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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추천 코스111 

코스 하나. 하동 X 야생차 
코스 둘. 하동 X 힐링 
코스 셋. 하동 X익사이팅 

코스 넷. 하동 X 섬진강 



칠불사 

쌍계사 

차시배지 ● 정금차밭 

하동야생차박물관 ● 차 체험관 

켄싱턴리조트 

십리벚꽃길 

화개 찻집투어 

20
분

5분
8
분

1분
8
분

3분

하동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모른다. 

그저 예쁘게만 느껴지는 것에도,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에도, 

작고 작은 것들에도, 

바위에도, 나무에도, 꽃에도 말이다. 

자세히 보고, 발견하고, 생각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는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라며. 

코스 1 하동 X 야생차 

1. 칠불사 

코스 하나 하동 X 야생차 

7. 화개 찻
집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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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3. 차시배지 • 정금차밭 

2. 쌍계사 

5. 켄싱턴리조트 

4. 하동야생차박물관 • 차 체험관 

5 

6. 십리벚꽃길 



“ 바람에 날리는 꽃 이파리를 보며 

어찌 인생을,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 견디겠는가.”

 섬진강 시인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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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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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하나 하동 X 야생차 

칠불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528 

한국 수석문화의 명승지에서 지리산 수석 
CHECK 감상하기

아자방에 대해 이해하기
CHECK 

TIP

● 일주문 앞 주차장이나 일주문을 지나 위쪽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쌍계사로 내려가는 길 신흥 삼거리 왼쪽 (화개초등 
학교 왕성분교 앞) 편으로 푸조나무, 오른편으로 
세이암을 볼 수 있어요. 

-세이암 : 고운 최치원 선생이 속세를 등지고 지리산 
으로 들어가는 길에 세상에서 더럽혀진 귀를 씻었 
다고 전해지는 바위 

-푸조나무 : 고운 최치원 선생이 꽂아 둔 지팡이에서 
싹이 나와 자랐다는 전설이 있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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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쌍계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 9 

지리산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쌍계사 
CHECK 방문해보기 

국보 제 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 감상하기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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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하나 하동 X 야생차 

차시배지 ● 

정금차밭 
경남 하동군 화개면 차시배지길 4-5 

하동야생차문화축제 (5월) 

차밭 사이에 있는 고산선사의 음다송 읽기 
CHECK 

정자에서 야생차밭 내려다보기 
CHECK 

천년차밭길(차시배지 - 정금차밭) 걸어보기 
CHECK 

TIP

● 산에서 야생차밭을 만날 수 있어요. 지나칠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아요. 

● 차밭 사이 바위 위에서 차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 정자의 기둥을 액자삼아 찍어보세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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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17-25

하동야생차박물관 ●

차 체험관

다례 체험(무료), 덖음 체험(6,000원) 해보기

야생차에 대해 알아보기

CHECK

CHECK

예약은 필수! 문의 및 예약은 
hadongteamuseum.org / 055-88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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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세와 화개계곡이 만드는 자연의 
소리 감상하며 호캉스 즐기기

CHECK

켄싱턴
리조트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84-17

야생차밭, 화개장터, 십리벚꽃길과 가까이에 있어요.TIP

십리
벚꽃길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화개장터벚꽃축제 (4월)

벚꽃 터널 걸어보기

길 따라 흐르는 계곡소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분위기 느껴보기

CHECK

CHECK

여름엔 푸른 가로수터널, 
가을엔 단풍 터널 걸어보기

●법화마을 화개중학교 구간의 경관이 좋아요.
   편도 일차선 사이 나무계단과 곁길을 거닐어보세요.

●3월 말~4월 말까지 벚꽃길따라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져요. 고요한 하동의 밤공기와 함께 밤벚꽃길을 
   거닐어보세요.

TIP

코스 하나  하동 X 야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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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화개 십리벚꽃길을 따라서 다양한 찻집과 카페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TIP

화개
찻집투어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원

전통 수제녹차의 본고장 하동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차(茶)문화 경험해보기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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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2 하동 X  힐링

하동레일파크

옥종딸기체험마을  ●     해뜰목장

하동편백자연휴양림

비바체리조트

하동호

청학동 삼성궁

21
분

22
분

4
1분

2분
22
분

도시 생활에 지쳐 쉼이 필요한 여행자들에게,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이부터 어른 누구나 만족할만한 

여행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 속을 걷고, 열매를 맛보고, 

흙을 밟아보고, 생각을 비우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동의 자연을 누려보길 바라며.

1. 하동레일파크

6. 청학동 삼성궁

코스 둘  하동 X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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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3. 하동편백자연휴양림

4. 비바체리조트

5. 하동호

2. 옥종딸기체험
마을• 해뜰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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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들이 직접 갈고 닦아낸 1500여 개에 달하는 

돌탑과 성벽의 웅장함, 

신비로운 자연 풍광과의 조화가 놀라움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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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18

레일바이크 타고 축제 때 꽃 구경하기 

북천역에서 양보역까지는 기차로, 양보역에서

CHECK

CHECK

●도장이 찍힌 레일바이크 표를 들고 비바체 리조트를 
   가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해요.

●내리막길은 반자동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어요.

●운행시간은 약 1시간 10-20분 소요됩니다.
  방문 전에 운영시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TIP

하동 
레일파크
경남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46-6

5월 북천꽃양귀비축제,
9월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예약 및 문의는
http://hdrailbike.com 또는 055-882-2244

코스 둘  하동 X 힐링

북천역까지는 레일바이크로 즐기기
(약 1시간 10-2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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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옥종딸기
체험마을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7-4

해뜰목장
경남 하동군 옥종면 양구1길 31-108

3월-5월에 딸기 체험하기

옥종북방딸기체험축제(매년 3월 중) 참여하기

CHECK

CHECK

예약 및 문의는 okjong.invil.org / 
055-880-6409

낙농 체험 하기
(목장체험, 아이스크림 체험, 치즈 체험 등)

맨발로 잔디 위 걸어보기
(원적외선이 나오는 황토 느껴보기)

자연을 배경으로 인생샷 찍기

CHECK

CHECK

CHECK

예약 및 문의는 farmgw.kr / @hae_tteul_farm 으로 DM 발송 
/ 010-3583-4795, 010-3797-4795

3월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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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숲길 걸으며 힐링하기

산림체험프로그램 체험해보기

CHECK

CHECK

하동편백
자연휴양림
경남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88-51

●  우수독림가 김용지 선생께서 1970년대부터
   편백 나무 묘목을 심어 조성한 곳이에요.

● 숲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깊은 편백향을
   느낄 수 있어요.

TIP

밤에는 색색의 불이 켜진 인피니티 풀의 야경이 멋져요.TIP

비바체
리조트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876

하동 자연경관을 보며 인피니티풀 즐기기

리조트 옥상에서 바베큐 즐기기

CHECK

CHECK

예약 및 문의는 www.vivaceresort.co.kr / 
055-882-9393

코스 둘  하동 X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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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순례길을 따라 걷다보면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TIP

청학동
삼성궁
경남 하동군 청암면 삼성궁길 86-15

가을에 마고성 순례길, 배달길을 따라 삼성궁에 
도착하기

다양한 형태와 표정을 지닌 돌 조각상 감상하기

CHECK

CHECK

하동호
경남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 아는사람만 안다는 숨은 벚꽃명소! 봄에 하동호를 
  찾으면 호수따라 걷는 벚꽃길이 예쁘답니다.

● 하동호에서 삼성궁 가는 길은 꾸불꾸불하니 
  안전운전 하세요.

● 가는 길에 가로수가 가득한데, 화개장터
  벚꽃길 만큼이나 아름다워요.

TIP

하동호 주변을 따라 드라이브하기

아침 물안개 핀 하동호따라 산책하기

CHEC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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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전망대

금오산 짚와이어

구재봉자연휴양림

양탕국커피문화마을

하동송림공원

1분
4
9
분

26
분

12
분

여행을 앉아서만 즐기기엔 

너무 아쉬운 사람들에게

하동을 온 몸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보다 짜릿한 체험은 어디있을까

어두운 새벽 숲길을 따라 올라가 

자연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순간을 보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느껴지는 자연의 향을 마시며,

하늘을 나는 새처럼 풍경을 내려다 보면서

하동을 온몸으로 느끼길 바라며.

코스 3 하동 X  익사이팅

1. 금오산 전망대
       

코스 셋  하동 X 익사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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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2. 금오산 짚와이어

3. 구재봉자연휴양림

5. 하동송림공원 4. 양탕국커피문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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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하동 금오산 정상에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한 짜릿함을 선물하며

금오산 일대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정경과 함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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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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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에서 일출 감상하기
CHECK

금오산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노량대교
홍보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613-4

전망대에서 노량대교와 풍경 감상하기 
CHECK

노량대교 홍보관에서는 하동의 관광정보를 알 수 있고, 
하동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요. 

TIP

코스 셋  하동 X 익사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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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활약상 알기
CHECK

경충사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503-14

금오산
짚와이어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93-37 
(하동청소년수련원앞)

짚와이어 타기
(몸무게는 S,M,L로 표기되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CHECK

CHECK

짚와이어는 예약 필수에요. 예약 및 문의는 
   hdalps.or.kr / 055-884-7715, 7714

주말, 빨간 날에는 마지막 코스에서 사진작가가 직접
사진촬영을 해줍답니다. 단 유료!

TIP

충의공 정기룡 장군은 ‘뭍의 이순신’이라고 불릴만큼 
임진왜란 때 활약하셨던 분이에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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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셋  하동 X 익사이팅 

하동
송림공원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07-8 송림공원 

소나무 숲 속 벤치에 앉아 소나무 향 느끼기 

섬진강 바라보며 여유 즐기기

CHECK

CHECK

하동의 인기 숙소 트리하우스는 선착순 예약으로 금방 
마감된답니다. 서둘러 예약해주세요.

TIP

예약 및 문의는 hadongforest.co.kr / 
070-8855-8011

트리하우스 숙소 예약하고 휴양하기

어드벤처 이용하기 (어린이용, 성인용)

CHECK

CHECK

구재봉
자연휴양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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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탕국
커피문화
마을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공드림재길155

양탕국 1인 코스 즐기기

커피 제조 체험하기
(양탕국의 커피 제조방법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CHECK

CHECK

양탕국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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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암차박물관

7. 섬진강100리 테마로드

매암차박물관

하덕마을 섬등갤러리

최참판댁  ●     박경리문학관 

힐포트

스타웨이

동정호  ●     부부송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5
분

6
분

10
분

2
분

9
분

2
1분

섬진강을 따라가다보면 

하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담아볼 수 있다. 

손수 내린 야생차를 마시며, 

책 속의 활자가 눈에 담기는 순간을 즐기며, 

속이 뻥 뚫리는 전망대에 올라가

넓게 펼쳐진 평사리 들판의 모습을 바라보며, 

1년 뒤의 나에게, 1년 뒤의 누군가에게

느린 편지를 쓰며, 

골목골목을 물들인 예술작품을 보면서 

하동을 한 가득 담아가길 바라며.

코스 4 하동 X 섬진강

코스 넷  하동 X 섬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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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2. 하덕마을 섬
등갤러리

3. 최참판댁 • 박경리문학관 

6. 동정호 • 부부송

4. 힐포트

5. 스타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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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사리 논길을 따라 들어가면 들판 가운데에 소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서 정겹게 맞이하고 지리산 자락에는 초가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 중턱에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

판댁이 자리잡고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 올라앉으면 평사리 

넓은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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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암차
박물관
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46-1
매암다원문화박물관

● 유물전시관 문에 기대어 다원을 배경으로 찍어보세요TIP

원하는 차를 골라 전통다기에 스스로 차를
우려 마시며 다원 즐기기 (유료)

CHECK

코스 넷  하동 X 섬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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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 정서운 할머니를 기리고 뜻을 이어 받으려는 
악양의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갤러리에요. 
의미를 되새기며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조용히 감상해주세요.

TIP

골목길 구석구석 숨겨진 작품 찾기
CHECK

하덕마을
섬등갤러리
경남 하동군 악양면 하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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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참판댁에서 동정호와 부부송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 최참판댁과 박경리문학관은 가까워서
   걸어갈 수 있어요.

● 최참판댁 문을 액자로,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찍어보세요.

TIP

최참판댁 ●

박경리 
문학관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

토지 소설 장면 상상해보기

최참판댁 누각에 올라 풍경 감상하기

박경리 작가 유품과 작품 전시 감상하기

CHECK

CHECK

CHECK

코스 넷  하동 X 섬진강



37

하동 가이드

힐포트

경남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2

경남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8-110

편백향 가득한 숲, 
천연데크에서 노천사우나 즐기기

섬진강의 풍경을 보며 바베큐 즐기기

CHECK

CHECK

예약 및 문의는 healfort.kr / 
055-884-7410,7411

스타웨이

전망대에서 평사리 들판, 섬진강 감상하기

스카이워크 위를 걸으며 숲과 하늘 위를걷는 
느낌 경험하기

CHEC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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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호 ●

부부송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05-2

● 동정호 주변 4개 테마(부자·사랑·건강·행운)의
   우체통 중에 선택해서 넣어보세요.

● 한산사 전망대에 올라서면, 악양들판과 함께 
동정호와 부부송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TIP

1년 뒤의 가족, 친구, 연인, 나에게 편지쓰기 
(느린 우체통) 

가을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위 부부송 감상하기

CHECK

CHECK

코스 넷  하동 X 섬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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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가이드

CHECK

섬진강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 감상하기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 코스 안내

야생차 ZONE (화개장터-녹차연구소) 3.2km

문학 ZONE (녹차연구소-평사리공원) 6.1km

두꺼비 ZONE (평사리공원-명품유통센터) 6.9km

재첩 ZONE (명품유통센터-송림공원) 4.7km

*코스 중간에 있는 쉼터에 앉아 여유를 즐겨보세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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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오산 짚와이어

3,186m(총 3코스) 아시아 최장길이의 짚와이어로 짜릿한 

스릴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위치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93-9 (하동청소년수련원 앞)

체험조건

신장 : 130-200cm, 몸무게 : 35kg-110kg (S, M, L로 구분)

체험요금 (평일/주말 및 공휴일)

어   른 : 40,000 / 45,000원

청소년 : 35,000 / 40,000원

어린이 : 30,000 / 35,000원

문의 및 예약

055-884-7715 / www.hdalps.or.kr

2. 하동레일파크

북천역에서 양보역을 오가는 코스로 기차를 타고 갔다가

레일바이크를 타고 돌아오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위치 경남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46-6

이용시간 홈페이지 참조

이용요금 하절기: 월-목

2인승-25,000원 / 4인승-30,000원 

 금-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

2인승-30,000원 / 4인승-35,000원

                동절기: 월-목

                 2인승-20,000원 / 4인승-25,000원 

              금-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

                 2인승-25,000원 / 4인승-30,000원 

문의 및 예약

055-882-2244 / hdrailpark.com

레저 • 체험
하동의 다양한 레저활동과 체험학습을 직접 즐겨볼 수 있는 10가지 관광지들로, 

금오산에서 즐기는 익스트림 짚와이어에서부터 차분한 커피체험까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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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동스윙점프

어른, 어린이 모두 함께 즐기는 익사이팅으로 하늘을 

나는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하늘 그네

위치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93-37

이용시간

9:00 - 18:00 (3-5월 / 9-11월)

이용요금

어   른 : 18,000원

청소년 : 16,000원

어린이 : 14,000원

문의 및 예약

055-883-1064

4. 대도어촌체험마을

낚시 체험, 갯벌 체험 등 해양생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여름엔 시원한 물놀이장에서 피서까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어촌마을

위치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17 대도어촌체험마을

체험안내
●   갯벌 체험(1-12월), 조개 캐기(2-4월), 

  돌 미역, 파래 뜯기(2-4월) : 5,000원

●   좌대 낚시 체험(1-12월) : 15,000원

●   콘도 낚시 체험(1-12월) : 20,000 - 25,000원

문의 및 예약

055-884-0730 / www.대도어촌체험마을.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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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신베어빌리지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과 야생화 학습장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예쁜 반달가슴곰 캐릭터 기념품도 

구경할 수 있는 체험마을

위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05-2

체험안내
●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탐방해설

  프로그램 (3-12월) 11:00 / 14:00 : 3,000원

●   야생화화분만들기 프로그램 (4-10월) : 5,000원

문의 및 예약

055-883-3580 / www.bearvillage.co.kr

6. 옥종딸기체험마을

지리산의 깨끗한 환경에서 벌을 이용한 자연 수정으로 

재배된 당도 높은 옥종 딸기를 수확하고 맛볼 수 있는 

체험마을

위치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7-4

체험기간

3-5월

문의 및 예약

055-880-6409 / okjong.inv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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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타웨이 스카이워크

평사리들판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8-110

이용요금  ●성   인 : 3,000원, ●청소년 : 2,000원

                                     ●단    체 (10명 이상) : 2,000원

*무료입장 : 영·유아 (6세 미만,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스타웨이 하동 컨벤션 및 숙박시설 이용자(당일이용권 제공)

이용시간  3-10월 09:30 ~ 18:00

11-2월 09:30 ~ 17:00

야간개장 (금,토/4-9월) 18:00 ~ 21:00

●   입장 : 09:30부터 마감 30분 전까지

문의 및 예약

055-884-7410~11

8. 해뜰목장 구 금와목장

목장 체험, 아이스크림 체험, 치즈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황토 잔디밭에서 쉴 수 있는 목장 

위치  경남 하동군 옥종면 양구1길 31-104

체험요금

●목장 체험 : 10,000원

●아이스크림 체험 : 5,000원

●치즈 체험 : 10,000원

●피자 체험 : 15,000원 / 1판

체험시간

10:00 / 14:00

문의 및 예약

010-3583-4795, 010-3797-4795 / farmg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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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카누

남한 5대강 중 최후의 청류로 꼽히는 섬진강은 강의 

구비구비가 카누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임

위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3

문의

010-3526-8045

http://hadongplay.com

10.양탕국 
     커피문화마을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담긴 문화 유산인 조선시대의 

커피 ‘양탕국’을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카페이자 

체험관

위치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공드림재길 155

운영시간

10:30 – 20:00 (평일)

10:30 – 19:00 (토요일)

*설날, 추석(전날과 당일), 일요일 휴무

문의 및 예약

055-883-9420 / www.ytgcc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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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전시 하동의 아름다운 역사적, 문화적 볼거리들이 가득한 박물관과 전시관을 

소개합니다.

1. 박경리문학관

박경리 작가의 사상을 널리 알 수 있는 유품 41점과 

초상화, 영상물, 토지 속 인물지도 등이 전시되어  

있는 문학관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6-23

관람시간

9:00 - 18:00 (3-5월 / 9-11월)

문의

055-883-1064

2. 하동야생차박물관 ●

       차체험관      

하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관이자, 

전통 수제다법의 차 체험 및 다례 체험이 가능한 차 체

험관으로 하동차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위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17-25

9:00 – 18:00 (3-10월)

9:00 – 17:00 (11-2월)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당일 휴무

관람요금

무료

문의 및 예약

055-880-2831 / www.hadongtea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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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량대교  ●

   노량대교 홍보관

노량대교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을 모티브로 지은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다리

노량대교 홍보관

하동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문의055-883-5500

하동 알프스푸드마켓

하동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마켓

위치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623-1

4. 매암차박물관

차의 제조과정과 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다원에서 차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46-1 

매암다원문화박물관

운영시간

10:00 – 19:00, 월요일 휴무

문의 및 예약

055-883-3500 / www.tea-ma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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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리산생태과학관

지리산 희귀 야생 동식물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체험형 

과학관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8-39

관람시간

9:00 – 18:00 (3-10월)  l  9:00 – 17:00 (11-2월)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월요일 휴무

관람요금

●어   른 : 1,000원, ●청소년 : 800원

●어린이 : 600원

문의 및 예약

055-884-3026 / jirisanesm.or.kr

6. 하덕마을
   섬등갤러리

악양의 화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정서운 어르신을 

기리기 위해 야생차를 주제로 하여 만든 마을 골목 갤러리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하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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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쌍계명차
   박물관

김동곤 명인의 하동 야생차(우전차)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카페이자 박물관 

위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30

운영시간

09:00 – 20:00

문의 및 구매

055-883-2440/ http://skt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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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우주총동원카페

미스터트롯 top7 정동원군이 운영하는 카페

위치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392

카페구성

1층 식당 / 2층 커피숍 / 3층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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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암송  ●

   십일천송  ●취간림

2. 하동송림공원

260년 된 노송과 백사장, 섬진강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이루는 하동송림공원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07-8 송림공원

문암송

예로부터 바위에 걸터앉아 있는 모양의 기이함과 

아름다움으로 칭송받았던 나무 

십일천송

한 그루같은 11그루의 소나무

취간림

수구막의 역할을 위해 조성한 아름다운 숲

휴양림• 공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롭고 편안하게 산책하며 쉴 수 있는 

하동의 아름다운 휴양림과 공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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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배지  ● 정금차밭

우리나라 최초로 차를 재배했던 차시배지와 그 일대

의 야생차밭인 정금차밭. 차시배지와 정금차밭 두 곳을    

연결하는 2.7km의 천년차밭길

위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차시배지길 4-5

4.고소성군립공원

네모나게 다듬은 돌과 자연석을 사용하여 5각형의 형태로 

쌓은 산성이자 탐방로가 있는 공원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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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정호 ● 부부송

느린 우체통과 함께 여유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동정호와 부부의 모습을 닮은 소나무, 부부송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05-2

6.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벚꽃과 매화꽃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1급수의 

섬진강변을 따라 걷는 트래킹코스 

코스 안내

야생차 ZONE (화개장터-녹차연구소) 3.2km

문학 ZONE (녹차연구소-평사리공원) 6.1km

두꺼비 ZONE (평사리공원-명품유통센터) 6.9km

재첩 ZONE (명품유통센터-송림공원) 4.7km

*코스 중간에 있는 쉼터에 앉아 여유를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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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재봉자연휴양림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경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산림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레저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휴양지

위치

경남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60-81

체험안내

짚라인 : 20,000원

어드벤처 어린이코스 : 10,000원

성인·스포츠코스 : 15,000원

문의 및 예약

070-8855-8011 / hadongforest.co.kr

8. 하동포구공원

과거 하동포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원으로, 섬진강변에 

울창한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제 2의 송림공원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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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동편백자연휴양림

수 십만그루의 편백나무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휴양림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0. 하동공원

하동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하동군민과 관광객의 휴식처

이며, 섬진강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섬호정이 있는 공원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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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하동의 역사와 문화를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유적지를 

소개합니다.

1. 쌍계사

국보 제47호인 진감국사대공탑비, 보물 9점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며,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사찰

위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문의 및 예약

055-883-1901 / www.ssanggyesa.net

2. 칠불사

‘한 번 불을 때면 온기가 100일은 간다’는 아자방(亞字房), 

초의선사의 다신전(茶神傳)을 초록한 다도(茶道)의 중흥지로 

유명한 사찰

위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528

문의 및 예약

055-883-1869 / www.chilb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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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참판댁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재현된 곳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6-23

관람시간

09:00 – 18:00

관람요금

어    른 : 2,000원

청소년 : 1,500원

군    인 : 1,000원

단    체 : 1,500원, 청소년 단체 : 1,000원

문의

055-880-2960

4. 화개장터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닿아있어 두 지역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시장으로 녹차, 산나물 등 특산품을 맛보고, 국밥집, 

주막에서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화개장터

위치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5

관람시간

09:00 – 18:00

문의

055-88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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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학동 삼성궁

배달민족의 선조인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성전

위치

경남 하동군 청암면 삼성궁길 86-15

관람시간

09:00 - 18:00 (동절기 17:00)

관람요금

어    른 : 7,000원

청소년 : 4,000원

어린이 : 3,000원

문의 및 예약

055-884-1279

6.슬로시티 하동

차재배지로서는 세계최초이자,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지정된 슬로시티 하동은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운동이자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 운동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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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충사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 60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

위치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503-14

문의

055-882-3733

8. 세이암  ● 완폭대  ●

   환학대

세이암

최치원 선생이 속세에 더럽혀진 귀를 씻었다고 전해지는 곳 

완폭대

불일폭포와 청학동을 감상하기 좋은 바위

환학대

최치원 선생이 불일암 일대에 살던 청학을 불러모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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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동, 보고 즐기다

1경. 화개장터 십리벚꽃 2경. 금오산 일출과 다도해

7경. 지리산 불일폭포6경. 청학동 삼성궁

하
동
 10
경



67

하동 가이드

5경. 형제봉 철쭉

8경. 하동포구 백사청송

3경. 쌍계사의 가을 4경. 평사리 최참판댁

9경. 화개동천 야생차밭 10경. 섬호정에서 바라본 섬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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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동, 보고 즐기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 의신길

4월화개장터벚꽃축제

#벚꽃하면하동 
#십리벚꽃길 
#너와나 
#두손잡고걸으면 
#백년해로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이명마을 꽃단지일원

5월북천꽃양귀비축제

#양귀비5만평 #천하일색 #미인은_바로너

경남 하동군 화개면·악양면 일원

5월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차한잔어때요 
#하동야생차 
#하동녹차 

#힐링 #여유 
#하동갬성 

하동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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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청암면 삼성궁길 13

10월지리산회남재
      숲길걷기

#낙엽 #단풍 
#가을바람 
#같이걸을까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일원

9월북천코스모스 
● 메밀꽃축제

#코스모스밭 #메밀밭
#꽃길 #사이에 #기찻길 

 #레일바이크

경남 하동군 송림공원, 섬진강일원

7월섬진강문화
 재첩축제

#황금재첩 
#은빛모래 
#시원한재첩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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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동, 쉬어가다

올모스트홈 스테이 하동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5

문의 055-882-5094 (평일 9:00 - 18:00) 

tour.hadong.go.kr

주변관광지

박경리문학관, 최참판댁, 동정호, 부부송

한옥문화관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6-23

문의 055-880-2381 (평일 9:00 - 18:00) 

tour.hadong.go.kr

주변관광지

박경리문학관, 최참판댁, 동정호, 부부송

켄싱턴리조트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32-6

문의 및 예약 055-880-8000

www.kensingtonresort.co.kr/resort/hadong.asp

입실 15:00 / 퇴실 11:00

주변관광지 차시배지, 쌍계사, 십리벚꽃길

하동 숙박

구재봉자연휴양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60-81

문의 및 예약 070-8855-8011 / hadongforest.co.kr/

입실 15:00 / 퇴실 12:00

숙박안내 30,000~110,000원(홈페이지 참조)

주변관광지

하동송림공원, 양탕국커피문화마을

청소년수련원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93-9

문의 및 예약 

055-882-7400 / www.hadongyouth.or.kr/

주변관광지

경충사, 노량대교 홍보관, 금오산 짚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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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사리공원야영장

경남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145-1

문의 및 예약 055-883-9004 / tour.hadong.go.kr

오토캠핑장 58면, 텐트야영장 29면,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주변관광지

평사리공원, 섬등마을 갤러리

고포수변공원캠핑장

경남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19-37

문의 및 예약

010-5665-2563

주변관광지

금오산 짚와이어, 노량대교 홍보관

비바체리조트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876

문의 및 예약 

055-882-9393 / www.vivaceresort.co.kr/

입실 15:00 (성수기), 13:00 (비수기)

퇴실 11:00 (성수기), 12:00 (비수기)

주변관광지 청학동 삼성궁, 하동호

옥종다목적캠핑장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9-219

문의 및 예약

010-5188-6092  

입실 14:00 / 퇴실 11:00

주변관광지 옥종딸기체험마을, 하동편백자연휴양림, 해뜰목장

힐포트하동

경남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2

문의 및 예약 

055-884-7410, 7411 / www.healfort.kr 

입실 15:00 / 퇴실 11:00

주변관광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스타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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