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박물관	 이서면 이서로 567

옛 칠곡초등학교를 개조하여 2013년 12월에 개

관하였다. 고대 역사문화부터 근현대까지 청도

의 다양한 역사·문화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탁 트인 야외잔디공간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

으며 전통놀이를 즐길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매주 월요일, 신정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입장 무료

 054-370-2281   www.cheongdo.go.kr

한국코미디타운	 이서면 이서로 565

한국 코미디의 역사부터 현대 해석까지 담고 

있는 전시관, 코미디오디션을 해볼 수 있는 체

험관 등 5개의 공간(ZONE)이 있다. 2층에는 

반시피자체험관이 있고, 주말이면 코미디공

연, 인형극 등이 열리는 대공연장도 갖췄다.

 매주 월요일, 신정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054-372-8700

 www.kcomedytown.co.kr

다로리	벽화마을	 화양읍 다로길 38 (다로리 복지회관)

경부선 남성현역이 있는 다로리 마을에 2016년 

조성된 ‘반시벨리 벽화마을’이다. 마을거리의 벽

은 집주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나 가훈, 에피

소드 등을 재치 있게 담고 있다.

온누리국악예술단	 화양읍 연지로 152 (구 유등초등학교)

1995년 창단, 오랜 세월 동안 청도군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국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전문국악예술단체이다. 다양한 국

악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과 국악공연을 운영

하고 있다.

 방문 전 확인 필수       054-371-1533

청도유천마을근대거리	 청도읍 유호리 (유천우체국 인근)

1970~198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약방, 다

방, 소리사, 극장 등 다양한 근대건물을 볼 수 있

으며, 전 세대가 아울러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

는 장소이다.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8월 초순 경상남도 수해복구 시찰 시 경부선 철도변에 

위치한 청도읍 신도마을의 지붕개량, 하천, 안길 등이 잘 가꾸어진 모습을 보고  

새마을운동을 착상했다. 기념관에서는 새마을운동 관련 영상 관람이 가능하며  

사료, 기록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매주 월요일, 신정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새마을테마파크	

새마을시대촌, 잘살아보세관, 새마을학

교, 새마을구판장 등의 시설물이 있다. 

새마을운동 단위사업을 실감나게 재현

한 세트장, 1970∼1980년대 부모님 세

대의 교실, 새마을운동을 테마로 한 어

린이체험존, 초가, 슬레이트, 기와집 순

으로 발전된 농촌 주택의 모습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다. 하룻밤 숙박체

험을 통해 그 당시 주민들의 삶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매주 월요일, 신정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054-372-5525

새마을광장	

새마을광장에는 대통령 전용열차, 신거역, 신도정미소 등이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어 곳곳이 포토존이다. 추억의 교복 및 교련복을 입고 부모님 세대의 학창시절, 

동심이 가득했던 시간을 체험해 보자.

숙박 가능

청도읍성	 도기념물 제103호 	 화양읍 동상리 48-1

지방에 읍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은 성곽이다. 고려 때부터 축성된 것으로 추정

되며,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된 곳을 2008년부터 복원 중이다. 

4월에는 복사꽃이, 5월부터는 작약꽃, 수련이 만개해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석빙고	 보물 제323호 	 화양읍 동천리 257-2

1713년에 건립, 현존하는 석빙고 중 가장 오래되었고 길이 14.75m, 넓이 5m, 높이 

4.4m로 규모도 크다. 겨울철에 자연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봄, 여름, 가을까지 사용

하였으며, 청도읍성 동문 동상리 구릉에 위치하였다.

런닝맨 촬영지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도주관	 도유형문화재 제212호 	 화양읍 도주관로 146

조선시대 청도군의 객사로 쓰이던 곳이

다. 양쪽에 동·서헌의 접객시설을 갖추

어 이곳을 들르는 관원이 머물 수 있도

록 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도주(道州)는 

고려시대에 청도군을 부르던 또 다른 

이름이다.

청도향교		 화양읍 동교길 36

조선시대 청도지역에 유학을 가르친 교

육기관이다. 맞배지붕의 건물로 청도향

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은 좌우에 놓여 

있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배치를 보인다.

꿈꾸는	공작소	 풍각면 호동길 2

미술설치물과 가구 등을 제작하는 디자인 공방. 

목공과 미술을 결합한 나무공작이 주요 프로그

램이며 나무, 빨래터 등의 자원을 이용한 미술 설

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054-373-5517, 010-6852-8969 (예약 필수)

나무망치		 풍각면 청려로 170-111

40년 이상 경력의 목공장인과 함께 나무를 만지

고 도구를 다루며 상상했던 것을 만들어 나간다. 

나무의 온기와 만들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054-373-8525, 010-3544-7304

꽃밭에서	노닐다	 화양읍 도주관로 177

야생화 정원, 허브 정원, 한옥 등이 있는 식물원

이다. 400여 종의 야생화가 자라고 있으며, 관

련 전시회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분경 만들기 등

의 프로그램도 있다.

 010-9808-3382

청도곤충나라	 각북면 낙산길 294

미래 식량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을 사육

하고 있는 농장이다. 전 세계의 희귀한 곤충 표본

들을 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곤충 표본제작, 

곤충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한다.

 010-9380-0007

비슬도예원(서른살	감나무)	각북면 헐티로 787

감 수확하기, 감의 한살이 알기, 감의 구조, 감나

무의 이용, 감농사와 문화 등의 개념과 원리를 아

이들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054-371-5588, 010-7341-5588

		대중교통

기차 청도역  1588-7788    http://www.korail.com

버스
동곡공용버스터미널  054-372-3881

풍각시외버스터미널  054-372-2826

		톡톡(talk,talk)한	관광택시
청도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명소를 둘러보는 특별한 시티투어 

입니다. 이용방법은 전화 및 홈페이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66-4633   www.cheongdo.go.kr

		관광문의	

청도군청 홈페이지 

www.cheongdo.go.kr
  청도문화관광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 
/korea_cheongdo

 청도관광 블로그 

blog.naver.com 
/cheongdotour

 청도관광 페이스북

www.facebook.com 
/cheongdoculturetour

 청도문화관광 유튜브 

청도문화관광 TV

전국 관광·통역 안내전화

(24시간 연중 무휴)

*       맛집정보 확인 가능

		문화관광해설사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면 어느 관광지든  

친절하게 해설해드립니다. 

 명절 연휴 및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휴무

 054-370-2379(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부서)

 www.cheongdo.go.kr

		모바일	스탬프	투어
청도군 관광명소에 도착하면 ‘스탬프투어’ 스탬프가 찍히고 명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스탬프를 획득한 후 선물 신청하세요.

운문사	 보물 제835호 	 운문면 운문사길 264

신라 진흥왕 21년(560년) 창건, 그 후 

원광법사가 중창하고 세속오계를 내

려줌으로써 화랑정신의 발원지가 되

었다.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했고 현재 

전국 최대 규모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유명하다. 천연기념물인 처진소나무 

등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으며 솔

바람길과 소문난 기도처인 사리암, 북

대암 등 주변 관광지도 인기다.

적천사	대웅전	 도문화재자료 제321호 	 청도읍 원동길 304

신라 문무왕 4년(664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심지왕사가 중창하였다. 대

웅전은 조선시대 건물로서 정면 3칸 측

면 3칸의 맞배지붕이다. 대웅전 내에는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봉안하고 

있다.

용천사	대웅전	 도유형문화재 제295호 	 각북면 헐티로 1375-9

신라 670년 의상법사가 창건하고 옥

천사라 하였다. 고려 1267년 일연선사

가 중창하여 불일사라 개칭하였다가 

‘용천사’로 이름을 고쳤다. 조선 1631년

에 세 차례 중창, 1805년에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계서원	 도유형문화재 제83호 	 이서면 자계서원길 13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탁영 김

일손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중종 13년

(1518년) 창건, 운계서원으로 하였다가 

1661년 중건 후 자계서원으로 사액되었

다. 영귀루 옆에는 탁영 김일손 선생께

서 손수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있다.

운림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금천면 임당2길 14

조선시대 궁중내시로 종2품 벼슬에 올

랐던 김병익의 고택으로 안채가 북서향

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

진왜란 이전부터 400여 년 동안 16대

에 걸쳐 내시가계가 이어져 온 곳으로

는 국내 유일하다.

만화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 	 금천면 신지리 일원

만화정은 운강고택의 별서(별장)이다.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건물 또한 견고하고 섬세

하며 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민들

을 위무하기 위해 동창천에 왔을 때 숙식했

던 곳이기도 하다.

운강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 	 금천면 신지리 일원

소요당 박하담이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

하며 서당을 지어 후학을 양성했던 옛터

에, 후손인 박정주가 건립했다. 조선 후

기 상류층 양반가의 대형 주택으로 ‘ㅁ’

자형의 가묘를 갖춘 짜임새 있는 구조와 

합리적인 공간구성을 볼 수 있다.

대비사	대웅전	 보물 제834호 	 금천면 박곡길 590

조선시대 중건한 전형적인 다포계 건물로, 

맞배지붕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

다. 단청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선암서원	 도유형문화재 제79호 	 금천면 선암로 455-27

조선 초기의 목조건물로 김대유와 박하

담을 배향하고 있으며, 밀양 박씨 문중

이 관리한다. ‘ㄷ’자형으로 배치된 구조

물이 특징이다.

청도레일바이크	 청도읍 하지길 46-51

폐선된 옛 철길을 테마로 아름다운 청도천변

을 따라 공원을 조성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철로 주변에 조성된 시조 시인들의 시조비와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디젤엔진을 이용한 

미니기차를 타고 자전거공원과 캠핑장 주변

을 돌아보는 것도 좋다. 

 054-373-2426

 www.cheongdorailbike.co.kr

자전거공원,	청도자전거공원캠핑장	 청도읍 신도리 919-2

청도레일바이크 옆에 조성된 공원으로, MTB

지원센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초보자들부터 마니아들까지 많이 찾

는 곳이다. 공원 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캠

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도 갖춰져 있다.

 054-373-2425

청도와인터널	 화양읍 송금길 100

천장은 붉은 벽돌, 벽면은 자연석으로 쌓은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터널 중 하나인 와인

터널은 대한제국 말기인 1898년에 완공되었

다. 빛의 조형물 구간, 야광별 구간, 소망 메모

지 구간 등의 포토존이 있고, 가끔씩 열리는 

버스킹은 연인과 가족들의 필수 코스다.

 054-371-1904

 www.gamwine.com 

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	 화양읍 이슬미로 272-23

프랑스의 정감 있는 프로방스마을을 그대로 

재현했다. 낮에는 100여 개의 다양한 포토존

과 고흐 조형물 등 독특한 작품을 만날 수 있

고, 밤이 되면 1,000만여 개의 화려한 LED조

명이 수놓는다. 셀프스튜디오에서의 사진촬

영, 거울미로체험, 짚와이어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054-372-5050

 www.cheongdo-provence.co.kr

군파크루지	 화양읍 남성현로 350-30

대구/경북권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군

파크루지는 자연을 그대로 살린 숲속 

트랙을 달리도록 설계되어 청정지역 

청도의 숲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산

정상 출발지점에서 드넓게 펼쳐진 청

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폭 6m, 길이 1.88km 국내 

최고 수준인 트랙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양한 직선, 곡선 코스를 활강하

는 짜릿한 경험이 가능하다.

 054-516-8888

신지생태공원,	동창천생태탐방로	 금천면 선암로 455-12

곰방대가 트레이드마크인 신지생태공

원은 사철나무산책로, 뚝뫼, 민병도갤

러리, 선암서원, 만화정을 지나는 동

창천생태탐방로(1시간 도보 코스)가  

조성되어있어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공암풍벽,	운문호반에코트레일	 운문면 공암리 산46

약 30m 높이의 반월형 절벽, 구멍 바

위로도 불리는 공암풍벽은 가을이면 

풍벽(楓壁)이란 이름과 같이 오색의 단

풍이 벽을 이루고, 여름에는 물에 푸

른 산이 비쳐 창벽(蒼壁)으로도 불린

다. 현재 운문호반에코트레일(왕복 

4.12Km, 2시간 소요)이 조성되어 사계

절 내내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운문댐하류보둔치	 운문면 방지리 197-1

강변 둔치 양쪽으로 길게 뻗은 그늘 좋

은 잔디밭 사이로 댐에서 내리는 물이 

흐른다.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여름

(하루 7회 정도 가동)에는 더위를 가셔 

준다. 화장실, 음수대, 취사장 등도 두

루 갖춰 계절과 상관없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화랑의 세속오계 정신을 연출한 체험형 복합관광단지이다. 화랑정신발상지기념관, 

VR체험존, 대강당, 다목적홀, 명상실, 국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랑정신의 

기원과 세속오계를 3D 홀로그램 등을 통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화랑들이 즐겨

했던 말타기, 궁술장면들을 VR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고, 국궁은 지도사가 

활 잡는 방법부터 명중하는 법까지 상세히 알려준다. 

화랑촌(콘도,	카라반)

콘도 카라반

자연 속 화랑의 숨결이 흐르는 숙박공간으로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단체교육, 

연수, 수련활동을 위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캠핑장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텐트도 치고, 

캠핑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

는 곳이다. 총 43면으로 각 사이트마

다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고 부대시설

도 갖춰 이용이 편리하다.

숙박 가능

새 아침의 희망을 찾아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그때 그 시절의 향기  역사 오감으로 즐기는  문화
힘겨루기 한판!  

청도 소싸움 유익함과 재미를 동시에  농촌교육체험 청도 관광 안내

쏠쏠한 재미가 한가득  관광 화랑정신, 그 뿌리를 잇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휴식과 힐링이 있는  자연

유등연지	 화양읍 연지로 207

신라지라고도 하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저수

지이다. 연꽃은 모헌 이육선생이 무오사화로 

인하여 이곳에 은거하면서 심었다고 전한다. 

현재 유등연지 주변엔 둘레길과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있어 관광객들이 연꽃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낙대폭포	 화양읍 범곡리 일원

청도 8경(청도군의 8가지 아름다운 경치) 중 

하나인 낙대폭포는 범곡리 남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약 30m 높이의 폭포이며 무성한 초목과 

기암괴석이 수려한 조화를 이룬다. 

남산계곡	 화양읍 동창리 일원

숲과 바위 사이로 흐르는 남산13곡의 깊고 깨

끗한 물을 따라가다 보면, 풍류를 즐기던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삼계리계곡	 운문면 신원리 일원

청도와 울산을 잇는 도로를 따라 산자락 곳

곳에서 흘러드는 맑은 물이 급류와 폭포를 이

룬다. 울창한 숲에 가려진 계곡에는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

운문산군립공원	소머리야영장	 	

	 운문면 신원리 2087

운문산은 산세가 웅장하며 나무들이 울창해 

등산객이 많이 찾는다. 청도 소싸움을 상징하

는 황소 인공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야영장이 

조성되어 많은 캠핑족도 이곳을 찾는다.

  성수기 20,000원, 비수기·주말·공휴일 

15,000원, 비수기·평일 10,000원

 010-2565-8837

장연생태공원	 매전면 온장길 123

물이 맑고 주변경관이 빼어난 동창천 및 생태

문화탐방로와 연계하여 만든 공원이다. 청정 

1급수에서만 자란다는 다슬기의 서식지로 유

명해 다슬기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청도소싸움경기장	 화양읍 남성현로 348

세계 최초 돔형식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일요일 11시부터 경기를 

관전할 수 있다. 박진감 넘치는 청도 소싸움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싸움기술은 관객들을 사로잡아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매주 토요일·일요일 경기   입장 및 주차 무료

 054-370-7500   www.cpc.or.kr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	 화양읍 남성현로 346

소싸움의 유래부터 현시대를 볼 수 있는 '소싸움역사관'에서 소와 소싸움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특수영상을 활용하며 소와 체력단련을 해보는 체험장, 

4D영화관, 유아놀이관 외에도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매주 월요일, 신정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054-373-9612

운문면 신화랑길 1      054-370-7300       www.cdws.or.kr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 다운로드 또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로드

청도읍성예술제	 화양읍 동상리 48-1

읍성을 밟으면 액운이 달아나

고 무병장수한다는 속설에서 

비롯된 ‘청도읍성밟기’를 재현

한다. 다양한 공연도 만날 수 

있으며 매년 봄에 열린다.

 매년 3월(예정)

청도의 중심 청도읍성

KOREA

청아한 도시

청도군 관광안내지도

청도여행

사전 예약 필수

청도읍 새마을1길 34      054-372-5500       www.새마을발상지.kr



청도여행자센터 화양읍 남성현로 350-3

청도의 농.특산물

		추천	코스

1코스   낙대폭포   청도읍성   유등연지   청도박물관, 한국코미디타운 

 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 

2코스   청도와인터널   청도소싸움경기장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군파크루지   청도여행자센터 

3코스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새마을테마파크   청도레일바이크 

 청도유천마을근대거리 

4코스   운문사   신지고택마을(만화정, 운강고택, 운림고택)   선암서원 

 신지생태공원   삼족대 

5코스  공암풍벽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운문사 

		트레킹	추천	코스

  동창천생태탐방로  편도 2km, 50분

사철나무길   뚝뫼(팔각정)   동창천징검다리   민병도갤러리    

선암서원   소요대, 용두소   신지생태공원   데크길   만화정

  운문호반에코트레일  왕복 4.12km, 2시간

공암리복지회관(주차장)   거연정   탐방로전망데크   전망데크(풍호대) 

 직벽전망대   휴게데크(공암풍벽)

  유등연지 둘레길  981m, 25분

군자정   유등연지   군자정

청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공공와이파이 및 

휴대폰충전서비스, 수유실 등 맞춤 편의시설을 갖췄다. 관광안내지도가 비치되어 

있고 청도관광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관광안내센터이다.

  매주 월요일·화요일, 신정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054-371-9282

로컬푸드직매장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청도농산물프라자 054-371-6561 화양읍 이슬미로 51

청도농협로컬푸드직매장 054-370-8700 화양읍 온천길 12

서청도농협로컬푸드직매장 054-373-4660 이서면 양원길 73

청도로컬푸드직매장 054-373-3344 청도읍 새마을로 1352

청도새마을휴게소 
로컬푸드판매장

대구 방향(상행) 070-4423-4852
부산 방향(하행) 070-4415-1426

청도읍 하지길 59-50

운문로컬푸드직매장 054-372-8181 운문면 운문사길 129-8

*  청도지역에서 농민들이 재배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생산지와 소비자 간 

배송 거리 및 유통 단계를 줄여 식품의 신선도가 높고 가격도 저렴하다.

 청도의 10대 명산

이름 운문산 가지산 문복산 억산 비슬산 남산 화악산 철마산 용각산 선의산

높이 1,195 m 1,241 m 1,015 m 962 m 1,083 m 870 m 932 m 634 m 693 m 756 m

위치 운문면 신원리 운문면 신원리 운문면 신원리 금천면 박곡리 각북면 남산리 화양읍 동천리 청도읍 상리 청도읍 음지리 청도읍 운산리 매전면 두곡리

주변관광지
운문사,  

화랑정신발상지

영남 알프스 주봉, 

운문산자연휴양림
삼계리계곡

대비사, 운강고택, 

선암서원
용천사, 헐티재 적천사, 낙대폭포 한재청정미나리

철마산성,  

한재청정미나리

청도와인터널,  

청도소싸움경기장

특별한 하루를 선물할  축제

청도의 매력을 느낄  숙박&로컬푸드직매장

조금 더 알차게  관광 코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청도천 둔치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달집태우기는 전국 

최대규모의 달집을 자랑하고 있다.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청도	도주줄당기기	 청도천 둔치

길이가 100m에 이르는 줄을 청도 동쪽(동

군)과 서쪽(서군)에 사는 군민들이 편을 나

눠 당기어 승부를 가르고 그해의 풍·흉년

과 복을 점치기도 한 민속놀이다.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청도소싸움축제	 화양읍 남성현로 348 청도소싸움경기장

농경문화가 시작되던 시대부터 목동들이 

즐기던 놀이에서 점차 부락의 세를 과시하

기 위한 시합으로 이어져 왔다. 청도군에

서는 이를 축제로 승화하여 한국을 대표

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매년 5월(예정)   www.청도소싸움.kr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화양읍 청도야외공연장 일원

애완견 및 반려동물을 위한 국내 최초의 

음악회가 열리는 행사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보여주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매년 7~8월(예정)

청도반시축제,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화양읍 청도야외공연장 일원

청도반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증

대에 기여하는 축제와 함께 웃음과 행복

을 주는 화려한 세계 코미디 갈라쇼가 펼

쳐진다.

 매년 10월(예정)

  www.청도반시축제.kr 

www.청도코아페.kr

청도반시(홍시)

청도반시는 씨가 없는 감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맛이 일

품이다. 반건시, 아이스홍시, 감말랭이, 감와인, 감잎차 등 가공제품

도 유명하다.

감물염색

감물염색 제품은 내구성과 향균·방습성이 뛰어나 침구 및 생활용품

에 안성맞춤이다.

청도복숭아

청도는 복숭아 재배에 적합한 토양과 기후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복숭아의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과즙도 풍부하다.

버섯(느타리, 팽이, 송이, 표고)

자연건강식품으로 육질이 두껍고 향기가 매우 진하다.

한재미나리

전국 제일의 미나리이며, 화악산 중턱에서 암반지하수를 이용하여 

재배한다. 줄기는 굵고 연하며, 향기가 진하다.

청도한우

최고급의 육질을 자랑하며 고기 맛이 월등하다.

청도추어탕

경북 대표 음식에 선정된 향토음식이다. 얼큰한 맛이 일품이며 자양

강장 식품으로 유명하다.

관광숙박		*관광숙박업 등록업체

송암정사		 이서면 대전칠엽길 84

전통한옥에서의 잊지 못할 하룻밤. 개인뿐

만 아니라 단체도 이용 가능하며 다도체험, 

감물염색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

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가까운 곳에 1300년

의 전설을 품은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천연

기념물 제301호)가 있다.

 054-373-1955

 054-370-6376(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부서)

청도용암온천	관광호텔	 	

	 	 	 화양읍 온천길 23

 054-371-5500

라라랜드펜션	 화양읍 노상1길 55-41

 010-6575-1686

더포레관광펜션	 각남면 구곡1길 66-32

 010-5428-6155

청도자연휴양림	 각북면 미비슬산길 111-25

2021년 10월 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