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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정 및 방법 

1. 목적  
- 경북 도내 4개 도립공원 현황 파악: 학술세미나 
- 도립공원 개선책 모색: 현장답사  

 
2. 방법 
- 학술세미나 4회 개최 
- 현장답사 4회 추진 

 
3. 시기와 대상지역 
-   3월: 팔공산(3월 6일 확정) 
-   6월: 금오산 
-   9월: 청량산 
- 10월: 문경새재   



 2. 기대 효과 

1. 도립공원 별 현황 파악 
 
 

2. 도립공원 별 개선 방안 제시 
 
 

3. 2018년 중점 추진 대상지 선정  



팔공산 

금오산 

청량산 

문경새재 

 3. 4개 도립공원 현황 



팔 공 산 



 팔공산 

1. 위치: 대구광역시(동구, 북구),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1980년 5월 13일 도립공원 지정) 
 

2. 면적: 126.852㎢(경북: 91.487㎢, 대구: 35.365㎢) 
 

3. 지질: 중생대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 변성퇴적암(환상산
맥) 
 

4. 지명 유래: 중국 기원설, 팔간자설, 8고을설, 고려 태조    
왕건 8장군 순사설 



 팔공산 

5. 자연경관 자원  
 
1)능선부: 가산바위-할아버지·할머니바위-시루봉-파계

봉-톱날바위-서봉-천왕봉(1,193m)-동봉-염불봉-병
풍바위-방아덤-노적봉-농바위-관봉-환성산-초례봉
(40km) 
 

2)계곡부: 동산계곡(사장천, 남천), 구천(위천으로 합류), 
기기암골, 청통천, 조산천, 치산계곡(신령천), 운부암골, 
숙천, 율하천, 불로천, 동화천(폭포골, 수숫골, 빈대골
로 구성되는 계류, 염소골, 수태골<바위골, 주추방골, 
성지골로 구성>로 구성되는 용수천, 지묘천 등), 숙천, 
율하천, 불로천, 동화천, 팔거천(금암천, 남원천) 

 



 팔공산 

6. 문화역사 자원 
 
1)주요 문화재(팔공산 : 165점<288점: 국가문화재79, 지방

문화재209>, 무등산: 59점, 북한산: 88점, 계룡산: 116점) 
2)유명 사찰인 동화사(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은해사(대

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군위삼존석굴, 송림사, 부인사, 
파계사, 귀부사 등  

3)주요 문화재 자원인 국보 제14호인 은해사 거조암 영산
전, 국보 제109호인 군위삼존석굴, 보물 제431호 관봉석
조여래좌상 등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 분포 

4)유(문암구곡, 농연구곡 등)·불·선(천제단)·가톨릭(한티성
지)이 공존하는 인류 평등과 평화의 공간 



 팔공산 

7. 동식물 자원 
 
1)동물: 3,350종(무등: 2,443종, 북한: 2,214종, 계룡: 

2,611종) 
2)식물: 1,391종(무등: 1,061종, 북한: 635종, 계룡: 708

종) 
 
8. 주요 인물 
 
삼성현(원효, 설총, 일연), 김유신, 선덕여왕, 헌덕왕, 민
애왕, 심지조사, 고려 태조 왕건, 광종, 후백제 견훤, 신숭
겸, 김락, 김시습, 서거정, 이황, 사명대사, 조선 영조, 추
사 김정희 등 



금 오 산 



 금오산 

1. 위치: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의 경계에 위치, 수려한 경관
과 유적 대부분은 구미시에 분포 (1970년 6월 1일 도립공
원 제1호로 지정) 
 

2. 면적: 총 37.29㎢ : 구미시 20.86㎢(55.9%), 김천시 8.49㎢
(22.8%), 칠곡군 7.94㎢(21.3%) 
 

3. 지질: 중생대 화산암이 주로 분포. 시생대와 원생대에 속하
는 화강편마암도 대각사 일대에 분포 



 금오산 

4. 지명 유래 
 
1) 남숭산-중국의 오악 원래 이름은 대본산(大本山), 고려시대에는 

남숭산이라 불림  
2) 소금강과 수양산: 야은 길재 선생의 충절을 기려 수양산이라고 

부르기도 함 
3) 필봉: 선산 방면에서 보면 상봉이 흡사 붓끝 같다고 해서 필봉(筆

峯)이라 함. 조선조 성현은 ‘용재총화’에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
에 있고 영남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朝鮮人材 半在 嶺南 嶺南
人材 半在 善山)”고 함 

4) 귀봉, 거인산 
5) 노적봉 
6) 적봉(賊峯), 음봉(淫峯)으로도 불림 
 
 



 금오산 

5. 자연경관 자원 
 
1)봉우리: 976미터 최고봉 현월봉을 비롯해 약사봉, 보봉, 남

봉, 서봉 등.  
2)굴 및 폭포: 도선굴, 대혜폭포(명금폭포), 세류폭포(실폭포) 
 
 



 금오산 

6. 문화역사 자원 
 
1) 문화재: 보물 제251호 대각국사비, 보물 제490호 마애보살입상, 보물 

제245호 석조석가여래좌상, 채미정(지방기념물 제55호), 금오산성(지
방기념물 제67호) 등 

2) 사찰: 약사암, 해운사, 금강사, 법성사, 대원사, 월남사, 굴암사 등 
3) 사지: 대혈사, 대혜사, 보봉사, 동양사, 진남사, 전종사, 보제사, 옥림사, 

갈항사, 대양사, 만승사 등(대부분 임란시 소실) 
4) 금석문 비, 암각: 금오산성중수송공비, 금오동천, 배설(선산 부사)의 산

성수축기념석각, 금오동학, 욕담(浴潭), 욕담김선생영귀대 등 
5) 누정: 백운재, 경파정, 금오정, 대관정, 취영정, 진덕정, 긍운정 등 
6) 금오산성: 고려 말 경 축조, 둘레 7644자, 높이 7자, 암벽으로 이루어져 

험준. 성내 진중에 구정칠택(九井七澤), 금오산성안 감자술, 성안 배추
와 감자(고랭지농업, 비옥한 화산토), 금오정의 물맛 일품 



 금오산 

7. 동식물 자원 
 
1) 동물:  
2) 식물: 약 653종(경북에서 4번째로 다양한 식물군 형성). 금

오산 일대 식물총수는 115과 396속 642종 1아종 117변종 
및 10품종으로 총 770종(1978년, 한국자연보존협회 경북
지부 학술조사보고서) 



청 량 산 



1. 위치: 경북 봉화군 명호면과 재산면, 안동시 도산면과 예안면에 위치 
- 1982. 8. 21 도립공원지정 
- 2001. 3. 24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개소 
- 2007. 3 청량사 주변을 중심으로 공원 일부가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23호로 지정  
 
2. 면적: 49.509㎢ 
 
3. 지질: 변성암류와 퇴적암류, 퇴적암류 분포가 절대적으로 넓음 
 

4. 지명 유래 
1) 예로부터 소금강으로 불려진 명산 
2) 고대에는 수산(水山)으로 불려지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청량산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조선시대 풍기군수 주세붕이 청량산을 유람하며 
명명한 12봉우리(일명 6.6봉)가 주축을 이룸 

 

 청량산 



5. 자연경관 자원 
 
1) 봉우리 
청량산 최고봉인 장인봉(870m), 선학봉, 자란봉, 자소봉, 탁필봉, 연적봉,  
 연화봉, 향로봉, 경일봉, 탁립봉, 금탑봉, 축융봉 등 
2) 수계 및 수문  
- 명호천에 유입되는 북곡천, 남측 계곡에서 계류를 형성하여 광석나루터
에서  
 명호천에 유입되는 계천(청량천), 명호천은 낙동강으로 유입 
- 최치원, 주세붕이 마셨다는 총명수(總明水), 감로수, 김생(金生)의  
 세필정(洗筆井), 김생폭 등 
3) 전망대 
어풍대, 치원대, 반야대, 풍혈대(최치원), 요초대, 경유대, 밀성대(공민왕),  
 경유대(주세붕) 등 
4) 굴 
-신라의 명필 김생(金生, 711-791)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 김생굴을 
비롯해  
 금강굴, 한생굴(邯生窟), 원효굴 

 청량산 



6. 문화역사 자원 
 
1) 청량사(신라 문무왕 3년인 663년 원효 또는 의상이 창건, 번창기에 
      는 연대사를 비롯한 27개의 암자 존재) 유리보전(현판은 공민왕 친

필)과 응진전(전명의 경유대는 주세붕을 자에서 이름을 취함) 
 
2) 청량정사와 고산정(성성재 금난수<惺惺齋 琴蘭秀, 1530-1604>)가             
    세운 정자, 도산구곡 중 제 8곡인 고산곡을 말함) 
 
3) 공민왕산성, 청량산성, 오마도산성(방어기능 외에도 청량산성과 공        
    민왕산성을 이어주는 도로 기능): 삼국시대부터 고구려와 신라가 서    
    로 영토를 빼앗기 위한 각축장이었고, 또한 천연 요새로서의 지형적  
    요건들을 충족, 삼국시대 축성 
 

 청량산 



7. 동식물 자원 
1) 동물: 555종(수달·산양·구렁이 등의 희귀한 동물 
2) 식물: 95과 328속 618종 
 
8. 주요 인물: 김생, 최치원, 공민왕, 주세붕, 이황  
 

 청량산 



문 경 새 재 



 문경새재 

1.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일원 
2. 면적: 5.494km²  
3. 연혁 
- 조선초기(태종) 조령로 개척 
- 선조27년(1594) 제2관문(중성 조동문 주서관 조곡관) 설관 
- 숙종34년(1708) 제1관문(주흘관 초곡성 동성문 하성문) 설관 
- 조선후기 산불됴심비 건립 및 조령산성 증 개축 
- 1966년 3월 22일 사적 제147호 지정(문경관문) 
- 1974년 12월 10일 지방기념물 제18호 지정(주흘산 조령관문 일원) 
- 1979년 5월 24일 국민관광지 경북 제1호 지정 
- 1981년 6월 4일 문경새재도립공원 지정 
- 1982년 5월 28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1997년 4월 27일 문경새재박물관 개관 
- 2007년 10월 17일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전시관) 개장 
- 2007년 12월 17일 명승 제32호 지정(문경새재 '옛길') 
- 2009년 4월 28일 옛길박물관 개관 
- 2010년 1월 18일 관광특구 지정 



 문경새재 

4. 유래 
- 문경새재 유래 
새재(鳥嶺)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옛 문헌에 초점(草岾)이
라고도 하여 「풀(억새)이 우거진 고개」 또는 하늘재, 麻骨嶺)와 이우리
재(伊火峴) 사이의 「새(사이)재」, 새(新)로 된 고개의 「새(新)재」 등 
임진왜란 뒤에 이곳에 3개(주흘관, 조곡관, 조령관)의 관문(사적 제 147
호)을 설치, 신구 경상도관찰사가 관인을 주고 받았다는 교귀정터. 
 
5. 자연경관 자원 
1) 산봉: 백두대간(하늘재~새재~이화령), 주흘산(1106), 조령산

(1026), 부봉(916) 
2) 폭포: 여궁폭포, 용추폭포, 조곡폭포 
3) 계곡: 조령천(낙동강 발원지-동국여지승람) 
4) 기암: 기름틀바위, 마당바위, 용추, 응암, 사자바위, 부처바위 
5) 약수: 조령약수, 조곡약수, 대궐터샘 



 문경새재 

6. 문화역사 자원 
1) 문경관문(사적 제147호), 문경새재 '옛길'(명승 제32호), 신길원현감 
충렬비(지방유형문화재 제145호), 주흘산 및 조령관문 일원(지방기념물 
제18호), 조령 산불됴심 표석(문화재자료 제226호), 옥소 권섭 영정(문
화재자료 제349호) 
2) 3개 관문 소개 
- 주흘관-영남제1관: 남쪽의 적을 막기 위하여 숙종 34년(1708)에 설관 
-조곡관-영남제2관: 선조 27년(1594)에 충주인 신충원이 축성한 곳,       
중성(中城) 이라고도 함 
-조령관-영남제3관: 새재 정상에 위치, 북쪽의 적을 막기 위하여 선조 
초에 쌓고 숙종(숙종 34년: 1708) 때 중창 
3) 기타: 역원(조령원터, 동화원터), 영남대로, 사찰(혜국사, 용화사지, 
보제사지, 안정암지, 은선암지), 비석(선정비군, 마애비, 휘호비, 아리랑
비, 옛 시비), 유적(충렬사, 교귀정, 성황사, 동문, 북문, 대궐터, 이진터, 
군막터, 별장소, 동창지 등) 



 문경새재 

7. 동식물 자원 
1) 새재 일대 서식하는 조류는 4목 12과 18속 19종 
(1978년 한국자연보존협회) 
 
8. 주요 인물 
관련 한시: 이황, 이이, 김시습, 서거정, 정약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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