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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구름다리

패러글라이딩

로컬푸드

농사
캠핑

중동부권 역사여행

중서부권 문화여행

남부권 감성여행

북부권 자연여행

대둔산도립공원

강순후커피체험농원

되재성당

천호성지

힐조타운 관광농원

화암사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경천 운문골 편백숲

경천저수지

대둔산강변가든

063-290-2742

0507-1322-7239

-

063-263-1004

063-1899-5852

063-261-7576

063-290-2662

063-263-5555

-

-

063-263-4919

대둔산골

한밭식당

약수가든

산수장가든

산산산

나마스테

낭만뜰

화산애빵긋

경천에서하루

대둔산호텔

힐조타운 관광농원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063-262-5657

063-263-9121

063-262-2602

063-263-5078

063-263-3829

010-4115-9781

063-263-8072

0507-1369-3461

063-261-9900

063-263-1260

063-1899-5852

063-263-5555 

오성한옥마을

아원고택 / 오스갤러리

소양고택 / 플리커서점

위봉사·위봉폭포·

위봉산성

송광사

대승한지마을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초남이성지

상관 공기마을 편백나무숲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구이저수지 둘레길

모악산도립공원

구이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전북도립미술관

유휴열미술관

소야

로컬푸드행복정거장

(농가레스토랑)

등산로집 

원조화심순두부

원조화심두부

송전산장

대승가든

송광산장

종남산장

기양초

대통밥1번지

자연뜰

애드리브

정원마더

매드에스프레소

카페캔버스

두베카페

카페라온

카페소양

카페해월

카페옥진

오스갤러리

카페오성제

카페산책

상관리조트

다올 한옥펜션

리안정전주고택

여림재

더클래식호텔

호텔원

콩쥐팥쥐한옥리조트

구이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휴안재

아원고택

죽림원

녹운재 

소양고택

오성한옥문화센터

소담원

대승한지마을

완주한옥펜션휴림

산수촌

예촌

모악산모텔

063-282-7835

063-229-8757

0507-1467-4601

063-241-7196

010-7186-6896

063-241-7196

0507-1338-1695

063-244-2557

063-244-7116 

010-3937-0382

010-2135-9982

063-230-4500

010-3900-0182

010-3650-1945

010-8375-0258

063-226-3211

063-225-9333

063-908-2002

063-227-1000

010-6677-8516

063-241-8195

010-7399-3773

010-4450-6565

063-243-5222

063-243-1022

010-2461-0557

063-242-1001

010-9932-4500

010-4191-3653

063-227-4442

063-222-2023

063-243-1022

063-241-8195

063-243-5222

-

-

063-243-8091

063-242-1001

063-245-2456 

063-215-5004

063-290-2624

063-290-3842

-

063-290-2752

063-227-1000

063-290-6888

063-222-7510

063-222-3235

063-905-5720 

063-221-1365

063-243-8268

063-243-8952

063-243-5148

063-243-8798

063-243-8154

063-243-8144

063-247-6667 

063-243-5024

063-246-7048

063-243-3100

고산자연휴양림

무궁화오토캠핑장

고산미소시장

놀토피아

대아수목원·대아호

동상운장산계곡

장군봉(해골바위)

만경강 발원지 밤샘

수만리 마애석불

연석산미술관

고산미소한우

고산촌

한양회관

동락가든

골목집

시골밥상

영숙백숙

운암상회

THE 다락

스파치오

서쪽숲에 네발 요정이

내린 커피

고산카페나예

고산자연휴양림

전통문화체험장

고산창포마을

거인산촌생태마을

놀토피아

고산창포마을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전통무예체험장)

063-263-4340

010-4110-4640

063-263-4020

063-261-0800

063-263-0719

070-7631-8487

0505-310-1212

063-230-8680

063-261-1161

063-261-7373

010-2587-6612

070-4100-1100

063-261-7373

070-4100-1100

063-230-8680

063-230-8680

-

070-4100-1100

063-243-1951

-

-

-

-

063-247-2837

063-261-4088

063-261-7799

063-263-5400

063-263-4358

063-262-5176

삼례문화예술촌

삼례책마을·

그림책미술관

신천습지

금와습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비비정·비비정예술열차

옥녀봉·봉실산둘레길

송우즉석순두부

새참수레

비비정농가레스토랑

유성식당

토담집

한도령추어탕

썬의 식탁

백궁가든

백제명가

연화정

봄차반

비비낙안카페

차스타임

휴앤안커피

예화루

하리다방

해와달

카페진저

제시엘리스

어울림카페

누에살롱

그랜드호텔

아리아 호텔

한옥호텔 삼례미술관

홍스테이

용진행복드림한옥

봉동서두마을

용진두억행복드림마을

삼례시장 청년몰

용진도계마을

063-282-6030

063-291-8608

063-291-0046

070-8844-1081

063-290-3433

010-7769-1115

063-291-9880

063-261-0709

070-4147-5678

063-247-1177

063-246-4545

063-291-0456

063-291-0875

063-291-5400

010-6222-4755

063-247-0050

063-261-6833

063-247-0050

-

063-244-0684

070-8915-8121

063-291-7820

-

-

-

063-211-7788

-

063-261-8484 

063-261-4279

063-291-8609

063-291-8182

063-291-1055

063-291-0020

063-291-9400

063-261-7133

063-261-1954

063-246-6669

완주군청
063-290-2624

55352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61
Tel. 063-290-2624   www.wanju.go.kr/tour

여행지        식당        숙박 및 체험

완주여행의 모든것

발행일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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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자연여행
완주 자연의 정수 그 속에서 만나는 완주의 풍경들 대둔산, 화암

사, 천호성지에서 함께 힐링하며 보고 배우고 맛보며 즐기는 완

주만의 여행을 떠나보자.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대둔산은 

해발 878m로 우뚝 솟은 최고봉인 

마천대 아래로 6km 가량 천 여 개의 

암봉이 이어진 수려한 산세를 자랑한

다. 원효대사는 대둔산을 가리켜 “사

흘을 둘러보고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다”며 격찬했다고 전해진다. 1977

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케이블

카, 구름다리, 삼선계단이 설치되면

서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아 사시사

철 등산객들로 붐빈다. 

대둔산도립공원
케이블카, 구름다리, 삼선계단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23

완주군 운주면 운주로 267

강순후커피체험농원

전라북도 지역의 유일한 커피 농원으

로 1만여 그루의 커피가 자라고 있는 

곳이다. 완주에서 직접 재배하고 로

스팅 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커피 로스팅 체험을 통해 커

피의 참맛을 느껴 볼 수 있다. 커피

술, 커피 와인, 커피 묘목도 판매하

고 있어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

는 곳이다.

063-290-2742

0507-1322-7239

되재성당

한국 천주교회 중 서울 약현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성당으로 한

강 이남에서는 처음 세워진 성당이

자 최초의 한옥 성당이다. 6.25 때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전라북도 기

념물 제119호로 지정되고 난 후 현

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완주군 화산면 승치로 477

천호성지

힐조타운 관광농원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도들을 대량 학살한 병인박해 당

시 천주교도들이 피난처로 은신

했던 곳이다. 많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봉인돼 있어 순교 순례지

로도 유명하며, 성당과 사제관, 

성물 박물관 등이 있어 많은 순례

자들이 찾고 있다.

지친 몸과 마을을 치유하기 위해 조성

된 자연 속 힐링 공간이다. 한 공간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다. 피로회복에 좋은 

파장 수 족욕부터 노폐물 제거에 탁월

한 수소 테라피까지. 또한 아늑한 글램

핑장과 별도 숙박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어 사계절 휴양지로 안성맞춤이다.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길 124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235-38

063-263-1004

063-189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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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사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불명산에 자리한 화암사는 소박하지만 깊은 역사를 가진 사찰이다. 화암사 극락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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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유형

문화재 40), 화암사중창비(전북유형문화재 94) 등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울창한 편백숲과 1급수의 맑은 구룡천

이 흐르는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경관

을 바탕으로 숙박, 다양한 농촌체험, 

휴양 등 체류형 농촌휴양사업을 추진

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인기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깡통열차 

타기, 원목시계 만들기가 있다. 또한 

경천애인에 위치한 징검다리 길은 

2021 한국관광공사 “반려견과 함께 

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로 선정됐다.

13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 063-261-7576

완주군 경천면 오복대석길 45

063-263-5555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2021년 한국관광공사 봄 시즌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된 생태관광지 싱그랭이 에코

빌은 마을 인근 야생화, 수목 등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팜 하우스형 유리온실로 

되어있는 테마체험 공간 및 휴게공간이다. 생태 트래킹 코스, 연화공주정원, 싱그

랭이 숲, 생태관광체험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생태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안심 관광지이다.

완주군 경천면 경가천길 474 063-290-2662

경천 운문골 편백숲

편백 숲속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도 편안해지는 느낌이다. 편백숲 

공간은 잠시 쉬면서 마음의 위로

를 받는 곳이다.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산51번지 

1313131313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경천저수지

경천저수지는 여름이면 호수를 둘러싼 녹음과 어우러진 탁 트인 

경관이 무더위를 식혀준다.

2021년 비대면 안심관광지

2021년 비대면 안심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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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스테

운주면 대둔산로 2056

010-4115-9781

낭만뜰

화산면 신공길 51-34

063-263-80720507-1369-3461

화산애빵긋

화산면 화산로 702

경천에서 하루

경천면 오복대석길 22

063-261-9900

카페

대둔산호텔(여성안심숙소)

운주면 대둔공원길 37

063-263-1260

힐조타운 관광농원

비봉면 천호로 235-38

063-1899-5852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경천면 오복대석길 45

063-263-5555 

숙박

대둔산강변가든

운주면 대둔산로 1912-7

063-263-4919 더덕오리훈제

대둔산골 

운주면 대둔산로 2268

063-262-5657 능이버섯전골

한밭식당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30

063-263-9121 산더덕정식

약수가든

화산면 화산로 668-27

063-262-2602 참붕어찜    

산수장가든 

화산면 화산로 665

063-263-5078 참붕어찜    

산산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48

063-263-3829 능이버섯전골

식당
권역별 여행코스

중동부권 역사여행
고산, 동상

체험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원목시계 만들기

기준4인 최대60인

골프카 깡통열차

기준4인 최대60인 20,000원 40,000원 

커피콩쿠키 산딸기 레몬청 만들기

50분 50분

곶감쌈 만들기

50분

경천에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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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권 역사여행
사계절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고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캠

핑장, 체험 시설, 미술관 등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휴

식할 수 있는 완주 중동부권으로 떠나보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조성된 공공 야영장으로 81개의 캠핑 사이트와 

카라반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노령산맥이 뻗은 골짜기에 시랑천이 휘감고 도

는 넓은 개활지에 위치하여 가족단위 소규모 여행객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으며 완

주군 대표축제인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개최 장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관광명소이다. 

무궁화오토캠핑장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가족휴

양지로 자연 속 휴식을 찾는 이들의 발

길이 꾸준히 이어진다. 다양한 수목이 

빽빽이 들어선 조림지와 기암절벽이 

한데 어우러져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체육시설과 편의시

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카라반, 휴양

관, 숲속의 집에서는 숙박이 가능하

며, 웰빙 정자에서 편안하게 한나절 

쉬다 갈 수도 있다.

고산의 전통 5일장으로 매월 4, 9, 14, 19, 

24일이 장날이다. 지역의 특산품, 먹거리, 체

험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관광형 테마

장터이다. 한우 판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판매

점, 체험공방 등 30여 개의 점포가 있다.

고산자연휴양림

고산미소시장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063-230-8680

063-230-8680

놀토피아

집중력 및 전신 신체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 힐링, 단합, 체험, 협동심 함양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대형 실내 놀이터이다. 클라이밍을 비롯해 스크린 테니스

와 골프, 미니풋살장, 농구슈팅, 다트 등 다양한 놀이공간과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070-41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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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발원지 밤샘

수만리 마애석불

연석산미술관

만경강은 호남평야의 중심부를 

지나 황해로 흘러들며 호남평야

의 젖줄이라 불린다. 그 만경강

의 시작이 되는 밤샘은 밤티마을 

657m 고지 남서계곡에서 발원

하는데, 작고 소박한 샘이지만 

때묻지 않은 자연으로 인해 찾는 

이들이 많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84호로 

통일신라 때 불상으로 추정되며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석불좌상

으로 신라 말 고려 초에 유행하던 

거구의 마애불좌상 가운데 한 예

이다. 거구의 불상이면서도 머리

와 상체의 두드러진 양감의 표현

은 균형감이 있으며 박진감이 느

껴진다.

연석산 미술관은 2016년 10월 

말경 전국 8대 오지 완주군 동상

골 연석산 자락에 천혜의 자연박

물관이라 할 수 있는 빼어난 주변 

경관을 조경삼아 문을 열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오지 동상

골에 문화예술의 꽃을 활짝 피워 

완주군의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

로 굳건히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밤티마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4-3

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118-22

063-247-2837

신월교에서 운장산에 이르는 9km 계

곡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신비경이 시

선을 사로잡는다. 기암괴석을 갈고닦

으며 흘러내린 계곡물은 맑고 깊어 자

연 휴양지로 더할 나위 없다. 여름이 

되면 도시 생활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

이 피서를 위해 앞다퉈 이곳을 찾으

며, 가을에는 계곡과 어우러진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한 폭의 산수화를 보

는 듯하여 찾는 이가 많다.

대아수목원은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넓은 

대지에 다양한 식물이 식생하고 있다.  등산·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체 테마코스를 

운영해 자연 속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대아호는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

고 있는 인공저수지임에도 자연스럽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동상운장산계곡

대아수목원·대아호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기차산에 있는 해골바위는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바위 구멍의 생김새가 마치 

해골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벽과 

기암괴석의 암벽지대인 지형적 특성 

때문에 등산로가 가파르다. 스틱이 아

닌 로프를 잡고 등산해야 하는 구간이 

많다. 장군봉, 두꺼비 바위 등 볼거리

가 많아 눈이 즐거운 산이다.

장군봉(해골바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62

대아수목원 : 완주군 동상면 대아수목로 94-34 대아호 :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063-24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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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다락
고산면 고산로 70-14

063-261-0800

서쪽숲에 네발 요정인 내린 커피
고산면 남봉로 135

070-7631-8487

스파치오
고산면 남봉로 126

063-263-0719

고산카페나예
고산면 동봉길 20-10

0505-310-1212

카페

고산자연휴양림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063-230-8680

전통문화체험장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063-261-1161

고산창포마을
고산면 대아저수로 385

063-261-7373

거인산촌생태마을
동상면 동상로 1445-114

010-2587-6612

숙박

고산미소한우
고산면 남봉로 135

063-261-4088 한우구이

고산촌
고산면 남봉로 132-4

063-261-7799 한우구이

한양회관
고산면 고산로 81

063-263-5400 한우구이

동락가든
고산면 고산로 164

063-263-4358 메기매운탕

골목집
고산면 고산로 97-5

063-262-5176 한정식

영숙백숙
동상면 대아저수로 986-66

010-4110-4640 묵은지 닭볶음탕

시골밥상
고산면 읍내2길 17-9

063-263-4340 한정식

운암상회
동상면 대아저수로 659

063-263-4020 민물매운탕

식당

놀토피아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070-4100-1100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전통무예체험장)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070-4100-1100

고산창포마을
고산면 대아저수로 385

063-261-7373

체험

권역별 여행코스

중서부권 문화여행
삼례, 봉동, 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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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권 문화여행
일제 강점기 양곡 창고를 개조해 만든 삼례문화예술촌과 삼례책

마을,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등이 위치한 중서부권에

서는 완주의 근대사와 문화를 돌아볼 수 있다.

습지에서 발견된 금개구리를 본떠 “금와(金蛙)”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금개구리 서

식지를 테마로 금와습지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편백숲 쉼터가 있어 한적함을 

즐기기에도 좋다.

금와습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만경강변 일대

삼례책마을·그림책미술관

삼례책마을은 책박물관, 고서점, 북카페, 그림

책미술관, 음악뮤지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책이라는 주제를 많

은 이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시와 공연,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책미술관은 아이를 동반한 관광객에게 그

림책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할 

것이다.

삼례문화예술촌

일제 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양곡창고를 

개조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탄생시켜 근현대

와 현재를 어우르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의 기분이 들며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문화

예술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완주군 대표 

관광지이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070-8915-8121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에는 전

국에서 달려온 농민군이 집결

한 장소를 나타내는 비석 등 동

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담

은 기념비, 동학농민혁명 봉기

비가 세워져있다. 역사광장에

서는 외세와 부패에 저항했던 

동학농민혁명군의 넋을 기리는 

기념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17-3

삼례책마을 :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68

그림책미술관 :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48-1

063-291-7820

2021년 9월 추천관광지

2021년 산업관광지

우리나라 최대의 하천습지로 소양천과 고

산천이 만나는 곳에 약 2km 걸쳐 형성되

어 있다. 가시연꽃, 긴흑삼릉 등 멸종 위기

종과 고유종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신천습지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회포교~하리교

2021년 11월 추천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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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 봉실산둘레길

봉실산은 봉동읍 은하리와 비봉면 봉산리에 경계하고 있는 봉동의 진산으로 일명 

만덕산이라 불리며, 봉황이 대나무 열매를 먹는 곳으로 알려진 봉실마을 지명에서 

취한 이름이다.

조선시대 전라감사 이서구가 봉실산의 산세를 보고 장차 향기로운 풀(봉동 생강)이 

백성들에게 큰 덕을 베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다. 주차장부터 옥녀봉, 봉실산, 

학림사둘레길를 이어지는 길은 총 7.82km로 약 4시간 소요된다.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53-6 

비비정·비비정예술열차

비비정은 예로부터 기러기 쉬어가는 비비낙안(飛飛落雁)이라 하여, 그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만경강 철교와 낙조에 물든 만

경강의 풍경을 비비정 전망대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비비정예술열차는 완주

군에서 4량의 새마을호 폐 열차를 구입해 리모델링 한 것으로, 1량은 레스토랑, 2

량은 아트숍, 3,4량은 카페로 구성되어 있으며 4량과 테라스에서는 음악공연도 

진행한다.

비비정 :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길 96-9

비비정예술열차 :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길 73-21 063-211-7788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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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여행코스

남부권 감성여행
상관, 이서, 소양, 구이

식당
| 삼례읍 과학로 508 | 063-261-8484 | 순두부찌개송우즉석순두부

| 삼례읍 삼례역로 73 | 063-261-4279 | 로컬푸드 밥상새참수레

| 삼례읍 비비정길 26 | 063-291-8609 | 시골밥상비비정농가레스토랑

| 삼례읍 동학로 29 | 063-291-8182 | 순대국밥유성식당

| 삼례읍 녹색로 118 | 063-291-1055 | 묵은지 갈비찜토담집

| 삼례읍 녹색로 64 | 063-291-0020 | 추어탕한도령추어탕

| 삼례읍 삼례로 383 | 063-291-9400 | 파스타썬의 식탁

| 봉동읍 서정길 6 | 063-261-7133 | 메기탕백궁가든

| 봉동읍 둔산3로 97 | 063-261-1954 | 고추장 갈비전골백제명가

| 용진읍 완주로 386-14 | 063-246-6669 | 민물매운탕연화정

| 용진읍 완주로 441-16 | 063-282-6030 | 한정식봄차반

카페
| 삼례읍 비비정길 96-9 | 063-291-8608비비낙안카페

| 삼례읍 삼례로 491 | 063-291-0046차스타임

| 삼례읍 후정로 68 | 070-8844-1081휴앤안커피

| 삼례읍 삼봉로 48 | 063-290-3433예화루

|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81 | 010-7769-1115하리다방

| 삼례읍 삼례역로 57 | 063-291-9880해와달

| 봉동읍 삼봉로 807 | 063-261-0709카페진저

| 봉동읍 낙평장기로 41 | 070-4147-5678제시엘리스

| 용진읍 지암로 61 | 063-247-1177어울림카페

| 용진읍 완주로 462-9 | 063-246-4545누에살롱

숙박
| 삼례읍 동학로 36-10 | 063-291-0456그랜드호텔

| 삼례읍 동학로 36-10 | 063-291-0875아리아 호텔

| 삼례읍 동학로 38-6 | 063-291-5400한옥호텔 삼례미술관

| 삼례읍 삼례역로 81-1 | 010-6222-4755홍스테이

| 용진읍 봉서안길 181-21 | 063-247-0050용진행복드림한옥

| 여성 안심 숙소

 품질인증 숙소

체험

| 삼례읍 삼봉로 6삼례시장 청년몰

| 용진읍 봉서로 198 | 063-244-0684용진도계마을

| 봉동읍 서정길 90 | 063-261-6833봉동서두마을

생강청 만들기  20명 이상  10,000원

| 용진읍 두억길13-12 | 063-247-0050용진두억행복드림마을

허수아비 인형 만들기  20명 이상  10,000원

유기농 팝콘만들기  10명 이상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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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감성여행
고즈넉한 전통 한옥에서 머물며 체험과 휴식 등을 하고 싶다면 

오성한옥마을, 대승한지마을, 구이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등이 

위치한 남부권이 제격이다.

오성한옥마을

아원고택 / 오스갤러리 소양고택 / 플리커서점

종남산과 위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에 한옥고택 등 전통한

옥 20여 채가 자리 잡고 있는 한옥마을로 실제 주민들의 거주공간이자 품격 있는 카

페, 갤러리, 숲속 체험길 등 체험공간이 공존하는 전통과 문화, 자연과 더불어 휴식

하는 힐링 장소로 전국적인 명성과 인지도를 높여가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완

주군의 핫한 관광명소이다.

경신년에 지어진 경남 진주의 250년

된 한옥을 옮겨 이축한 고택이다.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건축을 자랑하는 미술관과 생활관이 

공존하고 있다.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

우러져 새로운 공간을 연출해 내는 나

의 정원이고 우리들의 정원이다.

고창과 무안에서 이축한 조선시대 말

기 고택 3채가 있다. 전통적인 기법을 

지키기 위해 유리창문, 방충망이 하나

고 없다, 종남산에 둘러싸여 있어 자연

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끼며 한옥스

테이를 할 수 있다. 플리커서점과 두베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 소양면 오도길 72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516-7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23

063-243-1022

 063-241-8195 063-243-5222

높이 60m의 2단 폭포로 여름철 시원

스레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보는 이

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한다.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 1-32

위봉폭포

세 마리 봉황새가 날고 있던 자리에 절

을 짓고 위봉사라고 했다는 설화가 전

해진다.

완주군 소양면 위봉길 53

위봉사

1675년(숙종 1년)에 쌓은 산성이다. 유

사시에 전주 경기전의 태조 영정, 조경

모의 시조 위패를 옮겨 봉안하기 위해 

전주 근처에 험한 지형을 골라 성을 축

조했다.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 1-29

위봉산성

송광사

종남산 아래 위치한 사찰로 신라의 도

의선사가 세웠다고 전해진다. 사찰 안

에는 대웅전과 종루, 소조삼불좌상·복

장유물, 소조사천왕상 등 다수의 문화

재가 소장되어 있어 역사 문화 탐방이 

가능하며, 템플스테이 등의 산사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봄이면 소양면 소

재지에서 송광사에 이르는 약 2km 구

간이 도로 양쪽에 서있는 40년생 벚꽃

나무들로 분홍빛 벚꽃터널을 이뤄 아름

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서 드라이브 코

스로 각광받는다.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063-243-8091

국가
명승지

2021년 4월 추천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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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한지마을

초남이성지

상관 공기마을 편백나무숲

석기시대 유적지, 서당 및 서원, 문중 제각(4곳), 연자방아 등 역사 문화 및 전통생

활문화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마

을이다. 한지제조체험, 한지카드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부터 한옥 숙박까지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호남의 사도라고 불리는 유항검의 생가터이자 호남의 천주교 발상지다. 유항검(아

우구스티노)은 조선 최고의 부자로서 평상시 가진 바를 나누어 김제, 금구, 고창, 

영광 등에서 교리를 가르치다 신유박해(1801) 때 순교했다. 유항검과 그의 아들과 

며느리인 유중철·이순이 동정부부가 살았던 생가터와 교리를 논하였던 교리당이 

있다. 2021년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바오로)과 권상연(야고보), 

신유박해(1801년) 순교자 복자 윤지헌(프란치스코)의 유해가 초남이성지에서 200

여 년 만에 발견되었다.

수십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우거진 숲을 만날 수 있다. 편백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가 심신치료와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피로감을 느끼는 도시민들에

게 휴게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군 소양면 보검길18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2-1

완주군 상관면 죽림편백길 191-24

063-242-1001

063-215-5004

063-290-2624

산속등대 복합문화공간

40여 년간 방치되어 온 종이공장

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

다. 연기를 내뿜던 굴뚝이 희망의 

빛을 비추는 붉은 등대로 변신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미술관, 카

페, 공연장, 체험관, 놀이터 등 모

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

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

감 10분 전에는 등대에서 펼쳐지

는 불빛 쇼도 관람할 수 있다.

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82

063-245-2456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2022년 겨울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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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열미술관

구이에 위치한 유휴열 미술관은 그림을 좋

아하고 나무와 꽃과 바람을 사랑하는 사람

들과 공유하고 싶어 오픈한 공간으로 작품 

전시는 물론 굿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카페 르모악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 구이면 신뱅이길 55

063-222-7510

전북도립미술관

다양한 기획전시, 상설전시, 미술작품의 수

집과 보존, 국내 작가 발굴과 국제교류전을 

통해 전북의 많은 작가들과 도민들에게 폭

넓은 미술문화를 제공한다. 공공미술관으

로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 '열

린 미술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063-290-6888

구이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2021년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안덕마을 은 모악산 자락에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한옥황토방,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이들의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흔들다리, 짚라인 등으로 구성된 어드벤처 체험도 할 수 있

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완주군 구이면 장파길 72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술테마박물관으로 5만여 점의 

유물을 통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술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오롯이 담고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별 술 문화 변천사, 술병과 주류 등 술 관련 유물이 전시

되어 있어 볼거리가 풍부하다. 전통주 빚기 체험, 쿠키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모악산과 경각산의 사이에 자리 

잡은 둘레길은 자연과 숲이 숨

쉬는 힐링 코스로 고즈넉한 분

위기의 언택트 여행지이다. 아

름다운 풍경과 수변 데크길과 

수변길, 숲길로 이어지는 지루

하지 않은 코스로 여행객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25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162

063-290-3842

구이저수지 둘레길

모악산도립공원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에 걸쳐 넓게 펼쳐진 산으로 정상 동쪽에 있는 쉰길바위가 아이

를 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 ‘모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모악산은 금산사를 안고 있으

며, 철 따라 다양한 변화가 아름답다 특히 봄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마치 어머

니의 아늑한 품 안과도 같은 정겨운 산이어서 수많은 등산객들이 언제나 줄을 잇는다.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91 063-29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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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리조트
상관면 죽림편백길 118-38

063-230-4500

구이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구이면 장파길 72

063-227-1000

모악산모텔   품질인증 숙소

구이면 모악산길 104-10

063-222-2023

소담원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32

010-2461-0557

예촌
소양면 오도길 121

063-227-4442

다올 한옥펜션
상관면 상관소양로 76

010-3900-0182

휴안재
소양면 오도길 86

010-6677-8516

콩쥐팥쥐한옥리조트
이서면 신지앵곡길 237

063-908-2002

아원고택
소양면 송광수만로 516-7

063-241-8195

죽림원
소양면 송광수만로 516-13

010-7399-3773

대승한지마을   품질인증 숙소

소양면 보검길 18

063-242-1001

산수촌
소양면 오도길 90

010-4191-3653

호텔원(여성안심숙소)

이서면 오공로 21-13

063-225-9333

소양고택   품질인증 숙소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23

063-243-5222

완주한옥펜션휴림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16

010-9932-4500

리안정전주고택
상관면 만덕산길 69-13

010-3650-1945

더클래식호텔(여성안심숙소)

이서면 오공로 21-19

063-226-3211

녹운재   품질인증 숙소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18

010-4450-6565

오성한옥문화센터
소양면 오도길 72

063-243-1022

여림재   품질인증 숙소

상관면 죽림편백길 96

010-8375-0258

숙박

소야
구이면 모악산길 78-4

063-222-3235 한우구이

로컬푸드 행복정거장(농가레스토랑) 
구이면 모악산길 95

063-905-5720 로컬푸드 밥상

정원마더
상관면 춘향로 4505-17

063-282-7835

등산로집
구이면 상하학길 99

063-221-1365 묵은지 닭볶음탕

원조화심순두부
소양면 전진로 1051

063-243-8268 순두부찌개

카페캔버스
이서면 지사제로 191

0507-1467-4601

원조화심두부
소양면 전진로 1066

063-243-8952 순두부찌개

애드리브
상관면 죽림편백길 54

063-243-3100

매드에스프레소
이서면 반교로 105-9

063-229-8757

두베카페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23

063-243-5222

대승가든
소양면 대승길 7

 063-243-8798 묵은지 닭볶음탕

카페소양
소양면 송광수만로 508

063-241-7196

카페옥진
소양면 소양로 264-17

063-244-2557

오스갤러리 
소양면 오도길 24

063-244-7116

카페산책
소양면 오도길 82

010-2135-9982

카페오성제
소양면 오도길 7

010-3937-0382

종남산장
소양면 송광수만로 429

063-243-8144 묵은지 닭볶음탕

대통밥1번지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6

063-243-5024 대통밥정식

송전산장
소양면 신지송광로 831

063-243-5148 묵은지 닭볶음탕

카페라온
소양면 오도길 64

010-7186-6896

송광산장
소양면 송광수만로 219

063-243-8154 묵은지 닭볶음탕

카페해월
소양면 원암로 348-13

0507-1338-1695

기양초
소양면 송광수만로 508

063-247-6667 다슬기부추돌솥밥

자연뜰
소양면 송광수만로 395

063-246-7048 주꾸미 정식

식당

카페



두 바퀴로 떠나는
완주 여행

뚜벅뚜벅 완주 
걷는길

삼례 비비정길01
거   리  7km (편도)

출   발  삼례문화예술촌 앞

도   착  삼례역 버스정거장  

만경강 자전거길대표

거   리  14.54km (왕복시)

출   발  삼례 비비정

도   착  고산 미소시장

봉동 생강길02
거   리  10km (편도)

출   발  봉동 상장기공원

도   착  봉동 상장기마을

용진 로컬푸드길03
거   리  14km (왕복시)

출   발  완주군청도서관 주차장

도   착  봉서사

소양 한옥마을길04
거   리  12km (왕복시)

출   발  소양초등학교

도   착  오성한옥마을 

01
삼례 비비정길

09
비봉 천호성지길

07
고산 자연휴양림길

06
구이 호반길

03
용진 로컬푸드길

08
동상 대아호반길

10
경천 화암사길

02
봉동 생강길

대표

만경강 자전거길

04
소양 한옥마을길

운주면

경천면

화산면

고산면

동상면

소양면

이서면

구이면

상관면

비봉면

봉동읍

삼례읍

용진읍

05
상관 편백숲길

상관 편백숲길05
거   리  10km (왕복시)

출   발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도   착  편백나무숲 

동상 대아호반길08
거   리  8.8km (왕복시)

출   발  동상 팔각정휴게소

도   착  대아수목원

비봉 천호성지길09
거   리  11.34km (왕복시)

출   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도   착  천호성지 주차장

10 경천 화암사길

거   리  14.54km (왕복시)

출   발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도   착  화암사 주차장

구이 호반길06
거   리  10km (왕복시)

출   발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도   착  구이대교 밑 

고산 자연휴양림길07
거   리  10.82km (왕복시)

출   발  고산 미소시장

도   착  고산 자연휴양림 

거   리  6.3km (편도 1시간 40분)

출   발  봉동상장기공원  도   착  회포대교

05 생강길

거   리  5.4km (편도 1시간 30분)

출   발  회포대교  도   착  삼례 비비정

06 신천습지길

거   리  4.5km (왕복 1시간 20분)

출   발  삼례 비비정  도   착  삼례 비비정

반환점  해전마을입구 

07 비비정길

난이도

상 중 하상 중 하

난이도

만경강길

거   리  8.1km (편도 2시간 30분)

출   발  세심정  도   착  봉동상장기공원

04 세심정길

밤샘길01
거   리  4.6km (왕복 1시간 30분)

출   발  밤티마을  도  착  밤티마을

반환점  밤샘  

02 굽잇길

거   리  8.3km (편도 2시간 40분)

출   발  밤티마을  도   착  거인마을

거   리  6.3km (편도 1시간 40분)

출   발  창포마을  도   착  세심정

03 창포길

모악산 마실길

대둔산 은하수길

봉실산 둘레길

운문골 마실길

구이저수지 
둘레길

05
생강길 04

세심정길

02
굽잇길

고종시 마실길07
비비정길

상관 편백숲길

06
신천습지길

03
창포길

01
밤샘길

마실길
고종시 마실길
거   리  19.2km (편도 7시간 30분)

출   발  위봉산성  도  착  거인마을

운문골 마실길
거   리  5km (편도 2시간)

출   발  경천생활체육공원  

도   착  완주전통문화공원

상관 편백숲길
거   리  6km (왕복 2시간)

출   발  편백숲 쉼터,  도   착  편백숲 쉼터

경유지점  오솔길, 탑길, 통문  

구이저수지 둘레길
거   리  9km (편도 3시간 50분)

출   발  경관교량

도   착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모악산 마실길
거   리  20km (편도 7시간)

출   발  전북도립미술관

도   착  두방마을 입구, 배제

봉실산 둘레길
거   리  11.8km (왕복 4시간)

출   발  봉실산 주차장

도   착  봉실산 주차장

경유지점  옥려봉, 봉실산, 학림사

대둔산 은하수길

거   리  3.4km (편도 1시간 20분)

출   발  대둔산 호텔  

도   착  대둔산 버스터미널

운주면
경천면

화산면

동상면

소양면
이서면

구이면

상관면

비봉면

봉동읍

삼례읍

용진읍

고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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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품 소진시까지

3로드 좌표찍기 (6로드 중 3곳)

5로드 좌표찍기 (6로드 중 5곳)

6로드 좌표찍기 (6로드 전체)

3로드 좌표찍기
BTS 포스터

5로드 스며들기
진저요 세트

6로드 하나되기 
패러글라이딩 50% 할인권

스탬프 팝 
앱 설치

QR코드 
인증

STEP 2 STEP 3STEP 1

스탬프
쾅!

BTS도 다녀간 완주!

아름다운 길을 따라 완주의 풍경도 감상하고

완료미션 3가지를  수행하면 상품도 드립니다

곶감

큰 일교차 속에 자연 숙성 과

정을 거쳐 식감이 부드럽다. 

특히 당도가 높은 고종시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바치는 진

상품이었다.

생강 | 국가농업유산지정

봉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생강 

재배지이다. 봉동생강은 뿌

리가 크고 섬유질이 적어 씹

는 맛이 연하고 향이 강하다.

딸기

삼례딸기는 아삭하면서도 부

드러운 식감이 좋다. 또 고유

의 당도가 풍부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마늘

알이 굵고 매끈하다. 빛깔이 

곱고 특유의 톡 쏘는 향이 강

하며 알리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항암효과가 높다.

양파

완주양파는 아삭한 첫맛이 매

콤하고, 중간맛은 달큰한데 

입안에 퍼지는 끝맛은 상쾌하

다. 오래 보관해도 쉽게 물러

지지 않는다.

대추

경천과 고산 일대는 토질과 

기후가 대추 지배 최적지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는 

알이 굵고 당도가 매우 높다.

배

완주 배는 겉 표면은 담황색

으로 빛깔이 곱고 과즙이 많

아 시원하면서도 당도가 높아 

식감이 좋다.

토마토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한 

토마토는 비타민과 무기질뿐 

아니라 라이코펜 성분이 있어 

항암효과가 있다.

수박

주약알칼리성 황토토양에서 

재배되어 뒷맛이 약간 신맛이 

나며 담백하고 당도가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완주 9품

BTS 여름이야기 완주로드

포토존도 즐기고! 스탬프도 획득하고!

*스탬프 획득은 QR코드로 합니다.

BTS 로드

 1600-0125

 010-2344-0673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완주로컬푸드직매장(둔산점) 

네이버쇼핑 아빠마트

 1600-0125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95완주로컬푸드직매장(모악점)

 063-240-6925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187용진농협로컬푸드직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