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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자생화공원 햇님달님버스정류장 무아교 희망우체통 외씨버선길조형물 옛이정표(영양&봉화) 우련전

치유의길
외씨버선길 Route 07

일월산 자생화공원에서 우리의 역사적 아픔이 묻어있는 일제시대의 광산을 둘러보고, 반변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숲길의 뛰어난 경관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치유의 길

거리 : 8.3km / 소요시간 : 약 3~4시간 / 난이도 : 하

TRAIL NO.7

일월산자생화공원

위치: 시점 인근

일월산 자락에 조성된 이 공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광물 수탈 목적으로 만든 제련소와 선광장이 있던 자리다.

2001년 폐광지역 토양오염 방지사업 일환으로 제련소 부지의 오염원을 밀봉, 매립하고 자생화공원을 조성했다.

일월산 주변에 자생하는 순수 우리 꽃으로 꾸며져 있다.

토종 야생화 수십 종이 집단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향토자원식물을 보존하는 생태환경의 교훈과 일제 수탈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TRAIL NO.7

정크아트(햇님달님버스정류장)

위치: 시점으로부터 0.3km

소요시간 : 시점으로부터 약 10분

대티골에 위치한 햇님달님 버스정류장은 햇님달님 설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조형미술품으로

농어촌 버스 정류장으로서 외씨버선길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주요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TRAIL NO.7

테마·체험·마을 > 외씨버선길 > 치유의길

치유의길의 시점인 [일월산 자생화공원]은 우리에게는 아픔인 일제수탈 역사의 현장이다. 얼핏보면 고대 사

원같이 생긴 건축물은 광물수탈을 위해 선광시설이다. 아픔위에 흙을 덮고 우리 고유의 자생화들을 심어 지금

은 공원이 된 이곳은 생태적 교육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일깨워 주고 싶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길을 따라 조금 걷다보면 폐품을 활용하여 햇님달님 설화를 정크아트로 만든 버스정

류장이 나온다. 외씨버선길을 걷는 길벗들이 좋아하는 포토존중 한곳이니 본격적으

로 걷기전에 추억을 남겨보는것도 좋다. 무아교를 지나 희망우체통이 있는 아름다운

숲길 입구까지의 구간은 계곡옆을 따라 걷는 청량감 넘치는 길이다.

더운 여름이라면 시원한 계곡물에 잠시 발을 담구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

다.

치유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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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yg.go.kr/tour/active_theme
https://www.yyg.go.kr/tour/active_theme/beoseon
https://www.yyg.go.kr/tour/active_theme/beoseon/cure_way


무아교

위치: 시점으로부터 0.9km

소요시간 : 시점으로부터 약 20분

마을주민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직접기획한 다리로서 기존에는 통나무를 이용한 다리였지만, 안전을 위해 좀더 튼튼한 다리로 새롭게 태어났다.

무아교라는 이름의 뜻은 ‘나를 버리고 가는 다리’로 진행방향에 있는 선녀탕의 선녀를 만나기 위해 마음을 정갈히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를 잘살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이곳에서의 장난은 삼가야 한다.

TRAIL NO.7

희망우체통

위치: 시점으로부터 2.2km

소요시간 :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마을에서 관리하는 체험형 시설이다. 자기자신에게 엽서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1년뒤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RAIL NO.7

외씨버선길조형물

위치: 시점으로부터 2.3km

소요시간 :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외씨버선길을 상징하는 대표조형물로 외씨버선길 방문 탐방객의 주요포토존이다.

이 곳은 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한 전국의 대표적인 숲길이기도 하다.

옛31번 국도길을 비포장상태로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금강송과 신갈나무가 주는 아기자기한 정취로

걷는 이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숲으로 각광받고 있다.

TRAIL NO.7

옛이정표(영양&봉화)

위치: 시점으로부터 5.0km

소요시간 :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지금의 31번국도가 생겨나기전 이곳이 봉화로 넘어가는 도로였다는 역사를 증명해주는 그 시절의 이정표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선광장에서 제련한 광물들을 수탈당하던 길이었고,

해방후에는 주민들의 삶의 줄기였을 이곳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표식이다.

TRAIL NO.7

우련전

위치: 시점으로부터 8.3km

소요시간 : 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영양과 봉화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곳이다.

이곳은 1801년 신유박해를 피해 한국 최초의 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증조부 김종한 안드레아가 30명의 교도들과 함께

이곳으로 들어와 생활하였다 하여 천주교도들의 삶이 스며있는 성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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