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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리마을길 두들마을 음식디미방 옥계마을~입암면소재지 산해리오층모전석탑

장계향디미방길
외씨버선길 Route 04

두들마을에서 만나는 장계향과 이문열은 뛰어난 조선 여인과 현대문학의 한 면을기리게 한다.

숲길을 안내 받으며 걷다보면 눈부신 영양의 자연이 펼쳐지고 그 속에 반변천이 똬리를 틀고선바위의 전설이 반겨주는 길이다.

거리 : 18.3Km / 소요시간 : 약 6~7시간 / 난이도 : 중

두들마을에서 달콤한 휴식을 즐겼다면 아직 3분의 2이상이 남은 여정을 위해 발걸음을 떼어보

자.

두들마을에서 입암면사무소까지의 약 10km구간은 드문드문 보이는 농가들과 과수원·산길 들

로만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간식, 식수, 화장실등)를 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흔적이였을 길을 따라 걷다보면 도착하게 되는 입안면사무소에서는 본인의

여정에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구간인 [봉감모전 5층석탑]을둘러보고 갈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왕복 1시간가량이 추가되지만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국보급 탑이니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

면 꼭 들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TRAIL NO.4

지경리마을길

위치: 시점으로부터 3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50분

고현지로부터 석보면권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작은 언덕을 따라 가는 구간으로

언덕을 따라 가며 간간히 나오는 숲길을 걸으면서

산촌마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구간

TRAIL NO.4

두들마을

위치: 시점으로부터 5.5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언덕위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의

두들마을은 조선시대 광제원이 있었던

곳으로 고택과 문화재가 모여있는 영양의 명소

TRAIL NO.4

음식디미방

위치: 시점으로부터 5.6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

여중군자라 칭송받는 장계향이 400여년

전에 쓴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을

바탕으로 전시·교육·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

TRAIL NO.4

옥계마을~입암면소재지

위치: 시점으로부터 6km~15.5km

소요시간: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3시간 30분

작은마을을 지나 드문드문 만나게 되는 농가와

과수원을 따라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6km남짓의

산길을 만나게 된다. 약간 가파른 오르막에 땀이

나겠지만 고생한만큼 임도를 따라 내려올때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걸어보자.

TRAIL NO.4

산해리오층모전석탑

위치: 입안면사무소로부터 2.3km

테마·체험·마을 > 외씨버선길 > 장계향디미방길장계향디미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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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꼭 들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위치: 입안면사무소로부터 2.3km

소요시간: 입암면사무소로부터 왕복 약 1시간 30분

국보 제187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양이 가진 최고의

문화재 중 하나, 특히 우리나라 탑중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30여기 정도로 그중 자연경관과 함께 야외에서 볼 수

있는 탑은 손에 꼽을 정도이니 여정이 촉박하지 않다면 다소 돌아가더라도

들러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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