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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지질, 전통,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가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퇴적명소, 화성명소, 수리명소, 고생물명소, 지형명소 등
청송군 전체 24개 지질명소가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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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이란?
지질공원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3대 자연환경보전제도[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물권보존지역(Biosphere Reserve), 지질공원(Geopark)] 중의 하나로
지형·지질 유산과 함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전함과
동시에 연구·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질관광(Geotourism : 천연의
지형·지질 유산을 활용한 관광)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네스코 정의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 현장으로서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 교육 및 관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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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등 지구가 탄생한 이래 30억 년을 인고해온 세월이 빛을 보게
되었다. 지구과학의 중요성과 희귀성, 고고학적 중요성을 두루 갖춤으로써, 길이
보전해야 할 아주 특별한 지질유산의 국제적 가치가 증명된 것이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15년 유네스코 정식 프로그램으로 등록되면서 엄격한 정식절차를
거친 세계지질공원이다. 벽진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빠르게 파악해
치밀하고 알찬 준비로 까다로운 심의를 통과하면서 최단기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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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황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황
■지질명소 : 24개
퇴 적 명 소 : 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 방호정 감입곡류천, 만안 자암 단애
화 성 명 소 : 기암 단애, 주방천 페퍼라이트, 급수대 주상절리, 병암 화강암 단애,
나실 마그마 혼합대, 면봉산 칼데라, 수락리 주상절리, 파천 구상 화강암,
청송 구과상 유문암
수 리 명 소 : 주산지, 청송얼음골, 달기약수탕
고생물명소 : 신성리 공룡발자국
지 형 명 소 : 연화굴, 용추 협곡, 용연 폭포, 절골 협곡, 백석탄 포트홀,
송강리 습곡구조, 노루용추 계곡
■지질시대 분포 : 선캠브리아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 제3기
■주요 암종 분포
화성암 : 응회암, 유문암, 현무암, 안산암 등
퇴적암 : 세일, 이암, 사암, 역암, 석회암 등
변성암 : 화강편마암, 각섬석편마암, 흑운모편마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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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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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의 지질명소

관광생태명소

1. 기암 단애
2. 주방천 페퍼라이트
3. 연화굴
4. 용추 협곡
5. 용연폭포
6. 급수대 주상절리
7. 절골 협곡
8. 주산지
9. 청송얼음골
10. 법수 도석
11. 병암 화강암 단애
12. 나실 마그마 혼합대
13. 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
14. 면봉산 칼데라
15. 수락리 주상절리
16. 방호정 감입곡류천
17. 신성리 공룡발자국
18. 만안 자암 단애
19. 백석탄 포트홀
20. 파천 구상 화강암
21. 송강리 습곡구조
22. 청송 구과상 유문암
23. 노루용추 계곡
24. 달기약수탕

25. 진보향교
26. 덕천민속마을
27. 송소고택
28. 소헌공헌
29. 청송양수발전소
30. 신성지질학습관
31. 청송사과공원
32. 주왕산관광지
33. 지질탐방안내소
34. 오체정
35. 항일의병기념공원
36. 장전리향나무
37. 청송한지체험장
38. 군립야송미술관
39. 객주문학관
40. 청송옹기체험장
41. 보현산 천문대
42. 면봉산 기상관측소

신성계곡 녹색길 지질탐방로
주방계곡 지질탐방로
청송자연휴양림 지질탐방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도

영양군
Yeong yang-gun

25. 진보향교

34

40. 청송옹기체험장
39. 객주문학관

진보면

영덕군

Jinbo-myeon

31

Yeong deok-gun

38. 군립야송미술관

37. 청송한지체험장

30
)
영덕
주로(상
속도
고
덕
·영
당진

21

송강리 습곡구조

파천면

22

청송 구과상 유문암

Pacheon-myeon

안동시

24

26. 덕천 민속마을
청송군청
27. 송소고택

914

An dong-si

1

28. 소헌공헌

용추 협곡
5 용연폭포
주방계곡지질탐방로
연화굴
4
기암 단애 1 3
6 급수대 주상절리
2
주방천 페퍼라이트

청송읍

파천 구상 화강암

20

Cheongsong-eup

29. 청송양수발전소

17

33. 지질탐방안내소

안덕면
Andeok-myeon
930

19

노루 용추계곡

23

달기약수탕

31. 청송사과공원

35. 항일의병기념공원

백석탄 포트홀

32. 주왕산관광지
수석꽃돌박물관
민예촌
도예촌

914

부동면
Budong-myeon
7

절골 협곡
주산지

8

908
18

만안자암 단애

15
17

신성계곡녹색길
지질탐방로

10

신성리 공룡발자국
16

12

방호정 감입곡류천
13

914
930

나실 마그마 혼합대

30. 신성지질학습관

908

법수도석

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

11

병암 화강암 단애
9

청송얼음골

청송자연휴양림
지질탐방로

36. 장전리향나무

68

68

부남면
Bunam-myeon

청송사과유통공사

34. 오체정

현동면

현서면

Hyeondong-myeon

908

Hyeonseo-myeon

31

의성군

15

포항시
Po hang-si

수락리 주상절리
14

Uiseong-gun

면봉산 칼데라

35
42. 면봉산 기상관측소

영천시
Yeong cheon-si

41. 보현산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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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_ 화성명소

기암 단애

1

Giam clif

䀁ᵁ⛄㝹ᾉㇺ䄵㊱❦
주왕산 일대에서는 아홉 번 이상의 화산폭발이 있었다. 뜨거운
화산재가 쌓이고 끈적끈적하게 엉겨 붙으면서 굳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이 용결응회암이다. 기암 단애●가 바로
이 용결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뜨거운 용결응회암이
급격히 냉각될 때 수축이 일어나면서 세로로 틈이 생겼는데,
이것이 침식을 받아 지금과 같은 단애를 이루게 된 것이다.
주왕의 군사가 이곳에 깃발을 꽂았다는 전설에 따라
기암(旗岩)이라 부르게 되었다.

2

3

•단애 : 수직이나 급경사를 이룬 암석의 절벽을 말한다.

주왕산 절경의 형성과정
백악기 말 지층의 약한 틈을 뚫고 격렬한 화산폭발과 함께 화산재가 분출한다.
화산이 폭발할 때 쏟아져 나온 분출물이 저지대를 덮으며 두꺼운 층을 형성한다.
연속적인 분출로 두껍게 쌓인 화산분출물이 빠르게 식으면서 세로 방향으로
틈을 생성한다.
오랜 세월 동안 세로로 난 틈을 따라 침식이 일어나면서 현재와 같은 절경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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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_ 화성명소

주방천 페퍼라이트

1

Jubangcheon Peperite

ṵⰶべ⚾䈵㸥㐹㌙ᚪ
페퍼라이트(Peperite)란 용암 혹은 마그마가 바다(호수)의
퇴적물, 혹은 아직 단단히 굳지 않은 퇴적물과 만날 때
급격하게 식으면서 깨어진 퇴적물과 뒤섞이면서 생긴
암석이다. 후추를 뿌린 것과 같은 모양이라 해서 페퍼라이트란
이름이 붙었다.
주왕산 일대에서 만날 수 있는 페퍼라이트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페퍼라이트와 달리 한 지역에서 다양한 모양의
암편을 함유하기 때문에 페퍼라이트의 형성 과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

3

용암과 마그마의 차이
용암은 화산이 분출할 때 땅 위로 흘러나와 기체가 빠져나간 것이고, 마그마는
땅속에서 기체를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페퍼라이트 형성과정
분출한 용암이 호숫가로 흘러간다.
물과 만난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호수바닥의 진흙과 뒤섞인다.
진흙과 뒤섞인 용암이 굳어져 암석이 된다.
오랜 시간 동안 풍화와 침식을 겪으면서 지표면에 노출된다.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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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_ 화성명소

급수대 주상절리
Geupsudae Columnar joint

㎥ヾ⭙ㇺ䄵㈁ⶉ⣭
주왕산국립공원을 이루고 있는 대표 암석은 응회암이다. 응회암은 화산폭발 때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리고 주상절리는 주로 빠르게 식는 암석에서 형성되어 기둥 모양으로 틈이
생긴 것을 말한다. 급수대는 이러한 주상절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2

1

화산이 폭발하면서 뜨거운 화산분출물들이
옆으로 흘러내려 낮은 곳에 쌓인다.

12

4

3

두껍게 쌓인 화산재층이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서로 엉겨 붙어 용결응회암이 만들어진다.

5

응회암이 표면부터 점차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에 의해 안쪽으로 금이 생기는데, 이 금이
아래로 계속 연장되면서 주상절리를 형성한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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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 도석

1

Beopsu pottery stone

㝖ⱊ⛚㈹㈁ㅹ⍵
도석(陶石)은 도자기의 주원료가 되는 점토질, 규산질, 장석질
등의 광물들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 도석 그 자체만으로도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암석을 말한다. 법수 도석에서는
리튬 베이어링 토수다이트(Li-bearing tosudite)라는 전세계
10개미만의 지역에서만 산출되는 희귀 광물이 발견되고 있다.
청송 지역은 과거 중생대 백악기(약 1억4천만 년~6천6백만
년 전)에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곳이었다.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쌓여 두꺼운 응회암층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유문암질 암맥이 여러 곳에서 응회암층을 관입하면서 발생한
뜨거운 열수●에 의해 변질되어 도석이 만들어졌다.
•열수 : 마그마가 식어 여러 가지 광물 성분이 굳어서 나온 뒤에 남는 수용액이다.
물의 임계온도인 374℃ 이하의 뜨거운 용액으로 많은 유용 광물 성분이 용해되어
있다.

2

3

4

법수 도석 형성과정
화산활동에 의해 화산재가 뿜어져 나온다.
화산재가 굳으면서 두꺼운 응회암층을 형성한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여러 곳에서 응회암층을 관입한다.
유문암질 마그마 내의 열수가 주변의 응회암을 변질시켜 도석을 생성한다.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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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암 화강암 단애

1

Byeongam granite cliff

❺㼶㝁⊥㹥㝹㑭⚽ㆭ㊱❦
병암(屛巖)은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 절벽’을 뜻한다. 옛날에
호랑이가 놀다가 떨어져 죽었다 하여 ‘범덤’이라 부르기도 한다.
병암을 이루고 있는 세립질 화강암에는 세로 방향으로 틈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표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서 절리를 따라 쪼개지고 강물에 의해 깎여 지금의
아름다운 절벽으로 남게 되었다.
병암 단애와 더불어 뒤편에 자리한 범덤숲 또한 여름철에
시원하고 아름다운 경치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며, 왼쪽에는 숙종 28년(1702)에 청송부사 이문징이 창건한
병암서원이 있다.

2

3

4

병암 형성과정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이 융기하여 지표에 드러난다.
화강암 위로 물이 흐르면서 하천이 만들어진다.
하천이 지속적으로 아래쪽을 깎아 절벽이 만들어진다.
절벽에 발달하는 틈을 따라 암석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단애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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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 마그마 혼합대 Nasil magma mixing zone
⯡㌮␁䃽⯚㈝Ẃⶕㅹ⌅⠭㺕
나실 지역은 마을 서쪽을 중심으로 사발 모양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안쪽은 오목하게 작은 분지를 형성하고, 중간부는 둥근
능선을, 바깥쪽은 낮은 저지대를 이루고 있다. 화강암질 마그마에
섬록암질 마그마가 섞이면서 화강암은 바깥쪽 낮은 저지대에,
화강섬록암은 중간부 능선에, 섬록암이 중앙부를 이루며
동심원상 분포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화강섬록암 지역에서는
마그마가 혼합될 때 나타나는 조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좁은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세 종류의 화성암이
동심원상으로 분포하는 것은 마그마의 혼합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야외 학습장이라 할 수 있다.
나실 마그마 혼합대 형성과정
1

2

3

화강암질
마그마

섬록암질
마그마

혼합대

화강암질 마그마 방으로 섬록암질 마그마가
관입된다.

두 마그마가 혼합된다.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암석화 된 후 지붕이 침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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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산 칼데라

1

Myeonbongsan caldera

㤑ⶆ⌅䀑╙ễ⠭㑩㑩䂾㈁䇽㊪
칼데라는 화산이 분출하고 난 뒤 지하의 빈 공간이 내려앉아
만들어진 분지 지형을 말한다. 화산활동이 활발하던 중생대
면봉산 지역에는 지름이 약 10km에 달하는 칼데라가 있었다.
최고 820미터까지 함몰되었던 이곳 칼데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표면에서 침식작용으로 모두 사라지고 그 뿌리만 남아 지질
흔적만 기록되어 있다.
현동면 남서부에서 현서면 남동부에 걸쳐 분포했던 면봉산
칼데라 내에는 가파른 산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능선을
이루는데, 계곡들은 매우 좁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산세는
매우 험하고 절경을 이루는 곳이 많으며, 계곡에는 맑은 물이
연중 흐른다.

2

3

4

면봉산 칼데라 형성과정
지하의 마그마가 분출해 화산지형이 만들어진다.
마그마가 분출하고 난 빈 공간이 무너지면서 칼데라가 만들어진다.
무너진 틈(단층)을 따라 유문암이 관입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윗부분이 침식되어 사라지고 칼데라의 뿌리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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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리 주상절리 Surakri columnar joints
ⳁ∦៹べ⯅フ⋍ᶍ➝㈝ᴽⳁ㑪ṵᣙἎ
일반적으로 주상절리는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에서 흔히 발달한다. 하지만 수락리의 주상절리는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화산재가 공중으로 분출해 쌓여 만들어진
경우를 강화응회암, 화산재가 옆으로 흐르면서 쌓인 경우를 회류응회암이라 한다. 수락리 주상절리는
회류응회암으로 매우 뜨거운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온도와 압력 때문에 서로 엉겨 붙게 되었고,
응회암이 식어 부피가 줄어들면서 규칙적인 주상절리가 만들어졌다.
주상절리는 위에서 보면 사각형에서 육각형의 형태를, 옆에서 보면 돌기둥이 수직으로 줄서있는 모습을 띈다.
주상절리 형성과정

3
4

2

1
5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뿜어져
나와 두껍게 쌓인다.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두껍게 쌓인 화산재가 열과 압력에 의해
서로 엉겨 붙게 된다.

화산재가 식어 부피가 줄어들면서
주상절리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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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천 구상 화강암 Pacheon orbicular granite
〺㶵㈁ⰶᶗ㌙㑪
구상조직은 암석 속에서 광물들이 동심원 또는 방사상으로 성장한 모양을 말한다. 청송양수발전소의
하부댐인 청송호의 서쪽 부분에서 발견되는 구상화강암은 광물들이 중심부에서 밖을 향해
동심원상으로 성장하여 구상체를 이루고 있다. 중심부에서는 석영, 장석과 같은 밝은 색 광물들이
성장하고, 그 둘레에 흑운모와 같은 어두운 색의 광물들이 띠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그 둘레에는
다시 밝은 색 띠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마치 양파의 속과 같은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파천 구상 화강암 형성과정
1

2
석영, 장석의 둘레를 흑운모가
둘러싼다.

석영과 장석, 흑운모의 반복적인
성장으로 동심원 구조를
형성한다.
핵을 중심으로 석영, 장석 등의
광물이 성장한다.

흑운모 바깥쪽에 다시 석영,
장석들이 성장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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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구과상 유문암
Cheongsong Spherulitic Rhyolite(Flowerstone)

⯆べṭᶍㅝ᧬㈝㿥ぱᯍ
구과상은 암석의 조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한 점을 중심으로 광물이 방사상으로 자라나 구형의
알맹이가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유문암은 규산성분을 많이 포함한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 만들어진 암석을 이른다. 즉,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으면서 암석 내부에 구과상 조직을 만들어낸
것을 구과상 유문암이라 한다. 이 암석은 약 5천만 년 전 지층의 약한 부분을 뚫고 관입하였으며, 청송
북동부 지역에서 주로 산출되고 있다.
구과상 조직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보이기 때문에 꽃돌이라고도 불린다. 청송
꽃돌에는 국화, 해바라기, 카네이션, 장미 등 매우 화려한 꽃모양이 나타나며, 그 형태와 색상에 따라 약
100여 가지의 종류로 분류된다.
청송 꽃돌의 분류(형태적 분류)
국화형, 민들레형, 매화형, 목단형, 장미형, 무명형, 카네이션형, 해바라기형, 다알리아형

국화

나팔꽃

카네이션

장미

해바라기

다일리아

무궁화

무명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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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
Sedimentary strata in Cheongsong Nature Recreation Forest

㲝㊪᠕㌙␥ឩ㛙䀉ⳁ㈱ᴽ䀂ⵞ㉎
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은 상쾌한 공기와 수려한 경관을 모두 갖춘 지질명소이다. 다양한 코스의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어 탐방객들에게 산책과 자연관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등산로 4번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쇄설성 퇴적물●들이 뚜렷한 층리●를 보이며 쌓여 있는 꽤 긴 노두를 발견할 수
있다.
노두●를 살펴보면 운반과 퇴적 작용의 반복으로 인해서 밝은 색의 사암과 짙은 색의 셰일층이 서로
엇갈리면서 나타나는 층리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또한 유수에 의한 퇴적물 이동 시에 생기는 바닥
표면의 물결자국인 연흔과 유수의 흐름에 의한 퇴적물의 이동으로 만들어진 사층리들을 관찰할 수
있다.
•쇄설성 퇴적물 : 기존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받아 생성된 조각을 말하며, 이들이 암석화 작용을 받아 생성된 암석을 쇄설성
퇴적암이라 한다. 암석을 이루는 입자 크기에 따라 역암, 사암, 이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퇴적암을 이루는 퇴적물들은 지표면에
쌓이기 때문에 퇴적암을 통해 퇴적 당시의 고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흔은 얕은 물속 환경을, 건열은 건조한 기후를
의미하며, 사층리는 퇴적 당시 바람이나 물의 방향을 알려준다.
•층리 : 퇴적 구조에서 보이는 평행한 줄무늬를 말한다. 침식물이 퇴적될 때 알갱이 크기나 색, 성분, 퇴적 속도 등의 변화로 층리가
생성된다.
•노두 : 기반암 또는 지층 내부 광맥이 지표면에 드러난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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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정 감입곡류천
Banghojeong incised meander

ⶉ⯚ដべ⯅⑵ᭁᴽ⛒䃡㊾㲝㊪㣞
방호정은 신성계곡의 절벽 위에 자리잡은 유서 깊은 정자이다. 1619년, 조선중기의 학자 조준도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세웠다.
약 1억 년 전 퇴적암을 지나는 길안천이 감입곡류천을 발달시켰는데, 그 이유는 모양이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곡벽이 바짝 접해있기 때문이다. 이런 하천은 지각의 융기로 원래의 구불구불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밑으로 깊게 파내려갈 때 형성된다.
퇴적암(What are sedimentary rocks)
기존 암석이 잘게 부서진 것을 퇴적물이라 하고, 퇴적물이 쌓여서 굳은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한다. 퇴적물은 주로 흐르는 물에 의해
이동하다가 흐름의 속도가 느려지는 곳에 쌓인다. 이 후 지하 깊이 묻혀 딱딱한 암석이 된다.

방호정의 퇴적암(Sedimentary rocks at Banghojeong)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사암, 이암, 셰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퇴적물들이 수평으로 쌓였으나,
암석으로 고화된 이후 지층이 융기하면서 기울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어진 지층의 상부가 편평하게 침식되었고, 지층이 침식된
면 위에 방호정이 놓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방호정 감입곡류천 형성과정
풍화/침식
운반

퇴적

암석화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융기/기울어짐

침식,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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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 자암 단애

1

Mananjaam cliff

㑩␡⠲⚽ㆭ㊱❦
자암(紫巖)은 붉은 바위라는 뜻으로 적벽이라고도 불린다.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신성계곡의 대표적인
절경 중 하나로 꼽힌다.
자암을 이루도 있는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약 1억2천만 년 전)의
퇴적암으로 수직 방향으로 암석에 생긴 틈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암석조각이나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물들이 깊이
묻혀서 굳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이후 지각이 다시
융기(상승)하여 지하 깊은 곳의 암석이 지표면으로 올라와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암의 암석은 지표면에서 오랜
세월 동안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서 절리를 따라 쪼개지고
강물에 의해 깎여 지금의 아름다운 절벽으로 남게 되었다.

2

3

4

만안 자암 단애 형성과정
지표면으로 융기한 퇴적암층 위로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르면서 계곡 아래를 깎아내 하천이 만들어진다.
계속적으로 침식이 일어나 절벽이 만들어진다.
절벽에 발달한 틈을 따라 암석이 떨어져 나와 지금과 같은 단애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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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Jusan Pond
⑱␝㑩⿳ᴽ╤㈁⣭⚩
주산지는 1720년 8월 조선조 경종원년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 10월에 준공한 저수지(길이 200m, 수심 8m)로,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아무리 오랜 가뭄에 물이 말라도 밑바닥이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산지에는 뜨거운
화산재가 엉겨 붙어 만들어진 용결응회암이라는 치밀하고 단단한 암석이 아래에 있고, 그 위로 비용결응회암과
퇴적암이 쌓여 전체적으로 큰 그릇과 같은 지형을 이룬다. 비가 오면 비용결응회암과 퇴적암층이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처럼 풍부한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곳 저수지에는 150여 년이나
묵은 왕버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그
풍치가 아름다워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 암석, 물, 나무가 어우러져 사계절
다른 풍광을 선보이는 주산지는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05호로 지정될
정도의 국가적 자연유산이다.
주산지 주변의 지질
퇴적암 / 치밀 용결 응회암 / 비용결 응회암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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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얼음골 Cheongsong Ice valley
᷽ㅡⳁ⌆づㇵ㈝㉁そᴽṵⰶ㈁⣭⚩
청송 얼음골은 응회암 덩어리들이 바위 절벽 아래에 쌓인 곳에 나타난다. 이처럼 절벽 아래나 산 사면에
암석들이 쌓여 있는 지형을 ‘애추(너덜지대)’라고 한다. 비교적 두껍게 쌓여 있는 크고 작은 바위들 틈새로
들어간 공기는 온도가 낮고 습한 지하의 영향을 받으며 바위틈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애추 지형의
아래쪽에서는 차갑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 나오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는데,
이때 공기 중의 습기가 기화하면서 온도가 낮아져 얼음골이 형성된다. 또한 얼음골 경사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 태양빛이 잘 들지 않는 것도 얼음골이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송 얼음골은
물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약수터로 유명하며, 피서지로 인기 있는 탕건봉의 인공폭포는 겨울철 월드컵
빙벽대회가 열려 세계인이 찾는 명소이다.
응회암
화산재가 쌓여서 암석화 작용을 받은 퇴적암. 화산에서 분출된 후 운반작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바로 퇴적되었기 때문에 퇴적물의 원마도와 분급도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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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기약수탕

1

Dalgi Mineral Spring Site

ゕᯭ㈝そネᴽ㝖≲䀅㭭⭙〦ⳁ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 이곳에서 수로공사를 하던 중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약수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톡톡 튀는 맛을 내는 탄산을 비롯하여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어 예부터 위장병, 부인병, 안질과 같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달기약수는 빗물로부터 시작된다. 빗물이 지하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고,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에서 뿜어져 나온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탄산수로 바뀐다. 탄산수는 지하의
암석에 포함된 다양한 물질들을 용해시킨 뒤, 틈을 따라 지표로
상승하여 지금의 탄산약수로 솟아나게 되는 것이다.

2

3

4

달기약수탕 형성과정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다.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탄산수로 바뀐다.
암석에 포함된 다양한 물질을 용해시키며 지표로 상승한다.
달기약수가 솟아나는 모습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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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리 공룡발자국
Sinseongri Dinosaur Footprints

᠖᭝㠅ᶩឞ⎊⛅㈹᠖⭙㑩㈝㈹ឞ⎊㈁┮Ẃ
공룡 발자국 지층은 약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태풍으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발자국이 있는 면이 노출되었고, 2004년 이상원(당시 포항 대흥초등학교장)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총 400여 개의 발자국 중 용각류가 3개에 보행열이 120여 개, 수각류가 9개에 보행열이
135개, 조각류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이곳에 살았던 용각류 공룡은 나무나 풀을 먹으며 네 발로 걸어 다녔던 초식 동물로 몸집이 크고 목이
길었고, 수각류 공룡은 다른 공룡이나 곤충 등을 잡아먹었던 육식동물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졌다.

| 스마트 관광 안내판 |
스마트 폰에서 “청송 신성리 공룡” 어플을 다운 받아 안내판 전면에 비추어
실행하면 청송 신성리 공룡 발자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룡 보기, 공룡 발자국 생성과정, 공룡 놀이 게임, 공룡과 사진 찍기 등)
1. 안드로이드
‘구글 Play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상단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릅니다. 검색창에
‘청송 신성리 공룡’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후 카메라 화면에 안내판
전면을 비추어주세요. 스마트폰에서 청송 신성리 공룡의 다양한 콘텐츠가 나타납니다.

어플
다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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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S
‘App Store’ 어플리케이션으로 안드로이드와 동일하게 ‘청송 신성리 공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IOS 8버전 이상 지원합니다. IOS 8 이전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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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굴

1

Yeonhwa Cave

㊱㈁᠙∦
연화굴 주변의 주왕산 응회암에서는 주상절리와 판상절리,
불규칙절리 등 다양한 형태의 절리들이 관찰된다. 주상절리는
뜨거운 화산재가 엉겨 붙은 응회암이 냉각될 때 부피가
줄어들면서 수직으로 틈이 벌어져 만들어진다. 촘촘한 간격으로
발달하는 수직절리는 작은 암석조각으로 떨어져 나와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연화굴의 수직절리대는 비교적 움푹
들어간 형태를 띠고 있다.

2

3

굴 뒤편으로는 안산암질 암맥이 관입해 있다. 이 절리들과 암맥의
틈을 따라 물이 유입되어 풍화와 침식을 겪으면서 굴이 만들어졌다.
이곳 연화굴은 주왕의 딸 백련공주가 성불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4

연화굴 형성과정
여러 번의 화산 분출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절리가 발달한다.
가운데 수직 절리들은 다른 형태보다 침식이 빠르게 일어난다.
절리의 틈을 따라 물이 흐르면서 침식을 가속화시킨다.
계속적인 침식으로 인해 관통되어 통로형 굴이 만들어진다.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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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추 협곡

1

Yongchu gorge

ⰶ⯡ラ㝅⭪ᚩ␝ᴽ㤑ⶆ䂺ដ
용추 폭포(龍湫瀑布)는 용이 승천한 폭포라는 뜻이며,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과 2단 폭포 아래에는 각각 선녀탕, 구룡소라고
불리는 구혈(포트홀)이 있고, 3단 폭포 아래에는 폭호가 있다. 폭포
주변의 주왕산 응회암 절벽에서는 피아메●에 의한 용결엽리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예부터 청학동이라 불리며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협곡 입구에 들어서면 신선세계에 발을
딛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응회암에 발달하는 수직절리를 따라
침식이 일어나면서 첩첩산중의 보배를 만들게 되었다.

2

3

구혈(돌개구멍)과 폭호의 관계
구혈은 암석 바닥에 생긴 원통형 구멍, 폭호는 폭포 아래의 넓은 물웅덩이를
말한다. 구혈은 구멍에 자갈과 물이 들어가 소용돌이치면서 깎여서 생기고,
폭호는 큰 소용돌이가 칠 때 자갈과 모래가 깔려서 생긴다.
•피아메 : 화산이 폭발할 때 뿜어져 나온 부석과 같은 덩어리들이 높은 압력에
의해 렌즈 모양으로 납작하게 눌려진 것을 뜻한다.

용추 협곡 형성과정
겨울철 수직절리로 스며든 물이 얼면서 쐐기처럼 틈을 벌린다.
겨울과 봄에 얼고 녹는 현상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다.
수직절리를 따라 크고 작은 암석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침식이 일어난다.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침식되면서 지금과 같은 협곡이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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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폭포

1

Yongyeon Falls

⭝ㅩ㑪㈝ᴽ䀁ⶆẂ
용연폭포는 2단 폭포로 구성되며, 주왕산의 폭포 중 가장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두 줄기의 낙수 현상으로 인해
쌍용추폭포라고도 불린다.
1단 폭포의 양쪽 단애면에서 각각 3개의 하식동●을 관찰할 수
있다. 폭포가 형성되고 발달하면서 침식에 의해 폭포 면이 차츰
뒤로 밀려나가게 되었다. 지금의 폭포 면에서 가장 먼 부분의
하식동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폭포가 차츰 후퇴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하식동이 만들어졌다.

2

3

•하식동 : 폭포나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생겨난 동굴을 말한다.

4

용연폭포 형성과정
하식동이 없는 폭포의 상태
1차 하식동이 형성되고 폭포면이 후퇴한다.
2차 하식동이 형성되고 폭포면이 더 후퇴한다.
3차 하식동이 형성되고 폭포면이 더 멀리 후퇴한다.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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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_ 지형명소

절골 협곡 Jeolgol gorge

1

⯆ᶑ〉ラⳁ㑪㊱ᚩ⤃㊱ᝦ
절골은 주왕산-가메봉-왕거암 능선 남동쪽 절골주차장에서 대
문다리까지 약 5km구간(직선거리 약 3km)으로 매우 아름다운 절
경을 자랑한다. 암석은 주왕산 응회암으로 되어있는데, 이 응회암
은 고온으로 분출되어 옆으로 흐르면서 쌓인 회류응회암이며, 매
우 뜨거운 화산재와 부석들이 서로 엉겨 붙어 만들어진 용결응회
암이다. 이 고온 용결응회암이 냉각되면서 수축에 의해 수직절리
가 발달되었고, 이 절리를 따라 암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깎아지
른 수직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있는 깊고 긴 협곡을 형성했다.
현재 개울 바닥에는 바깥쪽으로 20여개 작은 소들이 있고 그 아
래에 자갈층 여울로 이어져 있는데, 탐방객들이 바로 이 여울을
따라 놓인 징검다리를 이용해 건너 절벽 옆길로 걸어 다닌다. 옛
날에 운수암이라는 절이 있어서 절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

3

4

절골 협곡 형성과정
화산이 분출하면서 화산재와 부석덩어리가 옆으로 흐르면서 쌓인다.
지속적으로 화산이 분출하게 되어 두꺼운 층을 형성한다.
뜨거운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의해 부석이 압축된다.
부석들은 납작하게 눌린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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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_ 지형명소

백석탄 포트홀

1

Baekseoktan(white-stoned Stream)

Ჱ⠩ⶉ㲝㊪ឥṵᛅ᠕⓶㈁㉎ឩ
신성계곡의 정수로 꼽히는 백석탄은 ‘하얀 돌이 반짝거리는
내(川)’라는 뜻으로, 눈부신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며 연이어
나타난다. 백석탄 포트홀이란 계곡 흐름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풍화되고 침식되어 암반에 항아리 모양의 깊은 구멍들이 생긴
것으로서, 희다 못해 푸른빛이 감도는 암반들이 눈에 덮인 듯
하얗게 빛나는 그 위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백석탄 하부에는 2~20cm 역암층이 존재하고 상부로 갈수록
상향 세립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중부로 갈수록
중립에서 조립질 모래가 우세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이암편과
사층리와 생교란 작용 등 수많은 퇴적 구조들이 있어 고퇴적
환경을 유추하기에 아주 좋다.

2

3

4

백석탄 포트홀 형성과정
퇴적암층 위로 물이 흐른다.
바닥의 오목한 부분에서 물이 소용돌이 친다.
운반되던 자갈과 모래가 갇혀 회전하면서 구멍을 넓힌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어 웅덩이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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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_ 지형명소

송강리 습곡구조 Songgangri folds
지층이나 층리가 압력을 받아 끊어져 서로 어긋난 것을 단층이라 하고, 끊어지지 않고 연속으로
휘어진 것을 습곡이라 한다. 지표 근처에서는 취성 변형에 의해 단층이 발달하고, 지하 깊은 곳의 무른
지각에서는 습곡이 만들어진다. 송강리 습곡구조에서는 3회의 습곡작용과 3회의 암맥● 관입●, 그리고
1회의 단층 기록이 관찰된다. 한반도가 선캠브리아기(약 5억 4천만 년 이전) 이후 겪은 적어도 네 번의
지구조 운동의 흔적이 송강리 습곡구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송강리 습곡구조 지질명소는
경상분지에서 한반도가 경험한
1
2
지각변동의 특성을 학술적으로
이해하고 구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4

•암맥 : 기존 암석의 틈을 따라 마그마가
유입되어 형성된 판 모양의 암석
•관입 : 마그마가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작용

송강리 습곡구조 형성과정

5

32

6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을 받아 판마구조(줄
무늬)가 만들어진다.
편마암에 압력이 가해져 습곡이 형성된다.
습곡을 따라 또 한 번 압력이 가해져 중첩
된 습곡이 형성된다.
마그마가 지층을 관입한다.
다시 한 번 압력을 받아 습곡이 형성된다.
여러 번의 습곡작용과 관입에 의해 복잡한
지질구조가 만들어진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 명소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_ 지형명소

노루용추 계곡 Noruyongchu
ṵⰶべⳑᝑ㑭㈬そ✭ⶅᚭ
노루용추 계곡은 월외리 초입부에서 너구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있는 계곡을 일컫는 말로,
달기폭포와 노루용추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다. 노루용추는 계곡 초입에 있는
작은 폭포 아래 형성된 폭호로서 낙차는 1미터 내외인데 비해 폭호 넓이는 비교적 넓다. 노루용추는
퇴적암층과 화산쇄설암층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정합●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부정합 : 퇴적이 중단되거나 먼저 퇴적된 지층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퇴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노루용추
계곡의 부정합은 퇴적암 위에 화산역암이 비스듬이 쌓여 있는 부정합면이다.
•화산역암 : 퇴적암을 이루는 입자의 굵기에 따라 역암, 사암, 이암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역암은 자갈 크기의 입자로
이루어졌으며, 화산역암은 화산재와 암석 조각들로 이루어진 암석을 의미한다.

응회암이 빚어낸 천연의 폭포 - 달기폭포
달기폭포는 높이 11m에 달하는 웅장한 폭포이며, 폭포 아래에서는 용이 승천하였다고 해서 용소라 불리는 폭호가 발달했다.
달기폭포 일대의 주왕산 응회암은 특징적으로 여러 방향의 틈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틈들을 따라 크고 작은
바위들이 벽면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절벽부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때 떨어진 바위조각들이 폭포 아래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폭포의 형성과정

응회암층 위로 물이 흐른다.

응회암의 절리사이로 물이
흐르면서 침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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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들이 수직절리를 따라 떨어져
나오면서 절벽부가 만들어진다.

오랜 세월동안 수직절리를 따라
계속적인 침식이 일어나 폭포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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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들이 노래한 청송 신선세계를 만나는 행복한 여행
“송백은 울울창창한데 노을 구름이 멀리 덮여 있어
맑고 그윽한 한 고을이 신선 세계 그대로이니
이곳이 바로 청송이다.”
- 조선 세종 때 관찰사 홍여방이 노래한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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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관광안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청송의 웰빙·체험 명소

송소고택

신촌약수탕

7개동 99칸. 조선시대 전형적인 부잣집에서 토종감을 이용한
염색 체험과 사과 따기, 감자·고구마 캐기, 알밤 줍기 등
흥미로운 농촌체험을 즐길 수 있다.

진보에서 영덕 가는 길에 있는 약수탕. 철분이 함유된 탄산수로
위장병, 신경통, 만성부인병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약수탕 일대에서는 몸을 보양하는 닭백숙과 별미
닭불고기 등을 맛볼 수 있다.

군립청송야송미술관

객주문학관

동양화가 야송 이원좌 선생의 작품을 전시한 미술관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청양대운도(50×70m)를 비롯하여 다양한
그림을 볼 수 있다. 운동장이 야외조각공원이라 산책도 즐길 수
있다.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민중생활사를 생생하게 그려낸 작가
김주영의 대하소설 객주를 테마로 문을 연 문학관. 객주전시관,
소설도서관, 창작스튜디오, 연수시설 등에서 문학, 미술 등 각종
문화학교를 비롯한 문학 국제교류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

항일의병기념공원

청송수석꽃돌박물관

전국적인 항일의병의 활동상과 함께 청송지역의 의병활동상을
알리면서 의병정신을 재조명하고 나라사랑 전통정신 문화를
보여주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된 전시관이다.

자연의 미가 살아있는 수석과 세계적으로 희귀한 청송꽃돌을
전시한 지역문화공간이다. 수석계의 선구자 청강 남정락 선생이
평생을 모아 기증한 수석과 청송꽃돌을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다.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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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을 함께 쉬는
즐거운 여행!!
자연과 지질,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청송 국가지질공원
당일 코스 & 1박 2일 코스

■당일 여행 코스 1
청송꽃돌채굴체험장 - 신촌약수탕 - 군립야송미술관 - 청송옹기 - 주왕산탐방로

■당일 여행 코스 2
백석탄 - 신성공룡발자국 - 방호정과 신성계곡 - 얼음골 - 청송백자 - 주산지

■1박 2일 코스 1
청송꽃돌채굴체험장 - 달기약수탕 - 달기폭포 - 수석박물관 - 주왕산 탐방로 고택체험(숙박) - 청송백자 - 주산지 - 청송 얼음골

■1박 2일 코스 2
청송양수발전소 - 백석탄 - 신성리공룡발자국 - 방호정과 신성계곡 - 청송자연휴양림(숙박)
- 항일의병기념병원 - 주산지 - 주왕산(절골계곡)

36

일정별 관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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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즐거운 친환경 축제

청송사과축제
맛있고 신선한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친환경 사과 축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기는 한마당 축제이다.

수달래축제
주왕산 주방천을 수놓는 수달래꽃의 향기와 정취에 물드는 축제. 다양한 체험과 전시 판매, 볼거리 등을 통해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38

청송 축제

청송캠핑축제

청송문화제

청송군 일대의 사과공원, 청운하천, 청송오토캠핑장에서 3월부터
12월(7월, 8월 제외)까지 매월 둘째 주(단, 5월은 첫째 주)와
가을(9월)에 열린다.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된 생활문화를 다지며,
내 고장의 풍년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행사이다.

군민체육대회

외씨버선길 걷기행사

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우의와 체위를 향상시켜, 경기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인선수발굴로 향토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군민화합의 장이다.

외씨버선길이란 BY2C 지역에 조성된 도보여행 코스의 브랜드로
조지훈 시인의 ‘승무’에 나타난 보일 듯 말 듯한 외씨버선의 모습을
표현한 길로, 오지 길의 신비성과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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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즐기는 산악스포츠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유럽과 미국에서만 개최되던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아시아 최초로 청송군에서 유치하여 열고 있다. 참가자나 관광객 모두에게 짜릿한
성취감을 전해주는 대회이다.

썸머 드라이툴링 대회
청송얼음골 인공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헤치고 오르는 스릴 넘치는 경기. 국내 최초로 청송에서 개최되었으며,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와
동호인들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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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산악스포츠

산악자전거대회(4월경)

산악마라톤대회(10월 중순)

국립공원 주왕산 줄기인 청송읍 태행산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월외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월외초교)에
세륜시설과 자전거 거치대, 방갈로 5동 등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청송군 파천면 중대산 일원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 14㎞ 산악
코스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을 단풍을 만끽하며 힘차게 레이스를
펼친다.

패러글라이딩대회

청송국제모터사이클 챔피언십(10월경)

산악레저스포츠 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청송에서 열리는
패러글라이딩 대회. 전국에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클럽이
참여하며, 방광산 활공장과 용전천변에서 열린다.

기종 및 배기량에 따라 국제급과 국내급으로 구분 개최되는 대회로,
매년 10월경 열린다. 전국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각자 기량을 겨루고
청송의 자연도 만끽하는 대회다.

Cheongsong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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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대표 특산물

맑고 푸른 청송
청정 자연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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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특산물

청송 대표 특산물

청송사과

청송고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전’에서 3년 연속(2013~2015) 사과 부문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육질이 단단하며 다른 지역의 사과보다
당도가 높아 이미 전국에서 ‘꿀사과’라고 불리는 만큼 명품 사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송세척태양초는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산풀과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써서 재배하므로 가공시 분말이 많고 고우며 맛도 담백하다.
1993년 전국 최초로 ‘품질인증’을 획득했으며 일반건고추, 세척고추,
세척태양초, 세절건고추 등을 판매한다.

표고버섯

토종대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참나무 자목으로 생산되는
청송표고버섯은 과피가 두껍고 향기가 진한 무공해 식품으로
생표고와 건표고가 있다.

청송약대추는 조상 대대로 전승·보존되어 온 토종으로서 열매가
작고 껍질이 얇으며 과육이 단단하고 향기가 독특해서 한약재 및
다류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발효식품

전통한지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국산 콩을 원료로 전통비법으로
제조하는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청송전통발효식품은 전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7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한지장 이자성 옹이 만드는 전통한지.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불굴의 장인정신으로 한지 전수와
제조에 전통방식을 고집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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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음식 ·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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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음식 · 숙박

청송향토음식

청송닭백숙
청송의 명물인 두 곳의 약수탕에서 약수로 푸~욱 고아낸 약수
닭백숙이 유명하다. 약수닭백숙은 철분 함량이 많은 탄산수가
닭의 지방을 제거해주어 고기 맛이 담백하고 먹기에 좋다.

청송추천숙박

대명리조트

임업인연수원

청송자연휴양림

T. 054-624-1028

T. 054-870-6530

고택체험
청송닭불고기
청송의 닭불고기는 뼈를 발라낸 닭가슴살을 다져 갖은 양념을
넣고 반죽해 넓게 펴서 부치는 것으로 석쇠에 구워 기름기가 덜한
것이 특징이다.

민예촌 T. 054-874-0101
덕천 송소고택 T. 054-874-6556
덕천 창실고택 T. 010-8509-2436
덕천 송정고택 T. 010-8746-6690
덕천 찰방공파종택 T. 018-505-7611
중평 서벽고택 T. 011-748-1387
중평 사남고택 T. 010-7252-9253
청운 송천택 T. 054-873-6670

월외자연회귀마을
010-4013-1138 www.csntown.kr

꽃돌산촌생태마을
010-8770-5805 www.gi-love.co.kr

산채정식
주왕산에서 나는 고사리, 참취, 참나물, 두릅, 병풍나물, 박잎,
표고버섯, 언어리나물 등의 각종 나물과 도토리묵을 곁들여 내는
정식으로 쌉싸름한 나물 맛이 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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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산촌생태마을
010-6711-5717 www.주산지산촌생태마을.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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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
Tel. 054)870-6111 (문화관광과) Fax. 054)870-6115
http://csgeo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