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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5 여직원 집에 찾아간 이유 ft. 경북 영양 일월산
일산 고깃집 돼지갈비 맛집 일월산(fact.놀이방있는 고깃집)
대구 동구 불로동맛집 돼지갈비맛집 ‘ 일월산 ’
대구 달서구 상인동돼지갈비 일월산 도원동 곤드레밥
03) 경북 영양군 백패킹 행사 ( 산나물 채취 및 일월산 일출...
울진 응봉산과 영양 일월산 가다.
경북 가볼만한곳 영양 서석지, 선바위, 일월산자생화공원
[나의 바이크 여행]일월산, 현종산 풍력발전소(2023.4.23)
영양 일월산 (2023-5-16)
대구방촌동 일월산숯불갈비집



일월산

위치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길찾기

안내전화  054-680-6062, 6067

이용시간  상시

휴무일  내용 없음

입장료  무료

주차시설  주차장 없음

애완동물동반  불가능

홈페이지  없음

추천수  15

추천하기  관심콘텐츠

일월산(1,219m) 산세는 하늘에 우뚝 솟아 웅장하고 거대하며 산정은 평평하다. 

동쪽으로는 동해와 울릉도가 바라보이고 해와 달이 솟는 것을 먼저 바라본다 하여 일월산이라 부른다. 

정상부에는 일자봉(���), 월자봉(���) 두 봉우리가 있으며, 천축사라는 사찰터와 황씨부인당, 용화사, 천화사, 용화선녀탕 등 볼거리가 많으며, 산나물(참나물, 금죽,나물취, 더덕, 고사리 등)

은 뛰어난 맛과 향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

일월산은 민족의 정기 어린 산으로 동학의 기본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집필된 곳이고, 최해월 동학교주가 수도하였고, 의병활동이 가장 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구세군 총사령관 김해

득의 출생지이다.

일월산은 음기가 강하여 여(�)산으로 알려져있고 그믐날 내림굿을 하면 점괘가 신통해진다 하여 전국 각지의 무속인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무속인들로부터 성산(��)으로 추앙받는 산이기도 하

다.

일월산은 일자봉과 월자봉이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제일 높은 봉우리인 일자봉에서는 맑은 날에 동해바다가 훤하게 보인다. 경북 내륙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상세정보  관련사진  위치 및 주변정보  관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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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목록으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네이버 길찾기

일월산

ALL Blog

SNS/블로그 실시간 업데이트

07.04.05 여직원 집에 찾
아간 이유 ft. 경북 영양 일

월산
몇일전 방송에서 이야기 했던 영양 

일월산 산더덕 풀버젼 게시물을 찾

음... ----------------- 같이 일하는... 

하여튼 영양은 청량산과 일월산 등

으로 내려오는 백두대간이 지나는 

지리적 위치로 갖가지 임산물들이..

.

평생 아파트 평수만 늘리다 죽을

순 없다.

일산 고깃집 돼지갈비 맛집 
일월산(fact.놀이방있는 고

깃집)
일산 고깃집 돼지갈비 맛집 일월산 

(fact.놀이방있는 고깃집) 안녕하세

요 오늘은 어버이날 겸 아버님 생신

겸 겸사겸사 다같이 모여 저녁을 먹

었어요 일산역 근처에 있는 일월산!

! 생긴지 몇년 됐고 여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대구 동구 불로동맛집 돼지
갈비맛집 ‘ 일월산 ’

바쁜 와중 돼지갈비가 너무 먹고싶

어서 대구 불로동에 위치한 일월산 

공항점에 다녀왔습니다요 ! 위치... 

    !! 

1995년 부터 전통을 이어온 식당이

네요. 저희는 일월산 돼지양념갈비.

..

,  blog 

대구 달서구 상인동돼지갈
비 일월산 도원동 곤드레밥

   

먹고싶을때 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

는 단골 맛집 일월산 상인동돼지갈

비 !!!! 워낙 익숙하게 방문하다보니

  

로 월광수변공원 들어가는 큰...

우낄로이

03) 경북 영양군 백패킹 행
사 ( 산나물 채취 및 일월산 

일출...
행사인 일월산 일출 하이킹~~ 산을 

좋아하는 나한테는 제일 좋았던 프

로그램이었다~ 전날 많이 내린비로

... 예전에 일월산 종주 산행으로 왔

었는데 그때에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너덜길 같은 길이었는데.

..

건이오름-마운틴여행가

울진 응봉산과 영양 일월산 
가다.

2022.11.23~2022.11.25 

에서 비교적 낯선 오지에 해당하는 

미답지 울진 응봉산과 영양 일월산

을 찾아... -영국 스코틀랜드 포스교

(The Forth Bridge) ~~~ -

원탕(자연용출온천)~~~~ -일월산 

개념도? 11월24일 울진...

���

경북 가볼만한곳 영양 서석
지, 선바위, 일월산자생화공

원
경북 가볼만한곳 영양 서석지, 선바

위, 일월산자생화공원. 지난 초가을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약... 영양

   

  394-5  

곳 영양 여행으로 처음 가보는...

삼춘~ 어드레 감수광?

[나의 바이크 여행]일월산, 
현종산 풍력발전소(2023.4

.23)
  ,   

영양의 일월산으로 향했다. 일월산

  ,   

올라갈 수 있다고 하여 가보기로 한 

것이다. 나름 산정상에서 내려다 보

이는 경치가 어떨지 기대가 되기도.

..

바이크 세계 일주를 꿈구며...

영양 일월산 (2023-5-16)

영양 일월산에 간다. 100대 명산 프

로젝트도 이제 막바지다. 산행대장

은 코스가 아주 평이할 것이라고... 

    J

K와 잠시 통화를 했다. 쾌유하시길 

빈다. 통화하느라 제일 뒤에 출발...

.

나의 세계

대구방촌동 일월산숯불갈비
집

 ~~ 3  

와서 허리아프신 엄마 모시고 다녀

온 일월산 돼지갈비집 고기 잘... 일

월산 강촌점 영업시간 11:00~22:0

0  15:00~17:00(

일만) 예약전화번호 ***.****.**** 

내부 좌식과...

인.혁맘스토리

COPYRIGHT BY YEONGYANG-GUN. ALL RIGHTS RESERVED.

(http://tour.yyg.go.kr)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main_areas
javascript:sns_tab('all');
javascript:sns_tab('naver_blog');
https://blog.naver.com/fromunder/223095402743
https://blog.naver.com/fromunder/223095402743
https://blog.naver.com/fromunder/223095402743
https://blog.naver.com/qhgml145/223096646907
https://blog.naver.com/qhgml145/223096646907
https://blog.naver.com/qhgml145/223096646907
https://blog.naver.com/mylee5888/223089485430
https://blog.naver.com/mylee5888/223089485430
https://blog.naver.com/mylee5888/223089485430
https://blog.naver.com/wooscarlet1007/223082218950
https://blog.naver.com/wooscarlet1007/223082218950
https://blog.naver.com/wooscarlet1007/223082218950
https://blog.naver.com/blind200/223100267109
https://blog.naver.com/blind200/223100267109
https://blog.naver.com/blind200/223100267109
https://blog.naver.com/wks5183/222938890648
https://blog.naver.com/wks5183/222938890648
https://blog.naver.com/wks5183/222938890648
https://blog.naver.com/samchun2g/222902333463
https://blog.naver.com/samchun2g/222902333463
https://blog.naver.com/samchun2g/222902333463
https://blog.naver.com/saulabi75/223104820282
https://blog.naver.com/saulabi75/223104820282
https://blog.naver.com/saulabi75/223104820282
https://blog.naver.com/jinslee2/223103675668
https://blog.naver.com/jinslee2/223103675668
https://blog.naver.com/jinslee2/223103675668
https://blog.naver.com/gkahddl/223096310668
https://blog.naver.com/gkahddl/223096310668
https://blog.naver.com/gkahddl/223096310668



	紐⑹감
	주요관광명소
	일월산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SNS/블로그 실시간 업데이트
	07.04.05 여직원 집에 찾아간 이유 ft. 경북 영양 일월산
	일산 고깃집 돼지갈비 맛집 일월산(fact.놀이방있는 고깃집)
	대구 동구 불로동맛집 돼지갈비맛집 ‘ 일월산 ’
	대구 달서구 상인동돼지갈비 일월산 도원동 곤드레밥
	03) 경북 영양군 백패킹 행사 ( 산나물 채취 및 일월산 일출...
	울진 응봉산과 영양 일월산 가다.
	경북 가볼만한곳 영양 서석지, 선바위, 일월산자생화공원
	[나의 바이크 여행]일월산, 현종산 풍력발전소(2023.4.23)
	영양 일월산 (2023-5-16)
	대구방촌동 일월산숯불갈비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