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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고 익숙한

아홉 개의 풍경과

만나세요

만경강 물길 위로 해가 저문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며 흘러가는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오래된 철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향 짙은 차 한 잔을 마시고

신이 난 아이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려

바지런 대는 기러기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한다. 

완주는 어떤 곳이었지?

수북이 피어오르는 갈대밭 물안개, 

이른 아침의 편백나무 숲, 

나지막이 울리는 산사의 풍경소리, 

근대의 기억, 

네 계절의 변화무쌍, 

아기자기한 미술관, 

왁자지껄 시골장터, 

농가밥상, 

그리고 느리게 흐르는 시간. 

이 모든 오래되고 익숙한 아홉 개의 풍경과 마주하여 설레는 나.   

또 뭐가 있더라.

일단 가보는거야.



무궁화오토캠핑장

·책마을



1경

대둔산도립공원

안심사

천등산

이치전적비

대둔산항쟁전적비





완주
1경

대둔산도립공원
사흘을 둘러보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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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우는 대둔산(大芚山)은

해발 878m로 우뚝 솟은 최고봉인 마천대 아래로

6km 가량 천 여 개의 암봉이 이어진

수려한 산세를 자랑한다. 

원효대사는 대둔산을 가리켜

‘사흘을 둘러보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격찬했다고 전해진다.

1977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케이블카, 대둔산구름다리, 삼선계단 등이 설치되면서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아 사시사철 등산객들로 붐빈다.

또한 대둔산은 진산의 태고사(太古寺), 

운주의 안심사(安心寺), 벌곡의 신고운사(新孤雲寺) 등과

같은 유서 깊은 사찰로 유명하다.

천등산 하늘벽,신선암벽, 옥계동 양지바위에서는

대둔산 관리사무소를 통한 사전신청을 통해

암벽등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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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산 관리사무소 
   문의_ 063)290-2742      
■대둔산 케이블카 
   문의_ 063)263-6621~2 
   이용시간_ 하절기 평일 11:00~17:00·주말 09:00~18:00   ※ 동절기에는 시간변동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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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코스  

   입장매표소 → 0.6km → 동심바위 → 0.4km → 대둔산구름다리 → 0.7km → 마천대(정상)
   용문골매표소 → 0.9km → 칠성봉전망대 → 0.6km → 용문골삼거리 → 0.5km → 마천대
   안심사    입구 → 0.8km → 쌍바위 → 0.8km → 지장폭포 → 1.8km → 마천대

ㅣ완주9경(景)가자ㅣ



1경_ 대둔산도립공원

함께 구경

안심사
천등산

이치전적비
대둔산항쟁전적비

운주면 완창리에 있는 사찰로 638년 신라의 자장(慈藏)이 세웠고, 
6·25전쟁으로 불에 탄 것을 다시 중창했다. 
안심사 사적비와 부도 및 부도전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주소_ 운주면 안심길 372

안심사(安心寺)

12



13

ㅣ완주9경(景)가자ㅣ

완주군 고산면에서 대둔산 가는 방향 
오른쪽에 우뚝 솟아있다. 
높이 707m로 잘 다듬어진 조각 같은 산세와 함께 
암자가 많아 아름답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화려한 절경을 자랑하며 대둔산 못지않은 
기암절벽과 짙은 숲이 인상적이다.

주소_  운주면 산북리

이치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전주 진격로였다. 
이치전적비는 관군과 의병이 힘을 합쳐
왜군을 막아낸 전투를 조명하고자 세워진
것으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됐다. 

주소_ 운주면 산북리 산12-1

대둔산항쟁전적비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대둔산에 집결하여 결사항전을 벌여 지도자
25명이 전사했던 지도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주소_  운주면 산북리 611-34

천등산(天燈山)

이치전적비(梨峙戰蹟碑)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전적비





고산미소시장

고산향교

고산문화공원

놀토피아 

완주전통문화체험장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용진·둔산 로컬푸드직매장

2경

고산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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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욕을 즐기는 사철휴양지로 좋아라

고산자연휴양림

2경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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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가족휴양지로

1998년 개장한 이후 자연 속 휴식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꾸준하다.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 소나무 등이 빽빽이 들어선 조림지와

활엽수, 기암절벽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봄에는 철쭉, 산벚나무와 야생화가 꽃피고,

여름에는 맑고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무더위를 식혀준다. 

가을 산을 수놓은 단풍과 함께

겨울의 설경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산림바이오매스홍보관,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돔하우스, 숲속의집, 문화휴양관, 산림휴양관, 웰빙휴양관 등 

숙박시설,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소_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문의_ 063)263-8680
·홈페이지_ foresttr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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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무궁화오토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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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의 전통 5일장과 지역의 특산품, 먹거리, 체험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문화관광형 테마장터이다. 
한우판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판매점, 체험공방 등
30여개의 점포가 있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수업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주소_ 고산면 남봉로 134

고산미소시장
고산향교

고산문화공원(무궁화오토캠핑장)

고산미소시장

2경_ 고산자연휴량림

함께 구경



ㅣ완주9경(景)가자ㅣ

1397년 태조 7년에 창건된 교육기관이다.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 서재, 삼문, 교직사 등이 현존하며, 
옛 현유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16호로 지정됐다.

주소_ 고산면 고산로 147-27 

사계절 휴양 및 신개념 가족단위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무궁화 오토캠핑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주소_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89

고산향교

고산문화공원 (무궁화오토캠핑장)

21



건축연면적 1,580㎡ 규모의 국내 최대 암벽등반 
테마 모험 놀이 시설이다. 
클라이밍을 비롯해 스크린 테니스와 골프, 미니풋
살장, 농구슈팅, 다트 등 스포츠존과 정글짐, 볼풀 
등 키즈존, 휴식공간 등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주소_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문의_ 070-4100-1100  
·홈페이지_ www.noltopia.com

놀토피아
완주전통문화체험장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놀토피아

2경_ 고산자연휴량림

함께 구경

22



ㅣ완주9경(景)가자ㅣ

전통한옥·전통놀이 체험이 가능한 체험
장이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 한옥 3개
동, 5개 객실에서 숙박이 가능하다.  체
험은 사전공지 및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썅륙놀이, 까막잡기 등 선비놀이 체험과 
비사치기, 달팽이놀이 등의 체험이 마련
되어 있다.

·주소_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문의_ 063)291-1161
·홈페이지_ www.wanjutc.kr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체험공간, 지
역 내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흔적과 문화를 소재로 한 교육
체험 공간으로 웅치대첩의 역사, 공성전투체험, 검술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3개의 체
험관이 있어 무예도보통지 VR체험, 창술체험, 활쏘기체험을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다. 

·주소_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문의_ 070)4100-1100

완주전통문화체험장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23

얼굴있는 먹거리 

완주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동거리 최소화로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
로 제공한다. 
용진 1호점은 2012년 로컬푸드 직매장 첫 문을 열었고, 둔산점은 2014년 문을 열고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용진1호점_ 용진읍 완주로 187   문의_ 063)240-6925
둔산점_ 봉동읍 둔산3로 94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문의_ 1600-0125

로컬푸드직매장 (용진1호점, 둔산점)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구이저수지 둘레길

경각산

전북도립미술관

유휴열미술관

초남이성지

모악·전북혁신점 로컬푸드직매장

모악·전북혁신점 농가레스토랑 
행복정거장

3경

모악산도립공원





어머니의 넉넉한 품 속 같은

모악산도립공원

3경

완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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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모악산(母岳山)은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에 걸쳐 넓게 펼쳐진 산이다. 

정상에 있는 쉰길바위의 모습이 마치 어미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 ‘모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발 793m의 산 정상에서는 전주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남쪽으로 내장산, 서쪽으로는 변산반도가 보이고

그 사이에 호남평야가 치맛자락처럼 널찍이 펼쳐져 있다. 

모악산의 등산코스는 제각기 독특한 산경과 민속적 신앙을 담은

암자들이 어우러져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곱디고운 가을단풍과 봄에 피어나는 철쭉, 느티나무 군락도 볼거리이다.

대원사(大院寺)는 모악산을 오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곳으로

특히 봄의 전경이 아름답기로 입소문이 났다. 

매년 봄이되면 대원사 일원에서 진달래 화전축제가 열린다.

·주소_ 구이면 모악산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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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 관리사무소 
 문의_ 063)29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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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코스  

송학사길(3.5km, 1시간 50분 소요) : 관리사무소→송학사→수왕사 능선→무제봉→정상
수왕사길(3km, 1시간 30분 소요) : 관리사무소→대원사→수왕사→수왕사 능선→무제봉→정상
천룡사길(3.6km, 2시간 소요) : 관리사무소→사랑바위 다리→천룡사→천일암→신선바위→남봉→정상
신선길(3.5km, 2시간 소요) : 관리사무소→모태정→천일암 사거리→신선바위→남봉→정상
내운암길(5.8km, 2시간 50분 소요) : 장파마을(민속한의원)→590m봉→신선길 능선→신선바위→남봉→정상

ㅣ완주9경(景)가자ㅣ



5만여 점의 유물을 통해 
태곳적부터 현대까지 우리 술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오롯이 담고 있는 테마박물관이다. 
연중 다양한 전시로 볼거리가 풍부하다. 
쿠킹교실과 전통주 빚기 체험과 같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주소_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문의_ 063)290-3842
휴관_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설, 추석)당일
홈페이지_ sulmuseum.kr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구이저수지둘레길

함께 구경

3경_ 모악산도립공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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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서로 마주하는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모악산과 아버지 형상
을 가진 경각산이 만나 생명의 근원, 풍요의 상징인 구이저수
지 물이 넘쳐흐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곳이다. 이 
저수지 둘레길은 총 둘레 8.8km로 모악길, 경각길 등 총3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또는 구이행
정복지센터 부근에서 출발가능하다.

주소_ 구이면 원기리

구이저수지둘레길



‘경각’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상에 버티고 선 두 개의 바위가 고래의 등에 솟아난 뿔의 형상이다. 
모악산과 마주보며, 완주군과 임실군 경계에 있는 산으로 호젓한 산행을 즐기기에 좋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어 레포츠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주소_ 구이면 광곡리        문의_ 063)236-0999 완주피닉스패러글라이딩 

경각산

경각산
전북도립미술관
유휴열 미술관

함께 구경

3경_ 모악산도립공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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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구이에 위치한 유휴열 미술관은 그림을 좋아하고 나무와 꽃
과 바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오픈한 공간으
로 작품 전시는 물론 굿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카페 르모
악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주소_ 구이면 신뱅이길 55   문의_ 063)222-7510
운영시간_11:00~19:00    홈페이지_ryuartmuseum.com

유휴열 미술관

다양한 기획전시, 상설전시, 미술작품의 수집과 보존, 국내 작가발굴과 국제교류전을 통해 전북의 많
은 작가들과도민들에게 폭넓은 미술문화를 제공한다. 공공미술관으로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
보해‘열린 미술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소_ 구이면 모악산길 111-6                         문의_ 063)290-6888
운영시간_ 10:00~18:00(17:00까지 입장)         휴관_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설, 추석)
홈페이지_ jma.go.kr

전북도립미술관



‘호남의 사도’라고 불리는 유항검의 생가터이
자 호남의 천주교 발상지다. 유항검(아우구
스티노)은 조선 최고의 부자로서 평상시 가
진바를 나누며 김제, 금구, 고창, 영광 등지에
서 교리를 가르치다 신유박해(1801)때 순교
했다. 유항검과 그의 아들과 며느리인 유중
철·이순이 동정부부가 살았던 생가터와 교
리를 논하였던 교리당이 있다.
2021년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바
오로), 복자 권상연(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프란치스코) 유해가 발견되어  
2021년 9월 16일 초남이 성지 교리당에 안
치됐다. 

주소_ 이서면 초남신기길 122-1

초남이성지

초남이성지

함께 구경

3경_ 모악산도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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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35

완주서 키운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가득~ 

농가레스토랑이라는 콘셉트에 맞춘 전통밥상을
맛볼 수 있다. 
혁신점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농가레스토랑인 
행복정거장이 있다.

·주소_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37
·문의_ 1600-0125 
·영업시간_ 매일 11:30~15:00(14:00까지 입장)         

로컬푸드직매장 해피스테이션
(모악점)

농가레스토랑 행복정거장
(모악점)

농가레스토랑 행복정거장
(전북혁신점)

2013년 문을 연 로컬푸드직매장 모악점은 농산물직매장 뿐만 
아니라 채식뷔페레스토랑 해피스테이션을 함께 운영한다. 
다양한 나물반찬과 샐러드, 두부버섯 탕수, 오방색의 오색무쌈,
야채볶음밥 등의 건강한 메뉴를 선보이며 신선한 완주 로컬푸드
와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주소_ 구이면 모악산길 95   ·문의_ 1600-0125 

·영업시간_ 평일·주말 11:30~15:00(14:00까지 입장)
·휴무_ 매주 월요일





수만리 마애석불

은천계곡

기차산 장군봉/해골바위

연석산미술관

4경

대아수목원

대아호



완주
4경

38



ㅣ완주9경(景)가자ㅣ

지나던 구름이 제 얼굴 비춰보는

대아수목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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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대아수목원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하고

삼나무와 편백나무 숲 사이로 맑고 깨끗한 계곡이 흐른다. 

이 지역은 70년대 초 화전경작이 중단된 후, 

지형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인위적인 훼손 없이

다양한 식물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관내에는 자생종을 비롯해 식재 및 원예종 등을 포함한

2,600여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숲해설과 체험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등산·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체 테마코스를 운영해

자연 속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산림문화전시관, 열대식물원 등의 시설을 조성해

식물의 다양성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금낭화자생 군락지는

제각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금낭화들로 눈이 즐겁다.

·주소_ 동상면 대아수목로 94-34
·이용시간_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휴무일_ 1월1일, 명절(설날/추석 당일)
·문의_ 063)243-1951
·홈페이지_ forest.jb.go.kr/daeagarde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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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대아호수는 인공저수지임에도 자연스럽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가로수가 울창한 20km 호반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동트기 전 군무처럼 펼쳐지는 물안개는 선경이 따로없다.

주소_ 동상면 대아리

대아호

대아호
수만리 마애석불

은천계곡
기차산 장군봉/해골바위

함께 구경

4경_ 대아수목원·대아호



ㅣ완주9경(景)가자ㅣ

대아수목원으로 들어가는 다리에서부터 계곡이 깊어지
고 주변의 산과 어우러지며 운치를 더한다.  계곡을 따
라 그림 같은 풍광이 연이어져 여름이면 전국에서 모여
든 피서객들로 붐빈다.

주소_ 동상면 대아리

기차산에 있는 해골바위는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바
위 구멍의 생김새가 마치 해골같아서 붙여진 이름이
다. 절벽과 기암괴석의 암벽지대인 지형적 특성때문에 
등산로가 가파르다. 스틱이 아닌 로프를 잡고 등산 해
야하는 구간이 많다. 장군봉, 두꺼비 바위 등 볼거리가 
많아 눈이 즐거운 산이다

주소_ 동상면 신월리 62

통일신라 때 불상으로 추정되며 거대한 자연 암벽에새
겨진 석불좌상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84호로 지
정됐다.  거구의 불상이면서도 머리와 상체의 두드러
진 양감 표현은 균형감이 있으며 박진감이 느껴진다.

주소_ 동상면 수만리 산4-3

은천계곡

기차산 장군봉/해골바위

수만리 마애석불

43

연석산 미술관

연석산 미술관은 2016년 10월 말경 전국 8대 오지 완
주군 동상골 연석산자락에 천혜의 자연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빼어난 주변경관을 조경삼아 문을 열었다. 문
화예술의 불모지인 오지 동상골에 문화예술의 꽃을 활
짝 피워 완주군의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로 굳건히 자
리매김해가고 있다.

주소_  동상면 동상로 1118-22



봉서사

원등사

권삼득 생가터, 소리굴

5경

송광사

벚꽃길





종남산 영성이 깃든 천년 고찰

송광사

완주
5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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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종남산(終南山) 아래 위치한 사찰로

신라의 도의선사가 세웠다고 전해진다. 

당시 이름은 백련사(白蓮寺)였는데

일주문이 3㎞나 떨어진 큰 규모였다고 한다. 

그러다 임진왜란을 지나 폐찰이 되었다가

1622년(광해군 14)부터 재건하기 시작해, 

14년 만인 1636년(인조 14)에 완공됐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부터 절 이름도 송광사(松廣寺)로 불렸다.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는 일자(一字)자로 

배치되어 있어 그 자연스러움이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 분위기를 자아낸다. 

경내에는 대웅전(보물 1243)과 종루(보물 1244), 

소조삼불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1274), 

소조사천왕상(보물 1255) 등

다수의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산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이며

전화접수를 통해 평일 언제나 참여가 가능하다. 

전북지역 4대 성지를 여행하는

‘아름다운 순례길’의 하나 이기도 하다. 

·주소_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문의_ 063)243-8091, 241-8090
·홈페이지_ songgwang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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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49

봄이면 소양면 소재지에서 송광사까지 벚꽃나무가 2km정도
이어져있어 도로 양쪽으로 벚꽃터널을 이룬다. 
규모는 작지만 만개한 벚꽃의 화사함을 즐길 수 있어
연인이나 가족단위의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벚꽃길



727년(성덕왕 26)에 창건, 고려 공민왕 때 나옹(懶翁)이 중창하였다. 조선시
대 선조 때에는 진묵(震默)이 중창하고, 봉서사에 머물면서 전국승려대조사
(全國僧侶大祖師)로 추앙받으며 중생을 교화하였던 유서 깊은 절이다. 봉서사 
뒤 서방산 형상이 봉의 형국이어서“새가 깃든다”는 이름으로 ‘봉서사’라 하
였다 한다. 진묵대사부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08호)를 비롯한 몇기의 부도
가 있으며 수려한 산세의 천혜절경을 자랑한다.

주소_ 용진읍 봉서안길 313

봉서사(鳳捿寺)

봉서사
원등사

권삼득 생가터, 소리굴

함께 구경

5경_ 송광사·벚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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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용진읍 구억리 출신의 권삼득(1771~1841)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반 소리꾼
으로 ‘비가비 명창’으로 불린다. 사람과 새, 짐승을 울리고 웃기는 소리를 두
루 얻었다고 해서 ‘삼득(三得)’이라는 예명을 얻었다. 뒷산에 오르면 권삼득
의 묘와 그가 연습하던 장소인 ‘소리굴’도 볼 수 있다.

주소_ 용진읍 구억리 49
        구억리 산 96-1(소리굴),  구억리 산 94-1(묘소) 

신라 때 보조선사가 창건한 뒤 목부암(木鳧庵)이라 불렸다. 임진왜란으로 폐
허가 됐으나 원등사터에 남아있던 석등에서 불빛이 비추는 것을 보고 성지
임을 알고 진묵대사가 중창한 후 원등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6·25전쟁 때 
전소되어 현재까지 복원 중에 있다.

주소_ 소양면 원등산길 386
홈페이지_ wondeungsa.net

권삼득 생가터, 소리굴

원등사(遠燈寺)

51





오성한옥마을

아원고택/소양고택/오스갤러리 

대승한지마을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웅치전적비

아름다운 순례길

6경

위봉사

위봉폭포

위봉산성



위봉사(威鳳寺)

완주
6경

54



ㅣ완주9경(景)가자ㅣ

604년 백제 서암이 창건했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 

세 마리 봉황새가 날고 있던 자리에 

절을 짓고 위봉사라고 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웅장하기로 유명한 보광명전 지붕의 용마루와 

위봉산의 부드럽고 완만한

능선 자락이 조화롭다.

·주소_ 소양면 위봉길 53

55



56

위봉폭포
위봉산성

예로부터 완산 8경으로 정평이 나있는 폭포다. 
높이 60m의 2단 폭포로, 여름철 시원스레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하
게 한다. 마치 하얀 비단 폭이 드리워진 것 같이 보이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 폭포 역시 장관이
다.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다.

주소_ 소양면 대흥리 산 1-32

위봉폭포



ㅣ완주9경(景)가자ㅣ

위봉산성

57

위봉산성은 1675년(숙종 1)에 7년에 거쳐 쌓은 
산성이다. 유사시에 전주 경기전(慶基殿)의 태조 
영정, 조경묘의 시조 위패를 옮겨 봉안하기 위해 
전주 근처에 험한 지형을 골라 성을 축조했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부성이 점령되자
영정과 위패를 이곳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이 성
은 당초 폭 3m, 높이 4~5m, 8㎞의 둘레로 만들
어져 3곳의 성문과 8개의 암문이 있었다. 지금은 
일부 성벽과 동·서·북 3개문 중 전주로 통하
는 서문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이 역시 문 
위에 있던 3칸의 문루는 붕괴되어 사라지고 높

이 3m, 폭 3m의 아치형 석문만이 현존한다. 

주소_ 소양면 대흥리 산1-29



함께 구경

6경_ 위봉사·위봉폭포·위봉산성

오성한옥마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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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봉산 자락에서 오성제 저수지까지 이어지는 계곡물과 만나는 곳에 오성한옥
마을이 있다. 현대식 건물과 한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고즈넉한 정취
를 즐기며 조용히 쉬어가기 좋다.    

주소_ 완주군 소양면 오도길 72
문의_ 063)243-1022 
홈페이지_ osvillage.net

오성 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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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년에 지어진 경남 진주의 250년된 한옥을 옮겨 이축한 고택이다.
우리 고유의 전통 한옥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건축을 자랑하는 미술관과 생활관이 공존하고 있다. 
아원은 건축이 공학이면서 인문학임을 자랑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공간을 연출해 내는 나의 정원이고 우리들의 정원이다

주소_ 소양면 송광수만로 516-7       문의_ 063)241-8195

아원고택 

아원고택
소양고택

오스갤러리

함께 구경

6경_  위봉사·위봉폭포·위봉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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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과 무안에서 이축한 조선시대 말기 고택 3채가 있다. 전통적인 기법을 지키기 위해 유
리창문, 방충망이 하나도 없다. 종남산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끼며 
한옥 스테이를 할 수 있다. 플리커서점과 두베카페도 소양고택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소_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23     문의_ 063)243-5222

소양고택

1995년 잠종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미술관과 카페로 재탄생되었다. 자연친화적이면서도 고전과 
현대가 공존하는 미학을 추구한다. 마련된 경치와 별장, 미술관을 방문한 손님이 시설을 이용함으
로써‘우리 것이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스갤러리는 연에 4-5회 전시전이 바뀌며, 수
억대가 호가하는 장비들이 갖춰진 음악감상실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카페의 원두는 계절에 따라 
포인트를 잡고 최고등급의 생두들로 직접 로스팅하여 사용한다.

주소_ 소양면 오도길 24     문의_ 0507-1406-7116 

오스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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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승한지마을은 4백여 년 전부터 맑은 물과 닥나무 
재배로 이름난 마을이다. 전통한지 생산에 마을 대다
수 주민이 참여해 생산과 판매를 해왔다. 현재 한지공
장 유적 9곳이 있고 장인 수준의 한지생산기술 보유
자(전문 초지공) 10여 명이 거주 중이다. 마을에는 눈
과 손을 즐겁게 하는 체험장과 전시장이 준비되어 있
으며, 자연의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는 한옥스테이
도 운영 중이다.

주소_ 소양면 보검길 18                         
문의_ 063)241-1001
이용시간_ 9:00~18:00 (17:00까지 입장)  
휴무_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_ hanjivil.com

대승한지마을

대승한지마을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함께 구경

6경_  위봉사·위봉폭포·위봉산성



ㅣ완주9경(景)가자ㅣ

40여 년간 방치되어 온 종이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
로 재탄생하였다. 연기를 내뿜던 굴뚝이 희망의 빛을 
비추는 붉은 등대로 변신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미술
관, 카페, 공연장, 체험관, 놀이터 등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
감 10분 전에는 등대에서 펼쳐지는 불빛 쇼도 관람할 
수 있다.  

주소_ 소양면 원암로 82        
문의_ 063)245-2456                                                     
이용시간_ 10:00~19:00 (월~목) 
             10:00~20:00 (금~일)     
홈페이지_ sansoklighthouse.co.kr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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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전적비
아름다운 순례길

6경_ 위봉사·위봉폭포·위봉산성

함께 구경

웅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전라도로 진
출하려던 왜군을 맞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격전지
다. 웅치전적비는 전투를 기념하고자 세워진 것으로 전
라북도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됐다. 

주소_ 소양면 신촌리 산 18-1

웅치전적비(熊峙戰蹟碑)



ㅣ완주9경(景)가자ㅣ

고즈넉한 산속 트래킹을 즐길 수 있는 순례길이 있다. 
소양 송광사에서 시작하는 2코스 순례길은 고산면, 천호에 이르는 27.1km 코스다. 위봉산성과 
위봉사, 오스캘러리를 지나면 산속 트래킹이 시작된다.  

아름다운 순례길(산속 트래킹)

  ■코스  
송광사 → 오스갤러리 → 오도재 → 오덕사 → 고산교회 → 고산성당 → 고산천변길 
→ 율곡교회 →    이수백로고개 → 구의사비 → 토마스쉼터 → 천호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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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천호성지

되재성당

힐조타운 관광농원

7경

화암사





화암사
곱게 늙은, 혼자서 가끔 펼쳐보고픈

7경

완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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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世 바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미워하는지 턱 돌아앉아

곁눈질 한번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화암사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세상한테 쫓기어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계곡이 나오면 외나무다리가 되고

벼랑이 나오면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을의 흙먼지를 잊어먹을 때까지 걸으니까

산은 슬쩍, 풍경의 한 귀퉁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구름 속에 주춧돌을 놓은

잘 늙은 절 한 채

그 절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절집 형체도 이름도 없어지고,

구름의 어깨를 치고 가는 불명산 능선 한자락 같은 참회가

가슴을 때리는 것이였습니다.

인간의 마을에서 온 햇볕이

화암사 안마당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뒤를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였습니다.

화암사, 내 사랑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 

花巖寺, 내사랑_  안도현(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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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산에 자리한 화암사(華巖寺)는 소박하지만 깊은 역사를 가진 사찰이다. 

694년 신라의 일교국사가 창건했으며, 부분적인 중건·중수를 거쳐 1425년 해총(海聰)이

중창했다. 이곳에서 원효, 의상대사가 수도했고, 설총이 공부했다고도 전해진다.

화암사의 극락전은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하앙구조 건물로 국보 제316호로 지정됐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때 다시 세웠으며 처마를 지탱하기 위해 하앙이라는 부재를

받쳐 놓은 독특한 구조가 특징이다. 

또한 우화루(보물 662), 화암사동종(전북유형문화재 40),

화암사중창비(전북유형문화재 94) 등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주소_ 경천면 화암사길 271     ·문의_ 063)261-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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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관광공사 봄시즌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된 생
태관광지 싱그랭이 에코빌은 마을 인근 야생화, 수목등을 한
눈에 관찰할 수 있는 팜 하우스형 유리온실로 되어있는 테마
체험 공간 및 휴게공간이다. 생태트래킹 코스, 연화공주정원, 
싱그랭이 숲, 생태관광체험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
에게 생태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고즈넉한 풍경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안심 관광지이다.

주소_ 경천면 경가천길 375
문의_ 063)290-2662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천호성지

함께 구경

7경_ 화암사



천호성지는 150여년 전통의 천호공소가 있던 천호산 기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들을 
대량 학살한 병인박해 당시 천주교도들이 피난처로 은신했던 
곳이다. 많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봉인돼 있어 순교순례지로도 
유명하며, 성당과 사제관, 성물 박물관 등이 있어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이 찾고 있다.

주소_ 비봉면 천호성지길 124 
문의_ 063)263-1004
홈페이지_ cheonhos.org

천호성지

ㅣ완주9경(景)가자ㅣ

73



되재성당
힐조타운 관광농원

함께 구경

7경_ 화암사

1895년 서울 약현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완공된 성당으로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 세워진 성당이며, 최
초의 한옥성당이다. 6.25때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전라북도 기념물 제119호로 지정되고 난 후 2009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주소_ 화산면 승치로 477

되재성당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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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힐조타운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조성된 푸른 자연 속 힐링 공간이다. 한 
공간에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쌓여있던 고민, 
걱정,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넓은 자연의 품 안에 마음껏 즐겨보자.
피로 회복에 좋은 파장수 족욕부터 노폐물을 없애주는데 탁월한 수소테라피, 시간제
한 없이 즐기는 물놀이까지. 또 아늑한 캠핑장과 별도 숙박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어 
사계절 휴양지로 안성맞춤이다. 무엇보다 힐조타운의 진정한 매력은 밤이 되어야 알 
수 있다. 어둠이 내리면 장미정원은 빛을 잃지 않고 알록달록 화려한 불빛들이 아름다
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된다.

휴무_ 연중무휴
문의_ 063) 1899-5852
홈페이지_ 완주힐조타운.kr
주소_ 비봉면 천호로 235-38

힐조타운 관광농원

프로그램명
보물찾기

도토리목걸이만들기
굼벵이랑친해지기

파장수족욕
토끼먹이주기

물놀이

체험시간
15분내외
20분내외
30~40분
30~40분
15분내외

시간제한없음

<체험프로그램>

※이외다양한프로그램구성가능





삼례문화예술촌

삼례책마을 / 그림책미술관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 삼례역참

신천습지 / 금와습지

삼례 새참수레

비비정 농가레스토랑

8경

비비정



비비정
기러기가 쉬어가는

8경

완주

78



ㅣ완주9경(景)가자ㅣ

일제강점기 호남평야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경강철교와 낙조에 물든 만경강의 풍경을 비비정
전망대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현재는 철교 위에 
폐기차를 활용해 만든 레스토랑, 아트숍, 카페가 
운영중이다.

주소_ 삼례읍 비비정길  73-21
문의_ 063)211-7788

비비정 예술열차

79



삼례문화예술촌

함께 구경

8경_ 비비정

80



81

일제강점기에 지은 양곡창고를 개조해 만든 복
합문화공간이다. 
수탈의 상징인 양곡창고를 문화예술의 중심지
로 탈바꿈시켜 역사적 의미와 문화가 공존하는 
삼례만의 독특하고 절묘한 공간을 형성했다.
세월의 흔적을 지닌 공간이 주는 고즈넉함과 젊
음의 활력, 문화의 사색이 한데 어울리는‘정감
동(靜感動)’이라는 콘셉트로 여행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소_ 삼례읍 삼례역로 81-13    
문의_ 070-8915-8121
이용시간_ 10:00~18:00    
휴무일_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_ samnyecav.kr

삼례문화예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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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양곡창고가 지식의 창고로 탈바꿈했다. 삼례책마을에는 고서점과 헌
책방, 북카페로 이루어진 북하우스를 중심으로, 전시와 강연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이곳에 전국 유일의 ‘그림책 특화 미술관’을 개관하여 시범 운영
에 돌입했다. 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소
개하고 원화작품을 수집하여 연구, 전시하는 미술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한 북페스티벌, 학술세미나 등 크고 작은 고서관련 문화행사
를 진행하고 있다.

주소_ (삼례책마을) 삼례읍 삼례역로 68  / (그림책미술관) 삼례읍 삼례역로 48-1
문의_ 063)291-7820  이용시간_ 10:00~18:00   
홈페이지_ koreabookcity.com

삼례책마을 / 그림책미술관

삼례책마을
그림책미술관

함께 구경

8경_ 비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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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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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삼례역참

함께 구경

8경_ 비비정

86



삼례도서관과 삼례문화체육센터 옆에는 동학농민혁명 삼례
봉기 역사광장이 위치해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안으로 봉건
수탈이 심화되고 밖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이 가속화
될 때 호남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반봉건·반침략의 기
치를 내걸고 1894년에 일어난 민족, 민중운동이다. 
역사광장에는 전국에서 달려온 농민군이 집결한 장소를 나
타내는 비석 등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기념비, 
동학농민혁명 봉기비가 세워져있다.
역사광장에서는 외세와 부패에 저항했던 동학농민혁명군의 
넋을 기리는 기념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주소_ 삼례읍 신금리 417-12

삼례읍 역참로를 따라가다보면 동부교회가 나온다. 이곳은 조선시대 
삼남대로와 통영대로가 만나는 호남 최대의 역참지였다. 당시 이곳
은 전라남북도 13개 역을 총괄하는 도찰방이 설치돼 있을 만큼 주요 
교통의 요지였다. 특히 삼례역참(驛站) 터는 1894년 동학 교단 교조
신원운동 당시 삼례집회가 열렸던 곳이며,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주소_ 삼례읍 역참로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삼례역참(參禮驛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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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신천습지
금와습지

함께 구경

8경_ 비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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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우리나라 최대의 하천습지로 소양천과 고산천이 만나는 곳에
약 2km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하중도가 많고 수중보가 있어 물이 넉넉하다. 
가시연꽃, 긴흑삼릉등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주요 서식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소_ 삼례읍 회포대교~하리교

습지에서 발견된 금개구리를 본따
‘금와(金蛙)’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금개구리 서식지를 테마로
금와습지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개구리의 한살이로 구성된 생태학습장
을 둘러볼 수 있고, 편백나무숲과 같은
쉼터가 있어 한적함을 즐기기에 좋다.

주소_ 삼례읍 후정리 만경강변 일대

신천습지

금와습지

89



할매셰프들의 세련된 손맛 

삼례 새참수레 완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슬로우 푸드 뷔페레스토랑이다.
어르신들이 직접 기른 신선한 제철 채소로 만든
건강한 한식요리를 제공해 인기가 높다.

·주소_ 삼례읍 삼례역로 73
·문의_ 063)261-4279
·영업시간_ 11:30 ~ 14:00 (오후 3   시까지 식사 가능)
·휴무일_ 매주 일요일, 매월 첫째 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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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91

현대감성의 푸짐한 시골밥상

비비정
농가레스토랑

비비정마을에서 운영하는 농가레스토랑으로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정식을 선보인다.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현대식 건물에서 즐기는
푸짐한 시골밥상이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주소_ 삼례읍 비비정길 26
·문의_ 063)291-8609, 8606
·영업시간_ 화~금 11:30~14:30
                토~일 11:30~19:30 (브레이크타임 15:30~17:00)
·휴무일_ 매주 월요일



정여립 공원

상관저수지

9경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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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

완주

걷기보다는 머무르고 싶은 곳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



95

전주에서 남원으로 향하는 17번 국도. 

이 국도가 지나가는 곳에 아담한 산촌, 

공기마을이 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해서, 그리고 마을 뒷산의 옥녀봉과 한

오봉에서 내려다봤을 때 밥그릇 형상을 띠고 있어 그 이

름이 붙여졌다. 

이곳의 거대한 편백숲은 40여 년 전, 

마을 주민들이 뒤편 넓은 산자락에 

수십만 그루의 편백을 제 손으로 심어 기른 곳이다. 

나무가 어찌나 촘촘하게 자라있는지, 무더운 한여름 뙤

약볕에도 어두컴컴하고 공기가 서늘하다고 한다.

편백숲의 한 가운데에는 삼림욕장이 있다. 

숲이 성글어진 곳에 나무 덱을 놓고 

누구나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돗자리를 펴고 머물면서 

나무 향을 즐긴다. 

또 독서를 하기도, 까무룩 잠이 들기도 한다. 

경사지에 너른 숲이 펼쳐져있어 방해받지 않고 

고요한 휴식을 할 수 있다.

또한 편백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심신치료와 심폐기

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피로감을 느끼는 도시민

들에게 편안한 휴게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소_ 상관면 죽림편백길 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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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 사상가이자 혁명가인 정여립은 상
관면 월암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 있고, 
현재공원이 조성된 장소 일원은 그의 생가
터로 추정되고 있다. 정여립이 역적으로 몰
려 죽임을 당하자 조정이 그의 흔적을 지우
기 위해 생가 집자리를 파서 숯불로 지져 없
앤 뒤 소를 만들었고 그곳이 파쏘가 되었다. 
이런 연유로 아직까지 공원 주변에 남아있
는 뒷산은 파쏘봉, 들판은 파쏘들, 은석동으
로 돌아가는 모롱이는 파쏘 모롱이라는 지
명들이 붙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주소_ 상관면 신리 393

정여립 공원

정여립 공원
상관저수지

함께 구경

9경_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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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상관저수지의 제방 건너편 쪽 묘원마을 입
구에서 시작하는 약 1.5KM의 저수지 둘레
길이 있다. 
이 둘레길은 봄에는 철쭉과 야생화로 만들
어진 꽃길로, 가을에는 단풍과 낙엽으로 만
들어진 운치있는 길로 두시간 정도면 여유
롭게 저수지 수변의 멋진 풍경을 보며 심신
을 정화할 수 있다. 상관저수지 둘레길은 정
자를 종점으로 끝나고 달래봉과 마재봉으로 
갈 수 있는 등산로로 이어진다.

주소_ 상관면 마치리

상관저수지



체험마을

봉동 서두마을

봉동 원구만마을

용진 도계마을

용진 두억행복드림마을

용진 서계마을

용진 신봉마을

이서 물고기마을

소양 대승한지마을

소양 오성한옥마을

소양 인덕마을

구이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고산 창포마을

비봉 평치마을

운주 고산촌마을

동상 밤티마을

경천 싱그랭이마을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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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봉실산 자락에 위치한 서두마을은 뒷산이 쥐의 머리와 비슷해서 ‘서두’라고 칭

했다 한다. 산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생강밭이 마을에 펼쳐져있다. 마

을의 특산품인 생강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생강청만들기(20인 이상)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봉동읍 서정길90 

·문의_ 063)261-6833 

·홈페이지_ seodoo.invil.org

봉동 서두마을

“오메, 톡 쏘는 생강맛에 반하것네”



체험마을

바쁜 도심을 떠나 순수한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원구만 마을은 겨울이 되면 연날리

기 축제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주민들이 만경강 제방길에 심어놓은 코스모

스 길은 마을의 대표 명소이다. 

<체험> ·연만들기     ·제례체험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봉동읍 구만길 28-12 

·문의_ 010-4410-7892

봉동 원구만마을 

“가을엔 코스모스길 걷고 겨울엔 연 날려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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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전주시와 맞닿은 용진읍에 소재해 있어 편리한 교통, 평탄한 지세와 풍부한 수원으

로 예부터 농경이 발달한 마을이다. 마을에서 기른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하고 안전

한 로컬푸드 먹거리를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쑥떡 만들기와 김치 담그기, 조롱박 

꾸미기 등의 농촌체험도 즐길 수 있다.

<체험> ·쑥떡 만들기(5인 이상)           ·비지완자 만들기(5인 이상) 

         ·조롱박 꾸미기(10인 이상) : 

            그림그리기(아동), 인두로 그림그리기(청소년), 냅킨아트(성인) 

         ·김치 담그기(10인 이상)    ·매듭으로 열쇠고리 만들기(10인 이상) 

         ·리본으로 헤어핀 만들기(10인 이상) ·야생초 손수건(10인 이상) 

         ·편백 방향제 만들기(10인 이상)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용진읍 봉서로 198

·문의_ 063)244-0684

·홈페이지_ bongseogol.invil.org

용진 도계마을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 고소하구만”



102

체험마을

두억행복드림마을은 종남산과 서방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 8대 명당터 

중 하나로 꼽힌다. 한옥과 넓은 잔디밭이 어우러진 밀양박씨 제실을 중심으로 

과거시험, 전통놀이,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과 전통한옥 숙박을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마을트레킹(20인 이상)      ·농산물수확 체험(20인 이상) 

          ·시골밥상(효소음식체험)     ·떡메치기(30인 이상) 

          ·전통민속놀이                 ·공예체험(20인 이상) 

          ·과거시험체험(20인 이상)   ·세미나실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용진읍 두억길 13-12

·문의_ 063)247-0050

·홈페이지_ cafe.daum.net/happybongse

용진 두억행복드림마을

“올해의 장원은 바로오~ 그대요!”

<숙박> · 전통한옥 : 40,000원(2인 1실 기준)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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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과거 만경강 물이 자주 범람해 침수가 잦은 지역이었으나 주민들이 제방을 막아 쌀

농사가 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용진읍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벼농사 재배 지역이

다. 전통방식으로 만든 부스개, 조청, 강정 등의 쌀가공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유명

해졌고, 지역의 청정 농산물로 만드는 향수음식 체험이 있다.

<체험> 

·부스개 만들기(10~30인) 

·쌀강정 만들기(10~30인)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용진읍 신기서계길 35-10

·문의_ 010-4652-2958

용진 서계마을

“부스개, 강정 … 그리운 음식 한 가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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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마을

민요마을로도 불리는 신봉마을은 민요를 통해 체험객과 마을주민이 같이 어우러지

는 농촌 마을이다. 민요를 배우며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수수경단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마을 곳곳이 트릭아트 형식 벽화로 꾸며져 있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기에 좋다. 

<체험> ·민요공연체험(20인 이상) 

          ·수수경단 만들기(20인 이상)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용진읍 운곡신봉길 14-2

·문의_ 010-6620-3744 

용진 신봉마을

“하루 종일 민요를 흥얼거리게 된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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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주9경(景)가자ㅣ

“검은천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서 물고기마을

한적하고 평범한 농촌마을에 세계적 희귀어종인 검은천사(특허신품종), 인면어를 

비롯한 관상어, 해수어, 열대어, 식용어 등 200여종, 250만여 마리가 전시돼 있다.

실내·외 수족관, 생태습지, 잔디구장, 작은동물원, 가족낚시체험장 등의 시설을 통

해 방문객들이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의 생태학습의 장으로서 

인기가 높다. 

<체험> ·무료체험 : 뗏목타기, 실내동물체험장(닥터피쉬, 새 모이주기), 물고기 먹이주기

         ·유료체험 : 물고기 잡기, 가족낚시 체험, 만들기 체험

         ·하절기 체험 : 야외수영장       ·동절기 체험 : 빙어잡기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이서면 반교로 311

·입장시간_ 10:00~18:00(동절기 10:00~17:00)

·휴무일_ 매주 월요일     ·문의_ 063)231-8400

·홈페이지_ 물고기마을.com



체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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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여년 전부터 맑은 물과 닥나무 재배로 이름난 마을이다. 전통한지 생산에 마을 

대다수 주민이 참여해 생산과 판매를 해왔고, 현재 한지공장 유적 9곳, 장인 수준

의 한지생산기술 보유자(전문 초지공) 1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내에는 전시관과 제조장,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관이 있다. 

자연의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는 한옥스테이도 운영 중이다.

<체험> ·전통한지초지(20인 이상)   ·한지초지액자 만들기   ·한지고무신 만들기

          ·연필꽂이 만들기              ·손거울 만들기            ·한지엽서 만들기

          ·다용도함 만들기 체험       ·세미나실(4시간 기준)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소양 대승한지마을

·주소_ 소양면 보검길 18

·문의_ 063)242-1001

·홈페이지_ hanjivil.com/

“직접 만든 한지에 편지 한 번 써주세요”

<숙박> 

                  구 분                                                      

섬유명인방, 태극선명인방, 지등명인방  

합죽선명인방                                   

도자명인방, 지등명인방                        

옻칠명인방, 방짜유기명인방, 한지공예명인방  

요금(원)       수용인원

100,000     2명(최대4명)

140,000     4명(최대7명)

140,000     4명(최대8명)

180,000     8명(최대12명)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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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한 풍경 속에 전통문화유산을 접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수 있는 한옥마을

이다. 전통한옥과 토석담장, 골목길로 이루어진 마을안길 걷기와 다양한 코스의 생

태숲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한옥민박, 펜션, 글램핑 등 쾌적한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나 단체 탐방객에게도 추천한다.

<체험> ·다도체험(20인 이상)           ·마을답사/트레킹 체험(20인 이상) 

          ·전통의상체험(20인 이상)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소양면 오도길 73

·문의_ 063)243-1022

·홈페이지_ osvillage.net

소양 오성한옥마을

“고즈넉한 한옥 나들이 떠나보세요”

2명

4명

4명

수용인원

<숙박> 오성한옥문화센터

  별방

해방, 달방

해달방

80,000

120,000

240,000  

100,000

150,000

300,000

요금(원) 
평일        주말

구 분 

※성수기(7~9월)는 주말가격으로 적용

수용인원



체험마을

종남산 자락 산골짜기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로 송광사 가는 길목에 위치해있다. 

옛부터 인정과 덕이 많다고 해 인덕마을이라 불렸으며, 산세가 아름답고 물이 좋아 

반딧불이가 서식할 정도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다. 참나물칼국수 및 피

자와 수제버거 만들기 등의 맛있는 체험과 농산물수확 체험, 트렉터마차타기 등의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체험>·참나물칼국수체험(20~60인 가능)   ·참나물피클체험(30인 까지) 

         ·참나물수제버거체험(40인 까지)      ·참나물피자체험(30인 까지) 

         ·농산물수확체험(50인 까지)           ·고구마쿠키만들기(30인 까지) 

         ·연리지만들기(20~60인)              ·트렉터마차타기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소양면 인덕길 245-17

·문의_ 063)241-7887

·홈페이지_ cafe.naver.com/indeok1004

소양 인덕마을 

“산골짜기 마을에서 피자를 굽는다구요?”

108108



모악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구이 안덕마을은 국내 최초로 건강힐링체험마을이라는 

콘셉트로 웰니스 한방치료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토속 한

증막과 마을의료보험재단에서 운영하는 민속한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흔들

다리 등으로 구성된 어드벤처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모험심을 기를 수 있어 가족단

위 여행객에게도 좋은 체험코스다. 한옥황토방, 펜션, 캠핑카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고 신선한 로컬푸드로 만든 농가레스토랑도 있어 체험, 식사, 숙박까지 

한곳에서 가능하다.

<체험> ·황토한증막체험                       ·한방향기주머니만들기(20인 이상) 

          ·손수건천연염색(30인 이상)         ·인절미 만들기(20인 이상)

          ·두부만들기체험(20인 이상)         ·매듭팔찌 만들기(20인 이상)

          ·농작물수확체험(20인 이상)         ·숙박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구이면 장파길 72

·문의_ 063)227-1000

·홈페이지_ poweranduk.com

구이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한방치료와 토속 한증막에서 몸과 마음를 치유하고파”

109

<숙박> 

황토1,2 

황토3,4  

황토5

황토7 

수101  

수102,203 

수103,201,202,205

80,000 

80,000 

230,000

150,000

130,000

100,000 

 80,000 

120,000

120,000

280,000

200,000

180,000

130,000

 100,000 

요금(원) 
평일 (월~목)      주말(금~일) 

구 분 수용인원

4명(최대6명) 

4명(최대5명) 

12명(최대15명) 

8명(최대10명) 

8명(최대10명) 

6명(최대8명) 

 4명(최대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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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마을

만경강 상류에 위치한 창포마을은 오염되지 않은 1급수 하천에서 수달과 수서곤충

을 볼 수 있으며 4,000여평의 창포군락지가 조성돼 창포의 푸른 물결을 볼 수도 있

다. 완주농촌체험을 선도해 온 마을로 한옥숙박 및 다듬이공연, 농가레스토랑, 천연

염색과 창포비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이 가능하다.

<체험> ·민속놀이 체험                     ·떡메치기(20인 이상) 

          ·농산물 수확체험(20인 이상)    ·손수건 천연염색(20인 이상) 

          ·창포비누만들기(15인 이상)     ·밀랍초만들기(30인 이상) 

          ·대복떡만들기(20인 이상)        ·떡갈비버거 만들기(20인 이상) 

          ·창포샴푸만들기(15인 이상)     ·수제청만들기(20인 이상) 

          ·녹두빈대떡체험(20인 이상)     ·곶감만들기(20인 이상) 

          ·다듬이공연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고산면 대아저수로 385

·문의_ 063)261-7373

·홈페이지_ changpovil.com

고산 창포마을

“어쩌면 정말 수달과 눈이 마주칠 수도 있다구”

가족방

단체방(8평)

단체방(30평)

B동 전체강의실

방1/욕실

방1/욕실

방1/욕실

거실/주방/욕실2

단체방

70,000 

100,000

180,000

200,000

450,000

70,000 

100,000

200,000

300,000

450,000

요금(원) 
평일 (월~목)      주말(금~일) 

구 분 구 조 수용인원

4명(최대5명) 

4명(최대4명) 

5명(최대10명) 

15명(최대30명) 

30명(최대40명) 

<숙박> 

※강의실 별도 이용시 : 150,000원 (4~50명수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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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이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매일 새벽 매생이를 넣어 두부를 만들고 있으

며, 계절별로 다양한 농산물 수확체험이 가능하다. 

<체험> ·수확체험(20인 이상)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비봉면 천호로 546 

·문의_ 010-9098-6693

비봉 평치마을

“매생이 들어간 두부? 뜬지 이미 오래됐소”



체험마을

운주계곡을 따라 대둔산을 향해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마을이다. 제5회 생생마

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이 

자랑거리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하나하나 꾸며나간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최근 숲 해설, 숲속 밧줄놀이 등 체험이 만들어졌다.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탐방객에게도 추천한다.

<체험> ·숲 해설      ·숲속 밧줄놀이      ·숲길 체험      ·트리클라이밍

          ·계절별 물놀이 체험      ·수중 생태계 관찰 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운주면 대둔산로 1858-78

·문의_ 010-3460-9781

운주 고산촌마을

“숲 속에서 자연의 향을 느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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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뒷산에 만경강 발원지인 밤샘이 있고 깨끗하고 일교차가 큰 자연환경을 바탕

으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곶감이 자랑거리이다. 겨우내 그늘진 논에 주민들이 물을 

채워 눈썰매장을 개장한 이후 매년 겨울에 관광객들이 찾는 썰매장이 되었다. 인

공적으로 만든 썰매장이 아닌 천연눈썰매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옛날 방식의 썰매를 

통해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준다. 

<체험> ·썰매체험 1인용  / 2인용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동상면 사봉리 254

·문의_ 010-4189-7100

동상 밤티마을

“손발 다 얼어도 오지게 재미난 썰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자연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마을이다. 인근에 고즈넉한 사찰

인 화암사가 있고,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이 조성되어 있어 싱그러운 야생화도 만나 

볼 수 있다. 복숭아꽃이 심어져있는 3.2km 가량의 산책로, 탐방로 등이 만들어져 

있어 산책을 하기에도 좋다. 

마을에서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 

<체험> ·두부만들기체험(12인 이상)

          ·화암사 숲체험(12인 이상) 

          ·농산물수확체험(12인 이상)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주소_ 경천면 경가천길 377

·문의_ 010-3681-8554

“사계절 풍경이 와락 달려들더랑께”

경천 싱그랭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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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권역 인근에는 울창한 편백숲이 있고, 1급수의 맑은 구룡천이 흐른다. 이러한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경천애인권역’을 수립해 숙박, 체험, 휴양 

등 체류형 농촌휴양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농어촌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에 힘쓰는 농어촌인성학교를 운

영하며 농촌체험학습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주소_ 경천면 오복대석길 45

·문의_ 063)263-5555

·홈페이지_ 경천애인.com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체험하고 쉬어가는 맛 … 낮밤 모두 신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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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곶감, 마늘, 복분자, 대추  

양파                                         

갱금마을, 죽림마을, 원가천마을,

구재마을, 원용복마을, 만수동 

오복마을, 요동마을, 신덕,석장 

경천면  

별관                                         

코미디인큐베이팅 201~205호 

코미디인큐베이팅 206호 

100,000

100,000

100,000

120,000

250,000

300,000

7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70,000

300,000

350,000

100,000

200,000

요금(원) 
구 분 수용

인원

2명

3명

4명

6명

10명

15명

2명

6명

<체험> ·민속놀이              ·소목 천연염색 

          ·편백비누만들기      ·떡메치기 

          ·농산물 수확체험     ·미꾸라지 잡기 

          ·압화체험              ·두부만들기 

          ·캠프파이어           ·블랙베리효소만들기 

          ※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문의

성수기 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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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완주프러포즈축제

삼례딸기축제

나라꽃 무궁화축제

완주한우사랑축제

완주곶감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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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완주를 대표하는 청정자연체험과 로컬푸드 1번지 건강한 먹거리, 

인문학적 문화요소를 결합한 건강한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축제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재미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장소_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문의_ 063)290-2621~4
·홈페이지_ www.wanjufestival.kr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청정자연 만끽 건강한 맛에 빠지다



완주의 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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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의 축제들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열리는 완주프러포즈축제는

사랑하는 연인, 부부, 친구,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이다. 

커플사진과 사연 공모전, 사랑의 세레나데, 드레스쇼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며 탁 트인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사랑을 속삭여보면 어떨까.

·장소_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일원
·문의_ 063)290-2621~4 
·홈페이지_ wanju.go.kr/tour

완주프러포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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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의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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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자 진행하는 문화행사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실속 있는 체험형 문화축제다.우리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궁
화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장소_ 고산문화공원 일원
           (무궁화테마식물원)
·문의_ 063)290-2762~4

매년 3월 하순 삼례에서 열리는 딸기축제에는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유명한 삼례딸기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
이 모인다. 
딸기수확 체험, 딸기케이크, 딸기인절미 만들기, 딸기화
분심기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공연이 열리며 무공해 
친환경 딸기를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장소_ 삼례읍 일원
·문의_ 063)290-3321

나라꽃 무궁화축제 (매년 8월경) 

삼례딸기축제 (매년 3월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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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의축제들

한우로 유명한 완주에서 열리는 민속 소싸움 대회로 기량이
우수한 소들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백두급, 한강급, 태백급으로 나눠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친다. 
또한 고품질의 신선한 한우시식회 및 판매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장소_ 화산면 화산체육공원
·문의_ 063)290-3241

완주한우사랑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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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 당도가 높고 식
감이 부드럽기로 유명한 완주 곶감을 테
마로 한 곶감축제다. 다채로운 공연과 곶
감 품평회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 등
이 마련되어 있고, 질 좋고 맛 좋은 곶감
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다.

·장소_ 운주면 일원
·문의_ 063)290-2756 

완주곶감축제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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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씨의 
콕콕 

여행가이드

마을체험코스

사계절 여행

테마별 여행코스

스토리 있는 아름다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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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체험공간, 지역 내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흔적과    문화를 소재로 한 교육체험 공간으로 

융치대첩의 역사, 공성전투체험, 검술체험, 활쏘기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070-41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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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체험공간, 지역 내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흔적과    문화를 소재로 한 교육체험 공간으로 

융치대첩의 역사, 공성전투체험, 검술체험, 활쏘기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070-41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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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완주9품5미

모범음식점

완주농산물사용업소

완주로컬푸드직매장

숙박시설

전통시장

두바퀴로 떠나는 완주여행 (자전거길)

도보로 떠나는 완주여행 (걷는길)

교통안내

완주오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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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9품

곶감
큰 일교차 속에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 식감이 부드럽다. 
특히 당도가 높은 고종시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대추
경천과 고산 일대는 토질과
기후가 대추 재배 최적지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는 알이 굵고 당도가 매우 
높다.

수박
깨끗하고 맑은 비봉, 삼례지역
이 주산지로 약알칼리성 황토토
양에서 재배되어 뒷맛에 약간 
신맛이 나며 15% 내외의 고당
도를 자랑한다. 

생강
봉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생강 재배지이다. 
봉동생강은 뿌리가 크고 
섬유질이 적어 씹는 맛이
연하고 향이 강하다.

양파
완주양파는 아삭한 첫맛이
매콤하고, 중간맛은 달큰한데 
입안에 퍼지는 끝맛은
상쾌하다. 오래 보관해도
쉽게 물러지지 않는다.

배
겉 표면은 담황색으로 빛깔이 
곱고 과즙이 많아 시원하면서도 
당도가 높아 식감이 좋다. 주로 
이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는 조
선시대부터 진상품으로 높은 명
성을 떨쳐왔다. 

딸기
삼례딸기는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좋다. 
또 고유의 당도가 풍부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마늘
알이 굵고 매끈하다. 
빛깔이 곱고 특유의 톡 쏘는
향이 강하며 알리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항암효과가 높다.

토마토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한 토
마토는 비타민과 무기질뿐 아니
라 라이코펜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가 있다. 완주 토마토는 로
컬푸드매장에 주로 납품되어 신
뢰할 수 있는 안심먹거리이다.

국가농업유산지정

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용진읍 완주로 187  063)240-6925

완주로컬푸드직매장(모악점)   구이면 모악산길 95  1600-0125

완주로컬푸드직매장(둔산점)   봉동읍 둔산3로 94    1600-0125

완주9품 
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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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의9품5미

한우구이

순두부백반

로컬푸드 밥상

묵은지 닭볶음탕

민물매운탕

고산미소

고산촌

한양회관

소야

고산면 남봉로 135 | 063-261-4088

고산면 남봉로132-4 | 063-261-8899

고산면 고산로 81 | 063-263-5400

구이면 모악산길 78-4 | 063-222-3235

원조화심순두부

화심순두부본점

대흥전통순두부

송우즉석순두부

소양면 전진로 1066 | 063-243-8268

소양면 전진로 1051 | 063-261-8268

소양면 송광수만로282-3 | 063-244-7980

삼례읍 과학로 508 | 063-261-8484

새참수레

농가레스토랑행복정거장 

(모악점)

비비정농가레스토랑

삼례읍 삼례역로 73 | 063-261-4279

구이면 모악산길 95 | 063-905-5720

삼례읍 비비정길 26 | 063-291-8609

송전산장

대승가든

송광산장

등산로집

소양면 신지송광로 831 | 063-243-5148

소양면 대승길 7 | 063-243-8798

소양면 송광수만로 219 | 063-243-8154

구이면 상하학길 99 | 063-221-1365

백궁가든

백제명가

연화정

동락가든

봉동읍 서정길 6 | 063-261-7133

봉동읍 둔산3로 97 | 063-261-1954

용진읍 완주로 386-14 | 063-246-6669

고산면 고산로 164 | 063-263-4358

완주 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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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로 358-1

삼례역로 28

녹색로 64

과학로 508

은하길 50

완주산단9로 7

신보상길 26

서정길 6

봉동로 38

둔산3로 97

둔산3로 19

둔산2로 27

둔산2로 14

과학로 1029

과학로 1025

과학로 1017

초포다리로 242

초포다리로 235-8

완주로 386-14

구억명덕로 19

구억명덕로 11

죽림편백길118-38(3층)

261-8900

291-0020

261-8484

261-5523

241-6256

262-6633

261-7133

261-6804

261-1954

261-2616

262-9393

261-8383

262-0200

263-0049

263-3777

245-3613

243-2431

246-6669

243-1397

243-2941

230-4500

삼례읍

연자방아

풍천장어 직판구이

한도령본가추어탕

송우즉석순두부

봉동읍

코리아숯불갈비

대관령동태찌개와 

낙지볶음

한라산도야지

백궁가든

신성탕집

백제명가

청주본가

자금성

오유민동태마을(코아루점)

장어야놀자 봉동점

채선당 전북봉동점

화산한우직판가든

용진읍

소래버섯나라

코다리밥상 완주점

연화정

초포가든

대왕가든

상관면

피노(pino)

\\

호남고속도로 162

호남고속도로 161

출판로 46-5

지사제로 3

오공로 11-13

전진로 1066

전진로 1051

원대흥길 127-21

신지송광로 831

송광수만로 508

상관소양로 1107

모악산길 78-4

모악산길 32

대아저수로 292

남봉로 132-4

고산로 81

대둔산로 1912-7

대둔산공원길 30

화산로 668-27

화산로 665

동상면 대아수목로 279

이서면

이서(천안방향)휴게소 

한식(그린웰)

이서(순천방향)휴게소 

한식(그린웰)

광화문 숯불구이명가

양평해장국 이서혁신점

갑기회관 전북혁신점

소양면

원조 화심두부

화심순두부본점

몽펠리에레스토랑

송전산장

기양초

화심장어

구이면

소야

모악애뜰

고산면

운암식당

고산촌

한양회관

운주면

대둔산강변가든

한밭식당

화산면

약수가든

산수장가든

동상면

곰바위산장

236-2594

227-4334

227-5282

243-8952

243-8268

254-6300

243-5148

247-6667

243-9221

222-3235

236-4566

263-5522

261-8899

263-5400

263-4919

263-9121

262-2602

263-5078

243-0622

업소명 업소명주소 주소전화번호 (063) 전화번호 (063)

모범음식점

삼례읍 삼례역로 73 | 063-261-4279

구이면 모악산길 95 | 063-905-5720

삼례읍 비비정길 26 | 063-291-8609

소양면 신지송광로 831 | 063-243-5148

소양면 대승길 7 | 063-243-8798

소양면 송광수만로 219 | 063-243-8154

구이면 상하학길 99 | 063-221-1365

봉동읍 서정길 6 | 063-261-7133

봉동읍 둔산3로 97 | 063-261-1954

용진읍 완주로 386-14 | 063-246-6669

고산면 고산로 164 | 063-26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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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187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95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40-33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6-7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8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3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38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33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7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61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230

240-6925
1600-0125
1600-0125
1600-0125
1600-0125
228-7010

1600-0125
1600-0125
262-9933
260-7594
280-6203
243-8008

용진1호점
모악점
둔산점
효자점
하가점
용진2호점
삼천점
혁신점
봉동농협
고산농협
상관농협
소양농협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063)

완주로컬푸드직매장

삼례읍 삼례역로 73
삼례읍 녹색로 91
삼례읍 삼봉로 6 
삼례읍 해전2길 28-1
봉동읍 주동길 108-17
봉동읍 봉동동서로 72
봉동읍 봉동동서로 117-4
봉동읍 완주로 441-16
용진읍 완주로 456-19
이서면 농생명로 269
이서면 이서로 45
소양면 송광수만로 282-3
소양면 모래재로 32
소양면 전진로 1014
소양면 송광수만로 26
소양면 소양로 322
구이면 모악산길 95
구이면 덕평로 203
구이면 구이로 1502
고산면 남봉로 135
고산면 대아저수로 310

261-4279
291-8818

010-5095-2728
26-3223
225-0155
263-2526
282-6030
227-2018
222-7162
222-3038
244-7980
243-2008
243-1267
244-7445
243-7898
1600-0125
226-8033
223-9258
261-4088
263-2228

새참수레
국밥집
행복9번지
금자네시댁
산성가든
한가네종가집
친정에밥상
봄차반
청년키움식당
배터져
이서맛집
대흥전통순두부
슬기네집
미각순두부
송광순두부
자매식당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
우렁각시
학래촌
고산미소
소향가든

농가뷔페
소고기무국
야채비빔밥
블루베리 주스
백숙, 삼계탕
모래무지조림
묵은지 갈비찜
봄차반 정식
시즌메뉴
생삼겹주물럭
백숙, 염소탕
순두부찌개
흑돼지 짜글이
순두부찌개
순두부백반
묵은지 갈비찜
농가뷔페
우렁쌈밥
삼겹살, 안창살, 토시살
갈비탕, 육회비빔밥
닭볶음탕, 백숙

업소명 주소 메 뉴전화번호 (063)

완주 농산물 사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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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숙박시설

그랜드호텔

호텔원

더클래식 호텔

대둔산호텔

용진행복드림한옥

여림재

대승한지마을

녹운재

소양고택

모악산 모텔

치재당 한옥민박

리안정전주고택

다올

콩쥐팥쥐한옥리조트

아원고택

소담원

죽림원

휴림

오성한옥문화센터

예촌

산수촌

휴안재

신명헌

청풍헌

완주군 전통문화체험장

숲내음카라반캠핑장

호연재

완주소양캠핑장

무궁화오토캠핑장

완주힐조타운

래미안밸리캠핑장

선야봉캠핑장

다람쥐쉼터야영장

로뎀하우스

부엉캠핑클럽

대둔산그린시티캠핑장

대둔산글램핑캠핑장

대둔산캠핑펜션오토캠핑장

민들레동산아영장

비채야영장

완주에코오토캠핑장

힐링캠핑장

예원캠핑장

물바람캠핑장

에덴동산캠핑장

여성안심숙소

한국관광
품질인증숙소

한옥스테이

야영장

삼례읍 동학로 36-10

이서면 오공로 21-13

이서면 오공로 21-19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37

용진읍 봉서안길 181-21

상관면 죽림편백길 96

소양면 보검길 18-4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18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23

구이면 모악산길 104-10

상관면 만덕산길 103-23

상관면 만덕산길 69-13

상관면 상관소양로 76

이서면 신지앵곡길 243

소양면 송광수만로 516-7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32

소양면 송광수만로 516-13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16

소양면 오도길 73

소양면 오도길 121

소양면 오도길 90

소양면 오도길 86

구이면 장미로 235-26

고산면 동봉길 20-6

고산면 대아저수로 392

상관면 죽림편백길 143-5

소양면 송광수만로 373-8

소양면 해월신왕길 144-39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89

비봉면 천호로 235-38

운주면 금고당로 617

운주면 금고당로 727

운주면 금고당로 1014

운주면 금고당로 1070-14

운주면 산북신복길 125-72 

운주면 산북신복길 56

운주면 원장선로 42-209

운주면 대둔산로 2100-25

화산면 하용마안길 35-152

동상면 동상로 1260-13

동상면 대아수목로 144-1

동상면 동상주천로 160-27

동상면 송광수만로 1079-125

동상면 송광수만로 1079-61

경천면 오복대석길 102-13

291-0456

225-9333

226-3211

263-1260

247-0050

010-8375-0258

242-1001

010-4450-6565

010-3641-7941

222-2023

231-9929

010-3650-1945

010-3900-0182

908-2002

244-7116

010-2461-0557

010-7399-3773

247-4440

243-1022

227-4442

010-4191-3653

010-6677-8516

010-3203-9233

010-4660-9998

261-1161

010-4655-4874

010-2343-9825

010-4546-2900

263-8680

010-2294-0209

010-5269-3241

010-7447-7513

010-8811-7548

010-3337-8260

010-5414-4416

010-6779-7879

010-9003-4211

010-3050-8744

261-5153

229-0011

010-9747-4545

010-3163-7603

010-9477-8702

010-4568-7293

263-3252

  구분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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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삼례시장은 5일장으로 매월 3, 8, 13, 18, 23, 28일이 장날이다.
전통시장의 상권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현대식 복합상업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시장이다. 2층에 위치한 삼례시장 청년몰은 열린공간으로서 청년 상인들의 다양한 아
이템으로 방문객에게 맛과 건강 그리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문화체험공간에서는 놀이
와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청년상인들의 창업공간이다.

·주소_ 삼례읍 삼봉로 6                     ·문의_ 063-291-8899

봉동생강골시장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이 병행
하는 재래시장으로 매월 5, 10, 15, 20, 25, 30
일이 장날이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
을 발굴하여 육성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신선
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물론 카페, 플리마켓까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다. 특히 
완주의 특산품인 품질좋은 생강을 살 수 있다. 

·주소_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19 

삼례시장 

봉동생강골시장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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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의 전통 5일장으로 매월 4, 9, 14, 19, 24일이 장날이다.지역의 특산품, 먹거리, 체험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테마장터이다. 한우판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판매점, 체험공
방 등 30여개의 점포가 있다. 

·주소_ 고산면 남봉로 134

운주시장은 정기시장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매월 1, 6, 11, 16, 21, 16일이 장
날이다. 특히 봄철에는 산나물의 시장으
로 유명하다

운주시장

고산미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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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자전거길

두바퀴로 떠나는 완주여행

제9코스
비봉 천호성지길

제1코스
삼례 비비정길

제6코스
구이 호반길

제10코스
경천 화암사길

제3코스
용진 로컬푸드길

제5코스
상관 편백숲길

제4코스
소양 한옥마을길

제7코스
고산 자연휴양림길

운주면

경천면

화산면

비봉면

봉동읍

삼례읍

용진읍

소양면

동상면

고산면

상관면

구이면

이서면

제2코스
봉동 생강길

대표코스
만경강 자전거길

제8코스
동상 대아호반길

대표 만경강 자전거길 거   리 | 18km (편도) 난이도 | 초급 도착 | 고산 미소시장

1 삼례 비비정길 거   리 | 7km (편도) 난이도 | 중급 도착 | 삼례역 버스정거장

2 봉동 생강길 거   리 | 10km (편도) 난이도 | 중급 도착 | 봉동 상장기마을

3 용진 로컬푸드길 거   리 | 14km (왕복시)

4 소양 한옥마을길 거   리 | 12km (왕복시) 난이도 | 중급 도착 | 오성한옥마을

5 상관 편백숲길 거   리 | 10km (왕복시) 난이도 | 중급 도착 | 편백나무숲

6 구이 호반길 거   리 | 10km (왕복시) 난이도 | 초급/중급 도착 | 구이대교 밑

7 고산 자연휴양림길 거   리 | 10.82km (왕복시) 난이도 | 초급/중급 도착 | 고산자연휴양림

8 동상 대아호반길 거   리 | 8.8km (왕복시) 난이도 | 중급/상급 도착 | 대아수목원

9 비봉 천호성지길 거   리 | 11.34km (왕복시) 난이도 | 중급/상급 도착 | 천호성지 주차장

10 경천 화암사길 거   리 | 14.54km (왕복시) 난이도 | 초급/중급 도착 | 화암사 주차장

난이도 | 중급/상급

출발 | 삼례 비비정

출발 | 삼례문화예술촌 앞

출발 | 봉동 상장기공원

출발 | 소양초등학교

출발 |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출발 |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출발 | 고산미소시장

출발 | 동상 팔각정휴게소

출발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출발 |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출발 | 완주군청 도서관 주차장 도착 | 봉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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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만경강 자전거길 거   리 | 18km (편도) 난이도 | 초급 도착 | 고산 미소시장

1 삼례 비비정길 거   리 | 7km (편도) 난이도 | 중급 도착 | 삼례역 버스정거장

2 봉동 생강길 거   리 | 10km (편도) 난이도 | 중급 도착 | 봉동 상장기마을

3 용진 로컬푸드길 거   리 | 14km (왕복시)

4 소양 한옥마을길 거   리 | 12km (왕복시) 난이도 | 중급 도착 | 오성한옥마을

5 상관 편백숲길 거   리 | 10km (왕복시) 난이도 | 중급 도착 | 편백나무숲

6 구이 호반길 거   리 | 10km (왕복시) 난이도 | 초급/중급 도착 | 구이대교 밑

7 고산 자연휴양림길 거   리 | 10.82km (왕복시) 난이도 | 초급/중급 도착 | 고산자연휴양림

8 동상 대아호반길 거   리 | 8.8km (왕복시) 난이도 | 중급/상급 도착 | 대아수목원

9 비봉 천호성지길 거   리 | 11.34km (왕복시) 난이도 | 중급/상급 도착 | 천호성지 주차장

10 경천 화암사길 거   리 | 14.54km (왕복시) 난이도 | 초급/중급 도착 | 화암사 주차장

난이도 | 중급/상급

출발 | 삼례 비비정

출발 | 삼례문화예술촌 앞

출발 | 봉동 상장기공원

출발 | 소양초등학교

출발 |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출발 |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출발 | 고산미소시장

출발 | 동상 팔각정휴게소

출발 |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출발 |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출발 | 완주군청 도서관 주차장 도착 | 봉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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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걷는길

뚜벅뚜벅

완주 한 바퀴 걷는 길

운주면

화산면

비봉면

고산면

동상면

소양면

용진읍

삼례읍

이서면

상관면

구이면

봉동읍

경천면



147

ㅣ완주9경(景)가자ㅣ



완주오는길

자  가  용

·서울 충청권

    경부고속국도(천안분기점) → 논산·천안간 고속국도(논산분기점) 
   → 호남고속국도 → 익산IC, 삼례IC, 전주IC, 서전주IC

·광주 전남권  

   호남고속국도 → 익산IC, 삼례IC,전주IC, 서전주IC

·대구 경북권

   광주·대구고속도로(함양분기점) → 통영·대전간고속국도(장수IC) 
   → 익산·장수간고속국도 → 완주IC, 소양IC
 ·부산 경남권_  

   남해고속국도(진주IC) → 통영·대전간고속국도(장수IC) 

   → 익산·장수간고속국도 → 소양IC, 완주IC
 ·춘천 강원권

   중앙고속국도(만종분기점) → 영동고속국도(호법분기점) 

   → 중부고속국도(회덕분기점) → 호남고속국도 → 익산IC, 삼례IC, 전주IC, 서전주IC

철     도

·용산역(전라선) ↔ 삼례역(1일 8회 운행) 
·용산역(전라선) ↔ 전주역(1일 12회 운행) 
·용산역(호남선) ↔ 익산역(1일 80회 운행) 

·삼례역_ (02)291-2778
·전주역_ (063)243-7788
·익산역_ 1544-7788
·용산역_ (02)798-6628

고속·시외버스

·서울남부터미널 ↔ 삼례(1일 17회 운행)
·서울남부터미널 ↔ 봉동(1일 8회 운행)
·서울센트럴시티(호남선) ↔ 전주(배차간격 5~15분) 
·서울남부터미널 ↔ 전주(배차간격 30분)

·삼례공용버스터미널_(063)291-1450
·전주고속터미널_ (063)277-1572
·전주시외버스터미널_ (063)272-0109
·서울센트럴시티(호남선)_ (02)6282-0600
·서울남부터미널_ (02)521-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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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역_ (02)291-2778
·전주역_ (063)243-7788
·익산역_ 1544-7788
·용산역_ (02)798-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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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산 
경천 싱그랭이마을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고산문화공원
고산미소시장 
고산자연휴양림
고산 창포마을  
고산향교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 
구이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권삼득 생가터, 소리굴
그림책미술관
금와습지
나라꽃 무궁화축제
놀토피아 
농가레스토랑 행복정거장
(모악점, 전북혁신점)
대둔산도립공원
대둔산항쟁전적비 
대아수목원·대아호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동상 밤티마을 
되재성당 
로컬푸드직매장 해피스테이션
(둔산점, 용진1호점)        
로컬푸드직매장 해피스테이션(모악점)   
모악산도립공원
벚꽃길 
봉동 서두마을 
봉동 원구만마을 
봉서사 
비봉 평치마을
비비정 
비비정 농가레스토랑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삼례딸기축제 
삼례문화예술촌 
삼례새참수레 
삼례책마을
상관저수지 
소양 대승한지마을 

지역 지역페이지 페이지

바로찾기

소양 오성한옥마을
소양 인덕마을 
송광사 
수만리 마애석불 
신천습지 
아름다운 순례길 
아원고택 
안심사
연석산 미술관
오스갤러리
운주 고산촌마을 
웅치전적비
유휴열 미술관
완주곶감축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완주전통문화체험장
완주프러포즈축제 
완주한우사랑축제 
용진 도계마을 
용진 두억행복드림마을 
용진 서계마을 
용진 신봉마을 
원등사 
위봉사·위봉폭포·위봉산성
은천계곡 
이서 물고기마을 
이치전적비 
전북도립미술관
정여립 공원  
천등산 
천호성지 
초남이성지   
화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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