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종별 시발역 봉화역 춘양역 종착역 비 고

무궁화 부   산  22:32 03:15 03:39 정동진  06:15 토,일  운행

무궁화 영   주  08:39 08:54 09:21 동   해  11:32

무궁화 영   주  13:31 13:46 14:10 정동진  17:02

무궁화 영   주  18:59 19:14 19:38 정동진  22:20

무궁화 동대구  06:15 08:54 09:21 정동진  12:00

무궁화 부   전  09:12 13:46 14:10 정동진  17:02

무궁화 동대구  16:30 19:14 19:38 정동진  22:20

업소명 소 재 지 객실 전화 (054)

이화모텔 봉화읍 내성천2길 75-1 28 673-3533

신라장여관 봉화읍 내성로 99 19 673-2049

낙원장여관 봉화읍 내성천2길 65 28 673-2351

궁전파크 봉화읍 예봉로 2043 37 674-0300

봉화모텔 봉화읍 내성천2길 67 29 673-8872

돌집여인숙 물야면 오전약수탕길 37 3 672-2212

박달장여인숙 물야면 오전약수탕길 39-19 3 672-2034

한미여인숙 물야면 오전약수탕길 21-55 5 672-2400

다덕파크 봉성면 다덕로 844 33 674-0033

대흥여관 춘양면 의양로3길 26 5 672-3168

태백여관 춘양면 의양로5길 7-6 8 672-3164

업소명 대표메뉴 주소 전화 (054)

까치소리 산채비빔밥, 송이전골 명호면 광석길 38 673-9777

청량산다래식당 산채비빔밥 명호면 광석길 32 673-9005

청량산식당 산채비빔밥 명호면 광석길 46-5 673-2560

산들내 청량산송이민물어탕 명호면 청량로 1167 672-1444

쉼터 민물 매운탕 약선 민물매운탕 명호면 광석길 28-1 673-2694

청량산오시오숯불식육식당 솔잎돼지숯불구이 명호면 광석길 46-37 673-9012

관광식당 한약닭백숙 물야면 오전약수탕길 18-21 672-2330

한미식당 한약약수백숙 물야면 오전약수탕길 21-9 672-2400

박달장식당 한방닭, 오리백숙 물야면 오전약수탕길 39-19 672-2034

행운식당 손칼국수 법전면 다덕로 1083 672-4833

고향집식당 고향두부청국장 봉성면 다덕로 539 673-5046

두리봉식육식당 봉성돼지숯불구이 봉성면 봉명로 570 672-9037

청봉숯불구이 봉성돼지숯불구이 봉성면 미륵골길 3 672-1116

희망정식육식당 봉성돼지숯불구이 봉성면 봉명로 564 673-9046

상봉숯불회관 봉성돼지숯불구이 봉성면 옥마로 5 672-9783

약수식당 오리한방백숙 봉성면 시거리길 124-19 672-9943

예천가든 오리한방백숙 봉성면 진의실길 4 672-8911

오복계절별미식당 토종닭불고기 봉성면 다덕로 855 673-6889

한고을가든 산채정식 봉성면 진의실길 3 673-5885

산수유길 사이로 메밀국 조밥 봉성면 산수유길 202-64 673-5860

솔봉숯불구이전문점 돼지숯불구이 봉성면 미륵골길 2 674-3989

안동봉화축협 봉화한약우프라자 한약우등심, 한약우갈비살 봉성면 농업인길 52 674-3400

초가식당 송이뚝배기칼국수 봉성면 다덕로 843 673-9981

도촌송어회식당 송어회 봉화읍 마냉이길 48 672-0567

솔봉이송이요리전문점 송이돌솥밥, 송이전골 봉화읍 내성천1길 76-1 673-1090

은하숯불회관 한우갈비살, 삼겹살 봉화읍 내성로 129 673-1303

홍가네가든 송이불고기, 삼겹살 봉화읍 꽃동네길 28 673-0673

자갈마당 은어조림 봉화읍 내성로4길 12-25 672-5505

인하원송이식당 송이구이, 송이돌솥밥 봉화읍 유록길 20 673-9881

봉화송이식당 소고기송이국밥 봉화읍 봉화로 1069 673-4788

봉화상인회한약우식당 한약우등심, 한약우갈비살 봉화읍 신시장길 21 673-1888

산담음 산채비빔밥, 은어요리 봉화읍 내성천1길 110 673-8100

백송근 한정식 무, 시래기 밥 봉화읍 봉화로 461-27 673-8987

무진가든 송이된장정식 소천면 청옥로 220 673-9977

맛사랑 식육식당 곤드레, 콩, 무 밥 석포면 청옥로 2921-68 672-5929

서경 중식요리 석포면 석포로 166 673-6335

홍가네매운탕 민물잡고기매운탕 춘양면 소천로 57 673-1541

동궁회관 한우갈비살, 영양돌솥밥 춘양면 의양로2길 13-1 672-2702

업소명 소 재 지 객실 전화 (054)

이프모텔 춘양면 의양로1길 54 13 673-2800

아트모텔 춘양면 한티로 232 18 672-6611

동아모텔 춘양면 의양로5길 11 19 672-3109

무지개펜션 춘양면 우촌길 7 16 674-2727

삼강여관 소천면 소천로 1259-38 11 673-7314

옥방밸리모텔 소천면 소천로 2985 12 672-7777

무진파크 소천면 청옥로 220 51 673-9988

서울여인숙 석포면 석포로 145-4 6 672-6026

봉화열목어마을 석포면 청옥로 1893 9 674-0204

청량산모텔 명호면 광석길 27 25 674-2267

방   면 출 발 시 간 비   고

안동, 영주, 대구
07:40, *09:15, 10:45, *11:10, *12:00, *14:00, 14:45,
*16:00, 18:00, *19:00, *19:55, *21:05 (안동종점)

*는 안동 경유

춘양, 태백
08:45, *09:10, *09:30, 10:10, 12:10, *13:00, 13:20, 15:05,
15:35, *17:10, 18:05, 20:20, *21:00, 22:10, *23:25

*는 춘양 종점

대전 08:55, 13:40, 16:45 / 영주 + 상주 경유

울진 10:20 / 삼근 + 울진 + 평해 + 온정 경유

◈ 열차  (부산, 부전, 동대구, 영주 ➞ 동해, 강릉 방면)

◈ 숙박업소

◈ 모범·향토음식점

관광안내 / 주요기관

교 통 정 보

숙박 / 음식점

◈ 관광안내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054) 679-6341

•봉화문화원  (054) 673-2350

•경북관광홍보관  (054) 745-0753

•경북종합관광안내소 (054) 852-6800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054) 679-6651

•오전약수관광지관리사무소  (054) 672-6442

•청옥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054) 672-1051

   관광안내시간 (09:00 ~ 18:00)

◈ 유용한 전화번호
•봉화군청 (054) 673-5800

•봉화역 (054) 672-7788

•봉화버스터미널 (054) 673-4400

•봉화택시 (054) 673-4123

•봉화경찰서 (054) 672-0112

•영주소방서 봉화파출소 (054) 672-1119

•일기예보(춘양관측소) (054) 673-0365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 (054) 672-1711

•해성병원 (054) 674-0011

열차종별 시발역 춘양역 봉화역 종착역 비 고

무궁화 정동진   06:30 09:07 09:32 동대구   12:39

무궁화 정동진   13:35 16:18 16:43 부   전   21:21

무궁화 정동진   14:05 16:46 17:09 부   산   22:04 토,일  운행

무궁화 동   해   18:07 20:27 20:51 영   주   21:06

◈ 열차  (강릉, 동해 ➞ 영주, 동대구, 부전, 부산 방면)

※ 강릉역 반지하화 공사착공으로 강릉역 시종착 열차를 정동진역 시종착으로 변경 
    [운행일 : 2014. 9. 15. ~ 공사완공시까지 (2017. 12월 예정)]
※ 철도고객센터 1544-7788 / 영주역 (054)633-7788 / 봉화역 (054)672-7788              ※2015년 12월 기준

구   간 출발시간 운행횟수 소요시간

봉화 → 서울 (우등) 08:10 ~ 18:40 6회 2시간 40분

봉화 → 북대구 07:40 ~ 19:55 11회 2시간 30분

봉화 → 태백 08:45 ~ 22:10 9회 2시간

봉화 → 울진 10:20 1회 2시간

봉화 → 대전 08:55 ~ 16:45 3회 2시간 40분

※ 봉화터미널 (054)673-4400 / 동서울종합터미널 (02)446-8000 / 대구북부시외터미널 (053)357-1852~3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 (051)508-9966 / 태백터미널 (033)552-3300
     울진시외버스터미널 (054)782-2971 / 영주시외버스터미널 (054)631-5844            ※2015년 12월 기준

◈ 버스 

※ 직행버스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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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 입체그림지도 특성상 실제거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치 도

분천역 먹거리장터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시발점, 분천역에서

열차여행을 하기 전,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열차에서 먹을 주전부리도 준비해보세요!

분천역 산타마을

추억이 한가득, 즐거움이 한가득!

산타할아버지들이 직접 캐럴송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산타눈썰매장, 얼음썰매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노선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제 4861열차> 분천역 10:20 출발 → 철암역 11:22 도착

<제 4862열차> 철암역 12:10 출발 → 분천역 13:10 도착

<제 4863열차> 분천역 14:00 출발 → 철암역 15:01 도착

<제 4864열차> 철암역 15:50 출발 → 분천역 16:46 도착

<제 4865열차> 분천역 17:15 출발 → 철암역 18:10 도착

<제 4866열차> 철암역 18:36 출발 → 분천역 19:37 도착

※상기 시간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문의 : 분천역 ☎ 054-672-7711) 

※예약 : http://www.letskorail.com          <2015년 12월 기준>

●발행처 :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T. 054) 679-6341

●발행일 : 2015년 12월 (6판 1쇄 )
※  봉화관광안내지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범     례

매일 3회 왕복운행 <분천  철암>

※동절기에는 운행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업소명 주 소 보트등록 수 전화 (054)

청량산래프팅 명호면 명재로 13-5 10 010-3548-6996

대구래프팅 명호면 양곡길 481 20 010-3523-2976

명성레포츠 명호면 광석길 46-15 11 010-3187-6201

낙동강래프팅 명호면 청량로 1136-18 12 010-8898-4303

강변래프팅 명호면 청량로 454 25 010-4011-1548

경북래프팅 명호면 청량로 1049 10 010-5343-1999

이나리래프팅 명호면 갈골길 4 9 010-2290-1410

제일래프팅 명호면 명재로 251 10 010-8575-5017

중앙래프팅 명호면 청량로 1131 10 011-9378-1788

강나루래프팅 명호면 명재로 16 10 010-9895-0567

영남래프팅 명호면 청량로 235 10 010-6786-7060

명호래프팅 명호면 도천길 12 10 011-822-0573

봉화래프팅 명호면 청량로 1136-12 16 010-4011-1548

대한기획레저 명호면 청량로 193 12 010-8560-3334

아름다운청량산래프팅 명호면 노루목재길 3 10 011-9378-1788

삼성래프팅 명호면 갈골길 34 10 010-2806-2050

월드래프팅 명호면 청량로 317 15 010-4513-1733

청량산만물래프팅 명호면 청량로 317-1 8 010-4504-0496

래프팅 업체

세계 최남단의 열목어서식지와 남한의 소금강인 청량산이 있고, 

청정자연과 전국에 가장 많은 정자가 있는 문화유산의 고장!

소백산과 태백산이 기둥이 되어 백두대간 32km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봉화군은 천혜의 자연 자원과 인간이 어우러져 

복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고장입니다.

세계적인 산림휴양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는 봉화! 

언제 누가와도 좋은, 여러분의 포근한 고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안내센터

강원도 태백시의 구봉산(九峰山)에서 

부산광역시 다대포의 몰운대(沒雲臺)에 

이르는 산줄기의 이름인 ‘낙동정맥(洛東

頂脈)’과 트레킹길 중 산줄기나 산자락

을 따라 길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화 054. 672. 4956

그린스퀘어 자전거대여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벗삼아

마음 가는데로 달려보세요!

분천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4. 672. 9748

     요금 시간당 5,000원부터
            (1인승 & 2인승)

E

※ 강릉역 반지하화 공사착공으로 강릉역 시종착 열차를 정동진역 시종착으로 변경 
    [운행일 : 2014. 9. 15. ~ 공사완공시까지 (2017. 12월 예정)]             ※2015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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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 맑은 계곡, 태고의 멋을 간직한 고장!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16년 개원예정!

은어가 들려주는 여름밤의 추억~ 느껴보세요! 천연의 맛과 향, 봉화송이~

맑은 물에서 산란하기 위해 상류로 이동하는 은어!! 

은어는 1급수에서 깨끗한 이끼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인지 오래전부터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쓰였던 기록이 남아 있다.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웰빙

시대에 맞춰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은어구이·

·은어튀김·

·은어회·

·은어조림·

임금님의 수랏상에만 올랐던 귀한 은어의 맛!

봉화은어축제!

송이로 맛보는 진정한 유토피아의 세상!

봉화송이축제!

태백산 자락의 마사토에서 자라 다른 지역 송이보다 수분 함량이 적고 육질

이 단단하며 향이 뛰어나다. 따라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쫄깃쫄깃하여 

세계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은은한 송이향이 입안 가득~ 

송이돌솥밥

소나무 아래에서 자란 송이를 동의보감에서는 

‘독이 없고 맛은 소나무 향이 나는 버섯으로 

나무에서 나는 버섯 중 으뜸’이라 하였다. 

초가을에 나는 송이를 급랭한 후 사용함으로써 

봉화에서는 일년 내내 송이를 맛볼 수 있다. 

 ● 용두식당  054. 673. 3144

● 솔봉이식당  054. 673. 1090

● 인하원  054. 673. 9881

청량문화제

지역의 전통문화를 재현하여 군민

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잊혀져 가는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이다.

● 일시 : 매년 9월 말  ~ 10월 초

청량산도립공원 청옥산자연휴양림  

봉화의 청정자연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과 계곡

영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며 금탑봉을 비롯한 12봉우리와 많은 동굴, 계곡, 

폭포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퇴계를 비롯하여 원효, 의상, 최치원, 

김생 등이 찾아와 수도한 명산으로 원효대사가 창건한 청량사와 여러 암자, 

절터 같은 볼거리도 풍부하다.     

     문의 054. 679. 6651(관리사무소) / 672. 4994(안내소)

국내 최초의 산림휴양림으로 숙박시설과 야영장, 수련장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이 울창해 산림욕에 좋다.

     문의 054. 672. 1051

청량산박물관  

봉화의 역사와 민속놀이, 각종 축제, 향토 음식, 

특산물 등을 전시물과 사진으로 소개하는 박물관이다.      

     문의 054. 679. 6671~2

목재문화체험장  

선조들의 목재문화, 우리 생활 속 목재의 쓰임새, 

목재의 생산과정, 목재의 종류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54. 674. 3363

고선계곡

태백산에서 발원한 100여리의 원시계곡

으로 태백산의 계곡 중 으뜸이다. 구마일주

의 명당이 있어 구마계곡이라고도 한다.  

     문의 054. 672. 7301

백천계곡

태백산에서 석포면 대현리를 거쳐 청옥산 

아래로 흐르는 계곡으로 원시림과 맑은 물, 

열목어 서식지로 유명하다.

     문의 054. 672. 6301

사미정계곡

운곡천의 상류계곡으로 물이 맑고 서늘

하며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가족단위의 

피서지로 많이 찾는다. 

     문의 054. 672. 4401

석천계곡 

태백산에서 발원하여 유곡리로 흐르는 

계곡으로 폭이 넓고 울창한 송림과 넓은 

바위가 많아 피서지로 좋다. 

     문의 054. 673. 5002

석문동, 참새골계곡

물이 깊고 수량이 풍부한 계곡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숲이 깊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 

     문의 054. 672. 3001

매호유원지

낙동강과 매호천이 합류하며 청량산을 

휘감아도는 물길이 장관이다. 낚시, 등산, 

래프팅, 드라이브 코스로 좋다.  

     문의 054. 672. 1301

계서당(이몽룡생가) 청량사

석불좌상부광배 (국보 제995호)

통일신라의 비로자니불 좌상으로 

대웅전 서벽에 봉안되어 있다.

북지리마애여래좌상 (국보 제201호)

7세기경 제작된 부조형식의 여래 좌상으로 

야산 기슭의 천연암반에 조각되어 있다. 

불상주변에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보 

제201호로 지정되어 있다.

계서당(중요민속자료 제171호)은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의 실존 인물인 성이성의 생가이다. 성이성은 

문과 급제 후 여러 고을의 수령과 세 차례 어사에 등용

되었고, 청빈과 근검으로 이름이 높았다. 한적한 농촌

마을의 여유와 전통 양반가옥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것으로 연대사 등 

20여개의 암자를 거느린 불교의 요람이었다. 

청량사는 청량산의 사계절의 빼어난 경관과 

더불어 중심전각인 유리보전의 공민왕 

친필현판과 금탑봉의 응진전, 석탑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문의 054. 672. 1446

     홈페이지 www.cheongryangsa.org

지림사 

의상대사가 지림사에서 산쪽을 

바라보다 상서러운 빛이 비치는 

곳을 보고 그곳에 축서사를 지었

다는 설화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때 승려가 500명이 넘는 대사

찰이었다.

     문의 054. 673. 6735

봉화의 문화유산역사와 전설이 살아숨쉬는...

홍제사  

신라의 고찰로 자장율사(혹은 원효대사)가 창건

하였다고 한다. 조선 선조때 사명대사가 절 뒷산 

도솔암에서 수도하면서 중건하여 홍제사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문의 054. 672. 3410

천성사 

이화성 스님이 1952년 창건한 근대사찰이다. 

법당인 무량 수전에 봉안된 통일신라 말기의 석

조여래입상과 마당에 있는 삼층석탑은 봉화지역

의 옛절터에서 옮겨놓은 것으로 각각 경북유형

문화재 제133호와 제134호로 지정되었다.

     문의 054. 672. 2122

각화사

춘양면 석현리 태백산에 있는 절로서 676년에 

원효가 창건하였으며, 1101년 국사 무애가 중건

하였다. 그 뒤 1777년(정조 1) 태백산사고를 건립

하여 왕조실록을 수호하게 한 뒤 800여명의 승

려가 수도하여 국내 3대 사찰의 하나가 되었다.

     문의 054. 672. 6120

천주교 우곡성지

조선에 천주교가 전래되기 전에 ⌜천주

실의⌟, ⌜칠극⌟ 등의 연구를 통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28년간 수계생활을 행하였던 

농은 홍유환의 묘가 있는 곳이다. 현재는 

사제관, 피정의 집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다. 

     문의 054. 673. 4152 

척곡교회     

대한제국 탁지부 관리를 지낸 김종숙이 1907년 창립한 교회

로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ㅁ’자형 

교회이다. 일제 강점기에 교회 부지안에 명동서숙이라는 교육기

관을 세워 후진양성에도 힘을 썼던 곳이다.        

     문의 054. 672. 4769

약수관광지

봉화의 볼거리자연이 살아숨쉬는 고장,

충재박물관  
충재 권벌 선생의 종가와 유물각을 박물관으로 조성

하였다. 이곳에는 충재일기(보물 제261호)와 근사록

(보물 제262호)을 비롯하여 전적과 고문서, 서첩 

등 다수의 보물급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문의 054. 674-0963     

워낭소리 촬영지
평생 땅을 지켜온 농부 최노인과 30년을 부려온 

소가 들려주는 서정적인 워낭소리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영화 촬영지이다. 

상운면의 이 평범한 시골마을은 어쩌면 변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 속 

고향의 모습을 담고 있는것 같다.

오전약수탕

조선 성종때 보부상이 발견한 약수로 당시 

조선 팔도의 초정 약수대회에서 최고의 물

맛으로 인정받았다. 다량의 탄산성분으로 

톡쏘는 맛과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오전약수는 명성이 높아 찾는 이가 많다.     

     문의 054. 672. 6442 

다덕약수탕

36번 국도변에 위치한 탄산약수로 

위장병과 피부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변 지역은 닭백숙요리가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문의 054. 679. 6341

닭실마을

봉화읍 유곡리에 있는 닭실 마을은 안동권씨 집성촌으로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닭실(달실)’이라 일컬어지며, 경주의 양동, 안동의 

내앞·하회와 함께 3남의 4길지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누리전원생활센터
농사체험(호박, 감자, 고구마캐기, 우렁이농사체험), 목당발놀이 체험, 삼굿구이

체험, 풍란 도자기 화분만들기, 서각체험, 래프팅, 솔숲걷기(명상), 녹색농촌체험 

연계프로그램 현황, 지신밟기, 숲체험

문수골 가재체험마을
효소만들기(연중), 농사체험(연꽃,감자,고구마캐기), 가재잡이체험(가재체험관, 

6~9월), 풍물놀이 및 전통문화 체험(연중), 송이채취체험(9월경), 목공예체험(봉

화군 목재문화체험관 연계), 국궁체험(봉화군 국궁장 연계)

창마(오록)마을

물야면 오록 1리에 있다. 마을 안에는 노봉정사(蘆峰精舍)·장암정(藏庵亭)·

화수정사(花樹精舍) 등 많은 문화재와 고색창연한 한옥들이 즐비하여 조선시대 

양반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바래미마을

봉화읍 해저리에 있다. 만회고택(晩悔古宅)·영규헌(映奎軒)·단사정(丹砂亭)·

남호구택(南湖舊宅) 등 많은 문화재와 고색창연한 고택들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선비마을다운 기품을 보여준다. 

청량산비나리마을학교
농산물수확체험, 사과따기, 전통떡만들기, 사과고추장만들기, 래프팅, 자연미술

체험, 토종닭달걀줍기, 도자기만들기, 나무공작체험, 초롱등만들기

오전애 농촌체험마을
사과꽃따기 체험, 사과열매따기 체험, 사과조각 체험, 자생의학 체험

황전마을

350년을 이어온 의성김씨의 터전이다. 입향조는 송산 김흠으로 영양 남씨의 

집성촌인 이곳 마을에 꿩을 잡으러 왔다가 영양 남씨의 규수를 만나 결혼하고 

이곳에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봉화송이

태백산과 소백산의 기운을 받은 마사토에서 자라 

타 지역 송이보다 수분 함량이 적고 향이 우수하며 

보관성이 뛰어나다.

봉화사과

일교차가 심한 청정 고랭지역에서 재배되어 신선

도와 당도가 높아 북미와 동남아 등지에 수출되고 

있다.

봉화한약우

당귀, 천궁, 작약, 질경 등 약초와 산야초를 이용하

여 사육하고 있으며, 신선한 한우 고급육을 생산,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봉화고추

맑고 좋은 환경에서 재배되어 빛깔이 곱고, 과피가 

두꺼워 가루가 많이 나며 또한 감미가 뛰어나고 

저장성이 높다.

봉화닭실한과

기계화되지 않은 제작기법으로 멀리에서도 주문

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명절에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 있는 전통식품이다.

봉화수박

해발 400미터 준고랭지 노지에서 많은 양의 질 

좋은 퇴비를 사용하여 재배되며, 일교차가 커서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13%이상 유지된다. 

봉화호두
봉화잡곡

봉화토종대추
봉화산양삼

봉화산머루

※그 외 특산물 : 토마토, 복수박, 청정고냉지 딸기, 봉화블루베리, 봉화발효식품, 봉화선주, 산머루주, 봉화감자 등

봉화의 농·특산물청정자연이 낳은 봉화의 축제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 마을

봉화의 체험옛 선비의 숨결과 자연을 느껴보는

전통한옥체험 & 템플스테이

     문의  054. 672. 8630 / 010-9359-5178

     홈페이지  www.hannurimaeul.co.kr

     문의  054. 672. 1142 / 010-7558-8894

     주소 춘양면 서동길 21-19

     전화 054. 672. 3206

     주소 봉화읍 충재길 87-21      

     전화 054. 673. 0963

     주소 봉화읍 바래미길 21

     전화 054. 673. 2257

     주소 춘양면 서동길 19-18

     전화 054. 673. 5011

     주소 춘양면 낙천당길 45

     전화 054. 672. 6118

     주소 명호면 양지마을길 20

     전화 054. 672. 1007

     주소 봉화읍 바래미길 43

     전화 054. 673. 1112

     주소 물야면 계서당길 34-1

     전화 054. 673. 8670

     문의  054. 673. 1927 / 010-9373-1927

     홈페이지  http://binari.invil.org

     문의  010-8588-2171

     홈페이지  www.oja.kr

축서사

문수산 능선에 위치한 사찰로 673년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 

6.25때 대웅전과 요사채를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었고 보물로 

지정된 석불좌상부광배와 석등, 석탑 등이  남아있다. 

     문의 054. 672. 7579

쉬고, 비우고, 버리고... 축서사 템플스테이

축서사 템플스테이는 참선을 통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마음 치유의 장이다. 

홀가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예불참석, 마음공부,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준비되어 있다.

     문의 축서사 템플스테이 사무실 054. 673. 9962

     홈페이지 www.chooksersa.org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11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개원 예정이다.

기존 전시형 수목원 개념에서 

벗어난 대규모 산림생태를 

활용한 open-air형태를 도입

하여 식생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 조류, 수자원, 지질 등 모든 자연환경을 연구,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다.

권진사댁만산고택 토향고택남호구택

해헌고택추원재 계서종택성암재

봉화화훼

축서사 템플스테이는 참선을 통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 보고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마음 

치유의 장이다. 홀가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예불참석, 마음공부, 

108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준비되어 있다.

     주소 봉화읍 봉화로 941

     전화 010. 3959. 5519 

팔오헌종택

     주소 봉화읍 충재길 87-65

     전화 010. 8789. 4108 

문행당

     주소 봉화읍 바래미길 22

     전화 070. 7396. 9189 

소강고택

     주소 봉화읍 선돌안길 10

     전화 054. 672. 0034 

송석헌

     주소 봉화읍 바래미1길 51

     전화 054. 673. 7939

만회고택
쉬고, 비우고, 버리고... 

축서사 템플스테이

     주소 법전면 경체정길 18

     전화 054. 672. 4512 

기헌고택

매년 여름이면 수박향 가득한 은어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한바탕 축제를 벌인다. 은어낚시와 은어

잡기등의 체험행사 뿐 아니라 풍성한 먹거리와 이

색적인 행사들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 일시 : 매년 7월 말 ~ 8월 초   

● 장소 : 봉화읍 체육공원, 내성천 일원

봉화송이의 우수성과 청정봉화를 알리고자 

지난 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송이 

생산기간인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이다.

● 일시 : 매년 9월 말  ~ 10월 초

● 장소 : 봉화읍 체육공원, 관내 송이산 일원

농촌체험마을

     문의 축서사 템플스테이 사무실

            054. 673. 9962

     홈페이지 www.chooksersa.org

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