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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안내 : ☎ 054-370-2378 (군청 문화관광과)

•특산물안내 : ☎ 054-370-6271 (군청 농정과) 

•청도농산물프라자 : ☎ 054-371-6561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안내 : ☎ 054-370-2378

•청도군청 홈페이지 : www.cheongdo.go.kr

톡톡한 관광택시 타고 청도여행 하세요.
이용안내 : 1566-4633  홈페이지 : www.cheongdo.go.kr

•청도역 http://www.korail.com / ☎ 1588-7788

•청도택시 ☎ 054-373-8282, 054-373-4400

•개인택시 ☎ 054-371-1900, 054-372-1900, 054-373-1900

•청도공용버스정류장 ☎ 054-372-1565     

•동곡공용버스터미널 ☎ 054-372-3881

•풍각시외버스터미널 ☎ 054-372-2826     

•운문사정류장 ☎ 054-373-8070

•문의처 : 새마을과 교통행정담당 (☎ 054-370-6252)

회
순

1

2

3

청도 → 동서울

청도 경산 동서울

10:30 11:00 15:00

14:30 15:00 19:00

17:00 17:30 21:30

동서울 → 청도

동서울 경산 청도

08:30 12:30 13:00

11:00 15:00 15:30

17:00 21:00 21:30

청도 ⇔ 동서울 간 고속버스 운행
•운행노선 : 청도 ~ 경산 ~ 동서울

•운행시간표 및 노선안내

역사와 전설이 살아 숨쉬는 

청도의 문화유산

볼거리가 있는

청도의 관광명소

지방관아가 소재한 고을의 방어
를 목적으로 축성된 성곽으로,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진다. 
2007년부터 복원공사로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화양읍 도주관로 179

5C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탁영 
김일손선생을 배향하기 위하여 
1518년 창건하고 운계서원으로 
하였다가 1661년 중건하고 
자계서원으로 사액 되었다.

이서면 자계서원길 13

4C

동창천변의 아름다운 정자로 
6.25전쟁때 이승만 대통령이 
묵었던 곳으로 동창천변은 
100만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당시 
피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금천면 명포길 7-12

4F

신라 진흥왕 21년(560년) 창건. 
대작갑사라 하였으며 원광법사, 
설송대사가 중창을 거듭하여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한 곳이며 
지금은 전국 최대 규모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유명하다. 

운문면 운문사길 264

4G

신라 문무왕 4년(664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심지왕사가 
중창하였다. 대웅전은 조선시대 
건물로써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이다.

청도읍 원동길 304

5D

조선시대 궁중내시로 정3품  벼슬에 
올랐던 김일준의 고택으로 안채가 
북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것이 
특징이며, 내시가계가 이어져 온 
곳으로는 국내 유일하다.  

금천면 임당2길 14

4F

신라 초기부터 있었다고 전해지며, 
청도석빙고는 조선 숙종 39년
(1713년)에 준공되었다. 
전국에 보존되고 있는 6개의 
석빙고 중 가장 오래된 
석빙고이며, 규모도 크다.

화양읍 동교길 7

5C

신라 670년 의상법사가 창건하고 
옥천사라 하였다가 고려 1267년 
일연선사가 중창하여 불일사라 
개칭하였다가 다시 용천사라 
이름을 고쳤고, 조선 1631년 
조영대사가 3중창 하였으며 
1805년 화주 의열이 크게 중수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북면 헐티로 1375-9

3A

조선시대 중건한 전형적인 
다포계 건물로 맞배지붕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단청을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금천면 박곡길 590

5F

054-370-7500 www.sossaum.or.kr 화양읍 남성현로 348

세계 최초 돔형식인 청도소싸움
경기장에서는 매주 토·일요일 
11시 부터 박진감 넘치는 
청도소싸움경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매주 토요일·일요일  
   12경기 열립니다. 
•입장 및 주차 무료

4D 4D

054-373-9612 화양읍 남성현로 346

소와 소싸움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학습 및 체험 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공간이다. 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과 생활문화를 감상 
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 휴관)

3D

054-371-1904 www.gamwine.com 화양읍 송금길 100

1937년 현 남성현터널이 개통에 
따라 용도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을 
내부정비하여 2006년 2월부터 
현재의 감와인 숙성저장고와 
와인 카페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인들과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다.

4C

054-370-2281 이서면 이서로 567

청도인의 삶의 모습과 역사, 문
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공간
이며, 놀이와 학습이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청도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는 공간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

4C

054-372-8700 www.comedytown.co.kr 이서면 이서로 565

한국코미디 역사를 시대별 흐름에 
따라 총 5개의 공간(ZONE)으로  
구성하여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코미디 특화 체험전시장과 
코미디공연들을 위한 대공연장을 
갖춘 한국코미디타운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

4D

054-372-5050 www.cheongdo-provence.co.kr 화양읍 이슬미로 272-23

프랑스의 정감있는 프로방스마을을 
그대로 재현하였고 낮에는 100여개의
다양한 포토존과 먹거리, 즐길거리, 
저녁이 되면 화려한 LED조명이 수놓는 
환상적인 빛의 축제로 변하는 곳이다.

시간 :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까지 
        (세계최초 365일 연중무휴)

3F

054-370-7300 www.cdws.or.kr 운문면 운문로 2455

화랑의 세속오계 정신을 연출한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화랑의 
시대정신과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감성충전 힐링 공간에서 
화랑도의 수련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화랑정신발상지기념관, VR
체험존, 화랑촌(콘도), 캠핑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매주 월요일 휴관)

5D

054-373-2426 www.cheongdorailbike.co.kr 청도읍 하지길 46-51

폐선된 옛 철길을 테마로 
아름다운 청도천변을 따라 
레일바이크 공원을 조성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철로 주변에 
조성된 시조 시인들의 시조비와 
조형물을 감상 할 수 있으며 
자전거 공원도 있다.

5D

054-372-7889 www.새마을발상지.kr 청도읍 새마을1길 34

박정희대통령께서 1969년 8월  
초순 경상남도 수해복구 시찰시 
경부선 철도변에 위치한 청도읍 
신도마을의 지붕개량, 하천, 안길 
등이 잘 가꾸어진 모습을 보고 
새마을운동을 착상, 19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 한해대책회의
시 제창한 것이 새마을운동의 효
시가 되었다.(※매주 월요일 휴관)

자연을 느낄수 있는

청도의 청정자연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여름철 피서인파가 넘쳐난다.

운문면 방지리 197-1

3F

운문산은 산세가 웅장하며 
나무들이 울창하여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이다. 
군립공원내 청도의 소싸움을 
상징하는 황소모형의 인공 암벽
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야영장도 
조성되어 있다.  

운문면 신원리 2087

4G

레일바이크를 타고 철로 주변에 
조성된 시조 시인들의 시조비와 
조형물을 감상과 더불어 익스트
림과 힐링이 공존하는 복합레져
파크인 청도자전거 공원이 조성
되어 있다.

청도읍 하지길 46-51

054-373-2426

6D

청도와 울산을 잇는 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이 계곡에는 산자락 
곳곳에서 흘러드는 차갑고 맑은 
물이 급류와 폭포를 이뤄 울창한 
숲에 가려진 계곡물의 절경에 
넋을 잃고 만다. 

운문면 신원리 산24-6

4G

동창천 및 생태문화탐방로와 
연계하여 만든 공원으로 곰방대
조형물, 박훈산 시비, 전통조망 
정자 등이 갖추어져 있다.

금천면 선암로 455-12

4F

남산계곡은 골짜기를 타고 흘러
내리는 물과 옛 선조들의 숨결이 
계곡을 따라 기암괴석에 한시가 
새겨져 있다.

화양읍 동천리

5C

동창천 및 생태문화탐방로와 
연계하여 만든 공원으로 다목적
광장, 야외학습장, 다슬기모양의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매전면 온장길 123

5E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 하여 약수
폭포라고도 하며 여름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다.

화양읍 범곡리

5D

청도의 숙박과 한옥체험

신라지라고도하며, 오랜역사를 
간직한 저수지로 연꽃은 모헌 
이육선생이 무오사화로 인하여 
이곳에 은거하면서 연을 심었다고 
전한다.

화양읍 연지로 207

4C

가자! 톡톡튀는  청도의 체험

5D

010-2518-3384 http://hanokschool.net화양읍 양정길 156

청도의 진산 오산 자락에 해와 
달을 품고 'ㅁ'자 형태로 앉은 
명품한옥 단나헌은 한옥의 정취를 
맘껏 누리며 구들방에서 "비움과 
채움"의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4F

삼족당 김대유 선생과 소요당 
박하담 선생을 받들어 향사한 
서원으로 1577년에 건립 되었다. 
숙박, 전통다도, 전통음식, 한지·
규방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http://sunam.cmodoo.at/
010-5345-8445

금천면 선암로 455-27

5D

새마을운동 이전인 1960년대 
초가집 모습에서 1970년대 
슬레이트집, 1980년대 기와집까지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는 농촌
주택의 변화모습 뿐만 아니라 
부엌, 실내의 가재도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숙박동이다.

054-372-5525 www.새마을발상지.kr청도읍 새마을1길 70

3F

화랑촌(콘도)은 자연 속 화랑의 
숨결이 흐르는 숙박공간으로 
한 번에 20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다.
(단체 30인 이상 예약 가능)

www.cdws.or.kr
054-370-7300

운문면 운문로 2455

4D

지하 1008m 암반에서 
뿜어져 나오는 43도의 
천연광천온천수로 특별함이 
가득한 웰빙테마온천이다.  

www.yongamspa.co.kr
054-371-5500

화양읍 온천길 23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청도의 축제

매년 10월에 열리는 행사로 
청도반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축제이다.

청도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은 
웃음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화려한 세계코미디
갈라쇼가 펼쳐지는 행사이다.

해마다 8월에 국내 최초로 
애완견 및 반려동물을 위한 
음악회가 청도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행사로 한국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보여주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거리의 감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든 10월에 하프, 10km, 
5.9km 코스를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달릴 수 있는 행사이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는 
전국 최대규모의 달집을 
자랑하고 있다.

청도 도주줄당기기는 청도를 
동서로 편을 갈라 남녀노소의 
마을 사람들이 줄을 당기어 
승패를 다투고 그 해의 
풍·흉년과 복을 점치기도 한 
민속놀이이다. 

4B

전통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전통문화체험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054-373-1955 이서면 대전칠엽길 84

조선시대 청도군의 객사로 쓰이던 
곳으로 양쪽에 동·서헌의 접객 
시설을 갖추어 이곳을 들리는 
관원이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화양읍 도주관로 146

5C

4D

생생초는 미래지향적인 발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발효식 족욕체험은 피부개선
효과와 혈압과 혈관건강지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다.

www.sangcho.co.kr
054-371-6861

화양읍 남성현로 291-15

4B

아이들에겐 손으로 느끼는 도예 
체험 및 감각놀이, 개울가 또는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 작물 
수확 체험, 넓은 운동장에서 
눈 놀이 등 사계절 동안 자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http://cafe.daum.net/ebisl
054-371-5588

각북면 헐티로 787

3F

텐트를 치고 숙박하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
이다. 총 43면으로 각 사이트 
마다 분전함이 설치돼 있고 부대
시설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www.cdws.or.kr
054-370-7300

운문면 운문로 2455

5D

•신도 임금딸기 체험 
   (2월말 ~ 5월중순) 
•신도 감따기 체험 
   (10월 ~ 11월 )

http://sindo.invil.org 
054-373-4007

청도읍 새마을안길 7-4

6D

청도레일바이크 공원 내에 청도
자전거공원 캠핑장은 청도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www.cheongdorailbike.co.kr
054-373-2425

청도읍 하지길 46-51

4C

•주말상설국악공연·체험
   (매주 토, 일요일 오후 3시) 
•판소리, 민요, 기악, 타악 공연
   (매주 프로그램 변경)
•공연관람료 1인 - 10,000원
   (학생무료)

054-371-1533, 010-6479-1553
화양읍 연지로 152

5F

054-372-5525 www.새마을발상지.kr

청도읍 새마을1길 70

잘살아보세관은 새마을운동 당시 청도 전역의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전개한 새마을 단위사업들을 관람객들이 
보다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세트장 형태로 재현
해 놓았다. 새마을학교는 70~80년대 학교를 컨셉으로 
추억의 교복 및 교련복 입어보기 체험과 교실 등 부모님 
세대의 학창시절을 체험할 수 있다. 새마을체험학습센터는 
어린이, 가족단위의 체험활동 공간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

5D

3F

전통 국궁의 활쏘기를 통하여 
조상의 슬기와 얼을 만끽하고, 
신라 화랑의 수련을 체험해 보는 
공간이다. 20m 체험형 과녁, 
145m 정규 규격의 과녁을 
갖추고 있다.

www.cdws.or.kr
054-370-7300

운문면 운문로 2455

https://m.cafe.naver.com/cheongdoecom
054-371-8822

매전면 청매로 825

5E

“청도랑”은 관광과 체험 숙박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카트,
서바이벌, 국악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3E

감물 염색은 일명 '시염'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특유의 염색법으로 
청도감물염색체험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감물염색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www.gamcolor.or.kr
054-373-8270

매전면 청려로 3017

농경문화가 시작되는 시대부터 
목동들이 즐기던 놀이로 점차 
부락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시합으로 이어져 왔으며, 
청도군에서는 이를 축제로 
승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경북 청도군 위치도 및 행정구역도

청도관광안내도

촬영지

촬영지 촬영지

촬영지 촬영지

매주 토, 일 정기운행, 주중은 15명 이상일 경우 운행

예약·상담 문의  
054.370.637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heongdotour

•블로그 blog.naver.com/cheongdotour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eongdoto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