 10월에 청송문화제와 청송사과축제, 겨울철인 1
월에 청송겨울페스티벌, 청송주왕산빙벽대회가 개최된다.

>
Ⅰ.
월출산
국립공원은

1988년 2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호남정맥의 거대한 암류가 남해바다와 부딪치면서 솟아 오른 화강암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은 월출산이 만들어졌다.
월출산의 면적은 56.220k㎡으로 비교적 작지만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며, 20개 국립공원 중 3번째로 많은 문화
재를 보유하고 있다. 월출산의 정상은 천황봉(809m)이며 신라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월출
산의 경치는 천황봉을 중심으로 동ㆍ북과 남ㆍ서가 크게 다르다. 동쪽과 북쪽은 큰 바위가 굵직한 능선줄기 위에서
웅장한 풍경을 만들어 내며, 서쪽과 남쪽 지역은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마치 탑을 이룬 듯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20 월출산국립공원

Ⅱ.
자연을
품은 월출산

물레새

01

02

달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

020

104┃105

#

짚신나물

Wolchul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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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까치수영

월출산국립공원의 자연가족들
월출산의 식물자원은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등 총
751종이며 동물자원은 포유류 21종, 조류 73종, 양
서·파충류 14종, 어류 18종 그리고 곤충 623종 등
총 933종이 분포하고 있다.
월출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
깃대종은 벌레잡이
식물인 끈끈이주걱
과, 할미새과의 물레
새이다. 특히 끈끈이
주걱은 서식지의 파
괴로 인해 그 개체수
가 줄어들고 있어 깃
대종의 복원이 진행
되고 있다.

끈끈이주걱

월출산국립공원특별보호구
장군봉일원 및 동원농장~미왕재일원은 아생식물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까지, 무위사~미
왕재구간은 탐방로의 생태복원을 위해 2016년까
지, 도갑습지일원은 끈끈이주걱 복원을 위해 2029
년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구정봉

스스로 움직인
바위 구정봉 동석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르면 월출산에는 저절로
움직이는 세 개의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 하나는
운무봉이고, 나머지 둘은
도갑과 용암 아래에
있었다. 이들 바위로 인해
영암에 큰 사람이 난다는
얘기를 들은 중국 사람이
이를 시기하여 바위 세
개를 모두 산 아래로
떨어뜨렸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월출산에 스스로
다시 올라갔다고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월출산의 구정봉 아래에는
동석(動石)이라 새겨진
바위가 있으며, 이 바위로
인해 월출산 북쪽 지명은
영암이라 불리고 있다.

02

비처럼 시원하게 흩날리는 바람폭포
천황사지에서 바람골을 향해 오르다 보면 약 15m 정도의 바람폭포가 있다. 폭포
에서 물이 떨어질 때 바람이 불면 흩날린 물이 비처럼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이라 한다.

03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구름다리
월출산의 매봉과 사자봉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는 길이 54m, 폭 1m, 해발 510m,
지상 높이 120m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VISIT

월출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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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에는 이름 있는
바위가 약 270여 개에
이르는데 저마다 형상을
딴 이름이 붙어 있어
기암괴석의 전시장으로
불린다.

마르지 않는 아홉 웅덩이 구정봉
구정봉의 이름은 꼭대기에 솟은 바위의 평평한 곳에 우물처럼 마르지 않는 아홉
웅덩이에서 유래되었다. 속설에는 그 물에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한다.

아는 만큼 보이는 월출산국립공원
● 월출산국립공원 탐방 시 천황지구와 도갑지구, 경포대 지구
의『탐방지원센터』에서 각종 이용 정보를 제공한다.
구정봉

구름다리

월출산 탐방

● 월출산국립공원 3개 지구에는 각각 자연관찰로가 조성되어
탐방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 중 구름다
리 체험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부족한 체력과 지구력, 협동
심 등을 키우는데 알맞은 프로그램이다.
● 천황지구에는 평상형 야영장이 있어 야영이 편리하며, 시원
한 계곡이 흐르는 경포대는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
는 최적의 장소이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월출산의 정상 천황봉은 해발 809m지만 바위로 이루어진
급경사 구간이 많아 체력을 안배한 산행 계획을 세워야 한
다. 또한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
에 충분한 식수를 준비해야 한다.
● 월출산의 종주코스인 천황지구 → 구름다리 → 천황봉 → 구

무위사

정봉 → 억새밭 → 도갑사 코스(총 8.9km)는 약 6~7시간 정
도 소요되며, 충분한 식수를 준비해야 한다.
공원관리자가 추천하는 탐방코스
● 경포대~약수터~천황봉~바람재~경포대 코스(6.7km)
이 코스는 시원한 계곡을 볼 수 있고 천황봉까지 가장 빠르
게 오를 수 있으며 곳곳에 숨은 기암괴석을 볼 수 있다.

교통정보

즐거운 자연과의 만남

Ⅳ.
남도문화
답사일번지
월출산

[탐방해설프로그램]
● 남도답사 1번지, 무위사!
- 연중, 하루 1회, 2시간 소요
- 무위사와 자연생태
● 도갑사를 지나 자연의
품으로
- 연중, 하루 1회, 2시간 소요
- 자연 생태와 체험
● 월출산의 바위와 달 뜨는
천황봉
- 3월~11월, 하루 1회, 2시간
소요
- 월출산국립공원의 바위와
동·식물

월출산의 주능선의 남쪽
에는 무위사가, 서쪽에
는 도갑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마애여래좌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국보이다.

01

천년 고찰 도갑사
도갑사는 신라 헌강왕 6년에 도선국사가 개창하고 그 후 조선 세조 2년에 수미대
사가 중건한 고찰이다. 경내에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 89호)은 고려 말기의 것으
로 추정되며 3m 높이의 돌 하나로 만들어졌다.

02

국보와 보물을 간직한 무위사
신라 진평왕 때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무위사는 여러 번의 개명을 거쳐 조선
명종 10년에 현재 이름을 갖게 되었다. 국보 제 13호인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다채
로운 보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

03

바위에서 피어나는 마애여래좌상
자연암석에 양각된 높이 8.5m의 마애석불은 몸 길이 6m, 어깨 폭 2.6m, 무릎 폭
4m이며 총 높이 8.5m의 큰 석가모니불로 사다리꼴 방향의 암벽에 9세기 경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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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호남의
소금강

20 월출산국립공원

#

Wolchulsan National Park

-승 용 차
·호남고속도로 광산IC : 13번 국도 나주, 영암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함평IC : 반남, 영암 방향 / 목포IC : 영암 방향
·88고속도로 동광주IC : 1번 국도 나주, 영암 방향
·남해고속도로 광양IC : 2번 국도 강진, 성전 방향
- 대중교통
·기차를 이용할 경우 나주역에서 하차, 나주버스터미널에서
천황지구, 도갑지구는 영암버스터미널, 경포대지구는 성전버
스터미널 경유하는 버스 이용
·고속버스는 영암행(천황지구, 도갑지구), 성전행(경포대지구)
버스 이용
·영암버스터미널, 성전버스터미널에서는 버스가 많지 않으므
로 시간 확인 필수
숙박정보

*문의
■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80-43
(526-801)
- 전 화 : 061) 473-5210~5211, 5112
- 팩 스 : 061) 471-1701
- E-mail : wolchul@knps.or.kr
- 홈페이지 : wolchul.knps.or.kr

- 천황지구는 숙박시설이 충분한 편이나, 도갑지구와 경포대지
구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다. 대형숙박업소로는 영암읍 근처에
월출산온천관광호텔이 있다.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
- 월출산국립공원 인근에서는 다양한 문화축제가 열린다. 영암
왕인박사축제가 4월 초, 강진청자문화제는 8월에 열리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5월에 열린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사무소 현황 (26개 사무소, 1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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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직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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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ur Future !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 국립공원이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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