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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축제강구항 삼사해상공원 강구항 장사해변 창포말등대 영덕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오토캠핑장

대개원조탑 축산항 신돌석장군유적지 죽도산 경정해변 괴시리전통마을 대소산봉수대 대진해변고래불해수욕장 목은 이색 선생 유적지

           
축산항           대소산봉수대           괴시리전통마을           

대진항           고래불해변

화진해변           장사해변           구계항           삼사해상공원           강구항4.2km 5.1km 2.7km3.8km

화진해변에서 출발해 장사해변과 남호해변을 거처 강구항에 이르는 길이다. 

끝없이 펼쳐진 바닷길을 걸으며 영덕의 아름다운 어촌을 만난다.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즐기는 영덕대게 맛이 일품인 맛있는 코스다.

교통 : 영덕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덕-부경온천]행 버스 이용, 남정면 정류장 하차 후 

        [청하-지경리]행 버스 환승, 대전리입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약 490m)

장사해변
일출이 유명한 장사해변은 모래의 알이 굵다. 몸에 붙지 않아 맨발로 걷거나 찜질을 하면 
심장과 순환기 계통 질환에 아주 좋다. 인근의 위령탑은 6·25 당시 장사상륙작전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경보화석박물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화석박물관으로 150여 평의 실내 전시관과 동해가 내려다보이는 
야외전시관이 있다. 세계 20여 개국에서 모은 2,000여 점의 화석이 시대별, 지역별, 분류별 
특징에 따라 전시되어 생물사와 지구사를 고루 배울 수 있다. 

삼사해상공원
청정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위의 경관이 아름다워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다. 인공폭포, 경북대종, 망향탑 등의 부대시설이 있으며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강구항
특산물인 대게의 집산지이며 영덕에서 가장 큰 항구다. 일명 ‘대게거리’로 불리는 식당가가 
3㎞에 이른다.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촬영지이기도 한 강구항은 주변 해안 풍광과 물빛이 
아름다워 동해안을 찾는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강구항           고불봉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영덕해맞이공원8.0km 8.3km 2.5km

오십천의 입구 강구에서 시작되는 코스로 해와 바람의 

길이면서 동시에 산과 바다를 양어깨에 끼고 걸을 수 있다. 

24기의 풍력발전기와 함께 별반산봉수대, 해맞이공원, 

대표 문인들의 시비까지 영덕의 신재생에너지와 역사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영덕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교통 : 영덕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덕-장사]행 이용, 

        강구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하차 후 도보(약 1.0km)

고불봉
화림산과 무둔산의 산줄기가 뻗어내려 형성된 산으로, ‘망월봉’으로도 불린다. 
‘불봉조운(佛峰朝雲, 새벽 구름에 휩싸여 있는 고불봉의 모습)’이라 하여 
영덕팔경 중 하나로 꼽히는 산이다. 

영덕풍력발전단지
해안을 끼고 있어 사계절 바람이 많은 것에 착안하여 미래의 대체에너지사업으로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었다. 한쪽 날개 길이가 무려 41m에 이르는 높이 약 80m의 
발전기들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이채로운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영덕해맞이공원
64km 청정 해역이 펼쳐지는 강축도로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전면의 푸른 바다와 
넓은 초지, 해송조림지로 열린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산책로 전망 테크에서는 시원한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선명하고 멋진 일출 풍광이 매력적이다. 

하늘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고요한 길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 

곳곳의 숨은 경관과 석리마을, 대게원조마을 등 소박한 어촌마을 풍경이 정겹다. 

죽도산 정상 전망대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는 경관은 특별하다. 영덕의 아름다운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멋진 코스다.

교통 : 영덕버스터미널에서 [영덕-오보]행 버스 이용, 

        오보정류장 하차 후 도보(약 1.5km)

경정해변
모래가 곱고 파도가 잔잔한 곳으로 백사장 면적이 작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번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해변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어 시설 요금이 
저렴하다.

대게원조마을
마을 입구에는 대게의 원조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다. 다른 말로 ‘차유마을’이라고 
부른다. 고려시대부터 이곳에서 잡은 게의 다리가 마치 대나무 마디를 닮았다 하여 
‘대게’라 불렀다. 

축산항
영덕의 대표적인 어항으로 대게 위판이 열리는 전국 5개 항 중 한 곳이다. 
동해안에서도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 축산은 태백산에서 뻗어 나온 산봉우리가 
연결돼 산세가 해안까지 밀려 내려와 해안선이 수려하다. 

죽도산
이름처럼 대나무가 많은 산으로 정상의 흰색 등대전망대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반달 모양으로 움푹 들어선 남쪽해변이 절경이다. 해안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쉽게 둘러볼 수 있다. 

대소산봉수대
봉수대는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릴 수 있는 통신시설이다.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변방의 동태를 중앙으로 알렸다. 대소산봉수대는 보존 상태가 좋아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괴시리 전통마을
고려 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의 생가이자 조선 시대 전통가옥들로 고색창연한 영양 남씨의 
집성촌이다. 조선 후기 영남지역 사대부들의 주택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문화와 예절이 
훌륭하게 전승되고 있어 조상의 생활과 멋을 엿볼 수 있는 전통 민속마을이다.

대진해변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깊지 않다. 맑은 바닷물 속에 굴, 백합, 홍합 등의 조개류가 흔하여 
채취하는 재미가 있다. 백사장을 가로질러 흐르는 송천에서는 담수욕도 즐길 수 있다. 

고래불해변
영덕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병곡면 6개 해안 마을에 거쳐 장장 20리에 달한다. 
고려말 목은 이색 선생이 상대산에 올랐다가 고래가 뛰어노는 걸 보고 ‘고래불’이라 
명명하였다고 전해진다. 

영덕해맞이공원           오보해변           경정리대게탑           

죽도산전망대           축산항

2.1km

1.2km

6.8km 2.7km

대소산 봉수대, 목은 이색 산책로, 괴시리 전통마을 등 영덕의 역사가 이어지는 

길이다. 한적한 목은 이색 산책로를 지나면 예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괴시리 

전통마을을 만난다. 숲길을 지나 광활한 고래불해변에서 마무리된다.

교통 : 영덕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덕-축산]행 버스 이용, 

        축산리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약 240m)

5.9km2.2km 2.4km

5.8km

해파랑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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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Yeongdeok Haemaji Park Chuksan Harbor
영덕해맞이공원 - 축산항

총거리 12.8km  소요시간 6시간

Chuksan Harbor Goraebul Beach
축산항 - 고래불해변

총거리 16.3km  소요시간 6시간

Hwajin Beach Ganggu Harbor
화진해변 - 강구항

총거리 15.8km  소요시간 6시간

Ganggu Harbor Yeongdeok Haemaji Park
강구항 - 영덕해맞이공원

총거리 18.8km  소요시간 7시간 30분

숙박 및 맛집  Accomodation & tasty restaurant 

걷기정보안내

삼사해상공원 및 
강구항 일원3월

영덕군 문화관광안내 
054)730-6114

영덕대게축제
 ● 대게잡이 체험, 대게먹기대회, 
   수상레포츠 체험 등

영해시장주차장 및 
3·1의거탑3월

애향동지회 
054)730-6162 

영해 3·1문화제
 ● 신돌석장군의병출정식 재현, 
   정월대보름 민속경기 등

영덕군 축산항 일원 5월 영덕군 문화관광안내 
054-730-6114

영덕물가자미축제
 ● 가요제, 고기잡이체험, 걷기대회 등

장사해수욕장 
대진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7월
영덕여름축제 
054)730-6393

여름바다체험행사
 ● 락페스티벌, 해변가요제, 조개잡이, 
   오징어잡이 체험 등

문화체육센터 앞 
오십천 둔치 일원

8월

영덕여름축제 
054)730-6393

영덕황금은어축제
 ● 공연행사, 은어 맨손잡이 체험, 
   은어 숯불구이 체험 등

영덕초등학교 
창포분교 운동장

영덕여름축제 
054)730-6393

영덕 블루로드 달맞이여행
 ● 달빛속 보물찾기, 달빛작은음악회, 
   야간장터 등

영덕 삼사해상공원 
일원12월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393

해맞이축제
 ● 전야행사, 자정축원, 해맞이행사, 
   부대행사 등

●  영덕군문화관광과 054-730-6396 ●  영덕문화원   054-734-2456

●  삼사해상공원관광안내소 054-730-6398  ●  경보화석박물관 054-732-8654
●  경북종합관광안내소(안동) 054-852-6800 ●  영덕어촌민속전시관 054-730-6790
●  경북관광홍보관(보문단지내)  054-745-0753 

●  위치 : 달산면 옥계리 
●  교통편 : 영덕터미널 (영덕-원담)
●  내용 : 각종 기암괴석들로 이루어진 산

팔각산
054-730-6311

●  위치 : 병곡면 영리 
●  교통편 : 영덕터미널(영덕-영해)->(영해-유금)
●  내용 : 일곱 가지 보배가 있다는 산

칠보산 
054-730-6608

●  위치 : 병곡면 병곡리
●  교통편 : 영덕터미널(영덕-영해)->(영해-후포,금곡)
●  내용 : 장장 20리에 달해 펼쳐지는 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054-732-2001

●  위치 : 축산면 도곡리 528-2 
●  교통편 : 영덕터미널 (영덕-영해)
●  내용 : 신돌석장군의 생가

신돌석장군 유적지
경상북도 기념물 제87호

●  위치 : 영덕읍 창포리 329-3번지  
●  교통편 : 영덕터미널 (영덕-영해)
●  내용 : 신재생에너지 전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054-730-7021~6

●  위치 : 영해읍 괴시리
●  교통편 : 영덕터미널(영덕-영해)->(영해-축산,사진,후포)
●  내용 : 목은 이색의 탄생지, 조선후기 집성촌의 가옥형태

괴시리 전통마을 

●  위치 : 창수면 인량리 
●  교통편 : 영덕터미널(영덕-영해)->(영해-가산,보림)
●  내용 : 500년 전통과 얼이 담긴 인량리전통마을

인량리 전통마을 

● 옥계산촌마을          054-732-7598   ● 칠보산자연휴양림  054-732-1607

● 영덕군청소년야영장  054-730-6218   ● 나라골보리말       054-734-0301

● 어촌체험마을          054-732-4460  ● 영덕 대게      054-734-5650

● 영덕 물가자미    054-733-0078  ● 영덕 송이버섯   054-732-8300

● 영덕 복숭아      054-730-6695  ● 동충하초      054-733-2452

영덕 대게

영덕 물가자미

영덕 송이버섯

영덕 복숭아

동충하초

게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몸통에서 뻗어 나간 다리 

모양이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으며 길쭉하고 곧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온다. 청정해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덕의 해역에서 미네랄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한 

영덕대게를 통해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청정 해역 동해에서 갓 잡아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가자미의 탄탄한 육질이 그대로 유지되어 

최고의 맛과 신선함을 자랑한다.

해풍으로 인한 독특한 향과 맛으로 각광 받는 영덕 송이 

버섯은 고단백 저칼로리의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고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오십천을 중심으로 양지바른 사질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적은 강우량으로 재배되어 당도가 뛰어나고, 

단단하면서도 촉감이 부드럽다.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항암작용과 면역증강작용이 

뛰어나다.  노화방지 및 항피로작용 또한 높다.

영덕의 맛  Tastes of Yeongdeok

영 / 덕 / 블 / 루 / 로 / 드

영덕 블루로드는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해파랑길에 일부로 영덕 강구항을 

출발하여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변에 이르는 길이다. 도보여행을 위해 조성된 

블루로드는 푸른 동해의 풍광과 풍력발전단지, 대게원조마을, 축산항 괴시리마을 등 

풍부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주고 있다.

블루로드      코스A

약 17.5km 6시간 / 해파랑길 20코스

강구항 - 고불봉 - 풍력발전단지 - 빛의거리 - 해맞이공원

블루로드      코스B

약 15km 5시간 / 해파랑길 21코스

해맞이공원 - 석리 - 경정리(대게원조마을)-죽도산(축산항)

블루로드      코스D

약 14.1km 4시간 30분 / 해파랑길 21코스

대게공원 - 장사해변 - 삼사해상공원 - 강구터미널

블루로드      코스C

약 17.5km 6시간 / 해파랑길 22코스

죽도산(축산항) - 봉수대 - 목은이색산책로 - 괴시리전통마을 - 
대진해수욕장 - 청소년야영장 - 고래불해변

영덕시외버스터미널 054-732-7673

영덕시내버스터미널 054-732-7374

영해시외버스터미널 054-732-1564~5

영해시내버스터미널 054-732-0446

영덕택시부  054-734-2447

영해택시부  054-734-0358

해파랑길은 초광역 장거리 트레일로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을 따라 770㎞ 걷는 길로 노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무패널
Wood Panel

PP패널
Ring-type Panel

리본
Ribbon

바닥표식
Floor Sign

해파랑가게
Haeparang 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