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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1.12.31.	기준)

- 면적: 693.8km2 

- 인구: 41,891명 

- 세대: 23,231호 

-  행정구역: 2개읍 7개면(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청도군의 심볼

청도군의 꽃  철쭉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줄기찬 생명력을 지녔다. 군민의 슬기와 화합,  

뜨거운 향토애를 상징하고 청도인의 진취적 기상을 나타낸다.

청도군의 나무  감나무

청도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며 씨가 없고 반듯하게 크는 청도반시는  

병충해에 강한 유실수로 꿋꿋한 청도인의 생명력을 나타낸다.

청도군의 새  까치

까치는 길조이고 희작이라고도 한다. 해충을 잡는 익조로 근면하고  

인정이 두터운 청도인의 심성과 기질을 상징한다.

청도

각북면

풍각면

이서면
화양읍

각남면

청도읍

매전면

금천면

운문면

청도의 상징

화랑정신 발상지
신라 진평왕 22년(600년) 운문사를 중창한 원광

국사에게 화랑인 귀산과 추항이 찾아와 평생을 두

고 간직할 계율을 청하자 ‘세속오계(世俗五戒)’를 내

려줌으로써 청도가 화랑정신의 발원지가 되었다. 

많은 화랑이 세속오계를 바탕으로 심신을 연마하

였고 이는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1969년 8월 수해를 당한 신도리는 약 200명의 주

민이 총동원되어 복구 및 보수 작업에 착수했다. 수

해지역을 시찰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신도리의 공동 

작업을 보게 되었고, 1970년 4월 전국 지방장관회

의에서 전국 모든 마을이 ‘청도 신도마을’처럼 되도

록 지시하였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되었

고, 신도리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되었다.

청도 소싸움
소싸움은 농경문화 시대에 목동들이 즐기던 것으로,  

점차 마을사람들이 명예를 걸고 싸우면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부락 단위의 시합으로 발전했다. 이후 

청도는 소규모 민속놀이로 이어져온 소싸움을 1990

년부터 ‘영남소싸움대회’로 발전시켰고, 매년 규모가 

커지면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청도 8경

청도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푸른 산과 

맑은 물을 간직한 아름다운 생명고을이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곳이며 효의 고장이다.

청도군	소개

오산조일	화양읍

1경

낙대폭포	화양읍

3경

용각모우	매전면

2경

공암풍벽	운문면

4경

유천어화

5경

자계제월	이서면

7경

유호연화	화양읍

6경

운문효종	운문면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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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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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동곡공용버스터미널	 054-372-3881 

풍각시외버스터미널	 054-37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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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스탬프를 획득한 후 선물을 신청하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  

다운로드 또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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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금 산서코스 시간당 2만 원, 산동코스 시간당 2만 5,000원

 예약방법 전화 1566-4633    인터넷 www.cheongdo.go.kr 

  이용안내 1대당 최대 4인 탑승 가능 

 •일정에 따른 코스 상담 가능, 택시기사가 탑승 1시간 전 전화 확인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숙박비, 중식비 별도

 ※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추천 코스

산서 1코스    청도역  청도읍성  유등연지(7~8월)  청도박물관, 한국코미디타운  

 각북벚꽃길(4월)  용천사

산서 2코스   청도역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레일바이크  적천사 은행나무(10월)

산서 3코스   청도역  소싸움미디어체험관  소싸움경기장  와인터널  프로방스 포토랜드

산동 1코스   청도역  매전면 처진소나무  운강고택, 만화정  신지생태공원

산동 2코스   청도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운문사 

관광안내 여행 꿀팁

청도여행자센터

청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공공와이파이, 휴대폰충전서

비스, 수유실 등 맞춤 편의시설을 갖췄다. 관광안내지도가 비치되어 있고 청도관광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관광안내센터다.

 화양읍 남성현로 350-3    

 054-371-9282

 매주 월요일·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문화관광해설사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면 어느 관광지든  

친절하게 해설해드립니다.

 054-370-2379(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부서)

 명절 연휴 및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휴무 

 www.cheongdo.go.kr

 해설사의 집

운문사  운문면 운문사길 264

10:00~17:00청도읍성 화양읍 도주관로 176

청도역 청도읍 청화로 214

신지생태공원 금천면 선암로 244-12 10:00~17:00(주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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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읍성예술제
읍성을 밟으면 액운이 달아나고 무병장수한다는 

속설에서 비롯된 ‘청도읍성밟기’를 재현한다. 다

양한 공연도 만날 수 있으며 매년 봄에 열린다.

  화양읍 동상리 48-1      매년 3월(예정)

청도 도주줄당기기
길이가 100m에 이르는 줄을 청도 동쪽

(동군)과 서쪽(서군)에 사는 군민들이 편

을 나눠 당기어 승부를 가른다. 그해의 풍·

흉년과 복을 점치기도 했던 민속놀이다.

 청도읍 청도천 둔치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달집태우기는 

고장의 화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

로,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을 자랑한다.

 청도읍 청도천 둔치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축제

축제

 054-370-6376(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부서) 

청도소싸움축제
소싸움은 농경문화가 시작되던 시대부터 목동들이 즐기던 놀이에서 

점차 부락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시합으로 이어져 왔다. 축제로 승화한 

소싸움은 청도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했다.

  화양읍 남성현로 348 청도소싸움경기장      매년 5월(예정)     

  www.청도소싸움.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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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유등제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함께하는 유등제는 청도소싸움축제 기간 중에 열린다. 대형 연등 전시

와 소원지 달기, 유등 띄우기를 비롯한 불교와 관계된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밖에 봉

산탈춤 공연과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청도읍 청도천 둔치         매년 5월(예정) 

청도반시축제
청도의 가을을 즐기는 것과 동시에 청도반시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축제다. 쿠킹 클래스, 콘서

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화양읍 청도야외공연장 일원         매년 10월(예정)         www.청도반시축제.kr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대한민국 코미디 1번지 청도’라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축제이다. 국내외 초청 코

미디 및 마술 공연,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화양읍 청도야외공연장 일원         매년 10월(예정)         www.청도코아페.kr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반려동물을 위한 국내 최초의 음악회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보여주는 축제

의 한마당이다.

 화양읍 청도야외공연장 일원

 매년 7~8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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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면 벚꽃으로 물드는 청도는 꽃놀이 장소로 유명하다. 풍

각면 송서리 이서교 부근의 ‘각북벚꽃길’은 헐티재에서 남산리 

일대까지 약 20㎞에 이르는 길이 벚꽃으로 둘러싸인다. ‘운문

호 벚꽃길’은 베이스볼파크에서 오진생태습지공원까지 6㎞로 

데크와 보행매트가 있는 탐방로이다. 20년 이상된 벚꽃나무 

1,000여 그루가 꽃 터널을 이루며 주변의 산과 호수와 어우러

져 몽환적인 자태를 뽐낸다.

화양읍 동상리에 위치한 청도읍성에는 5~6월이면 

작약꽃이 만개한다. 고풍스러운 성곽을 거닐다 보면 

곳곳이 포토존인 꽃밭에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는 4월 중순에 복사꽃이 만개한다. 분홍빛으

로 곱게 물든 복사꽃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참고로, 복사꽃을 감

상할 수 있는 특정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복숭아밭은 개인 소유

지이므로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으니 주의하자.

금계국은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 중 하나로 6월부터 개화기에 들어간

다. 여름이면 청도읍 신도리 레일바이크장과 거연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이에는 금계국 무리가 노란빛 물결을 이룬다.

청도 벚꽃로드

청도읍성 작약꽃

청도 복사꽃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유등연지의 연꽃이 장관을 이룬다. 관광객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들도 연꽃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연꽃은 

새벽에 꽃을 활짝 피우니 이른 시간에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등연지 연꽃

청도천 금계국

7월부터 10월 초까지 각북면에는 백일홍 군락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백일홍은 꽃이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뜻으로, 

100일 동안 붉디붉은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백일홍 군락

테마별 추천 코스

꽃 구경

꽃무릇은 9~10월 꽃이 피는데, 꽃이 진 뒤에 잎이 자라

기 때문에 꽃과 잎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 가을

날 운문사 소나무 숲길, 청도 금곡숲공원에서 꽃무릇 군

락을 만날 수 있다. 

운문사 꽃무릇

테마별	추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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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천생태탐방로    편도 2km / 50분

운문호반에코트레일(공암풍벽)    왕복 4.12km / 2시간

공암리복지회관
주차장

휴게데크
공암풍벽

거연정

직벽전망대

탐방로 전망데크

전망데크
풍호대

유등연지 둘레길    981m / 25분

군자정 유등연지 군자정
야간 추천 명소   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 청도읍성, 유등연지

테마별 추천 코스

관광
테마별 추천 코스

트레킹

테마별	추천	코스

새마을 코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새마을

테마파크

청도레일바이크
MTB바이크

청도유천문화마을

액티비티 코스

청도소싸움경기장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군파크루지 청도여행자센터 

언택트 코스

유등연지 청도읍성 일원 남산계곡 낙대폭포

커피·문화 코스

남성현역 다로리벽화마을 와인터널 이슬미로커피길 유등연지 한국코미디타운,

청도박물관

화랑·역사 코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운문사 사리암, 북대암

역사탐방 코스

신지고택마을
만화정, 운강고택, 운림고택

선암서원 신지생태공원 동창천 삼족대

1

1

2

3

2

3

4

5

6

신지생태공원

사철나무길

선암서원, 소요대, 용두소

뚝뫼
팔각정

민병도갤러리

동창천징검다리

16 내 마음에 푸른 쉼표 17테마별 추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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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신화랑풍류마을
화랑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갈 

시대정신을 널리 보급하는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였

다. 화랑의 세속오계 정신을 연출한 체험형 복합관광

단지로 화랑정신발상지기념관, 대강당, 명상실, 국궁

장, 스카이트레일, 집라인 등의 시설을 갖췄다. 화랑

정신의 기원과 세속오계를 3D 홀로그램 등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화랑들이 즐겨했던 말 타기, 

궁술을 VR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운문면 신화랑길 1

 054-370-73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www.cdws.or.kr

화랑촌(콘도, 카라반)
자연 속 화랑의 숨결이 흐르는 숙박공간으로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의 단체교육, 

연수, 수련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캠핑장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텐트도 치고 캠핑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총 43면으로 각 사이트마다 분전함이 있고 부대시설도 갖춰 사용하기 편리하다.

국궁체험장(화랑정)
우리 고유의 전통인 활쏘기를 체험할 수 있다. 전문 지도사가 활 잡는 법부터 명중하

는 팁까지 상세하게 알려준다.

운문로 → (화랑촌(콘도)) → 까치산 → 정거고개 → 장군봉 → 운문사주차장

TIP 까치산 정상은 데크로 만들어진 전망쉼터로, 사방이 트여 있어 빼어난 전망을 자랑

한다.

신화랑풍류숲길  10.1km / 4시간 40분 / 난이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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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신도리에 건립되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은 새마을운동의 탄생배경,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5개의 전시실이 있어 새마을운동 용품

들을 시대별로 전시해두었으며, 영상과 사료 등의 기록물도 볼 수 있다. 새마을광장에는 대통령

전용열차와 신거역을 복원해 그대로 재현하였으며 대통령 동상, 신도정미소 등이 있다. 이외에도 

새마을테마파크에는 새마을교육 체험학습장, 새마을구판장, 새마을실개천, 공동빨래터, 트레킹 

로드 등의 체험시설과 새마을식당, 새마을시대촌(숙박시설)도 운영한다.

 청도읍 새마을1길 34

 054-372-55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www.새마을발상지.kr

새마을테마파크·시대촌(숙박시설)
새마을운동 단위사업을 실감나게 재현한 세트장이다. 1970∼

1980년대 부모님 세대의 교실, 새마을운동을 테마로 한 어린이체

험존, 초가, 슬레이트, 기와집 순으로 발전된 농촌 주택의 모습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다. 하룻밤 숙박체험을 통해 그 당

시 주민들의 삶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054-372-5525

신거역
1967년 설치된 신거역은 신도리와 거연리의 앞 글자를 따서 ‘신거

역’이라 불렀다고 한다. 20년 만에 당시의 역사와 대합실의 모습을 

복원한 신거역은 현재 포토존으로 인기 있다.

대통령 전용열차
1926년 덕혜옹주가 이용한 1등 전망차를 리모델링하여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대통령 전용열차로 이용했다. 현재 

철도박물관에 보존·전시된 것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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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박물관
옛 칠곡초등학교를 개조하여 2013년 12월에 개관하였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청도의 다양한 

역사·문화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청도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고고역사관, 청도의 

전통 생활문화와 민속을 전시하는 민속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기획전시와 행사가 이뤄

진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 트인 야외잔디 공간,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갖춘 청도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자 열린 박물관이다.

 이서면 이서로 567      054-370-2280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한국코미디타운
한국 코미디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

으로 보존하기 위해 개관한 ‘대한민국 유일’의 코미디 

체험관이다. 한국 코미디의 역사부터 현대 해석까지 

담고 있는 전시관, 코미디 장르별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공간, 코미디오디션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 등이 5

개의 공간(ZONE)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대공연

장에서는 주말이면 코미디공연, 인형극 등이 열려 사

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이서면 이서로 565      054-372-8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www.kcomedy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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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유천문화마을
1970~198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약방, 다방, 소리사, 극장 등 다양

한 근대건물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전 세대가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 

레트로 감성을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청도읍 유호리(유천우체국 인근)

오누이공원
이호우와 이영도가 시조문학사에 남긴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청도유천 

마을근대거리 끝에 위치해 있으며, 청도천과 동창천이 만나는 운치 있는 공간으로 

편안하고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청도읍 내호리 276-57

이호우·이영도 생가
‘살구꽃 핀 마을’이라는 시조로 유명한 시조시인 이호우와 그의 누이동생 이영도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1940년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가치관의 시조

로 유명하다. 오누이의 생가는 현재 복원공사로 인해 내부진입이 불가능하다.

 청도읍 유천길 46

오누이공원 이호우·이영도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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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와인터널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터널 중 하나로, 천장은 붉

은 벽돌로 벽면은 자연석으로 쌓았으며 대한제국 말

기인 1898년에 완공되었다. 터널 내부 온도는 섭씨 

13~15℃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름에는 피서용으로 

겨울에는 피한용으로 제격이다. 빛의 조형물 구간, 

야광별 구간, 소망 메모지 구간 등의 포토존이 있고 

수시로 열리는 버스킹은 연인과 가족들의 필수 코

스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터널에서 낭만이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화양읍 송금길 100

 054-371-1904

 www.gamwine.com

다로리 벽화마을
경부선 남성현역이 있는 다로리 마을에 2016년 조성된 ‘반시밸리 벽화마을’이다. 

마을거리의 벽은 집주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나 가훈, 에피소드 등을 재치 있게 

담고 있다.

 화양읍 다로길 38(다로리 복지회관)

남성현역
10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닌 경부선 철도역에 무궁화호 열차가 1일 왕복 8회 정도 

정차한다. 역 내부는 사진과 메시지들로 채워진 게시판 등으로 꾸며져 있다.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청도 기차여행은 어떨까.

 화양읍 다로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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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
프랑스의 정감 있는 프로방스 마을을 그대로 재현했다. 낮에는 100여 개의 다양한 포토존과 고

흐 조형물 등 독특한 작품을 만날 수 있고 밤이 되면 1,000만여 개의 화려한 LED조명이 콘셉트

에 맞춰 어둠 속을 수놓는다. 자신만의 감각을 살려 여러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프스튜

디오와 거울미로체험, 집와이어체험, 사계절썰매장 등 즐길 거리도 가득하다. 애견카페 프로방스 

더펫바이는 넓은 운동장과 수영장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애견인들에게 인기다. 

 화양읍 이슬미로 272-23      054-372-5050      www.cheongdo-provence.co.kr

 군파크루지
대구·경북권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익스트림 루지

이다. 자연을 그대로 살린 숲속 트랙을 달리도록 설

계되어 청정지역 청도의 숲 경관을 만끽할 수 있으

며, 출발지점인 산 정상에서는 드넓게 펼쳐진 아름

다운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폭 6m, 길이 

1.88km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트랙은 직

선과 곡선 등 다양한 코스를 활강하는 짜릿한 경험

을 선사한다. 군파크 내에 카페와 식당도 있어 루지 

체험 후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참고로 루지는 신장 

85cm 이하, 생후 36개월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화양읍 남성현로 350-30

 054-516-8888

 http://goon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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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
소싸움의 유래부터 오늘날의 소싸움까지 알 수 있어 소와 

소싸움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특수영상을 활용하

여 소와 체력단련을 해보는 체험장과 4D영화관, 유아놀이

관 외에도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양읍 남성현로 346    

  054-373-9612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휴관 

구분 일반
경로우대자 및  

어린이·청소년

보통권 3,000원 2,000원

할인권 1,500원 1,000원

※  어린이·청소년 만 4세 이상~만 18세 이하,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청도소싸움경기장
세계 최초 돔형식(개폐식) 소싸움경기장으로 매

주 토요일·일요일 11시부터 경기를 관전할 수 있

다. 넓은 주차장과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

춰 이용이 편리하다. 소싸움은 두 마리의 황소가 

맞붙어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승부 예측이 단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싸움기술과 시종일관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관

객들을 사로잡아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화양읍 남성현로 348    

  054-370-7500    

 www.cpc.or.kr    

  매주 토요일·일요일 경기    

 입장 및 주차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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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레일바이크
폐선된 옛 철길을 테마로 아름다운 청도천변을 따라 공원을 조성했다. 왕복 5km의 레일바이크, 

은하수다리(아치형 보도교), 테마산책로, 시조공원 등이 어우러져 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

면 청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시조 시인들의 시조비와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레일바이크에는 

차광막이 있어 자외선과 비를 피할 수 있고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해 오르막도 편하게 오를 수 있

다. 디젤엔진을 이용한 미니기차를 타고 자전거공원과 캠핑장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청도읍 하지길 46-51     054-373-2426     www.cheongdorailbike.co.kr

구분
요금

이용시간
일반 단체

일반 25,000원 22,500원 1대당 1회 왕복

청도군민 17,500원 12,500원
1대당 1회 왕복 

(평일에 한함)

자전거공원, 청도자전거공원캠핑장
청도레일바이크 옆에 조성된 공원으로 MTB지원센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초보자들부터 마니아들까지 많이 찾는 곳이다. 아름다

운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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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읍성 도기념물 제103호

청도 중앙부에 위치한 화양읍은 옛 청도의 중심지였다. 청도읍성은 적을 막아내고 군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은 성곽이다. 고려 때부터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

면서 훼손된 곳을 2008년부터 복원 중이다. 읍성 둘레는 약 1,800m이고 현재 성벽, 북문, 서문, 

치성(4개소), 성내지, 형옥, 억만고, 고마청의 보수·복원을 마무리했다. 읍성에는 4월이면 복사꽃

이, 5월부터는 작약, 수련이 만개해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며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화려한 

야간조명 덕분에 밤나들이를 하기에도 좋다.

 화양읍 동상리 48-1

청도향교  도유형문화재 제207호

‘화양향교’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청도지역에 유학

을 가르친 교육기관이다. 맞배지붕의 건물로 청도

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은 좌우에 놓여 있어서 다

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배치를 볼 수 있다.

 화양읍 동교길 36

석빙고  보물 제323호

1713년에 건립, 현존하는 석빙고 중 가장 오래되

었으며 길이 14.75m, 넓이 5m, 높이 4.4m로 규

모도 크다. 겨울철에 자연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봄, 

여름, 가을까지 사용하였다. 

 화양읍 동천리 257-2

도주관  도유형문화재 제212호

조선시대 청도군의 객사로 쓰이던 곳이다. 양쪽에 

동·서헌의 접객시설을 갖추어 이곳을 들르는 관원

이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도주(道州)는 고

려시대에 청도를 부르던 또 다른 이름이다. 

 화양읍 도주관로 146

•동문 반 바퀴  약  35분

동문, 선정비군 → 연꽃지 → 북문 → 형옥 → 민속촌 → 성내지 → 도주관 → 고마청

•서문 반 바퀴  약  30분

서문 → 도주관 → 석빙고 → 향교 → 동헌

•읍성 한 바퀴  약  1시간

동문, 선정비군 → 석빙고 → 향교 → 동헌 → 도주관 → 서문 → 성내지 → 북문, 형옥 → 고마청

청도읍성 맞춤코스  

석빙고

청도향교

도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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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사 전통사찰 가-81호

주구산 절벽 위에 있는 덕사(德寺)는 청도의 정기(精氣)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선

조 9년(1576년)에 세운 사찰이다. 군수 황응규가 ‘달아나는 개를 머물게 해야 

한다’는 지리학설에 따라 절을 세우고 떡을 주어 개가 머물도록 하기 위해 절 이

름을 ‘떡절’이라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덕사’라 부르게 되었다.

 화양읍 소라길 16-107

 적천사 전통사찰 가-76호

신라 문무왕 4년(664년)에 원효대사가 토굴로 창건했다. 

적천사 대웅전(도문화재자료 제321호)은 1694년에 중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

배지붕 건물이다. 이외에도 괘불대 및 지주, 사천왕의좌상 

4구 등이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청도읍 원동길 304

덕절산자연생태공원
청도읍 소라리 덕사 위에 위치한 덕절산(이서산

성)에 조성된 생태공원이다. 기존 수림대에 각종 

운동시설과 다양한 식물군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힐링 공간으로 이용된다.

 화양읍 소라리 산47

파랑새다리
2005년에 완공한 다리로 야간조명과 안개분수시

설이 있으며 청도천변의 산책코스와 연결되어 있

다. 벚꽃이 피는 봄과 단풍이 지는 가을 무렵에 찾

기 좋은 곳이다.

 화양읍 송북리

적천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402호

보조국사 지눌이 짚고 다니던 은행나무 지팡이를 꽂은 것이 자라

났다고 전해지는 적천사 은행나무는 약 1,000년의 수령을 자랑

한다. 높이 28m, 둘레 11m인 암나무로 많은 열매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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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계서원 도유형문화재 제83호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탁영 김일손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중종 13년(1518년)에 창건하

였는데, 1871년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어 동재와 서재만 남아 있었다. 1924년 참봉 김용희

가 중건하였다. 영귀루 옆에는 탁영 김일손 선생이 손수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있다.

 이서면 자계서원길 13

자계제월  청도 8경 중 제7경

자계서원 앞을 흐르는 청도천의 거울같이 맑은 물

에 비치는 보름달의 황홀함과 와룡산 기슭의 연못을 

얼싸안은 자계서원에 보름달이 비치는 아름다운 월

경(月景)을 말한다.

 용천사  전통사찰 가-78호

신라 문무왕 10년(670년) 의상법사가 

창건한 용천사는 맑고 풍부한 물이 용

솟음쳐 흘러내려 ‘용천(涌泉)’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해동화엄전교의 10

대 사찰 중 한 곳이었으며 전성기에는 

승려가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용천사 

대웅전(도유형문화재 제295호)은 다포

식 맞배지붕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

으며 기단은 흔치 않은 수법으로 구성

되었다. 건축 기법은 임란 전의 방법을 

계승한 것이라 더욱 소중하다.

 각북면 헐티로 1375-9

 금호서원 도문화재자료 제308호

임란 때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경상우수사 겸 3도 수군통제

사를 지낸 식성군 이운룡 장군과 향산 이백신을 기리기 위

해 세운 서원이다. 서원은 대월산을 배경으로 앞쪽의 풍양

지와 학산을 바라보며 북서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서면 금촌3길 19

  용강서원 충렬사 및  
14의사묘정비 도기념물 제129호

충숙공 박익과 임란 14의사를 재향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용강서원을 건립하였다. 서원 내에 있는 충렬사는 임

진왜란 14의사를 모신 사당으로 1876년 건립된 14의사

묘정비는 임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서면 모산길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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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문사 보물 제835호  전통사찰 가-74호

신라 진흥왕 21년(560년) 창건, 그 후 원광국사가 

중창하고 세속오계를 내려줌으로써 화랑정신의 발

원지가 되었다. 1277년에는 일연선사가 운문사

의 주지로 추대되어 1281년까지 운문사에 머무르

며 ‘삼국유사’ 집필을 시작하였다. 운문사는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했으며 현재 전국 최대 규모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유명하다. 천연기념물인 처진소나무 

등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고 솔바람길과 사리

암, 북대암 등 주변 암자도 인기다. 그중 사리암은 운

문사의 말사로, 소문난 기도처이자 불교의 나반신앙

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곳이다.

 운문면 운문사길 264      054-372-8800

 www.unmunsa.or.kr

운문사 솔바람길
운문사로 들어가는 초입문을 따라 소나무와 전나무로 우거져있는 1km 정도의 길

이다. 그윽한 솔향기를 느낄 수 있고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노송을 볼 수 있다.

운문사 처진소나무  천연기념물 제180호

가지가 처지는 소나무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수령은 약 500년

이며, 수형이 매우 아름답고 높이는 약 8m, 밑둥의 둘레는 3m 정도이다. 봄이면 막

걸리를 뿌리에 부어주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보물 제1613호

1755년 임한의 주도로 총 19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이다. 거대한 화폭에 삼신불

과 여러 권속들을 함께 그린 1폭 형식으로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유행한 양식이다.

운문효종  청도 8경 중 제8경

운문사에서 울려오는 새벽 종소리와 원근의 새벽 경치를 말한다. 은은하게 여운을 

남기는 여명과 퍼지는 새벽 종소리는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한 폭의 선경이 아닐 수 

없다.

처진소나무

비로자나삼신불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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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강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

소요당 박하담이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하며 서당을 지

어 후학을 양성했던 옛터에 후손인 박정주가 건립하고 

1824년에 박시묵이 중건했다. 조선 후기 상류층 양반가

의 대형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별도로 ‘ㅁ’자형으로 

되어 있어 쌍‘ㅁ’자형을 이룬다. 운강고택은 약 5,600m2 

대지에 9동 80칸의 집채가 들어섰으며 가묘를 갖춘 짜

임새 있는 구조와 합리적인 공간구성을 볼 수 있다.

 금천면 신지리 269-1

 만화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

운강고택의 부속건물로 운강 박시묵이 1856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건물 또한 견고하고 섬세

하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민들을 위무

하기 위해 동창천에 왔을 때 숙식했던 곳이기도 하다.

 금천면 신지리 182-1

 선암서원 도유형문화재 제79호

조선 초기의 목조건물로 삼족당 김대유 선생과 

소요당 박하담 선생을 배향하고 있으며 밀양 박

씨 문중이 관리한다. 안채, 득월정, 행랑채가 ‘ㄷ’

자형으로 배치된 구조물이 특징이며 뒤편으로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당이 있다.

 금천면 선암로 455-27  

 삼족대 도문화재자료 제189호

조선 중종 14년(1519년)에 삼족당 김대유 선생이 후진을 교육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동창천 

암벽 위에 위치했으며 아름다운 한국적인 정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매전면 청려로 3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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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곡리 석조석가여래좌상 
보물 제203호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높이 약 1.54m

의 석가여래불이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높이 약 

1.2m의 연화대 위에 있다. 1928년 부락에 큰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어 불상의 표면 전부가 크게 파손되었으나 아름다운 

면상(面像)과 목에 있는 삼도(三道)는 남아 있다.

 금천면 박곡길 295

 대비사 전통사찰 가-73호

운문산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557년 신승이 호거산에 들어와 3년 후인 560년에 절을 짓기 시작

하였다. 그 후 7년에 걸쳐 대작갑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오갑사를 세웠다. 다섯 갑사 중의 하

나인 서쪽의 소작갑사 또는 대비갑사는 신라 진평왕 22년(600년) 원광국사가 중창한 사찰이다. 

대비사 대웅전(보물 제834호)은 조선시대에 중건한 전형적인 다포계 건물로 맞배지붕의 대표적

인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청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금천면 박곡길 590

 운림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조선시대 궁중내시로 종2품 벼슬에 올랐던 김병익의 고택이다. 임진왜란 이전

부터 400여 년 동안 16대에 걸쳐 내시가계가 이어져 온 곳으로는 국내 유일하

다. 건물 전체의 구조 양식을 보아서는 19세기 건축으로 추정된다. 사랑채가 안

채의 출입을 살필 수 있게 배치된 점, 안채와 안마당이 건물과 담장으로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점, 안채가 북서향으로 배치된 점 등이 특징이다. 이는 일반 사대

부의 저택보다 더 엄격하게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배치법이라고 한다. 

 금천면 임당2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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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사  전통사찰 가-75호

대적사는 신라 헌강왕 2년(876년) 보존선사가 화양읍 송금리 동학산 기

슭에 토굴로 창건하였다. 인조 13년(1635년) 중건된 극락전(보물 제836

호)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기단 조각과 화려한 공포(栱包) 배치, 용머리장

식 내부 닫집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건축물이다.

 화양읍 송금길 113

보현사  전통사찰 다-7호   
1912년 사택화상이 창건하였다. 1983년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1995년 

금동약사여래불을 광복절에 봉안하는 등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을 

달래고 민족 중흥을 위한 불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찰이다.

 청도읍 앞산공원길 14

대운암  전통사찰 가-83호  

용각산 지맥인 오례산에 위치한 암자이다. 고종 5년(1868년)에 부암선사

가 창건하였다. 이곳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청도천과 산악

연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청도읍 청매로 117-320

대산사  전통사찰 가-79호  
신라 흥덕왕 5년(830년) 창건 이후, 목지국(目支國)에서 남해상에 표류

해온 천수관음 불상 3구 중 한 구를 이곳에 봉안하고 ‘용봉사(龍鳳寺)’라 

하여 창건되었다. 산길이 뱀 모양과 흡사하여 제비알을 훔쳐가는 뱀을 막

기 위해 지대석을 멧돼지 형상으로 만든 돼지탑을 조성하였다.

 각남면 옥산리 1134

신둔사  전통사찰 가-82호

고려 명종 3년(1173년) 보조국사가 창건하여 ‘봉림사’라 하였다. 이곳의 

부도는 자연암벽에 음각으로 새긴 후 가운데 사각 구멍을 뚫어 사리를 봉

안하고 비문을 남긴 희귀한 것으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양읍 동천리 산 657

불령사  전통사찰 가-77호  
선덕왕 14년(645년) 용산리 불령계곡 깊숙이 효양산 기암절벽 아래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 절벽 위 평탄한 곳에 오래 전 붕괴된 탑을 재조성

한 전탑이 이 절의 역사를 말해준다.

 매전면 용산3길 99-8

죽림사  전통사찰 가-80호  
진평왕 32년(610년)에 법정대사가 창건하였다. 대사가 선덕여왕 4년

(635년) 일본에 건너가 불교의 포교와 화친사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니 왕은 절 주변 토지 900여 평을 하사하고 대나무를 심게 하였다. 

이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자 ‘죽림사’라 개칭하였다.

 화양읍 신봉리 산 495

불령사 전탑  도유형문화재 제472호 

전탑은 석탑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그림문전을 사용한 전탑은 이곳 

불령사뿐이다. 전돌이 만들어진 배경은 천불천탑사상에서 기안하였을 것

으로 보여 진다.

청도 전통사찰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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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기념물과 문화재가 궁금해요

청도 상리 돌배나무  도기념물 제119호  
야산에서 긴 세월 동안 자란 수령 200년 정도의 돌배나무 노거수이며 둘

레 약 4m, 높이 약 18m에 이른다. 열매가 크고 신맛이 강해 돌배나무의 

변종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청도읍 한재로 470-80

청도 대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1호

마을 가장자리에 있으며 수령은 1,300년으로 추정한다. 수세가 왕성하여 

나무 밑은 통로가 되고 나무둥치가 용트림하듯 감겨 올라간 웅장한 모습

을 하고 있다.

 이서면 대전리 638

매전면 처진소나무  천연기념물 제295호      
수령은 약 200년이며 숲속에서 자라던 소나무의 가지가 옆에서 자라는 

나무에 눌려 처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지에 눌렸을 때 그늘이 

심하면 살아날 수 없는데 가지를 늘어뜨리면서 살아남은 귀한 존재이다.

 매전면 동산리 151-1

하평리 은행나무  도기념물 제109호

김해인(金海人) 낙안당 김세중이 조선 중종 4년(1509년)에 심었던 것으

로 경사지에 심겨져 있어 뿌리가 지상에 길게 드러나 있다. 매년 대보름날

에는 마을에서 동제(洞祭)를 지낸다.

 매전면 월촌길 59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77호  
장연사지는 신라시대 큰 사찰로 미륵불을 모시는 ‘흥경사’라 전하기도 한

다. 석탑들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3층 석탑으로 목재 사리합 속 푸른빛

을 띤 사리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매전면 장연리 108-1

청도 장육산 마애여래좌상  도유형문화재 제393호

높이 154cm인 이 불상은 해발 600m 장육산 9부 능선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 10평 정도 넓이의 육장굴이 있는데 여섯 사람이 앉은 자국과 다섯 

손가락의 자국이 남아 있다. 3개의 샘이 있고 석마가 있었다는 바위에는 

말 발자국이 있다.

 운문면 지촌리 산 18

덕촌리 털왕버들  천연기념물 제298호

수령은 약 200년으로 추정되며 일반 왕버들처럼 생겼으나 가지와 엽병

(葉柄: 잎자루)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북면 덕촌리 561-1

명대리 뚝향나무  도기념물 제100호

조선시대 효자인 절효 김극일의 위패를 봉안한 운계사 앞 우물가에 심어

졌던 것으로 수령은 350년 정도로 추정된다. 우물가의 언덕에서 자라온 

탓으로 가지가 언덕에 닿은 부분에서 새 뿌리가 나와 언뜻 보면 세 그루인 

것 같으나 두 그루는 원뿌리에서 뻗어 나온 새끼 그루로 뚝향나무의 전형

적인 분지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각북면 명대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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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비슬산
각북면 오산리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가창, 옥포, 현풍

의 경계에 위치했다. 옛날에는 ‘포산’으로도 불렸다. 달

성, 현풍 쪽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잘 알려져 있는데 청도 

쪽에서 오르는 등산로의 산세도 아름답다. 청도 쪽 등산

로는 낙성리 뒷산의 능선을 따라 때 묻지 않은 비슬산의 

풍광을 즐길 수 있고 상수월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흐

름을 즐기다 보면 조화봉(1,058m)에 닿게 된다. 조화봉

에서 정상에 이르는 능선길은 봄철에 진달래가 활짝 피

어나는 평전이며 중간에 말의 형상을 한 말바위가 있어 

등산객들은 바위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각북면 오산리      1,084m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산림

보호법 기준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

을 통제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입산통

제 여부를 청도군청(경제산림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마다 통제기간이 다를 수 있음

①  산행은 아침 일찍, 하산은 해 지기 1~2시간 전에 마치세요.

②  하루 8시간 이내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하세요.

③  배낭에는 랜턴, 우의, 상비약 등을 준비하세요.

④ 산행 중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세요.

⑤  산행 중에는 지도를 보며 틈틈이 위치확인을 해주세요.

⑥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길을 되돌아가서 확인하세요.

⑦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걸으세요.

⑧  1시간 걷고 10분 휴식으로 체력을 유지하세요.

⑨ 이정표나 위치판 고유번호를 확인하세요.

⑩ 간식은 가볍고 소화가 잘되는 고열량 음식이 좋아요.

낙뢰 시 주의사항

등산안전수칙

①  산은 낙뢰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등산을 삼가세요.

②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집니다.

③ 신속히 저지대로 이동하세요.

④  몸을 낮추고 계곡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하세요.

⑤  정상이나 암벽 위에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⑥  키 큰 나무는 낙뢰가 떨어지기 쉬우니 피하세요.

⑦  등산스틱이나 우산,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리세요.

등산하기 전 확인하세요!

1코스    각북면 남산3리  조화봉 

(대견사지)  정상

2코스   용천사(오산지 입구)   

알프스산장  갈림길  정상

3코스  헐티재  안부  정상

4코스  풍각 상수월  조화봉  정상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면 안 됩니다.

  자연56 내 마음에 푸른 쉼표 57



오산조일  청도 8경 중 제1경

오산은 지금의 남산을 말하며 오산조일은 아침 햇살을 받은 남산의 모습을 말한다. 화악산을 

등지고 이서벌의 넓은 들판을 굽어보며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함께 안개 속에 잠긴 산봉우리와 

산골짜기의 모습은 선경을 이룬 대자연의 그림과 같다.

낙대폭포  청도 8경 중 제3경

높이 약 30m의 폭포로 남산 중턱에 있다. 기암괴석과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룬 가운데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물소리와 함께 장관을 이룬다.

  화양읍 범곡리 일원

 남산
‘화산’, ‘오산’이라고도 부르는 청도의 진산으로 청도읍 상리와 화양읍 교촌리, 각남면 

사리의 경계에 있다. 화악산 북쪽에 해당하며 각북의 비슬산에서 뻗어 나온 산맥 위

에 있다. 남산은 주변 경치가 뛰어난데 사계절 내내 절경을 이루는 낙대폭포도 그중 

하나다. 능선 곳곳에 철쭉과 진달래꽃밭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며 산행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된다. 가족 산행 코스로도 적당하다.

  청도읍 상리, 화양읍 교촌리, 각남면 사리      870m

1코스   원리  적천사  도솔암  봉수대  삼면봉  정상

2코스    KT청도지사  체육공원  대포산  봉수대  삼면봉  정상

3코스   대동지  용화사  대포산  봉수대  삼면봉  정상

4코스   청도군청  낙대폭포  봉수대  삼면봉  정상

5코스   화양읍 동천리  기도원(신둔사)  정상

6코스   화양읍 신봉리(홍도마을)  죽림사  헬기장  정상

7코스   각남면 칠성리(향죽마을)  헬기장  정상

8코스   청도읍 상리  밤티재  삼면봉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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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마산
철마산은 화악산에서 능선을 따라 위화악, 아래화악을 거쳐 평양리와 경남 밀양의 

경계재를 거쳐 가면 만날 수 있다. 철마산만 따로 오르려면 청도읍 평양리 대현초등

학교를 지나 중리로 가는 길에서 좌측 능선을 따라 오를 수 있으며, 능선을 따라 만

나는 풍광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다. 철마산에는 임진왜란 전에 구축하다만 철마산

성의 흔적이 있다.

  청도읍 음지리      634m

1코스   청도읍 음지리 새마을회관  정상      2코스   원적암(산막골)  정상

철마산성
청도읍 초현리와 밀양시 상동면 경계에 위치한 철마산에 있는 산성이다. 지금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으나 

둘레 약 1,000m, 높이 5자 반으로 고려시대에 왜구의 침입을 피해 이 산성으로 피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도읍 초현리

 화악산
화악산은 북쪽으로는 밤티재로 남산과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경남 밀양이고, 동쪽으로는 위화악

과 아래화악을 거쳐 철마산과 연결된다. 청도에서 화악산을 오르는 제일 가까운 길은 밤티재에서 

오르는 길(화악산 등산 5코스)이다. 이 코스의 시작 지점 부근에는 울창한 소나무와 참나무가 우

거져 있고 산을 오르다 보면 전망바위가 나타난다. 전망바위에 서면 밤티재가 내려다보이고 맞은

편으로 남산 정상과 삼면봉, 한재고개, 은왕봉, 대포산 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청도읍 상리      932m

1코스   대현초등학교  농로  아래화악산  위화악산  정상

2코스    생수공장 앞 계곡다리 건너  계곡 따라 소로등산로  능선길   

아래화악산, 위화악산 중간  위화악산  정상

3코스   생수공장  마을길  계곡 옆길  능선길  석탑봉  정상

4코스   생수공장  불당  정상

5코스   청도 상리  밤티재  정상

6코스   각남 사2리  상지목장  능선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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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산
청도군 운문면과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울산광역시 울주

군 상북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영남알프스의 주봉

으로 산림청이 선정한 남한 100대 명산에 속한다. 운

문사의 옛 이름인 작갑사의 창건설화와 관련 있는 까치

의 이두식 표기로 ‘가지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

이 있다. 가지산에 오르는 쉬운 코스는 운문령으로 오

르는 방법이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날씨가 맑으

면 오르는 도중에 울산 앞바다를 볼 수 있다. 정상에 오

르면 영남알프스 고봉이 모두 보이며 특히 중후한 운문

산이 지호지간에 있어 호연지기가 절로 일어난다.

  운문면 신원리      1,241m

1코스    운문령  귀바위  쌀바위  정상

2코스    사리암 주차장  심심계곡   

아랫재  정상

3코스    사리암 주차장  학소대폭포  

정상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제462호

약 21만 9,000주의 철쭉나무가 산 정상부에 집중적으로 군

락을 형성하고 있다. 경관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학술 및 자

연문화재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선의산
경산시 남천면과 청도 매전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남쪽의 

용각산과는 능선으로 이어지며 산행 코스는 선의산과 용각산을 

잇는 종주 산행이 인기 있다.

  매전면 두곡리      756m

 용각산
청도읍과 매전면, 경산시 남천면의 경계를 잇는 산으로, 청도읍 

북쪽에 위치해 청도를 산동(山東)과 산서(山西)로 나누는 기준

이 된다. 용각산은 용이 땅을 뚫고 나와 승천할 때 생겼다는 이

야기를 비롯하여 용에 관한 유래가 많다. 산봉우리가 용의 뿔처

럼 생겼다고 하여 용각산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용이 물을 마셨

다는 용샘, 용의 발자취가 있었다는 용바위 등이 있다.

  청도읍 운산리      693m

1코스  곰티재  임도   

산불감시탑  정상

 2코스 청도읍 내리  정상

용각모우  청도 8경 중 제2경

가랑비가 내리는 저녁 안개가 산

허리를 감아돌아가는 용각산의 

풍경을 말한다. 비안개에 덮인 

산의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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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복산
청도군 운문면과 경주시 산내면, 울주군 상북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산 중에서 가장 낮은 

산에 속한다. 삼계리에서 오르는 등산로 1코스에서는 계

살피계곡을 만난다. 계곡을 따라 가슬갑사 추정지를 지나

면 계곡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좌측으로 오르면 옛 화랑들

이 무술을 연마하였다는 문복산록을 만나게 되고, 우측으

로 오르면 문복산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정상에 조금 못 

미쳐 전망바위에서 바라보면 멀리 가지산과 운문산, 억산

이 한눈에 들어온다. 등산객이 많이 찾는 등산로 2코스는 

운문령에서 좌측 능선길을 이용하는 것인데 삼계리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수월하다. 흰철쭉의 고목과 관목의 

터널을 즐길 수 있다.

  운문면 신원리      1,015m

 억산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와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에 

걸쳐 있다. 억산은 운문산 서쪽 능선에 솟아 있으면서 

동남쪽으로는 영남알프스의 산군들과 함께 솟아 있다. 

밀양 쪽(운문사 앞산)으로 내려가면 마치 사람이 만들

어 놓은 것처럼 질서정연한 자연석을 볼 수 있다. 억산

은 기이하게도 산꼭대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용

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도망가면서 꼬리로 산봉우리를 

내리쳐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영남알프스 생

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대비사에서 출발하는 기존 등

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등산을 즐길 수 있다.

  금천면 박곡리      962m

1코스   대비사  팔풍재  정상

2코스   금천면 오봉리  정상 

1코스    삼계2교  삼계리계곡, 

임도  헬기장  정상

2코스    운문령  왼쪽 능선   

헬기장  정상 

  자연64 내 마음에 푸른 쉼표 65



운문신화랑에코트레일

삼거리

종합안내판

종합안내판

금천초등학교
문명분교(폐교)

운문사

사리암

종합안내판

사리암

삼거리

학소대폭포

운문령

가지산

운문산

운문사
공용정류장

상운산

복호산

지룡산

신원삼거리

가지산을 중심으로 울산, 밀양, 양산, 경주, 청도의 접경지에 형성된 해발 1,000m 이상의 9개 산

(운문산, 문복산, 가지산, 신불산, 간월산, 영축산, 천황산, 재약산, 고헌산)의 수려한 산세와 풍광이 

유럽의 알프스와 견줄만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남알프스

 운문산
청도군 운문면과 경남 밀양시 산내면 경계에 있다. 운문산은 

가지산에서 서쪽 능선으로 아랫재를 거쳐 연결되고 억산 능선

으로도 연결되는 중후한 산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허

리에 구름을 두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영산다운 신비한 모습

을 보인다. 운문산을 오르는 코스에는 사리암을 지나는 방법

과 운문사를 지나는 방법이 있다. 운문산은 생태경관보전지

역이 있어 코스에 따라 운문산 생태관광 안내센터(054-371-

6405)에서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

  운문면 신원리      1,195m

 운문 녹색길  6.87km / 3시간 / 난이도 보통

금천초등학교 문명분교(폐교) → 운문사주차장 →  

운문사 → 사리암주차장 → 삼거리

TIP 울창한 숲과 크고 작은 계곡의 절경과 청정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다. 운문 녹색길 구간 중 사리암주차장에서 삼거리 

구간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운문산 생태관광안내 

센터(054-371-6405)에서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해 출입 가

능하다.

 운문숲길

①   10.1(12.3)km / 6시간(7시간) / 난이도 

어려움

     운문령 → 상운산 → 지룡산 →  

복호산 → 신원삼거리

②   17.4(19.6)km / 8시간 30분 

(9시간 30분) / 난이도 어려움

     운문령 → 상운산 → 가지산 →  

운문산 → 주차장

TIP 운문숲길은 복호산-지룡산-상운산-가

지산-운문산을 이어가는 26.3km의 장거리 

코스이다. 한 번에 완주하기에는 어려운 코스

로, 나누어 탐방하는 것이 좋다.

 운문 블루웨이  4.1km / 2시간 20분 / 난이도 보통

사리암주차장 → 삼거리 → 학소대폭포

TIP 운문 블루웨이 코스는 사리암주차장-삼거리-아랫재 구간과 사

리암주차장-삼거리-학소대 구간으로 나뉜다. 사리암주차장에서 아

랫재 구간과 학소대 구간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운문산 

생태관광 안내센터(054-371-6405)에서 사전에 예약한 사람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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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생태공원

북지리갈대숲

2코스안내판

2코스안내판

신지생태공원

봉황애

매전면
처진소나무

고택

임호서원

숲새들보

1코스안내판

임당교

종합안내판

운문교 청도신화랑
풍류마을

뚝뫼

오누이공원

4코스안내판

매화오토
캠핑장

솔향기쉼터

사천보

사전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 운문교 → 임당교 

→ 임호서원 → 숲새들보 → 뚝뫼(왕복) → 

고택 → 신지생태공원

TIP 역사 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고택들을 볼 수 

있다.

9.67km / 3시간 30분 / 난이도 보통

역사문화탐방로
청도신화랑에코트레일 1코스

장연생태공원 → 가례교 → 중남교 →  

솔향기쉼터

TIP 동창천을 따라 걷다보면 어리연군락지를 

만나는데 어리연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개화하

므로 이 시기를 맞춰 방문하게 되면 하얗게 피어

오른 어리연을 감상할 수 있다. 

10.2km / 3시간 20분 / 난이도 보통

동창천관찰로
청도신화랑에코트레일 3코스

신지생태공원 → 봉황애 → 삼족대 →  

매전면 처진소나무 → 북지리갈대숲 →  

장연생태공원

TIP 어성산 자락의 깎아지른 절벽인 봉황애는 

임진왜란 때 의병 박경선이 적장을 안고 봉황애

에서 떨어져서 전사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절벽

의 높이와 모습이 절경이다.

11.5km / 3시간 40분 / 난이도 보통

갈대바람길
청도신화랑에코트레일 2코스

솔향기쉼터 → 사천보 → 매화오토캠핑장 

→ 사전보 → 오누이공원

TIP 흙길, 자갈길, 시멘트도로가 반복되고 딸기

농장도 보이는 낯설지 않은 익숙한 풍경이 매력

적이다.

7.8km / 2시간 40분 / 난이도 보통

소나무길
청도신화랑에코트레일 4코스

솔향기쉼터

중남교

가례교

3코스안내판

장연생태공원

3코스안내판

트레킹 코스

청도신화랑에코트레일

북지리갈대숲

오누이공원

장연사지삼층석탑

고택

뚝

뫼 입구의 장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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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숲체원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산 중에서 가장 으뜸인 가지산이 병

풍처럼 자리 잡은 청도숲체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

하는 국가산림교육센터이다. 사회성 증진과 면역력 향상, 심

리안정에 도움이 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산

림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운문면 운문로 755      054-370-8500

※ 입장료 등 시설이용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로 문의

운문산 군립공원
운문산은 오랜 자연휴식년제(생태 

경관보존지역)를 통해 환경이 깨끗

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 

 운문면 신원리 일원    

 운문산 생태탐방안내센터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보전

지역의 중요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교실, 생태·진로체험 등 환

경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

시실과 북카페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운문산 생태계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운문면 운문사길 55      054-371-6405      매주 월요일 휴관    

사리암 초소(주차장) → 삼거리 → 학소대 폭포

문수서원 → 사리암 초소(주차장)

숨겨진 비경을 찾아 떠나는 운문산 탐방  3.6km / 편도 약 2시간

솔바람이 전해주는 운문산 이야기 

  운문산군립공원  
소머리야영장

캠핑장 앞으로는 계곡물이 넓게 흐르고, 입구에 들어서면 

이곳의 상징인 거대한 소머리 조형물을 볼 수 있다. 캠핑장

은 맨흙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이트 간 간격이 넓고 여유

롭다. 사이트 크기와 개수는 가로 6m 세로 7m 57면, 가로 

8m 세로 10m 55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사용이 가능

하다. 캠핑장은 사계절 내내 운영하며, 개인 트레일러와 카

라반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운문면 신원리 2087    

 010-2565-8837

구분 요금

성수기(7~8월) 20,000원

비수기(주말·공휴일) 15,000원

비수기(평일) 10,000원

TIP 운문산 생태관광안내센터

에서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으로 지정된 운문산의 일부 구

간에 대하여 제한된 인원(회당 

5명 이상 10명 이하)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의 안내 또는 

자율로 탐방할 수 있는 탐방예

약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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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운문산자연휴양림
문복산과 가지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봉에 둘러싸여 있는 국립 운문산자연휴양림은 여름

철 피서는 물론 등산과 삼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숲속의집, 휴양관, 야영데크 등과 숙

박시설을 갖추었으며 숲 해설 프로그램과 목공예 체험을 운영한다. 다양한 활엽수종이 다량으로 

분포해 있어 봄에는 화사한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더위를 잊게 한다. 가을

에는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룬 형형색색의 단풍이 눈을 즐겁게 하며, 겨울에는 고요한 심산계곡

의 포근한 설경과 얼음 동산, 용미폭포의 빙벽과 절경을 이룬다. 

 운문면 운문로 763       054-373-1327

※ 입장료 등 시설이용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로 문의

 운문댐
전국 최대 규모의 식수 전용댐으로 담수량은 135백만 

톤이다. 운문댐을 끼고 경주와 영천 등지로 이어지는 호

반길에서 맑고 깨끗한 청도의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이 

길은 사시사철 볼거리가 풍부한 드라이브 코스로도 각

광받고 있다. 

 운문면

운문댐삼거리 → 망향정 → 운곡정사 → 운문사

호반길 드라이브 코스

망향정
1985년 수몰민들의 망향 뜻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곳이다. 

내부는 인근 마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전시해 놓았다.

 운문면 청려로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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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문댐하류보둔치
강변 둔치 양쪽으로 길게 뻗은 그늘 좋은 잔디밭 사이로 댐의 물이 흐른다.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여름(하루 7회 정도 가동)에는 더위를 가시게 한

다. 음수대, 화장실 등의 시설도 두루 갖춰 계절과 상관 없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운문면 방지리 197-1      054-370-2562(운문면사무소)

 공암풍벽 청도 8경 중 제4경

약 30m의 반월형 절벽으로, 구멍 바위로도 불린다. 공암풍벽은 가을이면 

풍벽이란 이름처럼 오색의 단풍이 하나의 벽을 이루고 여름에는 물에 푸른 

산이 비쳐 창벽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풍벽 아래의 길이 운문댐에 잠겨 접

근할 수 없으나, 운문호반에코트레일이 조성되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즐

겨 찾는 곳이다. 

 운문면 공암리    

공암리복지회관(주차장) → 거연정 → 탐방로 전망데크 →  

전망데크(풍호대) → 직벽전망대 → 휴게데크(공암풍벽)

TIP 전망대 높이에 따라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경을 자랑한다.

운문호반에코트레일  4.12km(왕복) / 2시간 / 난이도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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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리계곡
청도와 울산을 잇는 도로를 따라 

산자락 곳곳에서 흘러드는 맑은 

물이 급류와 폭포를 이룬다. 배너

미, 생금비리, 계살피라는 정겨운 

이름을 지닌 세 계곡으로 이루어

져 있어 ‘삼계리’로 불린다. 울창한 

숲에 가려진 계곡은 여름이면 피

서객들이 많이 찾으며 가을에는 

단풍의 고운 향연이 펼쳐진다. 

 운문면 신원리 일원    

 남산계곡
청도군의 진산으로 알려진 남산

(일명 화산 또는 오산)은 마치 산

서지방의 6개 읍면을 감싸고 있

는 듯하다. 화양읍 소재지에서 동

천을 따라 약 2km 정도 가면 하

늘과 땅이 빚어낸 천혜의 절경, 남

산계곡(화산동계곡)이 나온다. 숲

과 바위 사이로 흐르는 남산13곡

의 깊고 깨끗한 물을 따라가다 보

면 풍류를 즐기던 옛 선인들의 발

자취도 느낄 수 있다. 

 화양읍 동천리 일원  

  054-370-6702(화양읍사무소)

유천어화  청도 8경 중 제5경

동창천과 청도천이 합류하는 청도읍 유천에서 밤에 횃불을 밝혀 고기를 잡는 풍경을 말한다. 별빛만이 반

짝이는 고요한 밤에 어부들이 밝히는 횃불과 별빛이 어우러져 그려내는 정경은 이곳 청도에서만 볼 수 있는 

정취이다.

 청도천 둔치
청도천 고평교부터 청도교까지 이어지는 1~2㎞의 

구간이다. 청도의 수려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로 인기일 뿐만 아니라 청도 한가운데 위치해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청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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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등연지 유호연화  청도 8경 중 제6경

‘신라지’라고도 하며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저수지이다. 연꽃은 모

헌 이육 선생이 무오사화로 인하여 이곳에 은거하면서 심었다

고 전한다. 한여름이면 만개한 연꽃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름

다워 청도 8경 중 하나로 꼽힌다. 유등연지 주변에는 둘레길과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있어 연꽃을 감상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화양읍 연지로 207  

 청도자연휴양림 
비슬산 해발 1,058m의 조화봉을 중심으로 둔 휴양림이다. 휴양림 근처의 비슬산에는 봄철에는 

진달래가, 가을에는 참억새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같은 숙박시설과 더불

어 산림문화휴양관, 오토캠핑장, 야영장, 야외공연장, 카페, 세미나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

으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각북면 오산리 산 5

군자정 → 유등연지 → 군자정

TIP 코스 곳곳에 벤치, 시가 새겨진 돌이 있어 풍경과 바람을 즐기며 

쉬기 좋다.

유등연지 둘레길  981m / 25분 / 난이도 쉬움

휴양림 입구 → 정자 → 월광봉(왕복) → 숯가마터 → 정자 → 휴양림 입구

TIP 청도자연휴양림 주변을 둘러보는 코스와 비슬산 월광봉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있

다. 비슬산 월광봉은 고도 1,000m가 넘는 높은 봉우리로 코스는 짧으나 경사가 있고 

비슬산 참꽃 시즌에는 산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도란도란이야기길  6.13km / 3시간 20분 / 난이도 보통

비슬산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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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철나무길사철나무길

 장연생태공원
물이 맑고 주변경관이 빼어난 동창천과 생태문화탐방로를 연계하여 만든 공원이다. 생태교육장

과 야외학습장, 관찰데크 등이 있으며 청정 1급수에서만 자란다는 다슬기의 서식지로 유명해 다

슬기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공원의 또 다른 묘미는 ‘별자리 광장’이다. 푸른색 바닥에 새겨진 별

자리마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어둠 속에서 절경을 이룬다. 

 매전면 온장길 123  

신지생태공원 → 선암서원, 소요대, 용두소 → 민병도갤러리 → 

동창천징검다리 → 뚝뫼(팔각정) → 사철나무길

동창천생태탐방로  편도 2km / 50분

 신지생태공원
선암서원 앞에 있던 벽돌공장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전통가옥 속에 조화롭게 자리했다. 공장의 높은 굴뚝은 보수하

여 공원의 상징물인 곰방대로 탄생했다. 생태공원은 만화정에

서 뚝뫼, 선암서원, 징검다리로 이어지는 4km의 생태탐방로와 

이어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금천면 선암로 455-12  

뚝뫼

사철나무길사철나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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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한옥체험업

상호명 위치 문의 비고

송암정사 이서면 대전칠엽길 84 010-4804-6652
고택 체험,  

다도다식 예절 체험

새마을시대촌 청도읍 새마을1길 70 외 054-372-5525 그 시절 숙박 체험

캠핑

상호명 위치 문의

빗소리야영장 각북면 삼평리 1141-6 010-4781-5363

신난다 글램핑 각북면 송내길 57-13 010-4168-5900

하비리조트 각북면 지슬길 1075 010-4736-3811

지오 캠핑장 매전면 동화길 8-31 010-3552-4725

청도감꽃국민여가캠핑장 매전면 청매로 825 054-371-8822

청도 그린나래캠핑장 매전면 송원길 122-3 070-8841-7777, 010-2333-4708

청도 과수원 글램핑 타운 매전면 관하실길 28-42 010-5518-7101

포엠 매전면 능소화길 6 010-9720-1253

화이트 야영장 매전면 온장길 123-56 010-2553-0970

I GO 매전면 온장길 123-46 010-6863-3044

레끄레오캠핑 금천면 선암로 387-116 010-2118-4424

거림캠핑장 운문면 운문로 1158-10 010-9370-7881

구름아래 캠핑장 운문면 운문로 1033-14 010-5922-5060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 야영장 운문면 운문로 763 054-373-1327

둥지펜션 캠핑장 운문면 운문로 1212 010-9919-8468

배너미오토캠핑장 운문면 운문로 1051 010-6568-3969

별빛마을 운문면 운문로 1738 010-3574-5009, 010-4097-5039

별찌야영장 운문면 신원4길 2 010-6522-0038

솔바람 야영장 운문면 신원3길 26-11 010-6525-9848

수리덤캠핑장 운문면 신원3길 151 010-8532-7111

연지곤지야영장 운문면 운문로 1158-18 010-9565-5421

운문 사계절 캠핑장 운문면 운문로 1742 010-3591-9355

운문산 군립공원 소머리 야영장 운문면 신원리 2087 010-2565-8837

자연속캠핑장 운문면 운문로 1398 010-9908-6488

캠프 1530 운문면 운북로 235 010-8383-5532

팜스토리 운문면 운북로 443-18 010-9802-1184

자연카라반 캠핑장 청도읍 구미길 101 054-371-3700, 010-4175-6560

청도군 자전거공원 캠핑장 청도읍 신도리 919-2 054-373-2425

봉식이놀이터 풍각면 봉수길 749-8 010-4820-3969

청도글램핑 화양읍 화양남산길 100 010-6611-4677

청도 프로방스카라반 캠핑카 화양읍 이슬미로 297-41 010-8574-4712

상호명 위치 문의

내를 건너서 숲으로 캠핑장 매전면 청려로 3470 054-373-7401, 010-2364-7180

아빠의 캠프 매전면 당호강변길 49-7 010-5334-5085

청도 힐링오토캠핑장 매전면 송원길 86-6 010-4556-9141

캠프원 야영장 매전면 온장길 138 054-371-0606, 010-5925-0606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오토캠핑장 운문면 신화랑길 1 054-370-7300

캠프안단테 청도읍 청매로 283-47 010-6462-3343

청도프로방스 불빛축제 카라반 화양읍 이슬미로 278 010-3254-7734

체험 

레저·스포츠

상호명 위치 문의

그레이스컨트리클럽 이서면 서녁길 91 054-370-3000

오션힐스청도컨트리클럽 매전면 곰티로 370-204 054-373-5600

펜타뷰골프클럽 금천면 금천로 709 1644-8053

숙박

관광숙박 

상호명 위치 문의 비고

청도용암온천 관광호텔 화양읍 온천길 23 054-371-5500 -

더포레관광펜션 각남면 구곡1길 66-32 010-5428-6155 -

라라랜드펜션 화양읍 노상1길 55-41 010-6575-1686 -

청도자연휴양림 각북면 비슬산길 111-25 - 2022년 4월 개장

신화랑풍류마을(화랑촌) 운문면 방지7길 1 054-372-5525 화랑촌, 카라반 단체숙박

상호명 위치 문의 비고

온누리국악예술단 화양읍 연지로 152 054-371-1533 국악교육 및 체험, 국악공연

꽃밭에서 노닐다 화양읍 도주관로 177 010-9808-3382 야생화 전시, 교육, 분경

꿈꾸는 공작소 풍각면 호동길 2 054-373-5517 목공과 미술을 결합한 공작

나무망치 풍각면 청려로 170-111 054-373-8525 목공

청도곤충나라 각북면 낙산길 294 010-9380-0007 곤충 관련 교육

비슬도예원(서른살 감나무) 각북면 헐티로 787 054-371-5588 감 관련 교육 및 활동

놀자공원 각남면 녹갈1길 8-20 010-9350-1396 감따기 체험

체험

※ 상호명은 청도군에 등록된 기준으로 기재(2022.1. 기준)

※ 농촌교육농장 등록업체

※ 관광숙박업 등록업체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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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의 대표 음식모범 음식점  (2021.12. 기준)

청도추어탕은 국물이 맑고 맛이 시원하기로 유명하다. 보통 추어탕은 주로 겨울에 

먹는 음식이지만 청도추어탕은 동창천 1급수의 맑은 물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섞어서 맑게 끊여내 계절과 상관없이 사랑받고 있다. 외지인의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진 청도추어탕이 어떨 맛일지 한번 맛보길 추천한다.

청도추어탕   

청도역을 중심으로 양쪽 길가에 추어탕 전문 식당들이 줄지어 있다.  

식당에 따라 피라미 조림이나 미꾸라지 튀김도 맛볼 수 있다.

청도추어탕거리

미나리는 뜨겁고 기름진 삼겹살과 궁합이 맞다. 미나리의 아삭한 맛에 쫄깃한 

삼겹살이 조화를 이룬다.

미나리삼겹살   

청도 한재는 깊은 골짜기의 오염되지 않은 맑은 지하수를 이용해 재배한 미나리로 유

명하다. 미나리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2~4월에는 싱싱한 미나리를 산지에서 직접 맛

보고 봄기운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청도 한재미나리거리

소싸움으로 이름을 떨치는 청도는 한우고기 역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는 청도 한우는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

청도청정한우

청도 매운탕의 특징은 청도의 맑은 물에 서식하는 자연산 민물고기를 주원료로 

한다는 점이다. 동창천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이면 잡냄새가 전혀 없고 

얼큰하면서 담백하고, 그 맛이 달기까지 하여 식사 및 술안주로 일품이다.

매운탕   

청도의 대표 사찰인 운문사 입구에 위치한 먹거리촌이다.  

매운탕뿐만 아니라 비빔밥, 한식류와 칼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운문 토속먹거리촌

업소명 위치 문의 취급 음식

가빈식당 청도읍 고수서4길 3-12 054-373-5858 한정식, 삼계탕, 삼겹살

대하회가든 청도읍	냉정길	13 054-373-5533 생선회, 물회

동서오리돌구이 청도읍	고수동1길	8-5 054-373-0051 오리구이(양념, 훈제, 생오리)

초담대복집 청도읍	고수구길	90 054-371-0002
복어탕·지리, 생대구탕,  
아귀·가오리·복찜

남일식당 청도읍	고수동	4길	7-5 054-371-2000 삼겹살, 우족탕, 찌개류

옛날보리밥집 청도읍	고수구길	104 054-372-7377 보리밥, 꿩탕

king조개 청도읍	고수서1길	14 054-371-5057 조개탕, 해물찜, 해물숙회

탐복미나리가든 청도읍	한재로	382 054-371-7755 삼겹살, 미나리비빔밥, 미나리전

운천샤브샤브 칼국수 청도읍	고수구길	27-1 054-371-6169 능이전골, 샤브칼국수, 오리불고기

백운숯불갈비 청도읍	고수구길	30 054-373-6797
한우숯불구이, 삼겹살, 돼지갈비, 
육회비빔밥

청도버섯 한우식당 청도읍	새마을로	1352 054-372-0023 한우구이, 육회, 불고기전골

한재나드리 청도읍	한재로	303 054-371-7999 삼겹살, 유황오리, 미나리비빔밥

하늘정원 화양읍	이슬미로	272-18 054-373-3334 바싹불고기, 한우찜, 전골

영남숯불가든 화양읍	청려로	1834 054-371-6777 돼지갈비, 꽃등심, 왕갈비, 삼겹살

코보식당 화양읍	청화로	56-1 054-373-5588 돼지국밥, 돼지수육, 냉채수육

멧도리 화양읍	청려로	1906 054-373-9990 코다리찜, 등갈비찜, 순두부정식

우리명품한우 화양읍	송금길	1 054-373-9200 한우모듬, 한우버섯전골, 소고기국밥

원오리숯불 화양읍 삼신길 3 054-373-6549 생오리숯불구이, 훈제오리숯불구이

벽오동 화양읍 청려로 1724 054-373-2262
한우숯불구이, 삼겹살, 갈비탕,  
소고기국밥

본가한정식 화양읍 범곡길 32 054-371-7600 한정식

오브제토 화양읍 이슬미로 61-7 054-371-7277 스테이크, 파스타, 샌드위치

청도축산농협 축산물프라자 화양읍 청려로 1790 054-372-8292 한우구이, 갈비탕, 육회비빔밥

운문산가든 화양읍 청화3길 20-34 054-373-5559 한우구이, 직화구이, 정식

경복궁 화양읍 동천2길 40 054-373-5279
오리숯불구이·양념구이, 흑돼지 
삼겹살

목장원가든 이서면 양원길 40 054-371-1211 한우구이, 웰빙 한정식

툴라 운문점 운문면 운문사길 129-9 054-372-8410
독일 가정식(포크안심스테이크,  
클룰라든, 글라쉬)

장안암소갈비식당 금천면 금천로 41-19 054-372-2460 한우구이, 삼겹살, 소고기국밥

참다운한우 금천면 금천로 574-7 054-372-4554
숯불한우스테이크, 한우전골,  
양념돼지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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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의 농·특산물

청도반시는 씨가 없는 감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맛이 좋다. 반건시, 

아이스홍시, 감말랭이, 감와인, 감잎차, 감식초, 감초콜릿, 감양갱 등 가공제품과 

감물염색이 유명하다.

청도반시 9~12월(청도반시), 연중(가공제품)판매시기

3~11월(생표고), 연중(건표고)판매시기

3월 말~5월(하우스 딸기), 연중(냉동 딸기)판매시기

6~9월판매시기

11월~익년 5월판매시기

연중판매시기

청도 운문면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자라 색이 선명하고 기둥은 단단한 

좋은 품질을 가졌다. 무농약으로 재배된 표고버섯은 깊고 짙은 향, 탱탱한 식감을 

자랑한다.

표고버섯

청도는 복숭아 재배에 적합한 토양과 기후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복숭아의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과즙도 풍부하다.

청도복숭아

전국 제일의 미나리이며 화악산 중턱에서 암반지하수를 이용하여 재배한다. 

한재미나리는  줄기가 굵고 연하며 향기가 진하다.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 함량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해독과 혈액 정화에 좋다.

한재미나리

청도팽이생산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로 팽이버섯 국내 총 생산량의 25%를 

차지한다. 단지는 최첨단·현대화·자동화 시설을 갖춰 위생적으로 버섯을 생산한다. 

청도팽이는 국립농산물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전국을 넘어 동남아 

등지로도 수출되고 있다.

팽이버섯

청정지역에서 재배해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새콤 

달콤한 과육이 매력적이다.

로컬푸드직매장

청도지역에서 농민들이 재배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생산지

와 소비자 간 배송 거리 및 유통 단

계를 줄여 식품의 신선도가 높고 가

격도 저렴하다.

청도의 시장

장날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성황

을 이루며 청정지역 청도에서 생산

되는 산나물, 약초, 과일 등을 수집

하기 위해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중

간상인들이 새벽 번개시장에 모여 

대성황을 이룬다.

업체명 위치 문의

청도농산물프라자 화양읍 이슬미로 51 054-371-6561

청도농협로컬푸드직매장 화양읍 온천길 12 054-370-8700

서청도농협로컬푸드직매장 이서면 양원길 73 054-373-4660

청도로컬푸드직매장 청도읍 새마을로 1352 054-373-3344

청도새마을휴게소

로컬푸드판매장
청도읍 하지길 59-50

대구 방향(상행) 070-4423-4852

부산 방향(하행) 070-4415-1426

운문로컬푸드직매장 운문면 운문사길 129-8 054-372-8181

산딸기

이름 장날 위치 면적 점포 수

청도장 4, 9일 청도읍 고수리 12.814㎡ 122개

풍각장 1, 6일 풍각면 송서리 9,052㎡ 87개

동곡장 1, 6일 금천면 동곡리 6,215㎡ 39개

이서장 3, 8일 이서면 학산리 1,773㎡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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