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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관광가이드북

성주를 두드리면, 즐거움이 열린다!

문화관광과 
054)930-8372~3

성주관광가이드북

성주를 두드리면, 즐거움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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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활짝 열어, 
성주 들어간다~♬

때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즐거움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답니다.

그러니 오늘 

성주,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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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_성주 

두드리면 들리는 성주의 목소리1. Knock
이제껏 알지 못한 숨겨진 즐거움을 알고 싶다면

성주를 따라오세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보여드릴게요:)

두드림_성주

#세종대왕자_태실 #세종대왕이_선택한_길지 

#한개마을 #옛담장_아우라

#성산동_고분군 #옛 성산가야의 터전

#성밖숲_맥문동 #보랏빛처럼_살며시 

#가야산_만물상 #4계절_내내_아름다움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역사와_신화를_한눈에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꽃처럼 #마음정화 #힐링 

#포천계곡 #모든_근심을_흘려보내 

#회연서원 #봄매화 #매화_엔딩

#성주호 #그대의_눈동자_같은_호수

#독용산성 #인생_산책길 #산성의_매력 

#독용산성자연휴양림 #휴양의_모든_것 

#무흘구곡 #한국의_무이구곡

인생 관광지



세종대왕자 태실 주변 관광지 탐방

관람시간  10: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신정, 설날과 추석 당일     문의  054-930-6773

위치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자태실로 616-12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생명문화공원&태실문화관(약 14.2Km)

CHECK LIST 태실문화관&생명문화공원

세종대왕자 태실 주변에는 생명문화의 뿌리인 장태문화의 기원을 포함한 태실문화의 모

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인 생명문화공원과 태실문화관이 조성되어 있습니

다. 이곳에서는 태실의 형태, 태실 조성 방식의 변화 양상, 조선 왕실의 출산 의례 등 태실

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워볼 수 있으며 생명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

니다.

위치 성주군 세종대왕자태실로 616-12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세종대왕자태실(약 14.1Km)

생명문화 뿌리내리다, 세종대왕자 태실

예로부터 태는 태아의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라 소중히 보관하였고 특히 왕실의 경우에는 국운과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하여 석실을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태실입니다.

월향면 인촌리 선석산(禪石山, 742.4m) 아래의 태봉(胎峰)정상에 소재하는 세종대왕자 태실에는 세종대왕의 19왕

자 중 큰 아들인 문종을 제외한 18왕자의 태실과 원손인 단종의 태실 등 모두 19기가 있으며, 세종 20년(1438)에서 

24년(1442) 사이에 조성되었습니다.

전체 19기 중 14기는 조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한 다섯 왕자의 태실은 방형의 

연엽대석(蓮葉臺石)을 제외한 나머지 석물은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세조 태실은 즉위한 이후 별도의 가봉비

(加封碑)를 태실비 앞에 세웠다고 합니다. 1977년에 태실을 정비하던 중 분청사기 인화문 뚜껑 2점(경북대학교박

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각 1점 소장), 분청사기 인화문 대접 1점(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납작바닥 항아리 1점(국립대

구박물관 소장), 지석(誌石) 3점(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등의 유물로 출토되었습니다.

세종대왕자 태실은 우리나라에서 왕자태실이 완전하게 군집을 이룬 유일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태실의 

초기 형태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는 점,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교체와 함께 왕실의 태실 조성방식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세종대왕이 선택한
최고의 길지,
태교 필수 여행지
세종대왕자 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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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스탬프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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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마을 주변 사찰 탐방

위치  성주군 월항면 대산1길 234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감응사(약 7.3km)

CHECK LIST 감응사

감응사는 설화로 유명합니다. 늦게 태어난 신라 애장왕의 왕자는 날 때부터 눈이 나빠 앞

을 볼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난 승려가 알려준 대로 이곳의 약수로 왕자의 눈을 

씻으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못한 애장왕은 그 터에 절을 짓고 감응

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감응사 뒤에는 물맛이 달고 차가운 약수가 솟아나고 있으

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위치 성주군 월항면 한개2길 8

특별 체험 프로그램   고택체험, 짚풀공예, 한과 만들기, 전통놀이

예약문의  054-933-4227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한개마을(약 5.2km)

돌담길 따라 흐르는 선비의 숨결과

세월의 흔적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전통한옥과 토석담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아름다운 민속

마을로서 6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성산이씨 집성촌

입니다. 응와 이원조, 한주 이진상 등의 큰 유학자와 한

계 이승희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을 배출한 곳으로 

명성이 높다고 해요. 한개라는 마을이름은 예전에 큰개

울이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고택들을 바라보며 돌담길을 걸으면 시간의 

여유로움과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어서 가보

자 구요:)

옛 담장의
아우라를 담다,
포토 명소 한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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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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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스탬프 투어·여행자 쉼터

한개마을 민속문화재

한주종택 
     도 민속문화재 제45호

하회댁 
     도 민속문화재 제176호

교리댁 
     도 민속문화재 제43호

월곡댁 
     도 민속문화재 제46호

진사댁 
     도 민속문화재 제124호

응와종택 
     도 민속문화재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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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동 고분군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69-10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동방사지 칠층석탑(약 1.2Km)

CHECK LIST 동방사지 칠층석탑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60호

절이 소유한 토지가 수십 리에 이르고 기거하는 승려가 수백 명에 이르는 대사찰이었다

고 전해지나 임진왜란 때 전소되어버린 동방사, 그 터를 지키고 있는 탑이 바로 동방사지 

칠층석탑입니다.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성주의 지기가 냇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는 지기탑, 동방사지 칠층석탑에서 길지 성주의 기운을 한껏 느껴보는 것

은 어떨까요.

위치 성주군 성주읍 성산4길 37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성산동 고분군(약 2.4Km)

역사는 언제나 현재진행형

우리의 관심도 언제나 현재진행형으로 해요

능선을 따라 크고 작은 고분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성산동 고

분군입니다. 이 고분군은 성산(星山)의 북사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성주지역 최대의 고분군으로 5~6세기 경 조성된 것으로 추

정됩니다. 현재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321기이나 

파괴되어 멸실되거나 봉토가 깎여나간 고분을 포함하면 그 수는 

수백 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사와 인물은 흐르는 시간 속에 흩어졌지만 출토된 많은 유물

들이 역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듯

합니다. 성주의 생활사(탄생-생활-죽음)의 문화에 대해 깊이 알

고 싶다면 능선 굽이굽이 역사가 흐르는 성산동 고분으로 오세

요:)

옛 성산가야의 터전인 
성산동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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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86호

성산동 고분군과 함께 즐기기 좋은 곳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예정)

성산동 고분군에서 발굴한 토기와 장신구, 

무기, 마구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분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언제 

어떻게 발굴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지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와이파이·장애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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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성밖숲길 30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우회도로 ▶ 성밖숲(약 0.7km)

500년 왕버들숲으로 떠나는 생태여행지로 오세요 

성주 경산리 이천변에 있는 성밖숲은 풍수지리사상에 

따라 읍성밖에 조성한 숲으로 수령 300~5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왕버들 52주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긴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왕버들나무는 신비롭고 기이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8, 9월이 되면 보랏빛 멋을 

풍기는 맥문동과 함께 더욱 깊고 향기로운 풍경을 연출

하여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 밖에도 지난 2017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

을 수상하였고, 2018, 2019년 대한민국 10대 생태테마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오는
성밖숲* 맥문동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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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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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와이파이·스탬프 투어·여행자 쉼터·장애인 이용 가능

성주 별고을길 탐방 전문해설사와 함께 타박타박 걸으며 체험하고 즐기는 역사문화탐방

1코스
성밖숲 쌍충사적비 심산기념관 성산관 성주역사테마파크

(예정)
청사도서관 봉산재

성주역사테마파크(예정)

만산댁, 배리댁배씨정성밖숲 별고을쉼터2 별고을쉼터1 동방사지칠층석탑 성주향교

2코스
성밖숲 쌍충사적비 심산기념관 성산관 청사도서관

봉산재요도(독산)관왕묘성밖숲 성주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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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약 23.4km)

천혜자연의 힐링쉼터와 

정견모주 신화가 있는 곳입니다. 

가야산은 예로부터 조선팔경, 한국 12대 명산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변화무쌍한 산세에 검붉은 기암절벽이 하

늘을 찌르는 장쾌한 광경이 펼쳐지는 명산입니다. 가야

산 만물상은 가야산 여신 정견모주의 전설과 바위들이 

만 가지 형상을 이뤄 만물상이라 불리는 곳으로 2010년

까지 약 4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사람들의 발

길이 닿지 않아 원시 그대로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

어 금강산의 만물상에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가야산의 천혜 자원으로 꼽히고 있어요. 또한 가야문화

권의 역사와 신화, 문화와 생태, 다양한 VR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신화테마관이 있습니다.

사계절, 
만물의 아름다움,
가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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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제9호

두
드

림
_성

주
#인

생
_관

광
지

가야산 선비산수길 수려한 경관의 성주호와 독용산성을 둘러볼 수 있는 성주호 둘레길(1코스), 가야산 자락의 숲길로 탐방구간에

마수폭포와 가야산생태탐방원을 볼 수 있는 가야산 에움길(2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마수폭포

3

상선불마을

4

청휘당가야산생태탐방원

가야산 에움길 l 11.3km2코스가야산 둘레길 l 23.9km1코스

독용산성 길

성주호 길

국토(59호)

1 가천삼거리

2 창천 제1교

3 강정교

4 성주댐

5 아라월드

6 영모재

7 광암교

 (금수문화공원)

8 백운정

9 목교, 소공원

10 미륵사

11 신성리마을

12 성호정

13 쉼터

14 금봉리숲

15 성주호 전망대

16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17 독용산성 동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17

성주호

남부내륙 산간지역에 위치한 명산으로 1972년 국립

공원 제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야산은 예부터 해

동(海東)의 10승지 또는 조선 팔경의 하나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공원 면적은 76.256K㎡이며 가야산에

는 회장암으로 이뤄진 산악경관과 화강암으로 이뤄

진 하천경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야산 2배로 즐기기

가야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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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사신화테마관

② 상아덤마당

③ 정견모주 길

④ 군민화합공원

⑤ 어린이놀이터

⑥ 야생화식물원

알아보기

동화적인 신화와 신비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성한 가야산 일대를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산신, 성스러운 정견모주가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가

야산역사신화테마관입니다.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은 가야산에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적인 신화와 

가야만이 가지고 있었던 신비하고 소중한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이지요. 

재해로 인한 흉년과 가난, 다른 부족의 침략 등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정견모주

는 천신인 이비가지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마음에 탄복한 천신은 정견모주와 혼인을 하였는데 그

때 아름다운 오색구름이 피어올랐다고 해요.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오색구름 같은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가 아닌 마음에 가

야산의 신화와 역사가 깊이 새겨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 또한 평소에 깊이 품어왔던 소

원을 빌 수 있는 정견모주 산신제도 있으니 잊지 말고 소원 하나 놓고 가세요:)

가야산의 역사와
신화를 한눈에,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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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	

관람시간	 10:00~17:00 (16시 30분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신정, 설날과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체험 	 비누 만들기

문의 	 054-930-8484

홈페이지 www.sj.go.kr/gayah-m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약 23.4km)

두
드

림
_성

주
#인

생
_관

광
지

와이파이·스탬프 투어·여행자 쉼터·장애인 이용 가능

정견모주 길

위치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가야산역사신화공원(약 24Km)

국립공원 가야산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진주’라 표현해도 손색없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가야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의 이름을 가져왔듯이, 어릴 적 읽었던 신화에서 만난 

신비로움을 간직한 길을 직접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서늘하고 쾌적한 그늘이 한참 계속되는 숲길에서 느끼는 청량함과 졸졸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 역시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달래줍니다. 생명의 기운이 넘실대는 길을 따라 숲

속 곳곳에 위치한 정자와 포토존에서 추억을 쌓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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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성주 가야산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볼거리는 바로 이곳에서!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은 성주군에서 조성한 국내 최초의 

군립식물원으로 야생화를 주제로 하는 전문식물원입니

다. 총 660여 종의 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하여 야생화 자

원보전과 자연학습, 학술연구발전 및 가야산 자생식물

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야생화 문화공간이라고 해요. 

전시관에는 야생화와 나무이야기, 황조롱이의 생태, 열

두 달 식물이야기와 주요 야생화 및 사계가 전시되어 있

으며, 야외전시원은 야생화학습원, 관목원, 국화원, 숙근

초원, 가야산자생식물원 5가지 테마로 구성되고, 온실에

는 난대성 기후에서 자생하는 문주란, 생달나무, 새우난

초 등 117종 8천여 본의 나무와 야생화들로 꾸며져 있어

요. 야생화 꽃차 시음 및 판매도 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체험해보길 바라요~!

마음이 꽃처럼 정화되는,
사계절 힐링명소
가야산야생화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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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49	

관람시간	 10: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신정, 설날과 추석 당일

문의 	 054-931-1264

홈페이지 www.sj.go.kr/gayasan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가야산야생화식물원(약 23.3km)

꽃범의꼬리

백당나무

두
드

림
_성

주
#인

생
_관

광
지

식물원 안내

전시관

야외전시원어린이놀이터

온실

와이파이·스탬프 투어·장애인 이용 가능

CHECK LIST 국립공원공단 가야산생태탐방원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주변 관광지 탐방

위치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봉양로 1길 313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국립공원공단 가야산생태탐방원(약 19km)

가야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 생태체험의 전문기관으로서 도시에서 벗어나 평소에는 경

험하기 힘든 자연 속에서의 생태적 체험을 통해 일상의 에너지를 채우고 영감을 얻는 장

소입니다. ‘여유와 휴식’, ‘탐험과 발견’을 테마로 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탐방

원을 찾는 고객 누구나가 국립공원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휴

식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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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계곡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가천면 신계2길 38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만귀정(약 23km)

CHECK LIST 만귀정 

〈포천구곡〉이란 시로 포천계곡에게 이름을 선물한 응와 이원조 선생은 포천계곡 상류

에 있는 폭포 옆에 정자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만귀정입니다. 만년에 이르러 비로소 

수양과 강학에 전념하게 된 선생의 마음을 떠올리며, 규모는 작지만 세찬 기운으로 떨어

져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폭포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치 성주군 가천면 화죽리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포천계곡(약 14.2km)

근심을 씻어내는 세찬 기운의 폭포수,

포천계곡입니다! 

가야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드는 계곡으로 본래의 이름은 '옥계

(玉溪)'입니다. 가야산의 북쪽으로는 갈골, 독산과 마수리, 용사리 등에

서 작은 계곡들이 시작되어 아랫대실에서 모인 후 다시 대가천으로 흘러

듭니다. 원래의 이름처럼 옥처럼 맑은 물로 유명하며, '포천계곡'이라는 

이름은 근년에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연유는 조선후기 성리학자인 응

와 이원조 선생이 지은 '포천구곡(布川九曲)'이라는 시명(詩名)에서 유

래하게 되었습니다. 포천계곡의 상류쪽 지류로 올라가면 힘찬 물살이 내

달리는 계곡들을 볼 수 있는데, 포천계곡이란 이름도 이 계곡물이 거품

을 일으키며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베를 넓게 펼쳐진 듯한 것에서 붙인 

이름이라 하네요. 물이 맑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힘찬 가야산 

전경과 어우러져 옛 성주 선비들이 심신과 학문을 도야하는 장으로 삼았

던 곳이기도 합니다. 포천계곡의 상류 중 하나인 신계리 쪽으로 가면 조

선 후기의 성리학자 이원조 선생이 세운 만귀정이라는 정자와 그 옆에는 

규모는 작지만 세찬 기운으로 떨어지는 폭포수가 있어 마음까지 서늘하

게 하죠. 마수리 쪽으로 가면 5개의 폭포가 있어 경치가 빼어나며, 길이

만 약 7㎞에 이어지는 포천계곡은 우거진 숲과 어울려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답니다.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계곡 중의 계곡,
포천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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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드

림
_성

주
#인

생
_관

광
지

가야산 북쪽에서 법전리로 흘러내리는 죽

전폭포는 8~9m 높이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

이 찾는 장소로, 폭포수가 10여m의 절벽사

이를 뚫고 나와 약 4m의 높이에서 시원스

럽게 쏟아지고 건너편에는 20여 명이 비를 

피할 정도의 동굴이 형성되어 있으며, 절벽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처마처럼 나와 있습

니다.

포천계곡과 함께 즐기기 좋은 곳

죽전폭포(마수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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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동강한강로 9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회연서원(약 14.3km)

푸르른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품은 회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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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1호

두
드

림
_성

주
#인

생
_관

광
지

선현의 숨결과 고즈넉한 멋스러움을 느껴보세요 

이 서원은 조선 선조 때의 대유학자이며 문신인 한강 정구(寒岡	鄭逑, 1543∼1620)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지방민의 유학교육을 위하여 그의 사후인 인조 5년(1627) 제자들이 뜻을 모아 세운 서원입니다.

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선조 16년(1583)에 정구가 회연초당(檜淵草當)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던 곳인데, 숙

종 16년(1690) 현판·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국가로부터 서원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액서원이 되

었습니다. 고종 5년(1868)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70년대에 복원하였으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서원의 주향(主享)인 한강 정구는 외증조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의 도학을 전수

하고, 그 기반 위에 퇴계학과 남명학을 통합하여 새로운 학통을 세워 실학의 연원을 확립하였습니다.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경서, 병학, 의학, 역사, 천문, 풍수지리 등 모든 학문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예학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소 관직에 뜻을 두지 않

았으나, 국가의 부름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 관직에 나아갈 경우에는 

주로 외직을 맡아 선정을 베풀었으며, 내직으로 우승지, 공조참판, 대사

헌 등을 역임하였고 사후엔 문목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영의정에 추증되

었습니다. 경내의 건물로는 구(舊)사당, 강당, 동·서재, 신(新)사당, 전사

청(典祀廳), 현도루(見道樓) 등이 있으며, 정구가 직접 조성한 서원 앞뜰

의 백매원에는 신도비가 서 있으며, 그 밖에 한강 정구와 관련된 유물·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유물 전시관과 향현사(鄕賢祠), 관리사가 있습니

다. 사당에는 한강 정구를 주향(主享), 석담 이윤우(石潭	李潤雨)를 종향

(從享)으로 모시고, 향현사에는 한강 정구와 동년배로서 지역민들의 존

경을 받았던 인물들의 위판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회연서원과 함께 즐기기 좋은 세 곳

한강 정구 선생이 노래한 시와 함께 봉비암, 한강대를 즐겨보세요.

한강대 무흘구곡 제2곡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둘째 굽이라 미녀가 봉우리로 화하여

봄꽃으로 가을 단풍 단장을 고이 하니

저 옛날 초나라의 굴원이 알았다면

한 편의 이소경을 또 지어 보탰으리

성주 수성리 중매댁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86호

성주군 수륜면 한강길 29 

봉비암 무흘구곡 제1곡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첫째 굽이라 여울가 낚시 배가 두둥실

석양빛 강물 위에 낚시줄이 얼기설기

자질구레 인간 잡념 까마득히 잊고서

내 안개속에 노질함을 그 누가 안단말고 회연서원

대가천

와이파이·스탬프 투어

寒岡 鄭逑

한강 정구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영남학계를 대표

하는 학자 중 한 사람.

정구의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岡),

시호는 문목(文穆), 본관은 청주, 출신은 성주

1543년 성주의 사월리(유촌)에서 아버지 

사중과 어머니 성주 이씨 사이에서 3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남.

나지막한 돌담과 예쁜 매화나무    반갑게 맞이 하는 회연서원의 봄~

중종 38년(1543)~광해군 12년(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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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용산성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가천면 금봉1길 67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금봉리 ▶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약 15.7km)

CHECK LIST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금봉리 마을 산 중턱 전각에 모셔져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진리의 세계를 두루 통

솔한다는 의미의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불상입니다. 대좌의 모양과 문양 표현기법을 보

아 대구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양식을 이어받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보물 제1121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통일신라 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불상이랍니다.

위치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산42-1 일원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독용산성(약 20.4km)

인생 산성에게 이끌리는 시간이어요  

강도 높은 산행이 두렵다면 완만하고 호젓한 독용산 산

길을 걸으며 호흡과 걸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쩐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은 산길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매력적인 산성이 주인공처럼 나타나는데요, 바로 

독용산성입니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105호로 지정된 독

용산성은 물이 풍부하고 활용 공간이 넓어 장기 전투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산성입니다.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주변 계곡 일대를 돌아가며 돌벽을 쌓아 완성된 포곡식 

산성이지요. 찬란한 햇빛을 묵묵히 받아내며 나를 지켜

주는 듯한 듬직한 모습을 보면 인생 산성이라는 것을 인

정하게 된답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해 눈이 조금 일찍 떠졌다면 일출 명소

로도 유명한 독용산성으로 가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축

복하는 아름다운 일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영남에서
가장 큰 산성
독용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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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념물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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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용산성자연휴양림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금수면 사더래길 118-58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영모재(약 17.5km)

CHECK LIST 영모재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81호

조선 명조(1545~1567)시기의 인물 한춘부와 그의 손자 한두남을 기리기 위해 1925년에 

건립한 영모재는 성주댐 건설로 인해 현재의 장소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현의 

학덕과 덕행의 추모 장소이자 정신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닌 영모재는 

건축학적인 융통성과 원활성, 독립성을 지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랍

니다.

위치 성주군 금수면 사더래길 144

휴양림 숙박시설 예약   www.sj.go.kr/dokyong

문의  054-930-8401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독용산성자연휴양림(약 17.7km)

상상 그 이상의 휴양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력적인 인생 산성 독용산성과 맑고 투명한 눈동자처럼 수려한 

성주호 사이에 위치한 독용산성자연휴양림. 위치 덕분에 산림 

휴양과 수상 레포츠를 동시에 즐기기에 딱 알맞은 곳,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에서는 상상 그 이상으로 즐거운 휴양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답니다. 

테라스에서 즐기는 성주호와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누구라

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야외 공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물놀이장 등 휴양의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주변의 산책로를 걸으며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도 있어요. 매일 반

복되는 업무와 지루한 일상, 미세먼지와 답답한 공기 속에서 보

내는 도시생활에 지쳤다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독용산

성자연휴양림에서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충

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휴양의
모든 것이 여기에,
독용산성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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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용산성자연휴양림과 함께 즐기기 좋은 곳

성주호와 독용산성의 수려한 경관을 탐방

할 수 있는 1코스 성주호 둘레길과, 탐방구

간에 마수폭포와 가야산 생태탐방원이 자

리한 가야산자락의 숲길을 걷는 2코스 가

야산 에움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야산 선비산수길(성주호 둘레길)

성주호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공간

이 운영 중에 있으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이 운영되고 있어 전망 좋은 곳에서 이제는 

체류형 관광지로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성주호

성주호 수면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상 

레저 프로그램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국

내 최초 수상레저 테마파크 아라월드! 아이

들을 위한 펀펀존도 따로 마련되어있어 어

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답니다. 

아라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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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호 주변 관광지 탐방

위치  성주군 금수면 사더래길 116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아라월드(약 17.4km)

CHECK LIST 아라월드

성주호 수면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상 레저 프로그램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수상레저 테마파크 아라월드! 아이들을 위한 펀펀존도 따로 마련되어있어 어른, 아

이 할 것 없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답니다. 

위치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성주호(약 17.4km)

짙푸른 호수의 매력에 한없이 빠져들어 볼까요?  

20년이 넘게 성주와 고령 농업인들의 젖줄이 되어준 성

주호는 마음까지 넉넉해질 정도로 짙푸른 물방울들을 

가득 품고 있는 신비로운 호수랍니다. 성주호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사람의 맑고 투명한 눈동

자가 떠오르지요. 잔잔한 수면 위에는 저수지를 위해 터

를 내주어야 했던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망향공원에 가면 고향을 잃은 마음들이 하

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성주호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어디론가 무

작정 떠나고 싶을 때 깊은 눈동자 같은 호수가 제일 먼

저 떠오른다면 이곳으로 달려와도 좋아요. 모든 것을 훌

훌 던져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을 때에도 성주호 

둘레길이 기다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 떼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벚꽃길 아름다운,
맑은 눈동자 같은
성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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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금수면 영천리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가천면 창천버스정류장 ▶ 회연서원 ▶ 봉비암 ▶ 

 한강대 ▶ 배바위 ▶ 선바위

한국의 무이구곡,
무흘구곡

K
N
O

C
K
 13

두
드

림
_성

주
#인

생
_관

광
지

수백 년전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한

비경의 품격을 두 눈에 담아볼까요?  

수륜면에 있는 회연서원 뒤 암벽인 봉비암에서 시작되는 무흘구곡은 대가천의 맑은 물, 기암괴석과 수목이 절경

을 이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제자로 조선시대 

성주가 낳은 대유학자인 한강 정구(1543~1620) 선생이 대가천 계곡의 절경을 노래한 시(詩)로 인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천의 수도산에서 발원해 성주댐을 거쳐 대가천으로 이어지는 무흘구곡은 1곡부터 4곡이 성주에 위

치하고 있습니다. 1곡은 봉황이 나는 모양이라는 봉비암으로 높은 바위 절벽과 양정소의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루

고 있으며, 2곡은 한강 정구가 미인이 봉우리로 변했다고 하여 칭찬한 한강대, 3곡은 대가천을 오르내리는 배를 

묶어뒀다는 배바위(무학정), 4곡은 100자가 넘는 바위가 꼿꼿이 서 있는 선바위입니다. 5곡부터 9곡까지는 김천

시 증산면에 있는데, 5곡은 사람마다 인연을 맺는다는 사인암이며, 6곡은 옥색같은 맑은 물이 물굽이를 이루는 

곳이라는 옥류동, 7곡은 달이 가득찬 연못이었다는 만월담, 8곡은 엎드린 용을 닮았다는 와룡암, 9곡은 용이 승

천했다는 용추폭포입니다. 실제로 보는 무흘구곡은 기암괴석으로 인한 절경과 시원한 대가천이 어우러져 여름

철 휴가지로 유명합니다. 

1

제1곡 봉비암

2

제2곡 한강대

3

제3곡 배바위(무학정)

4

제4곡 선바위

성주호

독용산성

포천계곡
성주군

김천시

5

제5곡 사인암

성주에서 즐기는 무흘구곡

봉비암

한강대

배바위(무학정)

선바위

봉황이 비상하는 모습을 지녔다하여 이름지어진 

봉비암

깎아지른듯한 절벽 아래 대가천 맑은 물이 푸른 

소(沼)를 이루어 절경을 자랑하는 한강대

생김새가 배처럼 생겨 배바위라고도 하고, 검은 

학이 맴돌다 날아갔다 하여 무학이라고도 해요.

바위가 서 있다 하여 명명한 것으로 무흘동천의 

문주(問柱) 역할을 하는 바위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

제1곡

제2곡

제3곡

제4곡

제1곡

제3곡

제2곡

제4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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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_성주 #히든_명소 #예술 #체험

문을 열자 쏟아지는 숨겨진 즐거움2. Open
성주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성주에게 푹 빠져들 시간! 

지금부터 본격적인 매력이 시작된답니다:)

열림_성주

#성주생활문화센터 #예술_감각_뿜뿜

#사우당종택_고택체험 #한옥의_깊은_여백

#청휘당 #도은_이숭인_선생

#아소재_한옥체험 #느림 #비움 #가벼움

#심원사_템플스테이 #마음_꽃을_피우다

#자비선사_템플스테이 #자비를_알고_싶은가

#아라월드 #성주호_수상_액티비티 #테마파크

#추억박물관 #추억을_그대_품 안에       

#애지리_문화농원 #농장에_대한_향수 

#가나안_농장 #이제부터_체험을_시작해볼까 

#가야산녹색체험마을 #청정 자연 #농촌 체험

히든 명소



성주생활문화센터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벽진면 성주로 2495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월회당(약 7.4Km)

CHECK LIST 월회당 경상북도 기념물 제48호

월회당은 조선 중종 때의 학자 원정 여희림 선생이 제자들에게 여씨향약을 가르치고, 이

를 시행하기 위한 강회소로 창건한 건물입니다. 월회당이란 이름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

도 모여 향약강회를 가져야 된다’는 훈계조로 만든 ‘월일강회’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으로, 

여희림 선생은 가르침을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강회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위치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1903 

프로그램 회화, 도예, 풍물,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체험활동

소개 및 안내  www.artgeumsu.or.kr

문의 054-931-5346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성주생활문화센터(약 12.5Km)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술 감각 뿜뿜

금수문화예술마을이 성주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단장

하면서 숨겨진 예술 감각을 뿜뿜하게 만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놓았습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스

튜디오이자 주민들에게는 문화 체험공간인 성주생활문

화센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체험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어, 어떤 체험을 하

게 될까 하는 호기심과 설레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마음

을 잡아끄는 공간들과 알찬 프로그램이 발걸음을 재촉

하게 만들지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체험을 발표하는 아이

들의 모습을 보면 절로 엄마미소가 지어지면서, 어디 한

번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샘솟아요. 서로 끈끈하게 협

동하는 체험을 통해 깊은 우정을 키우는 곳, 피카소가 울

고 갈만한 숨겨진 예술적 본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

음껏 발산할 수 있는 성주생활문화센터에서 제대로 즐

겨볼까요:)

숨겨진 예술 감각아
솟아나라,
성주생활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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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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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당종택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수륜면 오천길 85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사창서당(약 22.4km)

CHECK LIST 사창서당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00호

사창서당은 정조 20년(1796)에 건립된 서당입니다. 사창이라는 이름은 서당이 있던 마을

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본래 서당이 있던 자리는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한강 정구 선생이 학문을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제자의 후손들이 정구 선생의 뜻

을 기리기 위해 퇴락되고 유허만 남아 있던 자리에 사창서당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한옥의
깊은 여백을 느끼다,
사우당종택 고택체험

O
P
E
N
 2

위치 성주군 수륜면 수륜길 54-4 

주요 프로그램  한옥체험, 예절체험, 다도체험, 농촌마을체험 등

안내 및 예약  sawoo.modoo.at

문의 054-932-3636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사우당종택(약 20.5km)

전통과 예가 살아있는 윤동마을에서

조상님들의 삶을 배워볼까요?

사우당은 조선 개국공신 김용초 선생을 모시는 종택으

로, 의성 김씨의 집성촌인 윤동마을 안에 자리하고 있습

니다. 지극한 정성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을 지키는 사

람들이 있어 더욱 빛이 나는 아름다운 고택이지요. 사우

당이라는 이름은 윤동마을에 입향한 조선 중종조의 학

자인 김관석 선생의 호를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윤동마을에서는 한적한 시골길 어귀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고택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먹색 기와의 곡선

이 너울너울 이어진 돌담을 따라 느릿느릿 걷다 보면 어

렵지 않게 사우당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조심히 마당을 

들여다보면 아늑하고 정겨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디

를 둘러보든지 배울거리와 놀거리로 가득하지요. 곳곳

마다 정성이 묻어나고, 오고 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

지 않는 사우당에서 고택의 깊은 여백을 느껴보세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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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든

_명
소

  #예
술

  #체
험

사우당 독채 미리보기

사우당 독채 
시가 저절로 읊어지는

운치 있는 곳

     매화실, 난초실

주선당 독채 
뿌리 깊은 소나무가

반겨주는 곳

     국화실, 죽노실

예절관 독채 
윤기 나는 고운 다기가

모여 있는 곳

     온돌, 다기

체험관 독채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본관

     윤동 녹색농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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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휘당 특별 프로그램 탐구

한옥 숙박체험  경내 동재(거경재), 서재(명의재)

예약 및 안내  www.sj.go.kr/cheonghwidang

CHECK LIST 청휘당 한옥 숙박체험

청휘당에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휴식처에서 기대 이상의 품격과 추억을 만

들어 갈 수 있는 한옥 숙박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창사업을 통해 면모를 일신한 청

휘당은 자연환경과 고풍스러운 한옥이 어우러지게 조성되었으며, 고풍스러운 한옥과 각

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치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28-6

관람시간  9:00~18:00 (매주 월요일, 명절 당일 휴관)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청휘당(약 17.8km)

문의 054-933-8898

도은 선생의 절의를 느껴보세요

청휘당은 고려 말기 학자인 도은 이숭인 선생의 유허지

로, 선생의 충절을 재조명하고, 그 뜻을 계승할 수 있는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전통·체

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휘당을 창건한 도은 이숭인 선생(1347~1392)은 불사

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킨 충신이자, 외교문서 작성

에 능하여 중국에서도 높은 명성을 얻은 문장가였으며, 

성리학의 정착에 노력한 학자로서 고려 말 절의를 지킨 

세 학자를 일컬어 붙인 ‘삼은(三隱)’의 한 분으로 널리 알

려져 있습니다. 선생은 유배되어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학

문연구와 시문(詩文) 창작에 몰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

향 후학들에 대한 강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

다.

도은 이숭인 선생의
충절을 배우다,
청휘당

O
P
E
N
 3

1

2

3

4

5

6 7
8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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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든

_명
소

  #예
술

  #체
험

청휘당 공원배치도 

➊ 신도비각

➋ 관물루

➌ 명의재(서재)

➍ 거경재(동재)

➎ 청휘당

➏ 문충사

➐ 전사청

➑ 도은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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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살리는 옛집으로의 여행을 떠나요 

가야산 자락에는 ‘나를 소생시키는 집’이라는 뜻의 아소

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판을 따라 들어서면 나무그

늘길이라는 이름처럼 그늘이 무성하고 조용한 길이 나

타나지요. 삶에 치여 심폐소생술 같은 휴식이 필요해 이

곳을 찾은 사람들이 느림과 비움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나무그늘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다 보면 아소

재의 잔디 마당과 한옥을 만나게 됩니다. 

아소재에는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과 맞닿은 나무와 구

름을 바라보면서 음악과 책을 즐길 수 있는 북 카페인 

본채와, 손님이 묵는 공간인 아래채가 있습니다. 또한 아

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선물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

지요. 모든 걸 비우기 좋은 느림의 시간을 선물하는 아소

재에서 점점 가벼워지는 몸과 마음을 경험해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림과 비움의 시간,
아소재 한옥체험

O
P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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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842-1

주요 프로그램  한옥체험, 한복체험, 한식체험, 한지체험 등

안내 및 예약  asojae.com

문의 054-931-7970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아소재(약 17.4km)

열
림

_성
주

#히
든

_명
소

  #예
술

  #체
험

아소재 주변 문화재 탐방

조선 선조 때의 대유학자이며 문신인 한강 정구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지

방민의 유학교육을 위하여 강학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세운 서원입니다. 

서원 뒤쪽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대가천의 맑은 물과 기암괴석과 수목이 절경을 

이루는 무흘구곡 제1곡인 봉비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봉비암에 올라 대가천의 물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유유자적 흐르는 대가천의 물을 보면

서 옛 선현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광무 7년(1903)에 현 소유자의 조부인 정재철이 건립한 가

옥입니다. 창건 시에 안채·사랑채·대문채를 건립하였고, 

1911년 고방채, 1915년에 안대문채 순으로 건물을 추가로 

건립하였습니다. 가옥의 이름을 중매댁이라고 명명한 것은 

현 소유자의 조모가 칠곡 매원의 중매마을에서 시집온 데서 

연유합니다.

성주 수성리 중매댁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86호 회연서원과 봉비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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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원사 경내 문화재 탐방

CHECK LIST 길흉축월횡간 고려목판* 

길흉축월횡간 고려목판은 고려 고종 6년(1219)에 부석사에서 판각한 것으로 판각 장소와 연대가 분명한 가장 빠른 시기의 책판입

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날짜에 따라 정해진 길흉이 있다고 보는 성명학(운명학) 및 오행사상에 따라, 사안 별로 길일과 

흉일을 월별로 나누어 기록하였습니다. 보물 제1647호*로 지정된 길흉축월횡간 고려목판은

13세기 초의 불교학, 서지학 및 민속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단풍에 물드는 마음,

푹~ 쉬다 가세요

심원사는 신라 때 창건된 사찰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

진 사찰입니다. 최근 심원사는 대웅전, 관음전, 문수전 

등 전각 10동을 건립하며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

다. 또한 부담 없이 푹 쉬다 갈 수 있는 심원사만의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로 가득 채워진 머리

와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답니다. 

경내에는 길흉축월횡간 고려목판, 『백전기법』, 삼층

석탑, 석조유물 등의 다수의 문화재가 있어, 여유롭게 둘

러보며 눈과 마음에 심원사를 담을 수도 있답니다. 토끼

처럼 앞만 보며 무작정 달려왔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어쩌면, 승패 따위엔 연연하지 않는, 걸음을 멈

추고 그저 미소 지을 뿐인 거북이의 여유로움이 아닐까

요. 느릿느릿한 거북이마저 푹 쉬어가는 심원사에서 말

없이 깊은 향기를 내뿜는 마음 꽃을 피워보세요:)

마음 꽃을 피우다,
심원사 템플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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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17-56 

주요 프로그램  타종 및 108배, 연등 만들기, 차담, 발우공양 등

템플스테이 안내  www.simwonsa.com

프로그램 예약  www.templestay.com 

문의 054-931-6886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심원사(약 23.9km)

열
림

_성
주

#히
든

_명
소

  #예
술

  #체
험

42 43



자비선사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852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보월리 삼층석탑(약 20km)

CHECK LIST 성주 보월동 삼층석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9호

보월동 삼층석탑은 1979년 복원되었으며, 복원 당시 틈이 벌어지고 모서리가 깨진 석탑

의 기단 부분만 본 자리에 있었고, 그 밖의 부분은 주변 농지와 사방에 흩어져 있어 이것

들을 모아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제된 규격, 단조로운 꾸밈 양식과 조각 기

법 등으로 미루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자비로움,

몸과 마음을 키우는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곳이 있

는데요, 그곳은 바로 사랑과 연민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키워나가는 자비선사랍니다. 자비선사 템플스테이의 대

표 프로그램인 자비선 명상은, 복잡하고 긴장된 사회생

활로 몸과 마음이 불편해진 현대인들에게 문제의 원인

을 직관하게 만들어주고, 스스로에게 갖춰진 따뜻한 자

비심과 진리를 마주 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수행 프로그램이지요. 

명상을 통해 마음속에 배양된 자비심이 성냄과 이기심

을 없애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답니다. 그로 인해 나 자

신을 사랑하는 법,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

며,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통 자비로 가득한 자비선사에서, 삶에 

치여 외면하기만 했던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자

비여행을 떠나보아요:)

자비의 마음을
나누다,
자비선사 템플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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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계정길 208 

주요 프로그램  걷기명상, 좌선명상, 차명상, 감정조절명상 등

템플스테이 안내  www.jabisun.org

프로그램 예약  www.templestay.com 

문의 054-931-8874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자비선사(약 24.1km)

열
림

_성
주

#히
든

_명
소

  #예
술

  #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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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월드 주변 관광지 탐방

위치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47번지 일원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약 24.5km)

CHECK LIST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청정자연 성주군의 새로운 힐링 복합 문화공간,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은 독용산과 성주댐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천혜의 청정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성주군의 보고입니

다. 야영장 인근에는 댐 순환 일주 도로와 산책로, 독용산성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하

고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에서 연인,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별을 세며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가보는 건 어떨까요?

위치 성주군 금수면 사더래길 116

아라월드 이용 안내 및 숙박시설 예약   araworld.kr

문의  054-933-0014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아라월드(약 17.4km)

더위 따윈 한방에 날려버리세요!   

휴가철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국내 최초 수상

레저 테마파크 아라월드! 

아라월드에서는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시, 플

라이와일드, 땅콩보트, 디스코팡팡, 디스코보트 등의 다

양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수상 자전거와 투명 

카누, 익스트림 보트 등 성주호 수면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상 레저 프로그램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수상 놀이터 펀펀존이 따로 마련

되어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즐거운 휴

가를 보낼 수가 있답니다. 

놀다 지쳐 휴식이 필요하다면 그늘막 아래에서 잠시 쉬

어가도 좋아요.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

와 스트레스를 무찌르는 사람들의 강력한 환호소리로 

무더위 따윈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성주호 물결 위
수상 액티비티,
테마파크 아라월드

두
드

림
_성

주
#인

생
_관

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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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박물관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대가면 칠봉2길 50-4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심산 김창숙 생가(약 6.9Km)

CHECK LIST 심산 김창숙 생가 경상북도 기념물 제83호

추억박물관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목에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애국계몽운동

에 매진하였고, 일제강점기 에도 유림으로서 독립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던 심산 김창숙 

선생의 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억여행을 떠나기 전, 갖은 옥고를 당하면서도 우리

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민족 지도자 김창숙 선생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치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1718-1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추억박물관(약 10.6Km)

추억속에서 추억을 만드세요

추억박물관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1990년대의 추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아련한 옛 기억들을 소

환해내는 다양한 전시품들이 어느새 부쩍 커버린 어른

들과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놓고 있

지요. 

어릴 적 살았던 익숙한 동네, 다방, 술집, 구멍가게, 전자

가게를 스쳐 지나면, 동물과 함께 어울려 놀았던 순수했

던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동물농장이 나타납니다. 동

물 친구와 아쉽게 헤어지고 난 뒤, 비밀공간 같은 대나무

숲과 연못가를 거닐다 보면 어릴 적 내가 나와 함께 걷

고 있는 기분이 들지요. 이제는 사라져 찾아보기 어려운 

비디오, 만화책들과 여전히 좋은 문구점, 추억극장 등이 

옛 기억을 소환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킨답니다. 언제 가

도 즐거운 기억이 솟아나는 추억박물관에, 또 다른 추억 

하나 만들고 가세요:)

빛나는 추억을
그대 품 안에,
추억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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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지리 문화농원 가는 길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478-2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해동청풍비(약 7.2km)

CHECK LIST 해동청풍비 경상북도 기념물 제82호

해동청풍비는 일제의 잔혹한 위협과 집요한 회유에도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절의를 

지키다 순절한 장기석 의사를 기리기 위하여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세운 기념비입니다. 

1937년 일제 식민지 경찰이 파괴하여 개천에 버린 것을 광복 후 1946년에 수습하여 

김창숙의 글과 김구의 글씨를 새겨 재건한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의열 문화유

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에서 배우고

함께 살아갑니다

애지리문화농원은 농촌과 자연 속에서 탐구하는 창의적 

학습과 스스로 호기심을 갖는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고, 

자립심을 통한 올바른 인성교육을 추구하여, 농촌진흥

청으로부터 농촌교육농장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삶

에 대한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것

도 해치지 않고 모든 것을 보듬으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

을 가꿔나가는 대자연이 아닐까요. 

애지리문화농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묻어

두기만 했던 농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풍경을 경험

할 수 있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가는 손때 

묻은 농경 생활물품들을 만날 수 있고, 책에서만 보던 할

미꽃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화가 기다리는 온실 속에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농촌의 일상에 스며들어 볼 수

도 있습니다. 자연의 힘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애지리

문화농원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농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다,
애지리문화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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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금수면 어은1길 32-30

주요 프로그램  농장 견학, 박물관 견학, 농촌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안내 aejiri.tistory.com

문의 054-932-4447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성주애지리문화농원(약 13.2km)

열
림

_성
주

#히
든

_명
소

  #예
술

  #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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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농장 가는 길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산32-1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동강 김우옹 신도비(약 9.3km)

CHECK LIST 동강 김우옹 신도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0호

동강 김우옹 신도비는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인 남명 조식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의 문하

에 출입하며 정통 성리학의 맥을 이어 받은 동강 김우옹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

하여 경종 3년(1723)에 건립된 신도비입니다. 동강 김우옹 선생은 한강 정구 선생과 함께 

성주권의 양강(한강·동강)으로서 정치적·학문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답니다.

지금부터 체험을 시작해볼까요?

신나고 즐거운 농촌 체험학습 주말농장, 가나안농장! 농

촌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고, 농촌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시점에, 농촌 체험학습에 대한 현대

인의 소망을 채워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가

나안농장은 가족 중심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답니다.  

가나안농장에는, 제주도 조랑말을 직접 만져보고 타볼 

수 있는 조랑말 체험,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 한우에 대

해 배울 수 있는 체험, 붕어, 잉어, 메기 등의 다양한 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터 체험,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노는 색다른 물놀이 체험, 벼, 감자, 옥수수 등을 수

확하는 과수 농사 체험 등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체험으로 가득하답니다. 체험의, 체험에 의한, 체

험을 위한 파라다이스 가나안 농장에서 신나게 놀아볼

까요:)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
체험 파라다이스
가나안농장

O
P
E
N
 10

위치 성주군 금수면 명천로3길 98

주요 프로그램  조랑말 체험, 한우체험, 낚시터 체험, 물놀이 체험 등

상담 및 예약  ganaanfarm.co.kr

문의 054-931-6583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성주가나안농장(약 10.5km)

열
림

_성
주

#히
든

_명
소

  #예
술

  #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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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녹색체험이라고 아시나요?

풍요로운 가야산의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가야산

녹색체험마을! 가만히 서 있어도 자연스럽게 밀려들어

오는 맑은 공기, 명산 가야산이 뿜는 웅장한 기운을 받아 

없던 힘도 불끈 솟아나게 만드는 이곳에는 청정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야산 자락의 고요하면서도 높은 기상이 담겨 있는 청

정마을 가야산녹색체험마을에는, 무공해 깻잎을 수확하

고 깻잎 김치도 직접 담가볼 수 있는 가야산 웰빙 체험, 

계곡 물놀이, 야생화차 만들기 체험 등이 포함된 산골소

년의 하루 체험 등 대자연의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일상의 찌

든 피로를 날려버리는 달콤한 선물 같은 하루가 필요하

다면, 가야산녹색체험마을에서 산골로 돌아간 천진난만

한 소년의 감성으로 알찬 하루를 보내보아요:)

산골  소년이
되어보자,
가야산녹색체험마을

O
P
E
N
 11

위치 성주군 수륜면 백운1길 40

주요 프로그램  가야산 웰빙 체험, 산골소년의 하루 체험 등

안내 gayasan.invil.org

문의 054-931-9249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가야산녹색체험마을(약 22.8km)

열
림

_성
주

#히
든

_명
소

  #예
술

  #체
험

가야산녹색체험마을 주변 문화재 탐방

신라 애장왕 때 창건된 법수사의 터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는 입구에 세워져 

있던 것이지만 사찰 창건 때 세워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양 지주는 거의 손상 없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지주가 조금 기울어지고 간

격이 다소 벌어져 있습니다. 법수사지 당간지주는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간

결·단아한 지주로 당간지주 계보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보물 제1656호*로 지정된 중요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법수사지 삼층석

탑은 신라 애장왕(800~809년) 때 창건된 법수사지 내에 위치하고 있

습니다. 우수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가 

큰 석탑이지요. 산으로 둘러싸인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전망도 좋고, 

빼어난 경관과도 어울리는 석탑을 한 바퀴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법수사지 당간지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7호 법수사지 삼층석탑

위치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316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법수사지 당간지주(약 22.7km)

위치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51-1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법수사지 삼층석탑(자동차 3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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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주에서만!
사계절 내내 즐기는
오감만족 체험

O
P
E
N
 12

열
림

_성
주

#히
든

_명
소

  #예
술

  #체
험

장소 프로그램 주소 및 문의

가나안농장
소먹이주기, 소달구지체험,
논보트타기, 미꾸라지잡기,
조랑말체험, 농사체험, 낚시터체험

금수면 명천로3길 98
054-931-6583

경성표고버섯농장 버섯따기, 버섯요리
수륜면 송계3길 56
010-9778-6681

고소애농장 밀웜 생산과정 체험
대가면 옥성2길 52-1
010-3508-6700

금수강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인성학교 전통놀이체험, 농사, 공예, 직업체험
금수면 성주로 1903
054-931-7701

남작골 문화복지센터
참외따기체험, 전통공예체험,
농작물수확체험, 농촌체험,
전통음식만들기체험

수륜면 보월로 8-23
010-9377-0199

별고을테마파크 캠핑카체험, ATV(사륜바이크) 등
선남면 도성3길 22-27
054-932-1111

성주생활문화센터
캘리그라피, 목공체험,
설치미술체험, 공연

금수면 성주로 1903
054-931-5346

성주스파랜드 스파, 산악바이크, 짚라인 등
초전면 주천로 1027-96
054-933-5755

애지리문화농원
야생화 온실, 민속놀이,
농경생활사박물관 등

금수면 어은1길 32-30
010-2802-4447

약초들녘 계절별 약초캐기
성주읍 월항로 322-91
010-8549-4902

울림농원 그라비올라잎따기, 농활체험 등
금수면 금수로 105-13
010-7507-2241

윤동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 다도체험
모내기체험, 참외체험

수륜면 수륜길 53
010-3071-4683

장학전통휴양마을 두부만들기, 된장만들기 등
선남면 장학1길 161
010-3071-4683

칠봉관광농장 승마체험 등
대가면 칠봉2길 165-72
010-2779-0396

커피인포터리 도자기만들기, 도자기페인팅 등
선남면 도성1길 105
054-933-1586

하하수미
참외스무디 만들기,
토마토캔닝 만들기 등

월항면 대신2길 72
010-2525-5782

한개민속마을 유복입기 체험, 한옥 숙박체험
월항면 한개2길 8
054-933-4227

카페옐롱 수제 참외청, 참외쿠키 만들기
월항면 월항로 560
054-931-8480

호두향농원 호두따기 체험, 호두나무 분양 등
수륜면 신정리 산 3-11
010-3768-3026

성주참외체험형 테마공원 원예힐링관, 원예치료교육 등
성주읍 참별로 2479
054-930-8012  *7월중 개관

연중

장소 프로그램 주소 및 문의

별고을참외농원 참외따기 체험
대가면 옥성4길 89-7
010-6614-9614

성주달콤참외 참외따기 체험
성성주읍 대흥길 74
010-4524-3680

성주참외농원 참외따기 체험
성주읍 참별로 2531-6
010-2806-6636

봄

장소 프로그램 주소 및 문의

나봄팜 참외젤리 만들기 등
선남면 소학2길 58
010-3832-9192

아라월드
숙박연중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등

금수면 사더래길 116
054-933-0014

여름

장소 프로그램 주소 및 문의

박일하농가 사과따기 체험
용암면 대봉1길 45-18
054-931-3365

가을

참외따기 체험 아라월드 가나안농장 성주생활문화센터 성주스파랜드 애지리문화농원 칠봉관광농장 커피인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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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_성주 #축제 #캠핑 #여행 #참외

점점 더 깊어지는 짜릿한 즐거움3. Joy

즐거움_성주

#성주_생명문화축제 · ·참외_페스티벌

#가야산_황금들녘_메뚜기잡이_체험_축제

#뒷미못_연꽃단지 #삼산못_연꽃도_잊지_말자 

#가야산 국립공원_백운동_야영장 #캠핑의_정석 

#금수문화공원_야영장_외 #추억_생성 

#성주_명품참외 #선물 #특산물_꾸러미 

#코스로_즐기는_성주여행 #추천_관광_코스 

#음식_민박_숙박_추가정보 #한눈에_보자 

#성주_관광지도 #Tour_Map 

#성주로_오시는_길 #기다릴게요 

인생 즐거움

놓치지 말아야 할  즐거움이 한가득! 

성주를 느끼고 나면,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할 거예요:) 



즐
거

움
_성

주
 

#축
제

  #출
사

  #캠
핑

  #참
외

성주 축제, 어머! 이건 꼭 참여해야 해요! 

말만 들어도 어쩐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축제!

생·활·사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신비의 땅 성주에도 특

별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성주 특유의 

문화인 생명문화와 성주 특산물 명품참외를 주제로 한 

생명문화축제·참외 페스티벌이랍니다. 

달콤한 참외향이 퍼지는 초여름 5월에 펼쳐지는 성주 축

제에서는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생활사를 만나볼 수 있고, 세계로 뻗어가는 성주 명품참

외를 체험할 수 있는 환상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수백 년 된 왕버들 숲과 보랏빛 맥문동으로도 

유명한 성밖숲 일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먹거리, 놀거

리, 즐길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성주 생명문화축제·

참외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축제장에서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느끼고, 양손과 양볼 가득 황금빛 참외를 만끽

하는 행복한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꼭 가자,
성주 생명문화축제
& 참외 페스티벌

JO
Y
 1

위치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 일원

주요 프로그램  축제 개막 축하공연, 무대행사,

      생명문화·참외 체험 프로그램 등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우회도로 ▶ 성밖숲(약 0.7km)

성주는 참 즐겁다!

태봉봉~ 참외뿜뿜♬

축제 마스코트
생이.화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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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동강한강로 9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회연서원(약 14.3km)

CHECK LIST 회연서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1호

조선 선조 때의 대유학자이며 문신인 한강 정구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지방

민의 유학교육을 위하여 강학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세운 서원입니다. 서원 

뒤쪽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대가천의 맑은 물과 기암괴석과 수목이 절경을 이루는 

무흘구곡 제1곡인 봉비암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봉비암에 올라 대가천의 물소리를 가

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유유자적 흐르는 대가천의 물을 보면서 옛 선현

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황금빛 들녘에 신난 메뚜기처럼

신나게 놀아보자구요 

청정한 황금빛 가을 들녘이 정답게 맞아주는 수확의 계

절 10월! 한껏 고개를 숙인 벼들 사이로 슬쩍 고개를 내

미는 성주만의 특별한 체험축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건 바로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잡이 체험축제입니다. 

메뚜기잡이 체험축제에는 메뚜기잡이뿐만 아니라, 승

마체험, 메기·다슬기 잡기, 고구마·땅콩 캐기, 동물

과 함께하는 농경생활 체험, 볏짚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또한 각

종 지역 특산물 코너에서 마음껏 시식하면서 축제를 즐

길 수 있고, 축제장을 지키고 있는 메뚜기 조형물, 허수

아비 모형들과 함께 추억의 한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메뚜기도 잡

고,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뛰노는 활기찬 축제,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잡이 체험축제 한번 구경해 보세요:)

뛰놀자,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잡이 체험축제

JO
Y
 2

위치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104 일원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수륜면 ▶ 수성리(약 13.3km)

즐
거

움
_성

주
 

#축
제

  #출
사

  #캠
핑

  #참
외

메뚜기잡이 체험축제와 함께하는 문화재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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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미 연꽃단지 주변 문화재 탐방

위치  성주군 초전면 고산1길 21-3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백세각(약 9.7km)

CHECK LIST 백세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3호

백세각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야계 송희규 선생이 지은 건물로, 1919년 3·1운동 당

시 공산 송준필 선생을 위시한 문인들이 성주 장날에 배포할 태극기를 이 건물에서 제작

하고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백세각은 경북 유림단 파리장서 사건의 모의장소로 사용되었

고, 유림의 궐기를 독려하는 통고국내문을 제작·배포한 곳으로서 독립운동과 관련이 깊

은 건물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어여쁜 그대의 주변엔

여린 웃음들과 향기로 영원하길'

뒷미지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

도록 조성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바람 따라 

수생식물들이 풍기는 특별한 향기를 맡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이

지요. 뒷미지에는 진흙탕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아

름다움으로 모든 이에게 사랑스러움을 속삭이는 듯한 

소담한 연꽃 군락도 있습니다. 연꽃이 만개하는 7~8월

이 되면 겹겹의 옷을 펄럭이며 몰려오는 더위를 씻어주

는 탐스러운 꽃송이를 만나볼 수 있답니다. 

연꽃은 이른 아침에 피어나 오후가 되면 점차 꽃봉오리

를 오므리는 부지런한 꽃이기 때문에 연꽃을 제대로 감

상하고 싶다면 오전 시간에 둘러보는 것이 좋아요. 여유

가 있으시다면 대가면 옥성리 공장리제, 옥련리 상삼지 

연꽃도 잊지 말고 만나보세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뒷미 + 공장리제 
+ 상삼 연꽃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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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미 연꽃단지 위치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362-5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뒷미 연꽃단지(약 4km)

공장리제 위치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716-1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공장리제(약 5.5km)

상삼 연꽃단지 위치  성주군 대가면 옥련리 942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상삼 연꽃단지(약 8.4km)

※ 뒷미지 ▶ 공장리제(약 7.6km) ▶ 상삼지(약 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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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을 땅과의 기울기 45도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해야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

아요.

두꺼운 장작은 쉽게 불이 붙지 않

아요. 그럴 땐 종이컵 안에 휴지

를 넣고 식용유로 살짝 적셔준 뒤 

장작 속에 넣어요. 그 후 종이컵에 

불을 붙여주면 장작이 활활 탄답

니다.

캠핑 최대의 적은 바로 모기! 모

기향은 캠핑 시 꼭 챙겨야 할 필

수품목 중 하나입니다. 챙겨간 캔 

음료수를 (배 속으로) 비운 후, 캔

따개를 위로 올려 모기향을 쏘옥 

꽂아 텐트 주변에 놓아주세요.

텐트 칠 때 팩은 45도로 식용유로 쉽게 장작불 붙이기 캔으로 모기향 고정하기 바비큐 숯 쉽게 피우기

번개탄이 없다면? 마트용 봉

지숯 안에 있는 고체연료를 

이용해요. 불이 잘 붙는 고체

연료 주위로 숯을 쌓고, 고체

연료에 먼저 불을 쏴준 다음, 

숯에도 골고루 불을 쏴주면 

된답니다.

캠핑의 정석을 펼쳐봅시다

맑은 용기골 계곡이 흐르고 수려한 가을 단풍으로 유명

한 곳, 깊은 산속 같은 아늑함으로 나만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곳, 가야산 자락에 위치한 캠핑의 명소 백운동 

야영장입니다. 야영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내게 가장 

잘 어울리고, 내 눈에 제일 어여쁜 자리를 골라 머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백운동 야영장은 지대가 높아 시원하

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 딱 좋은 조용한 장소이기도 합

니다. 가야산 사계를 한껏 느끼기 좋고, 산행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객들을 위해서도 안성맞춤이지

요. 

티 없이 맑은 밤하늘의 쏟아질 것 같은 별, 고요하면서

도 청량한 공기, 아름다운 풍경과 나를 감싸주는 맑은 기

운,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가야산 백운

동 야영장에서 캠핑의 정석이 제대로 펼쳐지는 것 같은 

짜릿한 경험을 해보세요:)

이 맛에 캠핑하지,
가야산 국립공원
백운동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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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833-2 

안내 및 예약(필수!)  www.knps.or.kr

문의  054-932-3999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가야산 백운동 야영장(약 23.4km)

캠핑을 위한 꿀팁 모음 왕초보를 위한 캠핑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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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생성, 캠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한 당신에게 특별한 휴식을 선물해드리고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줄 곳,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을 소

개합니다. 독용산과 성주호, 무흘구곡의 맑은 물길 사이

에 위치해 자연 속에서 푹 파묻혀 보내는 힐링 캠핑의 

묘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특히, 

세척장, 샤워장, 개수대, 화장실 등의 깨끗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답니다. 

맑고 깨끗한 계곡물에서 물놀이 삼매경에 빠지고, 물고

기와 다슬기를 잡으며 짜릿한 손맛도 느끼고, 넓은 농구 

코트에서 마음껏 뛰놀고, 경치 좋은 곳에 해먹 하나 걸고 

독용산과 성주호의 경관을 즐기며, 금수문화공원 야영

장이 선물하는 다양한 힐링거리를 즐겨보세요. 짜릿한 

일상탈출 여행이자 힐링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체

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주에 있는
야영장 모여라,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외+

위치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47 일원 

안내 및 예약(필수!)  www.sj.go.kr/gumsu

문의  054-932-1456

오시는 길 성주버스정류장 ▶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약 22.6km)

캠퍼들을 위해 정성껏 모아봄 성주 캠핑장 안내

별고을오토캠핑장 

카라반, 캠핑 방갈로 보유

위치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660

안내 및 예약  별고을.com

문의  054-933-6400

미루밸리캠핑장 

연인 및 가족을 위한 패밀리형 캠핑장

위치 성주군 가천면 법전1길 137

안내 및 예약  www.miruvalley.co.kr

문의  010-2514-5184

아라월드 글램핑 

수상레저 테마파크 아라월드 내 위치

위치 성주군 금수면 사더래길 116

안내 및 예약  araworld.kr

문의  054-933-0014

포천리컴펜글 

수영장, 카페, 편의점, 데크 보유

위치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로 81

안내 및 예약  포천리컴펜글.com

문의  054-932-1300

포천파크캠핑장 

조경석 잔디정원, 캠핑카 대여

위치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로 277

안내 및 예약  www.pocheonpark.co.kr

문의  054-932-9339

가야산백운오토캠핑장 

계곡·물놀이장, 평상 대여

위치 성주군 수륜면 백운2길 51-32

안내 및 예약  gayacamping.cafe24.com

문의  054-931-6623

가야산오토캠핑장 (예정)

새롭게 조성된 깔끔한 캠핑장

위치 성주군 가천면 동신로 33

문의  054-930-8372~3

가야경오토캠핑장 

텃밭 이용 및 전기 사용 가능

위치 성주군 가천면 동신로 209

안내 및 예약  gayagyeong.co.kr

문의  054-932-3379

성주오토캠핑장 

자연(자가)낚시터, 수영장 보유

위치 성주군 수륜면 신정3길 2-19

안내 및 예약  sja.campingholiday.kr

문의  010-6280-2821

성주자연오토캠핑장 

애견 입장 가능, 방갈로 보유

위치 성주군 가천면 동신로 803

문의  054-931-1551

CAMPING
S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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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은 역시 명품입니다.

향기에 반하고 맛에 반하는 성주참외 

낙동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에서 가야산의 깨끗한 물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성주참외는 맛과 향이 천하일

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 

수출되며 명성이 해외로 널리 알려진 성주지역의 특산

물이랍니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과즙으로 여름의 더위를 한

방에 녹여주는 참외는 효능도 뛰어난 과일이기도 합니

다. 임산부와 태아의 신경계 손상을 예방해주고 태아의 

성장을 도와주는 엽산이 100g 당 132.4㎍로 과일 중 가

장 많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92%가 수분으

로 이루어진 참외는 칼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갈증 해

소를 돕고 이뇨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항암효과, 풍

부한 비타민C 함유, 피로회복, 노화 방지, 각종 성인병과 

빈혈 예방, 간과 눈 보호 등 다양한 효능이 있으며, 칼로

리까지 낮아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답니다. 

향기에 반하고, 맛에 반하고, 몸에도 좋은, 성주 명품참

외 꼭 한번 잡솨보이소:)

한번 잡솨보이소,
성주 명품참외 +
성주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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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성주 특산물

성주에는 참외 이외에도 많은 특산물이 있답니다. 과육이 치밀하고 당도가 높아 그 맛을 잊지 못하

게 만드는 성주 수박, 제초제 대신 한방영양제와 토착미생물로 재배하여 먹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한방사과, 속이 꽉 찬 고품질의 완숙토마토와 방울토마토, 향이 짙고 줄기가 연한 청정 미나리, 해동

명산 가야산에서 나고 자란 무공해 버섯 등이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기에 딱 좋은 

다양한 성주 특산물들을 만나보세요.

성주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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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054-933-7071 

선남농협참외직판장 054-930-1328 

월항농협참외직판장 054-931-8949 

성주참외원예농업직판장 054-933-4709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선물
명품참외 구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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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로 즐기는 성주여행

    성주 주요 전화번호

성주군청     054.933.0021    문화관광과  054.930.8372~3   성주경찰서  054.930.0225

성주보건소  054.933.2400   성주소방서  054.930.5561        성주버스터미널  054.933.1208

    Check list 문화관광해설사 예약

해설 가능 장소  성밖숲, 세종대왕자 태실, 태실문화관, 한개마을, 회연서원,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성주역사테마파크(예정), 성산동고분군전시관(예정)

예약문의  054.930.8372~3 성주군 문화관광과

해설시간  10:00~17:00

성밖숲 세종대왕자 태실 태실문화관

한개마을 회연서원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가야산 선비산수길

성주호 
둘레길

(23.9㎞)

가천삼거리 창천제1교

성호정

강정교

신성리마을

성주댐

미륵사

아라월드

목교, 소공원

영모재

백운정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광암교(금수문화공원)쉼터 금봉리숲 성주호전망대 독용산성

가야산 
에움길

(11.3㎞)
마수폭포 가야산생태탐방원 상선불마을 청휘당

성주 별고을길

1코스

2코스

3코스

세종대왕자태실, 태실문화관, 선석사

성주호둘레길

가야산등반

한개마을

성주호 아라월드

중식

중식

중식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심원사

성밖숲

회연서원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성주향교

성밖숲

성밖숲

  성주愛 하룻길

성주야, 놀자!

추천 관광 코스

1코스
세종대왕자태실, 태실문화관, 선석사 한개마을 중식 성밖숲 추억박물관

회연서원

한옥체험, 
가야산생태탐방원(숙박)

중식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심원사,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가야산등반 만물상코스
용기골코스(트레킹)

2코스
세종대왕자태실, 

태실문화관, 선석사
한개마을 중식 성밖숲 추억박물관 회연서원 가야산생태탐방원

(체험)
중식

  성주愛 1박2일

1코스
성밖숲 쌍충사적비 심산기념관 성산관 성주역사테마파크

(예정)
청사도서관 봉산재

성주역사테마파크(예정)

만산댁, 배리댁배씨정성밖숲 별고을쉼터2 별고을쉼터1 동방사지칠층석탑 성주향교

2코스
성밖숲 쌍충사적비 심산기념관 성산관 청사도서관

봉산재요도(독산)관왕묘성밖숲 성주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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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고을
오랜가게

위생등급
우수

위생등급
좋음

모범
음식점

음식업소

음식점 	소재지 전화번호 음식

고바우식당 시장길43-1	성주전통시장(103동	101호) 054-933-2181 선지국밥

대천식당 금수면	성주로1892 054-932-0213 한식

고방찬	남경식당 성주읍	시장길	10-10 054-933-2232 등겨장쌈밥,	삼겹살구이

감골식당 성주읍	경산길	9-3 054-933-2416 감골한정식,	황태찜,	꿩탕

원조할매묵집 금수면	성주로	1598 054-932-5173 묵

새불고기식당 초전면	대고로	22 054- 932-9955 소불고기

모아모아식당 시장길43-1	성주전통시장(101동	112호) 054-933-3777 국수,	호떡

가천양조장 가천면	가천로	71-2 054-932-4025 생막걸리

별고을한우 성주읍	참별로	2491-4 054-933-1142 소고기구이

정현식해물손칼제비 성주읍	성주읍3길	58 054-933-9937 해물손칼국수

보물섬 수륜면	참별로	1168 054-933-5954 삼겹살구이,	정식

남성주참외(창원)휴게소(양식당) 선남면	중부내륙고속도로	77 054-933-7105 돈까스

남성주참외(창원)휴게소(한식당) 선남면	중부내륙고속도로	77 054-933-7105 찌개,	비빔밥,	덮밥

남성주참외(여주)휴게소(양식당) 용암면	중부내륙고속도로	76 054-933-5741 돈까스

남성주참외(여주)휴게소(한식당) 용암면	중부내륙고속도로	76 054-933-5741 찌개,	비빔밥,	덮밥

날마다잔치 성주읍	본성로	961 054-933-9382 칼국수,	잔치국수

인사동숯불갈비 성주읍	성주순환로	232 054-932-7768 소고기,	삼겹살구이

왕가한정식가든 성주읍	성주순환로	278 054-933-0233 한정식

고방찬볼케이돈 성주읍	성주순환로	79 054-933-7227 등겨장쌈밥,	돌솥밥

파도복어 성주읍	성주읍1길	44 054-933-2000 복찜,	복탕

복돼지식당 성주읍	성주읍1길	7 054-931-9987 감자탕,	닭갈비

양반골식당 성주읍	성주읍2길	13-22 054-933-2673 정식,	보쌈

대하삼계탕 성주읍	성주읍2길	30-1 054-933-2673 삼계탕

복동이숯불갈비 성주읍	성주읍3길	48-6 054-933-8823 돼지갈비,	소갈비

선남명가 선남면	관화길	78-3 054-933-8514 한정식,	삼계탕

꿩샤브샤브 가천면	가천로	113 054-932-4037 꿩샤브샤브,	꿩탕

대자연횟집 가천면	포천계곡로	75 054-931-4087 송어회

무흘흑돼지가든 금수면	성주로	350 054-931-1415 흑돼지	소금구이

시골왕막창 초전면	대장길	79-4 054-931-8956 닭백숙,	막창구이

높은들가든 초전면	주천로	1311 054-931-6080 삼겹살,	냉면

송천콩나물국밥 성주읍	시장길	26-1 054-932-9310 콩나물국밥,	불고기비빔밥

이화가든식당 가천면	중산3길	17-24 054- 932-4233 매운탕,	닭백숙,	도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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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농특산물 전화번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성주참외	직판장 054-933-7071

선남농협참외직판장 성주참외	직판장 054-930-1328

월향농협참외직판장 성주참외	직판장 054-931-8949

성주참외원예농협직판장 성주참외	직판장 054-933-4709

이상구표고농장 백화고,	흑화고,	건표고슬라이스 010-2535-2399

돌이농장 노루궁뎅이버섯,	녹각영지버섯 010-3515-8817

경성표고버섯농장 흑화고,	건표고슬라이스 010-4503-4987

23살농부 노루궁뎅이버섯엑기스 054-931-3666

우봉진의	버섯세상 노루궁뎅이버섯즙 010-9209-5647

해란팜 켄탈로프멜론 010-3530-6663

아빠의	천년초 천년초즙,	분말 010-4278-8780

농업회사법인	(주)참사랑 과일초,	낫토고추장,	낫토된장 010-2695-2218

가야산오미자작목반 오미자,	오미자청 010-8723-3683

참샘영농조합법인 성주참외수제청,	참외구움과자 054-931-8481

(주)오그래농업회사법인 그래놀라 054-956-7272

대양제면 금실면,	즐석칼국수면 054-931-6373

농업회사법인	정담아(주) 천문동발효액 054-933-9940

(주)알알이푸드 미숫가루,	장류 054-931-1130

수미담 참외조청유과 054-931-6464

성주참외농원 참외고추장,	참외조청 010-2806-6636

백운식품 참외장아찌 010-4661-3853

백말순등겨장 등겨장,	청국쌈장 054-931-2244

가야산종합식품 미숫가루,	누룽지 054-931-3627

고소애농장 건조밀웜,	밀웜분말 010-3508-6700

(주)이레빈 더치커피원액 1599-3155

성주가나안농장 한우육포 054-931-6583

미다(주) 쥐포,	아귀포 054-931-5571

우수 농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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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성여관 성주읍	성주읍3길	6-1 054-933-2027

이화장여관 성주읍	성주순환로	228 054-933-4521

로얄장여관 성주읍	성밖숲길	91 054-933-6685

V모텔 성주읍	성주로	3146 054-931-5601

대원모텔 성주읍	성주로	3286 054-933-9090

더블유모텔 성주읍	성주순환로	80 054-931-5504

에이스모텔 성주읍	성주읍4길	24 054-933-5454

모텔젠 성주읍	참별로	2531-9 054-933-8191

하늘풍경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121-7 054-932-0090

맨하탄모텔 성주읍	가야로	5002-13 054-931-3038

W모텔 성주읍	성주순환로	80	 054-931-5504

낙원산장여관 선남면	성주로	3478-29 054-933-6312

카모텔 선남면	도성3길	22-8 054-933-0963

탑모텔 선남면	도성3길	22-10 054-931-1809

별무인모텔 선남면	성주로	3478-37 054-931-3385

썸모텔 선남면	도성3길	22-14 054-933-5050

힐모텔 선남면	도성3길	22-23 054-933-1237

농어촌민박힐링센터 대가면	대가금산3길	69-36 010-8523-9679

칠봉산 대가면	칠봉2길	165-72 010-2779-0396

더샵모텔 대가면	참별로	2413-13 054-931-2122

신라장여관 벽진면	수촌길	33 054-931-1803

갈뫼산장 벽진면	성주로	2110 054-931-7377

수풀산장 금수면	성주로	87 054-931-4361

무흘나인펜션 금수면	성주로	350 054-932-2164

무흘가인 금수면	성주로	106-10 010-3532-1311

창영민박 금수면	성주로	106-14 010-3530-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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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곡산장민박 금수면	성주로	257 010-8595-4339

황토집민박 금수면	광산3길	90-6 010-2945-8945

뷰	민박 금수면	무학1길	11-5 010-6431-5362

새양골민박 금수면	어은1길	55-15 010-8560-1299

블루베리민박 가천면	금봉길	14 010-4817-6507

참존민박 가천면	금봉길	186-35 010-2098-8544

산속의정원 가천면	금봉리	568 010-4192-1739

다임정민박 가천면	동신로	114 010-9391-6458

용사리민박 가천면	동신로	131 010-6601-4651

가야경 가천면	동신로	209 010-4966-3379

가야1동민박 가천면	동신로	213-7 010-4015-8478

가야2동민박 가천면	동신로	213-9 010-8213-1281

가야3동민박 가천면	동신로	213-10 010-4966-3379

프로방스 가천면	동신로	362 010-2567-7464

시골집민박 가천면	동신로	36-5 010-9870-3911

솔마루민박 가천면	동신로	46 010-3503-7076

포르테디콰트로 가천면	동신로	580 010-4507-7118

소나무풍경 가천면	동신로	812 010-5388-3162

가야산곰실민박 가천면	마수2길	104-19 010-5048-3700

포계풍민박 가천면	법전1길	10 010-3845-8424

미루밸리관광농원민박 가천면	법전1길	137 010-9280-7951

햇살아래그늘민박 가천면	법전1길	227-14 010-2814-9173

다온민박 가천면	법전1길	45 010-5508-1665

양지뜰민박 가천면	법전1길	90-22 010-8576-9478

가야힐리언스민박 가천면	신계2길	19 010-3325-5703

해밀계곡농장 가천면	용사2길	32 010-3153-5439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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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산들바람 가천면	용사리	1277 010-6484-3129

금바우민박 가천면	용사리	341 010-5472-9915

포천파크호텔 가천면	포천계곡로	81 054-932-9339

낙원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147 010-4820-0740

해피하우스 가천면	포천계곡로	181 010-3521-5020

풀꽃이랑 가천면	포천계곡로	238 010-8646-8784

쉴만한물가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383-1 010-3308-7961

끼리끼리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472 010-3063-8026

청수원 가천면	포천계곡로	485 010-3537-5056

성주포천계곡청수원 가천면	포천계곡로	485 010-3506-6424

포천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517 010-5751-4138

돌담집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697 010-6524-1415

정든집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720 010-2818-6585

포천계곡매점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722 010-7161-9546

그린나래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750 010-4856-9801

물맑은펜션 가천면	포천계곡로	803 054-931-1515

신계가든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843 010-8584-1360

숲속의아침펜션 가천면	포천계곡로	857-10 010-3309-2570

힐링하우스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892-10 010-6657-4298

가야펜션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931 010-3821-4445

정원민박 가천면	포천계곡로	964 010-2292-3394

도로시펜션 가천면	화죽3길	5-40 070-7793-7789

마시멜로우 가천면	화죽리	434-5 010-9378-4584

솔밭펜션 가천면	화죽리	6-8 010-2020-4186

소나무동산민박 수륜면	덕운로	1366 010-2354-9561

가야황토펜션 수륜면	덕운로	1408 010-2320-3825

네모나무민박 수륜면	덕운로	1424-6 010-6566-7848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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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네모나무다락방민박 수륜면	덕운로	1439-15 010-5772-7848

The향펜션 수륜면	덕운로	1439-17 010-9774-2617

느티나무쉼터민박 수륜면	백운1길	3 010-9190-0109

수	민박 수륜면	백운2길	40-16 010-4515-6292

판도라의상자펜션 수륜면	백운2길	40-29 054-931-7340

지중해민박 수륜면	백운2길	51-20 010-9885-0200

대가야민박 수륜면	백운2길	51-24 010-7355-2158

가야산백운민박 수륜면	백운2길	51-32 010-9370-6623

혜원민박 수륜면	백운4길	17-17 010-9820-1796

연지민박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150 010-5479-2699

양지민박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152 010-7669-1228

오아시스민박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242-7 010-4034-6565

백운호텔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795 054-933-7712

백운산장여관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795-6 054-933-4882

성주돌담집민박 수륜면	신정2길	12-9 010-2558-4277

나포리장여관 수륜면	참별로	1415-16 054-931-5800

가야호텔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52 054-931-3500

경북장여관 초전면	대장길	76 054-931-1238

궁전장여관 초전면	대장길	79-15 054-932-8048

바우장여관 초전면	대장길	80-7 054-932-8078

낙원장여관 초전면	대장길	84 054-931-0307

초원장여관 초전면	대장길	89-17 054-932-8210

테마모텔 초전면	대장2길	27-5 054-932-0789

강냉이민박 초전면	문덕로	257-83 010-7110-9117

명성장여관 월항면	선월로	508 054-931-3636

풍경민박 월항면	수죽1길	33-37 010-9340-5888

올인모텔 월항면	주산로	236-9 054-933-7984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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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역사테마파크 (예정)

주요관광지

성밖숲은 성주읍의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인 이천변에 조성된 왕버들 
숲 이다. 현재 숲에는 나이가 약 300~5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왕버들 
52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성밖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풍
수지리, 역사, 문화, 신앙에 따라 만들어진 전통적인 숲으로서 지금은 
휴식과 운동, 산책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군민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성밖숲길 30]

심산기념관은 근대 성주를 대표 하
는 인물인 심산 김창숙 선생의업적
을 기리기 위해 후손과 지역유림들
이 뜻을 모아 1974년 건립하였다. 
선생은 일생을 독립운동과 민족문
화 창달, 국민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민족 지도자였으며, 이러한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
되었다.
[심산로 99]

1980년 12월 30일 경상북도 유형문
화재 제143호로 지정되었다.
임진왜란 때 관아가 전소되고 난 뒤 
1607년(선조 41) 목사 송영구宋英耉
가 지금의 성주초등학교에 지은 객
사客舍 건물의 일부이다. 건물은 지
면의 습기를 피하기 위해 마룻바닥
이 지면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 구조
로 되어 있다.
[심산로 95-6]

1

3 4

성밖숲

성주이씨 시비공원은 다정가를 지은 이조년李兆年, 고려 삼은의 한 사
람인 이숭인李崇仁, 영의정을 지낸 이직李稷 등 17인의 성주이씨 선조
들의 시비를 한자리에 모아 조성한 공원이다. 공원 옆에는 성주이씨 중
시조 농서군공 이장경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봉산
재鳳山齋가 자리하고 있다. [성주읍5길 24-25]

6 봉산재(성주이씨시비공원)

심산기념관 성산관

조선시대 성주읍성 밖에 있었던 큰 
연못(현재 버스정류장) 가장자리에 
있었던 야트막한 언덕을 말한다. 언
덕 위에는 성주에 유배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초막이 있었다고 전한다. 
독산獨山이라고도 하며, 현재는 경
산6리 경로회관이 자리 잡고 있다. 
[시장길 16-4]

7-1 요도(독산)

중국 삼국시대 장수 관우關羽를 신
앙 하기 위하여 건립된 묘당으로 정
유재란 때 성주에 주둔하고 있던 명
나라 장수 모국기茅國器에 의해 건
립되었다. 관우의 영험을 받아 왜군
을 물리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
다. 소상塑像을 봉안 하였는데 영험
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성주성 
동문 밖에 있다가 1727년(영조 3)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경산길 38]

8-1 관왕묘

성주 전통시장은 1800년대에 형성
운영돼 오다가 1887년에 정기시장 
으로 개설됐다. 1960년대에는 전국
의 유명한 전통시장과 비교해도 뒤
지지 않는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이었다. 지금도 성주 전통시장은 5일
장(2, 7)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주
는 물론 외지인들도 찾고 있는 전통
시장으로서 여전히 그 기능을 이어
가고 있다. 
[시장길 43-1]

9-1 성주 전통시장

청사기념관은 1983년 10월 9일 아
웅산 묘소 폭파암살사건으로 미얀마
의 수도 양곤에서 순국한 당시 부총
리 청사 서석준 (1938~1983)을 기리
기 위해 그의 생가터에 건립하였다. 
청사 기념관은 1987년 11월 8일 개
관하였는데 이후 유족들이 도서관으
로 사용해줄 것을 건의하여 1989년 
4월 10일 도서관으로 재개관하여 활
용하고 있다. [청사도서관길 13]

5 청사도서관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성주목사 제말諸沫과 그의 
조카 제홍록諸弘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792년(정조 16)에 국가에서 
세운 사적비이다. 비문은 한성부 판윤을 지낸 서유린徐有隣이 짓고, 영
의정을 지낸 이병모李秉模가 썼으며, 조윤형趙允亨이 전서하였다. 경
남 진주시촉석루 뒤편에 이와 같은 비가 하나 더 있다. 
[경산리 295-1]

2 쌍충사적비

만산댁과 배리댁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전통 한옥의 개량형 살림
집이다. 겉보기에는 전통 한옥처
럼 보이지만 일본식의 건물의 바
닥이나 창호, 실내장식 등을 갖춘
절충식 근대 한옥이다. 특히 한옥
형태의 2층 가옥은 그 유례를 찾
아보기 어려워 한국 근대 가옥 연
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만산댁 - 예산3길 30-2,
배리댁 - 예산3길 22]

배씨정裵氏井은 임진왜란에 창
의하여 왜적을 무찌르다 전투 중
에 순절한 배현복(裵玄福, 1552-
1592)의 딸로서 왜군에 포로로 잡
혀가던 중 우물에 몸을 던져 정절
을 지킨 배랑裵娘의 절의가 깃든 
우물이다. 
[예산3길 100옆]

성주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
서울에 성균관, 지방에 향교를 세
울 때 창건되었다. 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동/서무, 관리사 등 여러동
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자와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
전大成殿과 강학講學을 위한 공
간인 명륜당明倫堂은 건축적, 역
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예산2길 36-12]

성주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
방로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성주
별고을길 구간 중 산책로를 따라
만들어진 쉼터이다. 별고을 쉼터
에서는 성산星山과 그 능선에 조
성 된 가야 및 삼국시대 고분군인 
성산동고분군을 전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7

8

9

11 12

만산댁, 배리댁

배씨정

성주향교

별고을 쉼터-1,2

동방사지칠층석탑은 신라 애장왕 
때 창건된 동방사 경내에 있었던 
7층 석탑이다. 기단이 작아 안정성
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탑은 성주의 지기地氣가 빠져 나
가는 것을 막는다는 일종의 풍수
지리설에 근거하여 세운 지기 탑
이라고도 한다. 
[예산리 269-10]

10 동방사지칠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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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연서원8

성산동고분군3

포천계곡7

독용산성6

성주호5

가야산 만물상9

한개마을 한옥체험2

성밖숲4

세종대왕자 태실1

가야산생태탐방원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예정)

성주역사테마파크(예정)

별고을길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무흘구곡(선바위)

생명문화공원, 태실문화관

선석사

아라월드

가야산역사신화공원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성주참외체험형테마공원(예정)

청천서당

성주휴게소
창원방향

성주휴게소
양평방향

초전면

심산 김창숙 생가

심산문화테마파크(예정)

중
부

내
륙

고
속

도
로

중
부

내
륙

고
속

도
로

남성주휴게소
양평방향

남성주휴게소
창원방향

포천리컴펜글포천리컴펜글

포천파크야영장포천파크야영장

성주자연오토캠핑장

미루밸리캠핑장

성주자연오토캠핑장

미루밸리캠핑장

한눈에 보는
성주군 
종합 관광지도
SeongJu
Tour map

성주관광가이드북

성주를 두드리면, 즐거움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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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서울남부터미널 ▶ 성주(약 3시간 10분 소요, 월~목 6회, 금~일 7회 운행)고속버스 Express Bus

대구공항 ▶ 대구서부정류장 ▶ 성주(약 1시간 20분 소요) 비행기 Airplane

경부선 대구역, 김천역, KTX 김천구미역, 왜관역에서 하차 ▶ 성주행 버스 이용기차 Train 

시외버스 Intercity Bus 대구서부정류장 ▶ 성주(약 1시간 20분 소요) 

고령시외버스정류장 ▶ 성주(약 50분 소요) 

시내버스 City Bus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250번 ▶ 성주(약 1시간 40분 소요) 

김천공용버스터미널에서 14번 ▶ 성주(약 2시간 소요) 

왜관북부정류장에서 400번 ▶ 성주(약 40분 소요) 

지하철 Subway 대구 2호선 대실역에서 250번 ▶ 성주(약 1시간 소요) 

 3호선 신남역에서 250번 ▶ 성주(약 1시간 30분 소요) 

 3호선 공단역에서 북부-왜관 ▶ 성주(약 1시간 50분 소요)

자동차 Automobile 국도

지방도 905호선 : 김천 ▶ 초전 ▶ 성주(약 30분 소요) 

국도 30호선 : 대구 ▶ 동곡 ▶ 성주(약 1시간 소요) 

국도 33호선 : 대구 ▶ 왜관 ▶ 성주(약 1시간 소요)

    고령 ▶ 수륜 ▶ 성주(약 40분 소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 왜관IC ▶ 성주(약 30분 소요) 

중부내륙고속도로 : 성주IC ▶ 성주(약 5분 소요)

    남성주IC ▶ 성주(약 20분 소요) 

성주를 두드리면,
즐거움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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