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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지도는 행정지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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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성당

척화비

죽향초구교사

이기윤망북비

경현당
송갑조유기비

밀성박씨사당

송시열유허비
송시열초상

이원대성사

옥천곽은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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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신정
목담서원

(전식초상)

청마리제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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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유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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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버스옥천시외버스정류소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옥천군청

동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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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면 행정복지센터

옥천휴게소(하)
옥천휴게소(상)

용암사(일출"운해)

블루홀스승마센터

부소담악

향수호수길

금강유원지

●길      이 : 약 50.6km
●난 이 도 : 중급
●소요시간 : 전문가 2시간 30분
 일반인 5시간

옥천향수100리길 자전거여행

이지당

수생식물학습원

동학혁명유적지

용암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용암사마애여래입상
용암사동서삼층석탑

청산생선국수
음식거리

별빛수목원

화인산림욕장

중봉 조헌선생 묘역
조헌신도비
영모재
표충사
조헌묘소

장계관광지

둔주봉
한반도지형

옥천"안터선사공원
(석탄리고인돌, 석탄리선돌)

농심테마공원

옥천향교
육영수생가

전통문화체험관

정지용생가·문학관

옥주사마소

옥천 구읍

장령산자연휴양림

구읍벚꽃길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궁전모텔 옥천읍 성왕로1496 731-1567

대호모텔 옥천읍 금장로38 732-0001

대흥모텔 옥천읍 금장로5 733-5333

동양장여관 옥천읍 중앙로1길9 732-8663

리베라모텔 옥천읍 성왕로1288 731-8712

명가모텔 옥천읍 성왕로1169 733-7744

바바라B무인텔 옥천읍 교동2길11 732-7356

바바라무인텔 옥천읍 성왕로1438 732-7356

부암파크 옥천읍 옥천로1692 731-9595

비원모텔 옥천읍 중앙로1길8 731-2020

소풍모텔 옥천읍 성왕로1327 733-7800

스토리(A) 옥천읍 성왕로1458 733-0870

스토리(B) 옥천읍 성왕로1460 733-0870

애플 옥천읍 지용로195 732-3457

옥천관광호텔 옥천읍 옥천로1553 731-2435

우림파크 옥천읍 성왕로1375 732-5994

일봉모텔 옥천읍 금장로56 733-2222

자자무인모텔 옥천읍 성왕로1459 731-5507

전원모텔 옥천읍 옥천로2042 731-0180

칠성장 옥천읍 중앙로11길8 731-2181

행복여관 옥천읍 삼금로4길2-1 732-5655

호텔 금강 옥천읍 옥천로1633 731-3067

목화파크 청산면 교평길 14-1 733-4355

산수장여관 청산면 청산관기로 13 733-2329

마노하우스 군북면 환평길 16 732-8289

엠엔모텔 군북면 이백1길 3-12 732-1114

제이앤비모텔2 군북면 비야대정로 172-1 731-7200

제이앤비모텔1 군북면 비야대정로 174 731-7200

자바라 무인텔 군북면 비야대정로 269 733-7779

힐 군북면 대정2길 4 733-6335

장령산자연휴양림 군서면 장령산로 519 730-3496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옥천읍 향수길 100 730-3414

OKCHEON 숙박업소

OKCHEON의 먹거리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메뉴

미락올갱이 옥천읍 중앙로10길 13 733-4845 올갱이국밥

아리랑 옥천읍 향수3길 11 731-4430 한정식

의정부부대찌개&
배부른생오리

옥천읍 성왕로 1263 733-8655 부대찌개

경성만두 요리전문점 옥천읍 옥천로 1644 732-7942 만두(육개장)전골

지선생쌈촌 옥천읍 옥천로 1666-11 733-3292 쌈밥정식

화평동갈비냉면만두 옥천읍 문장로 98-18 732-9279 갈비,냉면

안박사면옥 옥천읍 삼양로 50 731-9244 돼지갈비

이석해물칼국수왕만두 옥천읍 옥천로 1559 731-9080 해물칼국수, 왕만두

옥천(상)휴게소 옥천읍 옥천동이로 242-34 731-8096 한방닭곰탕

정다운분식 옥천읍 중앙로11길 6 731-1010 돌솥비빔밥, 돈까스

옛날보리밥 옥천읍 삼양로6길 13-3 731-0524 보리비빔밥

그냥찻집 옥천읍 향수길45 733-6350 전통차, 죽 등

금강올갱이 옥천읍 옥천로 1491 731-4880 올갱이국밥

명가 옥천읍 성왕로 1169 731-5501 소고기 샤브샤브

참샘송어직판장 옥천읍 성왕로 1236 733-4088 송어회

박규리낙지촌 옥천읍 성왕로 1287 732-5293 낙지요리

옥천(부산방향) 휴게소 옥천읍 서대구일로 265-19 731-8521 숯불고기비빔밥

일미해장국 옥천읍 금장로 105 731-3755 해재비해장국

향수한우자율식당 옥천읍 가화길 86 733-9577 한우, 갈비탕

한알천식당 옥천읍 성왕로 1217 731-3700
메밀막국수
능이오리백숙

수원본가 옥천읍 마장로 11 733-9901 갈비탕

옥천해뜨는집가든 동이면 적하4길 26 733-1780 돼지석갈비

황쏘가리 동이면 조령2길 1 733-6606 매운탕

토박이식당 동이면 옥천동이로 665 732-3786 쏘가리매운탕

부산식당 동이면 조령2길 23 732-3478 매운탕

배바우손두부 안남면 연주길 33 732-2137
올갱이두부전골
해물손두부

짜장나라 청산면 지전1길 3 732-2331 중화요리

선광집 청산면 지전1길 26 733-9755 생선국수, 도리뱅뱅이

전원가든 이원면 이원심천로 24 731-1189 칼국수, 콩국수

옛장터숯불갈비 이원면 이원로 809 731-8992 돼지갈비, 돌솥비빔밥

새강변가든 군북면 성왕로 1564 733-3678 인삼메기탕, 옻장어구이

대전가든 군북면 성왕로 1696 732-5603 송어회무침

촌돼지명가 군북면 방아실길 13-3 732-1080 삼겹살

힐링터 군북면 이백1길 5-1 733-3329 청국장, 석갈비

#모범음식점 지역번호 043)

OKCHEON 교통안내

OKCHEON의 주요기관

●보은-옥천│첫차 07:30~막차 20:30 / 총 16회 운행

●영동-옥천│첫차 06:50~막차 20:00 / 총 7회 운행

●청주-옥천│첫차 06:40~막차 20:00 / 총 9회 운행

●대전-옥천│첫차 06:50~막차 20:10 / 총 16회 운행

※옥천시외버스정류소 043)731-5108

●경부선(서울-옥천)│약 2시간 10분

●경부선(부산-옥천)│약 3시간 15분

※열차 시간은「www.letskorail.com」에서 확인

●서울-옥천│약 1시간 38분

경부고속도로 → 옥천IC

●부산-옥천│약 2시간 35분

중앙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옥천IC

●대구-옥천│약 1시간 33분

중앙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옥천IC

●대전-옥천│

경부고속도로 → 옥천IC / 약 10분

대전복합버스터미널 → 국도4호선 → 옥천군청 / 약 18분

옥천군청 ☎730-3412, 3413
문화관광과(관광안내)

전국관광안내 ☎1330

옥천군청 ☎730-3114

옥천역 ☎1544-7788

시외버스터미널 ☎731-5108

옥천경찰서 ☎732-0112

옥천소방서 ☎730-1861

옥천우체국 ☎730-4000

옥천보건소 ☎732-2114

옥천문화원 ☎733-5588

옥천교육지원청 ☎730-4201

몸도 마음도 가볍게 떠나는 OKCHEON 하루 코스

여유롭게 쉬었다 가는 OKCHEON 1박2일 코스

A
코스

옥천 구읍 골목투어 → 구읍 벚꽃길 드라이브 → 장계관광지 → 화인산림욕장 또는 둔주봉

A
코스

용암사 운무대 → 장령산자연휴양림(금천계곡, 치유의 숲) → 부소담악 → 옥천 구읍 골목투어 → 금강유원지 → 둔주봉 또는 화인산림욕장 → 장계관광지 → 구읍 벚꽃길 드라이브

옥천 구읍 골목투어 → 구읍 벚꽃길 드라이브 → 장계관광지 →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 → 별볓수목원 → 부소담악 → 용암사 운무대 → 금강 유원지 → 청마리 제신탑 → 조헌 묘소, 표충사 → 둔주봉 또는 화인산림욕장

D
코스

옥천 구읍 골목투어 → 금강유원지 → 청마리 제신탑 → 조헌 묘소, 표충사 → 둔주봉 또는 화인산림욕장B
코스

B
코스

옥천 구읍 골목투어 → 장령산자연휴양림(금천계곡, 치유의 숲) → 용암사 운무대

C
코스

옥천 구읍 골목투어 → 이지당 → 부소담악 → 수생식물학습원

지정년도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메뉴

2013 금옥식당 옥천읍 문장로 52-1 733-8375 호박꼬지찌개

2013 소정마을 옥천읍 성왕로 1313-1 733-8841 황태구이백반

2013 새강변가든 군북면 성왕로 1564 733-3678 인삼메기탕

2014 옛장터 숯불갈비 이원면 이원로 809 731-8992 돼지갈비

2014 과수원가든 옥천읍 성왕로 1454 732-0909 곤드레밥

2015 배바우손두부 안남면 연주길 33 732-2137 올갱이두부전골

2015 옥천해뜨는집가든 동이면 적하4길 26 733-1780 돼지석갈비

2017 지선생쌈촌 옥천읍 옥천로 1666-11 733-3292 쌈밥정식

2018 힐링터 군북면 이백1길 5-1 733-3329 청국장, 석갈비

2018 토박이식당 동이면 옥천동이로 665 732-3786 쏘가리매운탕

지역번호 043)#밥맛 좋은 집

수상년도 수상내역-업소명 '출품음식명' 주소 전화번호

2019 대상-토박이식당 '참옻올갱이 모래무지조림' 동이면 옥천동이로 665 732-3786

2019 금상-청산추어탕 '옻능이 만두전골&추어탕' 청산면 지전1길 25 732-8309

2019 은상-정자식당 '옻을 품은 흑염소전골' 옥천읍 서정2길 3 733-3153

2019 동상-얼룩배기보리밥식당
'얼룩배기 웰빙보리밥정식'

옥천읍 성왕로 1309 731-1121

2018 대상-장군이네
'부추올갱이수제비, 민물새우옻 맑은탕'

옥천읍 문장로 104 733-2860

2018 금상-힐링터
'오가피청국장정식, 오가피참나무직화석갈비'

군북면 이백1길 5-1 733-3329

2018 은상-청산추어탕 '추어국수, 추어전골' 청산면 지전1길 25 732-8309

2018 동상-고향마루 '한방옻영양 오리백숙' 군북면 자모길 21-7 733-5172

2017 대상-새강변가든 '옻메기탕' 군북면 성왕로 1564 733-3678

2017 금상-토박이식당 '능이동자개 매운탕' 동이면 옥천동이로 665 732-3786

2017 은상-옥천올갱이 '올갱이 두부전골' 옥천읍 중앙로 57-7 733-5919

2017 동상-독도가든 '자연산 버섯전골' 이원면 이원로 373 733-3367

2016 대상-전원가든 '부추서리태콩국수' 이원면 이원심천로 24 731-1189

2016 금상-뜨락 '삼색 들깨수제비' 옥천읍 삼양로7길 3-1 731-6844

2015 대상-새강변가든 '옻메기탕' 군북면 성왕로 1564 733-3678

2015 금상-주홍손짬뽕 '올갱이볶음짬뽕' 옥천읍 금장로 66-10 731-0284

2015 은상-퇴근길가자 '오리나무 어수제비' 옥천읍 삼금로3길 18 733-8829

2015 동상-독도가든 '능이메추리탕&버섯육개장' 이원면 이원로 373 733-3367

2013 대상-토박이식당 '동자개(빠가)매운탕 동이면 옥천동이로 665 732-3786

2013 금상-옥천올갱이 '올갱이두부전골' 옥천읍 중앙로 57-7 733-5919

2013 은상-이석 해물칼국수·왕만두
'능이뽕잎 칼국수·왕만두'

옥천읍 옥천로 1559 731-9080

2012 금상-혜선식당 '옻오리돼지주물럭' 옥천읍 향수3길 1 731-4876

2012 은상-옥천상휴게소
'향수골수제함박자율정식'

옥천읍 옥천동이로 242-34 731-8096

2010 은상-대전가든 '약선송어찜' 군북면 성왕로 1696 732-5603

2009 대상-새강변가든 '옻장어구이' 군북면 성왕로 1564 733-3678

2009 금상-토계촌 '토계면' 옥천읍 성왕로 1280 733-7836

2009 동상-옥천묵집 '도토리묵밥' 옥천읍 향수7길 8 732-7947

2008 대상-독도가든 '자연산싸리버섯' 이원면 이원로 373 733-3367

2008 동상-청양회관
 '도리뱅뱅, 메기빠가생선국수'

청산면 지전리 80 732-8163

2007 금상-대박집 '치즈뱅뱅' 옥천읍 성왕로 1250 733-5788

2007 은상-옥천상휴게소 '한방닭곰탕' 옥천읍 옥천동이로 242-34 731-8096

지역번호 043)#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 맛집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메뉴

선광집 청산면 지전1길 26 733-9755 생선국수, 도리뱅뱅이

구읍할매묵집 옥천읍 향수길 46 732-1853 도토리묵밥

지역번호 043)#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지정년도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메뉴

2018 새강변가든 군북면 성왕로 1564 733-3678 인삼메기탕

2018 옥천올갱이 옥천읍 중앙로 57-5 733-5919 올갱이두부전골

2018 힐링터 군북면 이백1길 5-1 733-3329 청국장, 석갈비

2018 토박이식당 동이면 옥천동이로 665 732-3786 쏘가리매운탕

지역번호 043)#향토음식점

지역번호 043)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를 뼈째로 푹 우려낸 국

물에 밀국수사리를 말아 먹는 음식으로 얼큰

하고 시원하여 속풀이로 제격일 뿐만 아니라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풍부하여 보양식으로 

최고 인기다. 금강과 대청호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의 별미로 60년 이상 된 전문 식당도 있

어 전국 식도락 여행객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FTA 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리이자 생산자, 

유통 관계자, 소비자,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도농상생 화합의 장이다. 

지용제는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이며 우리의 언어를 시적 형상화한 시인이자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시인 정지용을 추모하고 그의 시문학 정신을 이어 더욱 발전시키고자 매년 5월 

열리는 옥천의 詩끌벅적 문학축제이다. 정지용의 삶의 향기를 더욱 가까이 느끼며 그의 문학을 

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축제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흥겨운 길거리 공연은 물론 맛있는 음식

도 가득해 진정한 옥천을 느끼고 싶다면 꼭 가봐야 할 행사 중 하나이다.

옻나무 재배 최적지 옥천에서 재배하는 참옻

의 우수성을 알리고 옻 산업 연계성을 확보,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옻 

재배 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하고 있다.

올갱이는 다슬기의 충청도 방언으로 비타민, 

칼슘, 철분 등이 다량 함유된 무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에게 좋다

고 알려져 있다. 올갱이국밥은 금강에서 채취

한 올갱이를 푹 삶아 우려낸 육수에 아욱 등의 

채소를 넣고 전통 된장을 풀어 끓여낸 것으로 

시원한 국물에 쫀득쫀득한 올갱이의 식감이 

더해져 그 맛이 아주 일품이다. 

한 입 맛보면 깊은 멸치국물에 쑥갓의 향긋함

이 제일 먼저 느껴진다. 노란색의 면발은 부드

러우면서도 쫄깃한데 면을 자르지 않고 먹어

야 더 맛있다. 유부, 다진 고기, 파, 김가루, 메

추리알 등이 면 위에 올라가는 옥천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다. 물쫄면의 비법은 

숙성된 멸치를 연탄불로 24시간 우려내 진한 

육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자연스레 고유명사가 되어 버린 

도리뱅뱅! 물 맑은 금강에서 잡은 

손가락 크기의 민물생선을 프라이

팬에 동그랗게 돌려 담아 기름에 

튀긴 다음,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조린 음식으로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일품이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메기에 인삼

과 한방 재료 등을 함께 넣어 끓여 

물고기 특유의 비린 맛이 없고 은근

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특별한 날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

기에 안성맞춤인 요리이다.

금강 변에서 잡은 쏘가리, 메기등

의 민물고기에 갖은 양념을 하고 

20분 정도 끓여낸 매운탕은 칼칼한 

국물이 최고인 요리다. 

특히 금강의 쏘가리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하던 특산물로 유명

하다.

채 썬 도토리묵에 육수를 부어 밥과 

함께 곁들여 내는 도토리묵밥은 

다진 묵은지, 양념간장, 고추 다진 

양념 등을 넣으면 더 맛있다. 

도토리묵은 다이어트에 좋고 소화

가 잘 되는 식품이다.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 827(옥천묘목공원)

3월 말 개최 / 묘목 전시 및 판매, 가요제 등

옥천군 산림녹지과 043)730-3591~4

나무 전문가 정홍용 대표가 40여 년 전 고향에 임야를 매입하여 주말

마다 홀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온 숲으로 나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2013년 무료로 개장했다. 50만㎡ 땅에 메타세쿼이아, 낙엽송, 잣나무, 

편백나무 등 10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옥천군 안남면 화학리 산 64-2번지

연중무휴 / www.fineforest.co.kr

화인산림욕장 010-5227-0308

꽃나무 박사 서이룡 원장이 만든 이 수목원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재배한 고목 아젤리아와 영산홍이 자랑이다. 3월 영산홍

을 시작으로 4월의 철쭉, 5월의 아마릴리스를 감상할 수 있고 6월에는 

유기농 왕보리수를 눈과 입으로 즐길 수 있다. 

옥천군 청성면 남부로 3204

일~금 09시~18시(11월~2월 10시~16시) 입장료 有

별빛수목원 043)731-3303

대청호의 아름다운 호수정원 위에 자리 잡은 이곳은 2003년 5가구의 

주민들이 6만여㎡의 땅에 수생식물을 재배하고 번식·보급하는 관경

농업의 현장으로 시작되었다. 수련농장, 수생식물 농장, 온대수련 연못, 

매실나무 과수원, 잔디광장,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248

월~토 10시~18시(동절기 ~17:00) / 1~2월 휴관 사전예약제, 입장료 有

수생식물학습원 043)733-9020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심테마공원은 허브를 비롯한 수생

식물, 호두, 포도, 복숭아나무 등은 물론 연못과 넓은 잔디밭 위의 육각

정자, 분수대, 장승, 돌탑, 솟대, 포도 파고라, 연자·디딜방아,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7월 초 연꽃이 필 때 가장 아름답다.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09:00~18:00 / 개별 자유 견학(상시 가능) 단체 견학(평일 예약제 운영) 

옥천군농업기술센터 043)730-4961~4

5월 중순 개최 / 정지용문학상 시상식, 지용문학세미나, 사생대회, 백일장, 가족시낭송 등 

옥천군 문화관광과 043)730-3401~4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정지용생가)

옥천은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주산단지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주야간 일교차가 커 탐스러운 포도

가 대량 생산된다. 또 대청호반의 기름진 땅에서 재배되는 복숭아는 맛이 달고 그윽해서 소비자

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청호반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복숭아의 우수성

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7월 중순 경 개최되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는 생산자와 유통

관계자, 소비자, 지역 주민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포도·복숭아 반짝 할인 판매, 포도 따기, 복숭아 인절미 만들기, 과일 케이크 만들기, 즉석 노래방 등

옥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043)730-3261~5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53(옥천공설운동장)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14-2(상계체육공원)

4월 말 개최 / 옻순 판매, 옻칠공예품 전시 등

옥천군 산림녹지과 043)730-3591~4

청산향교
벽화거리

천년탑천년탑

동학유적지동학혁명유적지

덕의봉

청산중학교

하서리

청산면사무소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

청산 생선국수
음식거리

청성면사무소

옥천청산
일반산업단지

인정리

청성면

거포리

신매리

장연리

화성리

독산
상춘정
독산

상춘정아자학교아자학교
너와두리캠핑장

한두레마을
(너와두리캠핑장)

장수체험마을

별볓수목원보청천 물길따라 떠나는

청산면과 청성면은 옥천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생선국수와 도리뱅뱅이 유명한 곳으로 주말, 휴일이면 

청산면 중심 거리에 있는 생선국수 식당에 손님이 가득하다. 

청정 금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푹 삶아 육수를 낸 

생선국수 한 그릇 먹고 9색 여행을 떠나기 괜찮은 곳이다.

위치 : 청산면, 청성면 일원

장계관광지장계관광지

물비늘전망대

황새터

용댕이

주막마을

마성산

금강

금강

대청호

뿌리깊은나무뿌리깊은나무

옥봉산

참나무골산

옥천선사공원옥천선사공원

둔주봉

향수호수길 여행

옥천 ‘향수바람길’에 이어 ‘향수호수길’이 열렸다. 

이 길은 옥천읍 수북리와 안내면 장계리를 

대청호반의 멋진 경관을 따라 연결한 생태문화 탐방로로 

마음 속 옛 고향을 추억하고 향수를 느낄 수 있다.

대청댐이 들어서기 전 옥천과 보은을 잇는 

국도37호선이 지나던 길로 호수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중간에는 쉼터와 전망대 등이 있으며 

대청호의 비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명품 길이다. 

정지용생가

육영수생가

금강유원지

경율당

장계관광지

안남면사무소

옥천선사공원

벚꽃길

둔주봉

이슬봉

향수100리길 여행

금강이 굽이치는 대청호반의 아름다운 강변과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이 

태어난 향수의 고장 옥천의 시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다. 

굽이치는 금강을 따라 달리다보면 

논, 밭 등 정겨운 시골길 풍경이 나오고 

봄에는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달릴 수 있는 

낭만과 여유로움이 가득한 길이다.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육영수생가육영수생가

전통문화체험관전통문화체험관옥주사마소옥주사마소

정지용생가정지용생가

춘추민속관

교동저수지

옥천향교
지용문학공원

옥천대성사

골목으로 통하는 길

경부선 철도(옥천역)가 현재 위치에 생기기 전, 

장터가 열리고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던 옥천의 옛 시가지로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등 옛 중요 건축물이 많다. 

현재 옥천군의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어 

아기자기한 커피숍은 물론 도토리묵밥, 쌈밥, 전통 한식, 

곤드레밥, 생선국수 등 맛집도 많으니 

꼭 한번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위치 : 옥천읍 문정리, 하계리, 상계리, 교동리, 죽향리 일원

육영수생가 → 옥천향교 → 전통문화체험관 → 교동생태공원(교동저수지) → 옥주사마소 → 정지용생가  →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정지용생가 → 매동네거리(좌) → 구읍(교동생태공원)(우) → 국원교차로(직진) → 

장계관광지(멋진신세계)(휴식) → 장계교(좌) → 안내면 인포삼거리(우) → 

안남면사무소(배바우 도농교류센터)(휴식) → 안남면 종미리(1박2일 촬영지)(직진) → 

안남면 종미리(경율당)(직진) → 안남면 종미리(금강변로) → 안남면 지수리(평촌삼거리)(우) → 

청마대교(다리 건너 좌) → 청성면 청마리 강변로(직진) → 청성면 합금교(다리 건너 우) → 

청성면 고당리 원당교(다리 건너 우) → 금강유원지(금강휴게소)(휴식) → 동이면 금암4거리 → 

동이면 금암3리(우) → 동이면 석탄2리(우) → 동이면 석탄1리(안터마을) → 육영수생가

자동차 약 1시간, 자전거 약 3시간 30분

(휴식시간 포함 약 5시간 30분)

코스길이│약 50.6km

소요시간│약 3시간

코스길이│약 5.4km(데크길 3.4km / 흙길 2km)

옥천읍 수북리(선사공원) → 날망 마당 → 물비늘전망대

→ 황새터 → 용댕이 쉼터 → 주막마을  

●날망 : 언덕 위를 뜻하는 옥천의 전통 방언

●물비늘 : 잔잔한 물결이 햇살 따위에 비치는 모양을 이르는 말

●황새터 : 황새가 살던 넓은 들판이 있는 곳

●용댕이 : 승천하던 용이 떨어져 몸을 숨겼다는 전설이 있는 곳

9경, 구경가세!

옥천 구읍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마을'
정지용생가, 육영수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전통문화체험관 등 문화유적이 

즐비하다. 해마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 선생을 기리는 지용제가 열리는 이곳은 맛집과 차 한잔할 수 있

는 카페가 많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옥천의 관광중심지다. 

둔주봉 한반도 지형
둔주봉 정상(384m)에 오르기 전, 전망대(275m)에서 보이는 

한반도 지형은 굽이굽이 금강 줄기가 만들어 낸 절경이다. 

이 지형의 길이는 실제 한반도를 1/980 축소한 1.45km로 

동·서가 바뀐 모습이지만 거울에 비춰보면 정말 한반도와 

같다. 

옥천
1경

장령산자연휴양림
힐링 명소인 이곳은 사시사철 색다른 멋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산세의 장령산(해발 656m)과 물 맑고 깨끗한 

금천계곡을 끼고 있다. 정원, 목교, 전망대 등이 조성된 

치유의 숲(3.5km) 역시 최고다. 숙박시설은 물론 세미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여름에는 캠핑도 가능하다. 

울긋불긋 가을 단풍도 일품이다.

옥천
5경

옛 37번 국도변 벚꽃길
매년 4월이면 만개하는 벚꽃이 아름다운 길로 향수옥천 

100리길의 시작점이다. 봄꽃축제가 열리는 옥천읍 교동

저수지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중간 지점부터 금강 줄기가 

보여 드라이브하기에 좋다. 봄에는 흩날리는 벚꽃, 여름엔 

실록의 푸름, 가을엔 단풍, 겨울엔 하얀 눈꽃을 금강과 마주 

보며 감상할 수 있다.

옥천
2경

장계관광지
아름다운 대청호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계관광지’. 

도심 속 매연과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힐링터다. 

한적한 호숫가를 산책하며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고 벤치

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민속자료 가득한 향토전시관도 있다.

옥천
6경

부소담악
그 절경이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우암 송시열 

선생이 소금강이라 이름 지어 노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본래 산이었으나 대청댐 준공으로 산의 일부가 물에 잠겨 

마치 물 위에 바위가 떠 있는 형상이 되었다. 2008년 국토

해양부 선정 ‘한국을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하천 100곳’ 중 

하나이다.

안남면 연주리, 한반도 지형은 동이면 청마리 옥천읍 교동리~군북면 소정리(약 8km) 군북면 추소리

옥천
3경

용암사 일출
천년 고찰 옥천 용암사에서 데크 길을 따라 약 180m 정도 

오르면 전망대(운무대)가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새벽녘 운해와 일출은 미국 CNN go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

다운 50곳’에 포함될 정도로 뛰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자연

이 도와주는 날이면 햇살을 받으며 구름이 춤추는 절경을 

볼 수 있다. 

옥천
4경

금강유원지
서울~부산의 교통축인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와 연결

되어 있는 옥천의 진주 ‘금강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자주 쉬어 가는 곳이다. 수상스키와 오리배 타기,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다. 휴게소 전망대에 오르면 험준한 산을 적시며 

유유히 흐르는 금강 줄기를 볼 수 있다. 라바댐 바로 아래

에서 넘실거리는 강물을 보는 것도 좋다.

군서면 금산리 안내면 장계리옥천읍 삼청리 동이면 조령리

옥천
7경

향수호수길
옥천 ‘향수바람길’에 이어 ‘향수호수길’이 열렸다. 

이 길은 옥천읍 수북리와 안내면 장계리를 대청호반의 

멋진 경관을 따라 연결한 생태문화 탐방로로 마음 속 옛 

고향을 추억하고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중간에는 쉼터와 

전망대 등이 있으며 대청호의 비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명품 길이다. 

옥천읍 수북리~안내면 장계리

옥천
8경

옥천 구읍 일원(옥천읍 문정리, 하계리, 상계리, 교동리, 죽향리)

옥천향교

전통문화체험관

정지용생가 옥주사마소 육영수생가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옥천
9경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청정 농산물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토종벌꿀 

채밀, 젤 캔들 만들기, 농산물 수확체험

을 즐길 수 있다.시골살이마을
주소│옥천군 동이면 청마1길 38-47     전화│043)733-0426

거포리, 산계리, 석정리, 만명리, 무회리, 

구음 1·2리로 이루어진 마을로 농사

짓기, 향토음식만들기, 자연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하다.한두레마을
주소│옥천군 청성면 한두레로 387     전화│010-2309-7620     숙박가능

은사시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이 마을

에서는 ‘둔주봉’에 올라 강이 굽이쳐 

만들어 놓은 한반도 지형을 직접 볼 

수 있다. 덕실마을
주소│옥천군 안남면 도덕1길 82     전화│010-6517-2881     숙박가능

대청호 수변구역에 위치한 청정마을로 

제빵 체험, 찐빵 만들기, 두부 만들기, 

나무 열쇠고리 만들기 외에도 다양한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향수뜰마을
주소│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 733     전화│010-2555-5268

대청호 건설로 농경지가 담수된 산간 

지역으로 옥수수, 감자, 포도, 복숭아, 

단호박 등을 재배하며 역사적 유적과 

이야깃거리로 가득한 마을이다. 신촌한울마을
주소│옥천군 안내면 현리5길 19     전화│010-4166-9041     숙박가능

보청천이 앞으로 흐르는 강가의 산촌

마을. 장수숲산책, 생태농장, 생선국수·

도리뱅뱅 만들기, 잡곡을 이용한 열쇠

고리 만들기 체험 등이 가능하다.장수마을
주소│옥천군 청성면 장수로1길 79-1     전화│043)733-9453     숙박가능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털고 자연을 

벗 삼아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을로 

다양한 편의시설은 물론 숲 밧줄놀이, 

황토 구들장 체험 등이 가능하다.햇다래마을
주소│옥천군 안내면 안내수한로 239-7   전화│043)731-8883     숙박가능

청정자연에서 키운 건강한 먹거리로 가

득한 이곳에서는 두부 만들기, 고구마 

캐기, 옥수수 따기, 찹쌀떡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배바우마을
주소│옥천군 안남면 안남로 509     전화│043)733-1135     숙박가능

대청호와 환산이 마주하는 곳에 자리해 

천연의 산야초는 물론 마을에서 재배한 

친환경 먹을거리와 함께 건강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환평약초마을
주소│옥천군 군북면 환산로 315-1     전화│043)731-1881     숙박가능

옥천 최고의 힐링 휴식처인 장령산과 

금천계곡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펜션

(숙박) 사용이 가능하고 인근 계곡물에

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금천마을
주소│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478     전화│010-6401-5993     숙박가능

도리뱅뱅

묘목축제

참옻축제

화인산림욕장

별빛수목원

수생식물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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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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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메기탕 매운탕 도토리묵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