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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yang!
Create memorise, Feel fantastic, 
Desire to come back.

추억을 새기고

감동을 채우고

그리움을 남기다



북카페 ‘두들책사랑’

두들마을 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아늑한 공간

에서 차와 함께 문학의 향취를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여중군자 장계향(1598~1680)은 조선 숙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갈암 이현일의 어머니이며, 

이황·유성룡·장흥효의 학통을 이어받은 조선

중기 유학자 석계 이시명의 부인이다. 학문과 

시·서·화에 능했으며 강인함과 온유함을 지닌 

도덕적 품성으로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의지할데 없는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평생을 도와  ‘맹자나 장자의 어

머니 같은 현명한 분’이라 칭송하였으며 최초

의 한글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을 저술하였다.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음식디미방체험관 석계고택 원리쉼터

유우당 정부인 장씨 유적비석천서당

도서관, 학사채북카페 ‘두들책사랑’ 주곡고택 도사고택

주곡고택
두들광장 산책로

도사고택

유우당

병암고택

백천한옥

영감댁

석계종택

석천서당

석간정사

석간정사

정부인장씨유적비

원리쉼터

음식디미방체험관 석계고택

북카페
 '두들책사랑'

도서관, 학사채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 음식디미방 원본

장계향과 두들마을
Poet Jang Gye-hyang and Dudeul Village

선바위 관광지
Seonbawi Tourist Attraction

조지훈과 주실마을
Poet Jo Ji-hun and Jusil Village 

영양 자작나무숲
Yeongyang Birch Forest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Yeongyang International Dark Sky Park

 ‘음식디미방’은 양반가에서 일상생활에 먹는 음식의 재료와 그에 따른 

조리법, 발효식품, 음식보관법 등의 비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 조선후

기 반가 음식문화의 특성들이 기술되어 있어 전통음식 연구의 교본이며, 

아시아 여성에 의해 쓰여진 가장 오래된 조리책으로 세계 음식문화사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는 사전예약을 하면 화학조미료를 일절 사용

하지 않아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 다양한 음식디미방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또한, 음식디미방 아카데미를 통해 전통한옥 숙박과 더불어 전통 

밥상, 요리체험, 전통주 빗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전통음식 밥상_ 정부인상 55,000원, 소부상 33,000원

•전통숙박체험 (아카데미나 조리체험 등 다른프로그램 연계)

   - 2인실 40,000원, 3인실 60,000원, 4인실 80,000원

•음식디미방 조리체험은 20명 이상 단체예약 (1인 15,000원)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JangGyeHyang Culture Experience Center

음식디미방
Eumsikdimibang

영양에코둥지 흥림산자연휴양림
Heungrimsan Natural Recreation Forest

영양분재야생화테마파크
Yeongyang Pop Planting Wild Flower Park

정영방과 서석지
Jeongyeongbang & Seoseokji pond

김도현과 검산성
Independence Activist Kim Do-hyeon and Geomsanseong Cattle 

오일도와 감천마을
Poet Oh Il-do and Gamcheon Village

남자현과 지경마을
Nam Ja-hyeon and Jigyeong Village

영양풍력발전단지
Yeongyang Wind Power Plants Complex

삼의계곡
Sameui Valley 

현존 최초의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의 저자이자 교훈과 감동으로 역사가 

된 장계향의 업적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체험하는 곳으로 체험공간, 추

모공간, 휴양공간을 갖추고 있다. 2018년 4월 개원한 이 곳은 도내 학생 

및 교직·공무원 등 각종 단체의 예약을 받아 소양교육·합숙훈련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 관광안내

주변 관광안내

주변 관광안내

주변 관광안내

독립운동가 남자현(1872~1933)지사는 남편이 의병으로 왜적과 싸우다 

사망하자, 독립운동에 뜻을 품고 만주로 망명하여 교회와 여성교육기관

을 세워 농촌개발과 여성 계몽운동으로 독립정신을 일깨웠고, 독립투사

들의 힘든 옥바라지로 독립군의 어머니라 칭송받았다.

국제연맹조사단에게 왼손무명지를 잘라 조선독립원(朝鮮獨立願)이라는 

혈서를 쓴 후에 자른 손가락을 함께 보내 독립에 대한 염원을 세계만방

에 알렸다. 또한, 여러 차례 무장항일투쟁에도 앞장서 오다 일본육군대장

을 암살하기 직전 체포되어 모진 옥고를 치르면서도 일본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단식하여 거의 죽은 몸으로 병보석 출감하였으나 62세의 

나이로 순국하여 대한민국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으며, 지사의 고

향인 이곳 지경마을에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만지송은 수령이 400년이 넘어 나

뭇가지가 만 여 개나 되는 반송으

로 수세가 웅장하고 자태가 아름

답다. 나무높이는 12m, 둘레는 

3.8m, 폭이 18.5m나 되는 거송이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단지가 맹동산 능선을 따라 그림처럼 자리잡고 있다.

장엄한 일출, 아름다운 일몰과 더불어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볼 수 있

어 영양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맹동산(808m)의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된 삼의계곡은 화강암으로 이

루어져 있어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

일 정도로 물이 맑고 차갑다. 울창

한 원시림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

며, 천주교 성지인 포도산과 야영장, 주차시설, 펜션 등이 있어 사계절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석보면 두들마을1길 42   •체험 예약 680-6443(평일) / 680-6448(휴일) 

•입암면 영양로 883-16   •680-5371  •월요일 휴관

•일월면 주실길 55   •월요일 휴관

•입암면 서석지1길 10 •입암면 산해리 391-6

•일월면 재일로 2394-70   •680-5050

•일월면 영양로 4181-47

•수비면 죽파리 산39-1

•일월면 용화리 산 77-29

•일월면 용화리 394-5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680 5332  •월요일 휴관 

•수비면 신원리, 본신리 일대

•수비면 신원리 산23•수비면 검마산길 191   •682-9009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680-5323, 5325

•청기면 상청리 395

•석보면 삼의리 산1-23, 영양읍 무창리 산75-43

•석보면 석보로 208

•석보면 삼의리, 포산리 일대  •석보면 답곡리 18 •영양읍 감천리 375

영양 답곡리 만지송
Manjisong pine tree

천연기념물 
제399호

선바위는 절벽과 강을 사이에 두고 깎아 세운 

듯하나,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촛대를 세워 

놓은 것 같은 바위이며, 남이포는 조선시대 

남이장군이 역모자들의 난을 평정한 전설이 

깃들어 있으며 절벽을 끼고 흐르는 두 물줄기

가 합류하여 큰 강을 이루고 있다.

선바위 관광지인 이곳은 고추홍보전시관, 분

재수석야생화전시관, 특산물판매장, 효공원, 

석문교, 음악분수 등이 조성되어 영양의 대표

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양고추 홍보전시관
Yeongyang Chili Pepper Exhibition Hall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알리

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고

추의 품종, 효능, 재배방법

의 변천사 등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어 학습의 장

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영양산촌생활박물관
Yeongyang Mountain Village Life Museum 

지역의 산촌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전시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으로 

다양한 자료들과 모형, 상

세한 설명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시관으로 다양

하고 훌륭한 분재, 수석, 야생화 작

품들이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어 자

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석문 정영방(1577~1650) 선생

이 1613년에 조성한 조선시대 

민가 중 가장 대표적 정원이며, 

연못 속에 수많은 돌이 있어 

‘상서로운 돌이 가득한 지당’이

라는 의미를 담아 서석지로 이

름 지어졌다. 또한 연못 속에 각양각색의 형태로 솟아있는 암석 하나하

나에도 다양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곳에는 연못의 운치를 감상할 수 

있는 ‘경정’이라는 정자가 있으며, 연못 건너편에는 수령이 4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연못과 조화를 이루며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다.

벽산 김도현(1852~1914) 선생은 영양, 안동, 강원도 등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항일의병장이며 

인근 지역의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난 후 고

향에 돌아와 영양에 사립 영흥학교를 세워 육영사업에 힘쓰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곧 

자결코자 하였으나 부친의 만류로 그 뜻을 펴지 못하고 부친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뒤 망국

의 한을 개탄하는 시를 남기고 영해 대진바닷물에 투신하였다.

선생의 고향인 청기면 상청리엔 생가와 사재를 털어 조성한 일본군과 대항했던 검산성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려 1962년 대한민국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국보답게 안정감과 위

풍당당한 형태를 갖추

고 있는 통일신라시대

의 대표 모전석탑으로 

평평한 자연석 기단 위

에 2단의 탑신받침을 

쌓고 탑신은 수성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탑신 하반부에는 화강암으로 섬세하게 조각한 문주와 미석이 있

는 불상을 모시는 감실이 있으며, 전체높이 11.30m, 기단폭은 3.34m이다. 

시인 오일도(1901~1946)는 1931년을 전후하여 

문단에 등단 「시문학」, 「문예월간」 등에 서정시를 

발표하였으며, 1935년 시 전문지인 「시원(詩苑)」

을 창간했다. 주요 작품에는 「눈이여, 어서 내려

다오」, 「노변의 애가」 등이 있다.

오일도 시공원, 시원쉼터

감천마을 입구에 있는 시공원으로 낭만주의 시

인이자 민족주의 시인인 오일도 선생의 마음을 

담은 시비들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숲과 어우러

져 잔잔한 여운을 주는 곳이다. 시인의 글을 음

미하며 걷다보면 그의 정신과 절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병암재 김순남가옥 효자각 교봉재 오일도생가

오승찬가옥화수재오일도 시공원낙안오씨종택 송산재

문학테마공원 시원쉼터 연소정 침벽공원 감척측백수림

시원쉼터

연소정

감천측백나무숲

침벽공원

병암재

문학테마공원

낙안오씨종택

김순남가옥

교봉재

오일도시공원
화수재

오승찬가옥

송산재

오일도생가

영양 산해리오층모전석탑
Bonggammojeon five-story stone pagoda 국보 제187호

1920년 경북 영양에서 출생한 조지훈은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한 청록파 시인, 수필가, 

한국학 연구가이며, 전통적인 운율과 선(禪)의 

미학을 매우 현대적인 방법으로 결합한 것이 

조지훈 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지훈문학관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학자 조지훈 선생을 후세

에 길이 기리기 위해 건립한 문학관이다. 미망인 김난

희 여사가 직접 현판을 쓴 문학관을 들어서면 170여 

평 규모에 단층으로 지어진 목조 기와집이 'ㅁ'자 모

양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조지

훈의 대표적인 시 '승무'가 흘러나오고, 동선을 따라 

조지훈 선생의 삶과 그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

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훈시광장 조지훈생가 만곡정사 옥천종택 창주정사 시인의 숲 월록서당 지훈문학관 지훈시공원

지훈시공원

창주정사

방우산장

옥천종택

만곡정사

지훈시광장

야외공연장

월록서당

시인의 숲

생태탐방로

지훈문학관

주차장

조지훈생가(호은종택)

수려한 자연경관과 울창한 산림속에서 숙박과 자연

학습 및 교육활동을 병행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

로 조성되어 있어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의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일월산자생화공원
Ilwolsan Wild Plants & Flowers Park

일월산 주변에 자생하는 순수 우리

꽃으로 꾸며져 있으며, 일월산 정

기와 더불어 자연이 숨 쉬는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 되어지고 있다.

자연치유생태마을 대티골
Daetigol for Naturopathy

일월산
Ilwolsan

일월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티골은 

정(情)으로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휴(休)

를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며 식(食)을 통해서 아픈 몸이 치유되게 

하는 자연치유마을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

과 황토구들방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2009년 생명의 숲이 주최

한 “아름다운 숲길” 어울림 상을 수상한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이 있어 사

계절 다양한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외씨버선길

아름다운 숲길

칠밭목

0.8km
(30분

)

0.9km(40분)

1.1
km

(4
0분

)

1.2
km

(5
0분

)

0.7km
0.5km(20분)

3.5km(120분)

0.5km(15분)

0.8km(30분)0.8km(20분)

3.5km(100분)

말머리등

반변천발원지
(뿌리샘)

월자봉등산로

작은댓골

댓골

진등

깨밭골

깃대배기
텃골

윗대티

자연치유
생태마을
대티골

일월산
자생화공원

봉화재산

칠밭길
댓골길

옛마을길

옛국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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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동쪽으로는 동해와 울릉도가 바라보이고 해와 달이 솟는 것을 먼

저 바라본다 하여 일월산이라 부른다. 정상부에는 일자봉(日字峰), 월자

봉(月字峰) 두 봉우리가 있으며, 천축사라는 사찰터와 황씨부인당, 용화

사, 천화사, 용화선녀탕 등 볼거리가 많으며, 산나물(참나물, 금죽, 나물

취, 더덕, 고사리 등)은 뛰어난 맛과 향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

또한, 일월산은 동학의 기본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집필 된 곳이

고, 최해월 동학교주가 수도하였고, 의병활동이 가장 왕성하였을 뿐만 아

니라, 초대 구세군 총사령관 김해득의 출생지이다.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수하리 반딧불이 천문대

에서는 신비로운 우주를 관찰할 수 있고, 도심 속 지친 심신에 별빛 내려

앉은 밤하늘을 바라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된다. 불을 끄고 별을 켜

는 수하밤하늘, 세계적 별빛관광 명소로 집중 부각되고 있다. 

또한, 폭이 넓고 물이 맑은 수하계곡은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높으며 

여름철이면 은어떼가 왕피천을 따라 올라간다.

반딧불이생태공원과 천문대
Unique Village Area for Hands-on Experience with Fireflies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이 개체수가 가장 많은 

이곳은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특구, 아시아 

최초 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생태관광을 체험할 공간이 조성되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본신계곡
Geum Gyeong-yeon and Geumchon Village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수하계곡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자

연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워갈 수 있는 청

소년 수련시설이며,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펜션도 운영중이다.

영양군청소년수련원
Yeongyang Youth Training Center

검마산자연휴양림
Geommasan Natural Recreation Forest

검마산의 울창한 원시림 속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과 야영시설, 

자생식물관찰원, 등산로 등이 있어 자연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Geumgangsong Pine Trees Ecological Park

줄기가 곧고 마디가 길고 껍질이 유별나게 

붉은 금강소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

고 있다. 야영데크, 계곡의 맑은 물, 숲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수하계곡, 울련산, 검마산을 끼고 있는 본신계곡은 백암온천으로 가는 길목 6km에 펼쳐져 있다. 

울창한 숲 주위로 흐르는 물은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며,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과 검마산 

자연휴양림이 주변에 있어 태고의 자연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장계향디미방길, 오일도시인의길, 조지훈문학길, 치유의길 등 

4코스 69.8km의 영양구간은 가장 아름답고 발걸음에 정이 담기는

트래킹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제 4구간 (18.1km)
아랫삼승령  706고지  지경  

독경산  창수고개 

중·소형차로 기산리까지 가서 산행 시작

창수령(지방도 918호)까지 일반차량 진입 가능
황장재

애미랑재

974고지

깃재

885고지

612고지

길등재

한티재

우천마을

추령

635.5고지

덕재

휴양림삼거리

검마산

임도차단기

백암산삼거리

윗삼승령
아랫삼승령

706고지

지경

독경산
창수고개

석보면

입암면

청기면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울치재

OK목장

산불감시초소

임도사거리

포도산삼거리

포산마을

화매재

60분

110분

60분

150분

25분

70분

95분

70분

25분

145분

70분

75분
110분

90분

165분

75분

95분

105분

90분

40분

115분

85분

80분

45분

75분

135분105분120분

70분

100분

130분

25분

60분

95분

60분

30분

135분

70분

80분
80분

70분

125분

70분
95분

95분

100분

25분

100분

85분

75분

45분

95분

145분

85분95분

60분

애미랑재  황장재 구간별 시간

황장재  애미랑재 구간별 시간

제 1구간

제 3구간

제 5구간

제 2구간

제 4구간

제 6구간

제 3구간 (17.6km)
검마산  임도차단기 

백암산삼거리  윗삼승령

소형, 대형 차량 검마산휴양림 도착,

바로 산행 가능

영양읍에서 기산리까지 소형차 이용가능

제 2구간 (16.3km)
우천마을  추령  

635.5고지  덕재  휴양림삼거리

소형, 대형 차량 한티재 도착,

바로 산행 가능

휴양림까지 대형차 이용 가능

제 1구간 (24.7km)
애미랑재  974고지  깃재  

885고지  612고지  길등재  한티재 

소형, 대형 차량 애미랑재 도착,

바로 산행 가능

한티재에서 소형, 대형차 이용 가능

낙동정맥 등산로(영양구간)
Nakdongjeongmaek's Climbing Course 
(Yeongyang Course)

외씨버선길(영양구간)
Oessibeoseongil's Climbing Course 
(Yeongyang Course)

전국 최대 규모의 영양자작나무숲은 하늘로 쭉 뻗은 미끈한 자작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자작나무의 하얀 껍질이 외국의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4계절 특색 있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입구에서 숲으로 가는 약 3km의 길은 경사가 급하지 않고 옆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소리가 더해져 

힘들지 않게 오르내릴 수 있다.  자작나무는 줄기의 껍질이 종이처럼 하얗게 벗겨지고 얇아서 이것으로 명함도 만들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사랑의 글

귀를 쓰기도 하는 낭만적인 나무다. 자작나무는 한자로 화(華)로 쓴다. 결혼식을 화촉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옛날에 촛불이 없어서 자작나무껍질에 불을 

붙여 촛불을 대용했기 때문이다. 

영양구간1

영양구간2

영양구간3

영양구간4

장계향디미방길

오일도시인의길

조지훈문학길

치유의길

고현지

육지섬을 종주하는 69.8km 트레킹

제 5구간 (15.1km)
울치재  OK목장  산불감시초소 

  임도사거리

창수령까지 일반차량 이용

곰취농장까지 중형차 이용

제 6구간 (25.6km)
포도산 삼거리  포산마을 

  화매재  황장재

곰취농장까지 중·소형차 이용

일반교통수단 이용 가능



석보면사무소

입암면사무소

청기면사무소

영양군청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영양빙상장

환경자원센터

영양군립요양원

무창저수지

화천리삼층석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숲

산촌생활박물관

오일도생가
감천마을

양항약수터

소계터널

산해리모전오층석탑(국보187호)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두들마을남자현지사가 생가

한우개량사업소

만지송

화매폭포

삼의계곡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단지

검산성

벽산생가

쇠똥구리마을

청계정

청기터널

3.1운동기념공원

영양경찰서

무창리 산돌배나무

감천리 측백나무숲

고추유통공사

도곡저수리

찰당곡저수지

삼지연꽃테마파크

척금대

현리삼층석탑

고추산업특구

지훈문학관

검마산자연휴양림

영양 자작나무숲

젖소개량사업소

에코그린센터

계리저수지

상계폭포

하계폭포

용화리삼층석탑

선녀탕

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본신계곡

죽파계곡

송하계곡

두메송하마을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수하계곡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자연생태마을 대티골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영양읍사무소

선바위관광지

주실마을

서석지

울련산

흥림산자연휴양림
에코둥지

일월면사무소

영양향교

남영양농공단지

석보면

영양읍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입암면

일월산자생화공원

수비면사무소
약천정

금경연화백예술기념관

오기저수지

화매저수지

섬촌리
송하리

칠성리

죽파리

신원리

본신리
발리리

계리

수하리

신암리

오기리
문암리

용화리

오리리

기산리

무학리

도계리

곡강리

동부리

서부리

황용리

상원리

삼지리

하원리

대천리

 화천리
무창리

양구리

소계리
양항리

신구리

옥계리노달리삼산리교리

산해리

양구리

흥구리

방전리

원리

지경리

답곡리 택전리

신평리

삼의리

요원리
주남리

홍계리

화매리
포산리

행화리

당리

무진리

기포리

사리

토구리

토곡리

정족리

청기리

구매리

상청리

금학리
저리

대천리

신사리 연당리

감천리 전곡리

현리

산운리

가곡리

도곡리

주곡리

가천리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청송군

안동시
320여km 4시간

220여km 3시간

220여km 2시간 40분

150여km 1시간 50분

340여km 3시간 40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도

경기도

서울

대구

인천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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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교통안내 Transportation

전국에서 청정 일수가 가장 길고, 맑은날이면 울릉도가 보이는 이곳은 내

륙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다. 해맞이광장에서의 일출장관은 위대

한 대자연의 섭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일월산은 경북의 영산으

로 알려져 있어 새해 첫날 소원을 빌면 영험이 있다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작은 소망을 빌기도 하고 희망찬 새해 설계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나물 축제로 청정 무공해 산나물을 비롯한 특산

물, 그리고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종합문화 축제의 장이 열린다. 

특히, 영양 산나물은 독특한 약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맛과 향이 진하여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한다. 산나물 채취체험, 산나물 요리전시 및 시

식, 산나물 판매장터, 산나물 먹거리장터 등 웰빙 향기 가득한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다.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

자 수필가. 그리고, 풍류를 아는 선

비였던 지훈 조동탁 선생의 문학과 

삶을 축제로 승화하여 마음의 여유

와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도농상생의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하여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청광장에서 2007년부터 H.O.T 페

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영양의 관광지와 먹거리 소개, 영양고추아

가씨선발대회 등의 행사로 이루어지며 영양군민의 푸짐한 인정을 서울시

민에게 전하는 계기가 되는 축제다. 

영양고추 중 우수품종을 육묘부터 수확까지 계약재배하여 잘 익은 홍고추만 

수매하여 품질이 우수하며, 영양군민의 명예를 담은 제품이다.

영양에서 생산된 최고의 재료로 전통방식이지만 위생적인 최신시설에서 옛날 

고향의 장맛을 그대로 재현한 고추장과 된장이다.

명품고춧가루 「빛깔찬」

청정영양 고추장·된장

일월산 자락 높은 곳에서 풍부한 일조량,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큰 일교차 등 

최적의 기후조건을 갖추어 당도·맛·향이 타지역 보다 뛰어나고, 과피가 얇

고 조직이 치밀하고 과즙이 많아 아삭아삭한 씹는 맛이 뛰어나다.

정직한 농심과 청정자연이 만든 “영양사과”

집안에서 대대로 빚어오던 가양주인 

초화주는 천연암반수와 약초, 백미를 

발효시킨 증류주로 다양한 맛과 향

을 느낄 수 있다.

전통으로 빚은 술 「초화주」

청정자연에서 채밀하여 진한 맛과 향

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연이 만들어낸 

영양식품이다.

영양 벌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 과피가 얇고 

수분이 많으며 당도가 높다. 특히 아

삭아삭하고 껍질이 얇고 매끈하며 그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영양 배

일월산 자락에서 채취한 참나물, 곰취, 어수리, 취나물, 고사리 등은 특유의 

쌉싸름함과 진한 향으로 봄철 입맛을 돋우어 준다.

영양 산나물

영양군 지정 우수 외식업소
State-designated Fine Restaurant

┃농·특산물 구입안내 For Purchasing

온심마켓(온라인 판매) 054) 682-6277

영양군 농특산물 직판장 054) 682-9793

영양군(유통지원과) 054) 680-6382

영양군 로컬푸드 직매장 054) 683-2003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석보면 두들마을1길 42
054)680-6443 평일
                 6448 주말

15실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영양펜션 산적)

입암면 주역1길 10-24 영양펜션 산적 14실

스테이영양(옥천종택) 일월면 주실길 25-15 네이버 예약 독채

병암고택 석보면 두들마을길 100 054) 682-8050 5실

목화모텔 영양읍 동서대로 52 054) 683-1515 28실

알토모텔 영양읍 중앙로 116-1 054) 683-3284 27실

쇼호텔 영양읍 중앙로 117 054) 683-3533 42실

아이엠모텔 영양읍 중앙로 136 054) 683-0024 22실

수하산촌생태마을 수비면 낙동정맥로 275 054) 683-0312 6실

온다네민박 영양읍 낙동정맥로 820-6 010-4523-0533 2실

일월산산장 영양읍 낙동정맥로 872 010-3504-3338 2실

함지박골 영양읍 비리동천길 443-33 0507-1328-4333 1실

참정정 영양읍 현동3길 22 010-6388-1705 8실

하늘밭, 봄 입암면 대천길 435 010-9021-0446 1실

대성민박 입암면 영양로 76 010-3809-8066 4실

유유당 입암면 영양로 802-12 010-2031-9043 2실

청림민박 청기면 재일로 1487-29 010-9330-0995 2실

새방골산방 일월면 구도실길 270-102 010-3113-3659 6실

대티골계곡 일월면 대티길 19-29 054-683-6102 4실

삼지연 일월면 상원로 647 054-683-3003 5실

락민박 일월면 영양로 2914-19 010-5033-2452 1실

해달별민박 일월면 영양로 3161 010-5535-8216 1실

칠성민박 일월면 영양로 3163-6 010-3128-1171 1실

한우네 일월면 영양로 4163-9 054-683-5577 5실

해마루민박 일월면 영양로 4248 010-3219-2581 1실

다들바위치유농장 수비면 가천로 642-12 010-8021-9004 2실

올레쉼터민박 수비면 낙동정맥로 1151 010-2579-8174 3실

수하휴게소민박 수비면 낙동정맥로 3443 010-3511-0574 5실

천지민박 수비면 낙동정맥로 4369 010-4369-1668 2실

오무반딧불이민박 수비면 반딧불이로 609 010-2806-4928 2실

알피노 석보면 하삼의길 241 010-6224-8753 2실

풍경민박 석보면 화무로 597 010-3827-0735 4실

청량소림 석보면 화무로 635 054-683-8832 4실

영양군청소년수련원
(펜션)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054)680-5323 
                 5325 28실

영양에코둥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일월면 재일로 2394-70 054) 680-5050 17실

검마산자연휴양림 수비면 검마산길 191 054) 682-9009 16실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054) 680-6411~2   http://tour.yyg.go.kr

●관광안내 Tourist Information

●숙박시설 Accommodations

영양의 우수 농 • 특산물
Regional Products of Yeongyang

축제와 문화행사
Festivals and Events 

영양의

추천 여행코스

대중교통

●당일치기 ㅣ주간

●당일치기 ㅣ야간 “별보기 좋은 장소”

●1박2일

●영양버스정류장 ㅣ 054)683-2213

●영양택시(법인) ㅣ 054)682-0053

●영양개인택시 ㅣ 054)683-2254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두들마을)

선바위관광지와 서석지

영양자작나무숲

주실마을(조지훈문학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1

2

3

4

5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1

2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선바위관광지  주실마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 역순으로 가능

일월산 해맞이
Ilwolsan Sunrise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s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경

지훈예술제
Jihun Art Festival 

5월경

H.O.T 페스티벌
H.O.T Festival 

9월경

1월

ㅣ한옥체험

ㅣ모텔 

ㅣ산촌생태마을

ㅣ민박

ㅣ수련원(펜션) • 자연휴양림

입암약수식당 입암면 약수탕길 13 054) 682-4011 닭백숙

나성숯불가든 영양읍 동서대로 24-2 054) 682-0808 돼지갈비

한울가든 영양읍 솔광장길 9-5 054) 682-7300 곤드레밥

대림한정식 영양읍 동서부길 6 054) 683-1277 한정식

바다양푼이동태탕 
영양점

영양읍 황용천길 41 054) 682-2005 동태탕

진영보쌈 왕족발 영양읍 낙원로 54 054) 683-8880 보쌈, 칼국수

선바위가든 입암면 영양로 883-17 054) 682-7429 산채정식

우미정 영양읍 군민회관길 17 054) 682-3355 가마솥정식

장원가든 영양읍 솔광장길 9-6 054) 683-1114 산채정식

가장맛있는족발 영양읍 시장길 14 054) 682-3500 족발

●모범음식점 Standard Quality Restaurant

•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홈페이지 참조

36537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T.054)680-6411~3YEONGYANG-GUN

세상을 잊은

영양에서의 하룻밤...

별일까

바람일까

메마른 삶에 쉼표가 그리울 땐 영양입니다.

올 땐 조금 먼 듯, 와보면 굽이굽이 설렘의 파노라마, 돌아갈 땐 앨범 가득 추억의 영양입니다. 

삶의 무게를 아름다운 감성으로 풀어내는 문학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잘 물려받은 만큼 널리 전해주고 싶은 전통 또한 영양의 자랑입니다. 

마음의 고향을 향한 초록빛 드라이브!

지금 바로, 영양으로 달리세요.

Yeongyang!
Create memorise, Feel fantastic, 
Desire to come back.

추억을 새기고

감동을 채우고

그리움을 남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