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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영양

영양 슬로시티
만나고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가 815� 곳곳에 살아 숨쉬는 “슬로시티 영양군”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문향과 문인의 고장

일월산(1,219m)
자연계곡
관광.체험시설
외씨버선길 4개군
오일도(1901~1946)와 감천마을
조지훈 (1920~1968)과 주실 마을
이문열(1947~)과 두들 마을

걷고싶고~ 보고싶고~ 먹고 싶은~ 영양의 길·별 ·맛!
두들마을의 음식디미방
자연치유 생태마을 대티골

웰빙 먹거리의 원조 최초의 한글조리서에 담긴 400년 손맛
대한민국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 경상북도 행복 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수상 전국 아름다운 숲길 어울림상 수상!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외씨 버선길

청정지역에만 살 수 있는 반딧불이! 여름밤을 수놓는 꿈과 추억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올린 외씨보선이여 승무(��) 조지훈



두들마을의 음식디미방 자연치유 생태마을 대티골

영양 슬로시티

"빨리빨리’의 대한민국에서 ‘천천히’로 사랑받는 가장 자연적인 영양입니다.

자연.사람.문화가 어울린 815� 청정삶터, 영양!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힐링일번지, 영양!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의 캔버스 위에 역사, 고유문화, 애향심, 도전의식이라는 물감으로 

꿈과 행복의 미래도시를 그려가는 영양입니다. 

2017년 5월 12일 대한민국에서 12번째로 슬로시티로 선정되었습니다.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문향과 문인의 고장

일월산(1,219m)

내륙에서 해맞이와 달맞이를 가장 빨리 볼수있는 곳으로,반볍천 뿌리샘,대티골 등산로 등일 있음

자연계곡

삼의계곡,수하계곡,송하/죽파계곡

관광.체험시설

국제 밤하늘보호 공원,영양반딧불이 특구 및 생태숲, 왕피청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부), 산촌박물관,분재야생화 테마파크, 검마산.흥림산 자연 휴양림,금강소나무 생태 경영림 등

외씨버선길 4개군

(청송,영양,봉화,영월)일 연계사업으로 조성 옛길을 복원하여,마을과 마을을 연결 *조지훈 시인의 승무에서 나오는 외씨버선과 같다고 하여 외씨버선길이라 칭함

오일도(1901~1946)와 감천마을

오일도 생가를 비롯한 오일도 시공원,시원쉼터,문학테마공원,측백수림과 침벽공원 등

조지훈 (1920~1968)과 주실 마을

호은종택(조지훈생가)을 비롯한 전통한옥 마을 ,월록서당을 비롯한 경상북도 문화재 8개소 ,지훈문학관 등

이문열(1947~)과 두들 마을

여중군자 장계항이 살았던 석계고택외 4개소의 문화재, 음식 디미방 체험관,예절관,교육관,전시관 등 이문열의 광산 문학 연구소

걷고싶고~ 보고싶고~ 먹고 싶은~ 영양의 길·별 ·맛!

자연유치생태마을 대티골,국제밤하늘보호공원 수하리,음식디미방 두들마을 

지구촌 슬로시티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대한민국 영양의 핵심콘텐츠 입니다.

관광명소 > 슬로시티 영양 > 슬로시티 > 슬로시티 영양슬로시티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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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slowcity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slowcity/slowcity_sub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slowcity/slowcity_sub/slowcity_yyg


웰빙 먹거리의 원조 최초의 한글조리서에 담긴 400년 손맛

344년전 여중군자 장계향이 후손들을 위해 쓴 조리서

1600년대 음식조리법,저장발효식품,식품보관법등 기록

면병류,어육류,주국류 등 분류 및 146가지 레시피

페스트푸드의 범람속에 슬로푸드 원조의 가치 재조명

장계향의 음식 디미방 슬로푸드를 체험할수 있는곳

조선시대 양반가의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

한국현대 문학의 거장 이문열의 고향이자 생태문화 관광지

대한민국농촌관광코스 10선 선정! 경상북도 행복 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수상 전국 아름다운 숲길 어울림상 수상!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북쪽 일월산 (1,219m) 품안에 위치

일제 자원(아연)수탈의 아픈 역사를 승화시킨 자생화 공원

산마늘과 두메 부추 등 유기농 특산물

용화리 삼층석탑,선녀탕,황씨부인당 등 문화유신이 풍부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청정지역에만 살 수 있는 반딧불이! 
여름밤을 수놓는 꿈과 추억

수하리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

2015년 10월31일 아시아 최초 지정/SILVER 등급

빛 공해가 거의 없어 육안으로 천체현상 관측 가능

청정지역의 상징인 반딧불이의 서식처

반딧불이 천문대 : 밤하늘 투명도가 뛰어나 은하수,유성 등 천체활동 관측

반딧불이 공원 : 반딧불이 외 달팽이류,우렁이,참다슬기,희귀곤충 등 서식

반딧불이 생태학교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자연 체험,학습 연구공간 등 다목적 운용

외씨 버선길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올린 외씨보선이여
승무(��) 조지훈

개설배경 :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오지길이 지닌 색다른 체험기회부여와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추진

개설경위 : 청와대.지역발전위원회 우수 사례로 외씨 버선길이 선정됨(2014.4)

총 구 간 : 13개 테마별 길 및 2개 연결길 총 240Km 

- 영양구간 : 4개 구간 총 51.8Km 

① 4길 창계향디미방길(18.3km) ② 5길 오일도시인의 길(11.5km) 

③ 6길 조지훈 문학길(13.7km) ④ 7길 치유의 길 (8.3km)

두들마을 바로가기 대티골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바로가기 외씨버선길 바로가기

COPYRIGHT BY YEONGYANG-GU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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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yg.go.kr/tour/attractions/theme
http://www.yyg.go.kr/daetigol
http://www.yyg.go.kr/daetigol
http://www.yyg.go.kr/tour/active_theme/be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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