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산과 휴양림

문학관광기행 문화유산답사 축제

생태체험여행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

천관산(723M) + 
천관산자연휴양림

해발 723m의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인 천관산은 호남정맥 중 

사자산 지류 끝에 있다. 온 산이 바위로 이루어져 봉우리마다 기암

괴석이 솟아 있다. 주봉인 연대봉에는 옛날 제주도 한라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내륙으로 전해 주던 봉수대가 잘 보존되어 있다. 봄에는 

붉게 타는 동백나무숲이, 가을과 겨울에는 산 전체를 참억새가 뒤덮어 

장관을 이룬다.

전남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로 조성되고 있는 우산도 관광지

구에 세워진 전망대는 다도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새로운 

해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서는 즐겁게 놀고, 맛있게 먹고, 좋은 것을 사는, 

실속있는 장터여행을 즐길 수 있다. 품질에 비해 값이 저렴한 장흥 한

우고기는 토요시장 한우판매장에서 부위별로 구입할 수 있고, 고기를 

구입하여 인근식당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가장 많이 내뿜는 100ha 편백나무 숲속에 위치

하고 휴양과 생태건축을 체험할 시설로 목재문화체험관, 목공건축체

험장, 편백노천탕, 편백톱밥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위치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일원
등산로 ❶장천재 ▶ 체육공원 ▶ 금강굴 ▶ 환희대 ▶ 연대봉
             (1시간 40분 소요/3.6km) 

❷탑산사 ▶ 탑산암 ▶ 구룡봉 ▶ 환희대 ▶ 억새평원 ▶ 연대봉 
   (1시간 30분 소요/2.8km)

위치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842-1150
시설 통나무집(9동), 야영장, 캠프파이어장 등
전화번호 061-867-6974

천관산

천관산 자연휴양림

위치 
장흥군 장흥읍,  장동면 일원
등산로 
공원묘지 주차장 ▶ 간재 
▶ 철쭉군락 ▶ 곰재 ▶ 정상 
(1시간 40분 소요/5.8km)

제암산(807M)

위치 
장흥군 장흥읍 일원
등산로 
평화약수터 ▶ 천문과학관 
▶ 바위능선 ▶ 정상 
(1시간 소요/1.7km)

억불산(518M)

위치 
장흥군 유치면 휴양림길 154
시설 
통나무집(16동), 야외수영장, 
족구장 등
전화번호 061-863-6350

유치자연휴양림

위치 
장흥군 유치면 일원
등산로 
주차장 ▶ 칼바위 ▶ 정상 
(1시간 10분 소요/1.4km)

가지산(511M)

정남진전망대
스페셜코스1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스페셜코스2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
스페셜코스3

키조개 껍질 까기 등 키조개를 활용한 체험과 맨손 물고기잡기, 바지락 

캐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수문어촌체험
휴양마을

주소 
장흥군 안양면 용곡로 198
전화 
010-7248-1655

꼬막, 굴 등 갯벌어패류 캐기, 개막이체험과 함께 청정해역에서 자란 

담백한 매생이를 맛볼 수 있는 마을

신리어촌체험
휴양마을

주소 
장흥군 대덕읍 장흥대로 107
전화 
010-2031-2201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기간 매년 5월 초 / 5일간
장소 안양면 수문항

회령포 문화축제

기간 매년 9월 ~ 10월 중 / 3일간
장소 회진면 일원

천관산 억새제

기간 매년 10월 초
장소 천관산 일원

장흥표고버섯축제

기간 매년 10월 중
장소 통합의학박람회장

정남진 장흥
해맞이

기간 매년 1월 1일
장소 정남진 전망대

장흥명품호두축제

기간 매년 9월 ~ 10월 중 / 3일간
장소 장평면 및 면사무소 일원

장흥군민의 날 
행사 및 보림문화제

기간 매년 5월 1일(격년)
장소 장흥공설운동장

제암산 철쭉제

기간 매년 5월 초
장소 제암산 철쭉제단 및 일원

개막이체험은 전통 고기잡이방법을 통해 숭어, 돔, 낙지, 게 등을 직접 

손으로 잡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대덕 신리 
개막이체험마을

주소 
장흥군 대덕읍 신리옹암로 294
전화 
010-8615-0492 

죽염 만들기,  유기농밥상 체험, 한옥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유치 운월 
신덕마을

주소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474-230
전화 
010-9088-8642

장흥출신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관문학관은 지하 1

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세미나실, 작가들이 머물면서 집필 활동

을 할 수 있는 창작실 등이 있다.

천관문학관

주소  장흥군 대덕읍  
천관산문학길 160

전화 061-860-0475

정남진 좌표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회진면 진목리의 산저마을 바닷가

에도 이청준 소설을 영화화 한'천년학'의 주막 세트장이 세워져 있다.

영화'천년학' 촬영지,
선학동마을

주소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548-1

남포마을은 '소등섬'이라는 작은 무인도가 바로 앞에 떠 있고, 득량만 

바다의 득량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이는 갯마을이다.

영화'축제' 촬영지,
남포마을

주소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 남포마을

한승원 작가는 장흥군 안양면 율산마을에 '해산토굴'이라 이름 지은 집

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집필실에서 바라보면 수문(水門) 여다지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해산토굴
(한승원 작가 집필실)

주소 장흥군 안양면 
       율산문학길 43-1

故 이청준은 1965년 작품 <퇴원>으로 등단한 이래 1960년대 소설문학

의 한 장을 열었고, 이후 35년간 왕성한 창작활동을 통해 그 작가적 면

모를 확고하게 정립하였다.

故 이청준 
작가 생가

주소 장흥군 회진면 진목1길 9-3

고려 17대 인종의 비 공예태후의 

선조를 배향하는 사당이다.

정안사

주소 장흥군 관산읍 
       당동길 6-25

송광사의 말사. 신라 애장왕 때 

토영화상이 세웠다고 한다.
(보물 795호 천관사 삼층석탑)

천관사

주소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1272-473

만수사는 고려시대 안향을 배향
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이며, 해
동사는 1955년 국내최초로 안중
근의사를 배행한 사당이다.

만수사·해동사

주소 장흥군 장동면 만수길 25-121

바다낚시체험, 갯벌 어패류 캐기, 해조류 채취가 가능한 체험학습장

- 숙박 7실, 족구장, 유아풀장 구비

옹암어촌
체험학습장

주소 
장흥군 대덕읍 신리옹암로 344
전화 
061-867-6464

유자체험농원과 편백나무,  대나무 숲, 야생화

- 숙박12동, 바베큐장, 캠핑장, 물놀이장 구비

http://www.hueland.kr

휴랜드
관광농원

주소 
장흥군 대덕읍 분토로 394
전화 
061-867-8989 

갯벌에서는 바지락 캐기와 쏙 잡이, 바다에서는 감성돔낚시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

사금어촌체험
휴양마을

주소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705
전화 
010-9414-0742 

300여종의 명품 조경수와 초화류 및 야생화가 어우어진 힐링의 메카, 

튤립축제와 별빛이 머무는 곳 (전남 제8호 민간정원 지정)

http://하늘빛수목원.com

(주)하늘빛 
수목원

주소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746
(어산리 383-4)
전화 061-862-2000

생약초 및 야생화를 테마로 한 대안학교 무빙스쿨, 유기농 농경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용산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주소 
장흥군 용산면 접정남포로 133-23
전화 
010-6262-6492

수령 250년 이상의 동백나무 군락지로 이루어진 동백꽃이 아름다운  

묵촌마을 동백림

용산 묵촌 
동백림

주소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산 60-1
전화 
010-2723-2000

장수풍뎅이 마을은 표고버섯 학습장, 생태체험장, 장수풍뎅이 사육장 등 

교육의 장

유치 반월리
장수풍뎅이 마을

주소 
장흥군 유치면 반월길 48
전화 
010-3110-6145

천관산문학공원

천관산문학공원은 문학인들의 창작활동과 한국문학의 메카로서 국내 

유명 문인들의 작품과 육필원고가 보관된 문탑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들이 쌓은 사람의 돌탑으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문학공원이다.

주소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정남진 장흥 물 축제

탐진강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하면서도 독

특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물을 

테마로 한 여름축제이다.

기간 매년 7월 말 ~ 8월 초 / 7일간
장소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보림사

선종이 최초로 들여온 사찰로 동양 3보림(인도, 중국, 한국)의 하나이며 

선사들이 즐겨 마신 작설차의 향기와 아름다운 비자나무 숲이 조성

되어 있음
국보 - 보림사 3층 석탑 및 석등,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 보조선사창성탑 외 7점

주소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224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전쟁의 최대·최후의 격전지로 전봉준 등 동학의 지도부가 

체포된 뒤에도 동학농민혁명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
-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영상실, 카페테리아

주소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61-3 전화 061-864-6531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회령포

에 정박되어 있던 12척의 배와 

장흥의 많은 의병의 후원을 얻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회령진성

주소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755

(전남 문화재자료 제144호)

주소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42-58
문의 061-867-0399
운영안내
11월 ~ 12월 09:00 ~ 19:00
3월 ~ 10월 09:00 ~ 20:00
(월 휴무, 추석, 설 당일 휴무)

주소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 3길 15
장흥군 특산품 판매장(토요시장 내) 061-860-0741

주소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숙박예약 www.jhwoodland.co.kr
문의 관리사무소 061-864-0063 매표소 061-864-7911 
       목재산업지원센터 061-863-8430

- 숙박휴양시설 18동(통나무주택, 황토주택, 한옥)
- 편백소금집(찜질방) 061-864-7388 
   일~목 : 08:00~24:00 / 금~토 : 24시간
- 전라남도목공예센터(임올대, 억불대) 061-860-0735
- 사색의 숲, 치유의 숲, 말레길
- 목재산업지원센터 061-863-8430

전남 목공예 센터

편백소금집

사색의 숲

말레길

목재문화체험관

목재산업지원센터※ 기본 5시간 이용 가능(초과시 시간당 2,000원 추가)

토요시장 한우판매장 

입장료

(전남 문화재자료 제71호)(사적 제498호)

10F 전망대, 스카이워크

9F 커피숍

8F 북카페

7F 문학영화관

6F 추억여행관

5F 축제관

4F 장흥이야기관

3F 푸드홍보관

2F 트릭아트

1F 장흥여행정보센터

판매장 전화번호

고향한우할인직판장 863-8949

뚝방한우 863-6789

부부한우 862-2260

사랑해 한우 864-5222

소몰고불판으로 864-8778

일등한우 863-9290

장흥축협판매점 863-6767

정남진한우판매점 863-1414

장흥한우협회판매점 864-9898

정남진한우할인직판장 864-0094

정남진천관한우 864-9966

정남진한사랑백화점 864-7080

정남진우리한우 862-3686

장흥한우프라자 864-8088

장흥표고한우할인매장 863-2244

장흥명품한우할인 862-5500

장흥한들한우직판장 864-8872

장흥토요한우촌 863-0568

장흥통큰한우 864-1119

장흥산한우 862-6688

피앤씨푸드 864-9333

한우마을한우판매장 863-3001

화끈한한우 863-0096

흑돼지 864-8484

우드랜드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른(만19~64세 이하) 3,000원 2,000원

청소년(만13~18세 이하) 2,000원 1,500원

어린이(만6세~12세 이하) 1,000원 500원

경로(만65세 이상) 면제 면제

유아(만6세 이하) 면제 면제

편백소금집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른(만19~64세 이하) 8,000원 6,000원

청소년(만13~18세 이하) 6,000원 5,000원

어린이(만6세~12세 이하) 5,000원 4,000원

경로(만65세 이상) 4,000원 3,000원

유아(만6세 이하) 2,000원 2,000원

군민 5,000원 4,000원

Tourist Map of JANGHUNG

정남진 장흥 관광안내도

관광추천코스

교통안내

서울 - 장흥 08:00, 09:00, 09:20, 10:30, 14:40, 15:30, 16:50 - 일 7회

장흥 - 서울 08:00, 09:00, 10:00, 15:00, 15:30, 16:10, 17:00 - 일 7회

광주 - 장흥 06:05 ~ 20:35 - 일 직행 20회

부산 - 장흥 06:30 ~ 16:35 - 일 6회

순천 - 장흥 05:56 ~ 21:20 - 일 33회

목포 - 장흥 06:40 ~ 20:20 - 일 17회

인천 - 목포 06:30 ~ 22:10 - 일 8회

버스

용산 - 광주송정 05:10 ~ 22:25 - 일 22회

용산 - 나주 05:50 ~ 22:25 - 일 15회

용산 - 목포 05:10 ~ 22:25 - 일 18회

수서 - 광주송정 05:10 ~ 23:00 - 일 22회

수서 - 나주 05:10 ~ 21:10 - 일 9회

수서 - 목포 05:10 ~ 21:10 - 일 9회

KTX / SRT

김포 -  광주 일 6회

제주 -  광주 일 15회

제주 - 무안 일 2회

김포 - 여수 일 4회

제주 - 여수 일 3회

서울 - 천안 - 논산 - 광주 - 장흥 (383km) 4시간 30분

인천 - 서산 - 군산 - 목포 - 장흥 (410km) 4시간 30분

부산 - 창원 - 진주 - 순천 - 장흥 (245km) 3시간

항공

승용차

관광안내

• 국번없이 1330  
(관광지, 교통, 숙박, 쇼핑, 통역서비스 지원 등)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60-0224)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 주메뉴

3대곰탕 장흥읍 토요시장3길 16-2 863-3113 곰탕

구쁘한우관 장흥읍 토요시장1길 53, 2층 863-5989
소고기한우삼합, 

남도정식

귀보아구찜 장흥읍 동교2길 50  863-5974 아구찜, 아구탕, 꽃게찜

금다원 장흥읍 장흥로 90, 1층 863-8567 아귀찜, 아귀탕, 곰탕

남도식당 장흥읍 동교1길 19 863-5645 아귀탕

만나숯불갈비 장흥읍 물레방앗간길 4 864-1818
갈비살, 생고기, 

돼지갈비

명동가든 장흥읍 우드랜드길 21 863-2020 백반, 쌈밥

문수헌 장흥읍 외평길 152 863-8484
한우떡갈비, 

고추장숯불구이

부뚜막 장흥읍 토요시장3길 8-1, 2층 864-7882
쇠고기키조개버섯전골, 

육회비빔밥

세양회 전문점 장흥읍 건산로 40 864-8222
생선회,탕, 생우럭탕, 

초밥

신라복집 장흥읍 건산로 15 862-4646
복어회. 탕. 찜, 

아구찜. 탕

오얏리돌솥밥 장흥읍 북부로 70  864-8300
돌솥밥, 오리로스구이, 

오리탕

운동장가든 장흥읍 읍성로 5-26  863-6114
영양돌솥밥, 

키조개쇠고기구이

취락 장흥읍 물레방앗간길 36  863-2584 소고기삼합구이

평화마루 장흥읍 평화우산길 180-47 863-1074
한방백숙, 닭장떡국, 

오리탕

대호정 관산읍 관산로 49-1 867-2955
아구찜, 매운탕, 

곰장어(구이,볶음)

병영 관산읍 정남진로 3-7  867-2276
활어회, 매운탕, 

된장물회

정남진 전망대 횟집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12-57 867-4616
활어회, 매운탕, 
굴구이, 조개구이

삼거리 대덕읍 대대로 1033 867-1915 해물탕

향미식육식당 용산면 장흥대로 2454  862-2677
쇠고기구이, 삼겹살, 

비빔밥

갯마을 횟집 안양면 수문용곡로 141  862-1203
활어회, 키조개구이, 
바지락회무침, 매운탕

바다하우스 안양면 수문용곡로 139 862-1021
바지락초무침, 
키조개초무침

여다지회마을 안양면 한승원산책길 158  862-1041
활어회, 바지락회, 

매운탕

장재도회타운 안양면 사촌큰길 233  862-4846
활어회, 바지락회, 

키조개구이

정남진회타운 안양면 수문용곡로 143  862-6700
활어회, 키조개구이, 
바지락회무침, 매운탕

숙박시설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객실수

계 한실수 양실수

궁무인텔 장흥읍 864-6633 17 - 17

그랜드파크모텔 장흥읍 863-0042 30 5 25

둘레길펜션텔 장흥읍 863-5897 15 - 15

리버스모텔 장흥읍 864-9200 30 4 26

물모텔 장흥읍 862-0013 24 6 18

솔무인텔 장흥읍 864-1300 18 - 18

스위스모텔 장흥읍 864-3111 27 10 17

아이비모텔 장흥읍 863-7799 29 3 26

에스모텔 장흥읍 862-8336 26 - -

원모텔 장흥읍 863-5566 14 - -

진송관광호텔 장흥읍 864-7775 41 7 34

청소년수련원 장흥읍 860-2300 37 37 -

크라운모텔 장흥읍 863-0777 42 - 42

피아노모텔 장흥읍 864-8800 36 2 34

호텔안 장흥읍 860-2900 44 6 38

천관모텔 관산읍 867-8860 28 4 24

휴그랜드관광농원 대덕읍 867-8989 11 - 11

수문리조트 안양면 862-7000 14 - 14

스파리조트안단테 안양면 862-2100 30 11 19

JNJ골프리조트 장평면 860-9000 30 4 26

정남진리조트 부산면 862-5250 19 15 4

금일장여관 회진면 867-5688 8 6 2

다모아모텔 회진면 867-5000 7 - 7

바다펜션모텔 회진면 867-7979 7 2 5

해진장 회진면 867-3360 9 6 3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객실수

객실 수용인원

고센 장흥읍 우산 010-4944-0086 14 80

대나무집 장흥읍 평화 010-5625-3446 2 19

장흥황토방 장흥읍 평화 010-5320-5465 3 18

참새미골힐링하우스 장흥읍 평화 010-7161-6791 10 70

흙집세상 장흥읍 우산 061-864-5145 18 150

정남진 전망대 횟집 민박 관산읍 삼산 010-4724-2558 4 50

천관마루 관산읍 옥당 061-867-2366 3 20

어부손씨 대덕읍 신리 010-9626-3566 5 70

소등섬 용산면 상발 016-863-5333 3 15

정남진 용산면 상발 010-5017-5700 3 12

별장식민박 안양면 수문 010-8600-1325 6 40

사자마루 안양면 비동 061-862-7427 4 20

씨앤문 안양면 용곡 010-2207-7293 2 12

해오름펜션 안양면 수문 061-862-2288 12 60

들꽃향기펜션 장평면 병동 010-3625-6926 1 15

보림한옥민박센터 유치면 공덕 010-7799-4410 3 15

깊은내펜션 부산면 지천 010-9234-2120 3 15

1박 2일 민박 화진면 덕산 010-7107-9005 4 16

노력민박 화진면 덕산 061-867-8100 6 24

노력항민박 화진면 덕산 011-9606-5560 2 8

로뎀나무 펜션형 화진면 덕산 010-8305-5486 4 32

민박시설

음식점 안내

숙박업소

우드랜드 ▶ 천문과학관 ▶ 보림사 ▶ 장흥댐(물 문화관, 심천공원)  ▶ 토요시장 

▶ 정남진물과학관 ▶ 방촌유물전시관 ▶ 천관산문학공원(천관문학관) 

▶ 해양낚시공원 ▶ 정남진 전망대

1 일반코스(당일)

토요시장 ▶ 정남진물과학관 ▶ 편백숲우드랜드 ▶ 기양사 ▶ 비동리 돌담길 

▶ 종려나무길 ▶ 스파리조트안단테 ▶ 한승원 문학산책로 ▶ 장재도

2 일반코스(당일)

토요시장 ▶ 장흥향교 ▶ 천관산 동백림 ▶ 정안사 ▶ 방촌유물전시관(방촌문화마을) 

▶ 천관문학관 ▶ 해양낚시공원 ▶ 정남진전망대

3 일반코스(당일)

1 보림사 ▶ 장흥댐(물 과학관, 심천공원) ▶ 토요시장 ▶ 정남진물과학관 

▶ 우드랜드 ▶ 귀족호도박물관 ▶ 비동마을 돌담길 ▶ 한승원 문학산책로 

▶ 천문과학관 ▶ 숙박

2 방촌유물전시관(방촌문화마을) ▶ 천관산 문학공원(천관문학관) ▶ 회령진성 

▶ 천년학 영화 촬영지 ▶ 이청준작가 생가 ▶ 정남진낚시공원 ▶ 정남진전망대 

▶ 축제 영화 촬영지(남포) 소등섬

4 일반코스(1박 2일)

5 테마별 코스

1 문학기행

예양공원(이청준 '흰옷') ▶ 동학혁명기념탑(송기숙 '녹두장군') ▶ 기양사

(백광홍 '관서별곡') ▶ 여다지(한승원 문학산책로) ▶ 해산토굴(한승원 집필실) 

▶ 관산 방촌마을(존재 위백규 생가) ▶ 회진 진목 산저마을(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서편제') ▶ 대덕읍 '삼거리'(이청준 눈길) ▶ 천관문학관 ▶ 천관산 문학공원

2 물과 정자 문화기행

용호정(부산면) ▶ 동백정(부산면) ▶ 심천공원(부산면) ▶ 장흥댐물문화관(부산면) 

▶ 부춘정(부산면) ▶ 창랑정(장흥읍) ▶ 탐진강둔치 ▶ 정남진 물과학관 

▶ 사인정(장흥읍) ▶ 독취정(장흥읍)

4 유교문화기행

장흥향교(장흥읍) ▶ 연곡서원(장흥읍) ▶ 방촌마을(관산읍) ▶ 장천재(관산읍) 

▶ 충열사(용산면) ▶ 기양사(안양면) ▶ 반계사(장동면) ▶ 백동사(장평) 

▶ 강성서원(유치면)

3 불교문화기행

수미사(부산면) ▶ 보림사(유치면) ▶ 고산사(장평면) ▶ 용화사(장동면) 

▶ 천관사(관산읍) ▶ 왕비사당(대덕읍) ▶ 천관산 탑산사(대덕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