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물과 숲의 고장

장흥삼합
장흥 한우와 표고버섯, 그리고 
득량만의 키조개를 한데 구워 
먹는 장흥삼합은 장흥의 특미다. 
정남진장흥토요시장에서 
맛볼 수 있다.

매생이탕
파래와 비슷하다고 파래와 
비교하지 말 것. 굴과 매생이를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만해도 
충분하다. 부드러운 식감과 
감칠맛이 뛰어나다.

된장물회
장흥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회를 친 후 된장국물에 
횟감을 섞어 먹는다. 된장의 
담백함과 회 본연의 맛이 
어우러진 별미다.

장흥표고
장흥삼합을 맛봤다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장흥 표고는 전국구다. 
소나무숲에서 옛날 방식으로 
생산한 국제유기인증 상품이다.

장흥무산 김
장흥 김 양식법은 특별하다. 
김발을 햇볕과 공기 중에 노출해 
파래를 제거하는 친환경방식이다. 
염산처리를 하지 않아 
무산(無酸)김이다.

낙지
장흥낙지는 달콤한 맛이 감돌고 
식감은 한층 쫄깃쫄깃하다. 
회진면에서 안양면에 이르는 
득량만의 차진 갯벌에 맛의 비밀이
숨어있다.

키조개 요리 

수문해수욕장을 다녀왔다면 
키조개마을 소문도 들었을 
것이다. 장흥삼합으로 먹어도 
좋지만 키조개 구이로 
본연의 맛을 느껴보자.

바지락회무침
<1박2일>에 나왔던 
그 바지락 회다. 물기 뺀 바지락과 
미나리, 표고버섯 등을 채썰어 
양념하면‘식욕 회복’ 건강식단이 
완성된다.

굴구이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장흥 
굴(석화)은‘바다의 우유’라 
불리지만 입에 넣으면 ‘꿀맛’이다. 
장흥 사람은 장작불에 
석화구이로 즐긴다.

한우와 육포
장흥은 사람 수보다 소의 수가
더 많다. 무엇보다 일반 한우 대비 
필수지방산이 높고 육질이 좋다.
육포 맛도 결국 한우의 질이 
좌우하는 법.

청태전
‘푸른 이끼가 낀 동전 모양 차’라 
청태전이다. 삼국시대부터 
장흥에서 발달한 발효차다. 
1년 이상 항아리에서 숙성시켜 
부드럽고 순한 맛이 뛰어나다.

헛개나무
간 기능 활성화와 해독효과! 
장흥 헛개나무를 추천하는 
이유다. 전국 생산량의 37%를 
장흥에서 생산한다니 이젠 
헛개나무도 장흥이다.

갑오징어회, 먹찜
오징어의‘갑’은 역시 
갑오징어회. 씹을수록 달고 
고소한 맛을 풍긴다. 물론 
통째로 쪄서 내장, 먹물까지 
맛보는 먹찜도 빼놓을 수 없다.

하모(샤부샤부)
엄나무, 대추 등을 넣은 육수에 
하모(갯장어)를 데쳐 먹으면 
살점이 부드러워진다. 
입 안에서 녹는다는 말을 
경험할 수 있다.

황칠백숙
백숙이라고 다 같은 백숙이 
아니다. 황칠나무 추출액을 넣어 
요리한 황칠백숙은 육질이
한층 부드럽고 국물맛이 
깔끔하다.

황칠나무
황칠나무가 가진 본연의 효과에 
비하면 황칠백숙은 보너스다! 
황칠나무즙, 황칠나무를 넣어 
발효시킨 된장 등으로 한 번 더 
항암·항균 효과를 체험하자.

친환경 쌀‘아르미’ 
장흥에서는 좀처럼 ‘밥맛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아르미’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이다. 밥을 하면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매생이
장흥 매생이로 요리를 해 본 
사람은 안다. 별로 한게 없는데 
맛있다. 바로 부드럽고 감칠맛이 
진한 장흥 매생이의 힘이다.

ADD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보림사로 224 
OPEN 일출~일몰(연중무휴) TEL 061-864-2055 WEB www.borimsa.org

   동양 3보림 천년고찰

보림사는 인도 가지산 보림사, 중국 가지산 보림사와 더불어 동양 3보림이다. 
860년경에 창건했으니 약 1200년의 역사다.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국보 제44호),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 등 10여 점의 국보와 보물이 자리한다. 
특히 우리나라 국어사 연구에 귀한 자료인 <월인석보> 권25(보물 제745-9호) 또한 보림사에서 나왔다. 

‘한국 10대 명수’ 보림약수는 꼭 마셔보기를 권한다. 절 뒤편 비자나무 숲은 자연을 즐기기 좋다.

ADD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예양교 아래(탐진강생태습지원) OPEN 7월 말~8월 초(정남진장흥물축제) 
TEL 061-860-5771, 5772(장흥군 문화관광과) WEB www.jhwater.kr(정남진장흥물축제)

   ‘물’ 좋은 장흥에서 생태 탐험과 축제 즐기기

탐진강은 장흥 읍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는 1급수다.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정남진물과학관 등과 연계한 읍내 여행에 운치를 더한다. 
장흥대교 북쪽 둔치 탐진강생태습지원을 중심으로 산책 삼아 거닐어도 좋다. 생태관찰로, 징검 여울 등이 편안한 쉼을 선물한다. 
연못 가운데 있는 인공 섬의 소망의 종을 세 번 울리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탐진강생태습지원에서 예양교를 지나면 장흥천변
체육공원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7~8월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열린다.

ADD 장흥군 장흥읍 금산신기길 131(장흥공설공원묘지) 
OPEN 일출~일몰(연중무휴) TEL 061-860-6083(장흥군 산림휴양과)

   꽃분홍따라 산나들이

천관산 억새가 가을을 대표한다면 봄에는 단연 제암산 철쭉이다. 
보통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 사자산 하단에서 피기 시작해 제암산 정상을 지나 약 6km를 산철쭉이 뒤덮는다. 
그중 사자산 미봉을 지나 간재와 곰재 사이에 있는 철쭉평원이 압권이다. 제암산의 또 다른 비경은 기암괴석이다. 
제암(帝岩)은 임금 바위를 뜻한다. 정상바위를 향해 주변바위가 엎드린 형상이라 그리 부른다. 
형제바위 등이 우뚝 서있는 풍광이 빼어나다.

ADD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 3길 15
OPEN 09:00 ~ 점포마다다름 TEL 061-864-7002 WEB https://jnjmarket.modoo.at

   장흥삼합과 흥이 있는 전통시장 

탐진강 옆에는 장흥을 대표하는 왁자지껄 장터가 열린다. 
끝자리가 2, 7일인 날에는 5일장이 서고 매주 토요일에는 토요시장이 열린다. 특히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은 
우리나라 최초 주말문화관광형 시장이다. 장흥군 10개 읍면의 산과 들과 바다에서 온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인다. 
어머니텃밭장터나 청년상인 점포도 발길을 잡는다. 어머니텃밭장터는 할머니들이 주인공. 흥정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청년상인 점포는 시장의 활력이다.

ADD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OPEN 08:00-18:00  TEL 061-864-0063 WEB www.jhwoodland.co.kr

   편백 숲에서 편안한 하루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의 키 큰 편백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시름이 사라진다. 
편백나무가 내뿜는 천연 항균물질인 피톤치드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데크길 탐방로 말레길은 유모차도 다닐 수 있다. 우드랜드 내 편백소금찜질방은 소금을 이용한 치유시설로 
소금마사지방, 소금해독방, 소금동굴 등이 있어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숲해설, 목공예 체험 등도 이뤄지며 숙박도 가능하다.

ADD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 산 225 
OPEN 상시(연중무휴) TEL 061-860-5771, 5772(장흥관광안내 주간), 061-863-7071(야간)

  겨울 일출이 매혹적인 영화 촬영지

소등섬은 남포마을 앞바다에 있다. 
남포마을은 임권택 감독이 장흥 태생인 이청준의 소설 <축제>를 동명의 영화로 만들 때 촬영한 곳이다. 
실제로 한 편의 영화 같은 어촌이다. 소등섬의 이름은 고기잡이 나간 가족을 기다리며 섬에 소등(小燈), 
즉 호롱불을 밝힌 데서 유래됐다. 장흥 사람이 손꼽는 겨울 해돋이 명소로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다. 
남포마을에서 소등섬까지는 하루 두 차례 썰물 때 오간다. 소등섬에는 여인상과 제단, 유래비 등이 있다.

ADD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길 150(장흥 장천재) 
OPEN 일출~일몰(연중무휴) TEL 061-867-7075(천관산도립공원사무소)

  기암의 면류관, 은빛의 억새

천관산은 호남 5대 명산의 하나로 풍광이 빼어나다. 
‘천자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기바위, 사자바위 등 기암절벽이 변화무쌍하다. 
또한 정상 연대봉은 삼면을 둘러 다도해가 병풍처럼 펼쳐진다. 그럼에도 가을 산행을 
으뜸으로 치는 까닭은 억새 때문이다. 가을이면 환희대에서 연대봉까지 억새가 은빛으로 흐드러진다. 
산행은 여러 갈래가 있으나 장천재 주차장에서 금강굴 쪽으로 오르는 코스가 인기다.

ADD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42-58 
OPEN 하절기(3~10월) 09:00 ~20:00 동절기(11월~2월) 09:00~19:00(월요일, 명절 당일, 공휴일 다음 날 쉼) TEL 061-867-0399

  한반도 정남쪽의 랜드마크

서울의 정남쪽에 위치한 나루터, 정남진 우산도관광지구 안에 정남진전망대가 있다. 
10층 규모로 높이는 45.9m다. 위 쪽은 떠오르는 태양을, 중간은 황포돛대를, 아래쪽은 파도를 형상화했다. 
2~8층에 북카페, 문학영화관, 추억여행관, 축제관, 트릭아트포토존 등이 있다. 
10층 스카이워크와 9층 카페에서 득량만의 화려한 섬 풍경을 볼 수 있다. 
통일광장에 있는 한반도 모양의 바닥분수와 정남향을 표시한 높이 7m의 조형물 ‘율려(律呂)-어울림의 시작’이 볼거리다.

ADD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00 
OPEN 상시(연중무휴) TEL 061-860-5771, 5772(장흥관광안내 주간), 061-863-7071(야간)

  소설과 영화가 탄생한 유채꽃 마을

임권택 감독의 <천년학>은 <서편제>의 속편 격으로 이청준 작가의 단편소설‘선학동 나그네’를 영화화했다. 
지금도 그 주 무대인 <천년학> 선술집 세트가 남아 있다. 세트 남동쪽에는 공지산을 등진 선학동마을이 있다. 
원래 산저마을이었으나 영화가 개봉되자 이름을 바꿨다. 
봄날에는 유채꽃이 마을을 가득 채워 선학동 유채마을로도 부른다. 가을에는 메밀꽃이 대신한다. 
꽃밭 사이로 난 이청준소설문학길(이청준한승원문학길 2코스)을 따라 거닐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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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과 휴양림

문학관광기행 문화유산답사 축제

생태체험여행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 정남진 장흥

천관산(723M) + 
천관산자연휴양림

해발 723m의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인 천관산은 호남정맥 중 
사자산 지류 끝에 있다. 온 산이 바위로 이루어져 봉우리마다 기암
괴석이 솟아 있다. 주봉인 연대봉에는 옛날 제주도 한라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내륙으로 전해 주던 봉수대가 잘 보존되어 있다. 봄에는 
붉게 타는 동백나무숲이, 가을과 겨울에는 산 전체를 참억새가 뒤덮어 
장관을 이룬다.

전남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로 조성되고 있는 우산도 관광지
구에 세워진 전망대는 다도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새로운 
해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서는 즐겁게 놀고, 맛있게 먹고, 좋은 것을 사는, 
실속있는 장터여행을 즐길 수 있다. 품질에 비해 값이 저렴한 장흥 한
우고기는 토요시장 한우판매장에서 부위별로 구입할 수 있고, 고기를 
구입하여 인근식당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가장 많이 내뿜는 100ha 편백나무 숲속에 위치
하고 휴양과 생태건축을 체험할 시설로 목재문화체험관, 목공건축체
험장, 편백노천탕, 편백톱밥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위치 장흥군 관산읍 대덕읍 일원
등산로 ❶ 장천재 ▶ 체육공원 ▶ 금강굴 ▶ 환희대 ▶ 연대봉
             (1시간 40분 소요/3.6km) 

❷ 탑산사 ▶ 탑산암 ▶ 구룡봉 ▶ 환희대 ▶ 억새평원 ▶ 연대봉 
   (1시간 30분 소요/2.8km)

위치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842-1150
시설 통나무집(9동), 야영장, 캠프파이어장 등
전화번호 061-867-6974

천관산

천관산 자연휴양림

위치 
장흥군 장흥읍,  장동면 일원
등산로 
공원묘지 주차장 ▶ 간재 
▶ 철쭉군락 ▶ 곰재 ▶ 정상 
(1시간 40분 소요/5.8km)

제암산(807M)

위치 
장흥군 장흥읍 일원
등산로 
평화약수터 ▶ 천문과학관 
▶ 바위능선 ▶ 정상 
(1시간 소요/1.7km)

억불산(518M)

위치 
장흥군 유치면 휴양림길 154
시설 
통나무집(16동), 야외수영장, 
족구장 등
전화번호 061-863-6350

유치자연휴양림

위치 
장흥군 유치면 일원
등산로 
주차장 ▶ 칼바위 ▶ 정상 
(1시간 10분 소요/1.4km)

가지산(511M)

정남진전망대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

키조개 껍질 까기 등 키조개를 활용한 체험과 맨손 물고기잡기, 바지락 
캐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수문어촌체험
휴양마을

주소 
장흥군 안양면 용곡로 198
전화 
010-7248-1655

꼬막, 굴 등 갯벌어패류 캐기, 개막이체험과 함께 청정해역에서 자란 
담백한 매생이를 맛볼 수 있는 마을

신리어촌체험
휴양마을

주소 
장흥군 대덕읍 장흥대로 107
전화 
010-2031-2201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기간 매년 5월 초 / 5일간
장소 안양면 수문항

회령포 문화축제

기간 매년 9월 ~ 10월 중 / 3일간
장소 회진면 일원

천관산 억새제

기간 매년 10월 초
장소 천관산 일원

유치 원목 표고
버섯축제

기간 매년 10월 중
장소 유치면 및 행정복지센터 일원

정남진 장흥
해맞이

기간 매년 1월 1일
장소 정남진 전망대

장평명품호두축제

기간 매년 9월 ~ 10월 중 / 3일간
장소 장평면 및 행정복지센터 일원

장흥군민의 날 
행사 및 보림문화제

기간 매년 5월 1일(격년)
장소 장흥공설운동장

제암산 철쭉제

기간 매년 5월 초
장소 제암산 철쭉제단 및 일원

개막이체험은 전통 고기잡이방법을 통해 숭어, 돔, 낙지, 게 등을 직접 
손으로 잡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대덕 신리 
개막이체험마을

주소 
장흥군 대덕읍 신리옹암로 294
전화 
010-8615-0492 

죽염 만들기,  유기농밥상 체험, 한옥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유치 운월 
신덕마을

주소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474-230
전화 
010-9088-8642

장흥출신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관문학관은 지하 1
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세미나실, 작가들이 머물면서 집필 활동
을 할 수 있는 창작실 등이 있다.

천관문학관

주소  장흥군 대덕읍  
천관산문학길 160

전화 061-860-6927

정남진 좌표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회진면 진목리의 산저마을 바닷가
에도 이청준 소설을 영화화 한 '천년학'의 주막 세트장이 세워져 있다.

영화'천년학' 촬영지,
선학동마을

주소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548-1

남포마을은 '소등섬'이라는 작은 무인도가 바로 앞에 떠 있고, 득량만 
바다의 득량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이는 갯마을이다.

영화'축제' 촬영지,
남포마을

주소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 남포마을

한승원 작가는 장흥군 안양면 율산마을에 '해산토굴'이라 이름 지은 집
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집필실에서 바라보면 수문(水門) 여다지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해산토굴
(한승원 작가 집필실)

주소 장흥군 안양면 
       율산문학길 43-1

故 이청준은 1965년 작품 <퇴원>으로 등단한 이래 1960년대 소설문학
의 한 장을 열었고, 이후 35년간 왕성한 창작활동을 통해 그 작가적 면
모를 확고하게 정립하였다.

故 이청준 
작가 생가

주소 장흥군 회진면 진목1길 9-3

고려 17대 인종의 비 공예태후의 
선조를 배향하는 사당이다.

정안사

주소 장흥군 관산읍 
       당동길 6-25

송광사의 말사. 신라 애장왕 때 
토영화상이 세웠다고 한다.
(보물 795호 천관사 삼층석탑)

천관사

주소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1272-473

만수사는 고려시대 안향을 배향
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이며, 해
동사는 1955년 국내최초로 안중
근의사를 배향한 사당이다.

만수사·해동사

주소 장흥군 장동면 만수길 25-121

유자체험농원과 편백나무,  대나무 숲, 야생화
- 숙박12동, 바베큐장, 캠핑장, 물놀이장 구비
http://www.hueland.kr

휴랜드
관광농원

주소 
장흥군 대덕읍 분토로 394
전화 
061-867-8989 

갯벌에서는 바지락 캐기와 쏙 잡이, 바다에서는 감성돔낚시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

사금어촌체험
휴양마을

주소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705
전화 
010-9414-0742 

300여종의 명품 조경수와 초화류 및 야생화가 어우어진 힐링의 메카, 
튤립축제와 별빛이 머무는 곳 (전남 제8호 민간정원 지정)

http://하늘빛수목원.com

(주)하늘빛 
수목원

주소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746
(어산리 383-4)
전화 061-862-2000

생약초 및 야생화를 테마로 한 대안학교 무빙스쿨, 유기농 농경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용산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주소 
장흥군 용산면 접정남포로 133-23
전화 
010-6262-6492

수령 250년 이상의 동백나무 군락지로 이루어진 동백꽃이 아름다운  
묵촌마을 동백림

용산 묵촌 
동백림

주소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산 60-1
전화 
010-2723-2000

장수풍뎅이 마을은 표고버섯 학습장, 생태체험장, 장수풍뎅이 사육장 등 
교육의 장

유치 반월리
장수풍뎅이 마을

주소 
장흥군 유치면 반월길 48
전화 
010-3110-6145

천관산문학공원

천관산문학공원은 문학인들의 창작활동과 한국문학의 메카로서 국내 
유명 문인들의 작품과 육필원고가 보관된 문탑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들이 쌓은 사람의 돌탑으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문학공원이다.

주소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정남진 장흥 물 축제

탐진강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변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하면서도 독
특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물을 
테마로 한 여름축제이다.

기간 매년 7월 말 ~ 8월 초 / 9일간
장소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보림사

선종이 최초로 들여온 사찰로 동양 3보림(인도, 중국, 한국)의 하나이며 
선사들이 즐겨 마신 작설차의 향기와 아름다운 비자나무 숲이 조성
되어 있음
국보 - 보림사 3층 석탑 및 석등,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 보조선사창성탑 외 7점

주소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224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전쟁의 최대·최후의 격전지로 전봉준 등 동학의 지도부가 
체포된 뒤에도 동학농민혁명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
-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영상실, 카페테리아

주소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61-3 전화 061-864-6531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회령포
에 정박되어 있던 12척의 배와 
장흥의 많은 의병의 후원을 얻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회령진성

주소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755

(전남 문화재자료 제144호)

주소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42-58
문의 061-867-0399
운영안내
11월 ~ 12월 09:00 ~ 19:00
3월 ~ 10월 09:00 ~ 20:00
(월 휴무, 추석, 설 당일 휴무)

주소 장흥군 장흥읍 토요시장 3길 15
장흥군 특산품 판매장(토요시장 내) 061-864-0741

주소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80
숙박예약 www.jhwoodland.co.kr
문의 관리사무소 061-864-0063 매표소 061-864-7911
       목재산업지원센터 061-863-8430

- 숙박휴양시설 18동(통나무주택, 황토주택, 한옥)
- 편백소금집(찜질방) 061-864-7388 
   일~목 : 08:00~24:00 / 금~토 : 24시간
- 전라남도목공예센터(임올대, 억불대) 061-860-6112
- 사색의 숲, 치유의 숲, 말레길
- 목재산업지원센터 061-863-8430

전남 목공예 센터

편백소금집

사색의 숲

말레길

목재문화체험관

목재산업지원센터※ 기본 5시간 이용 가능(초과시 시간당 2,000원 추가)

토요시장 한우판매장 

입장료

(전남 문화재자료 제71호)(사적 제498호)

10F 전망대, 스카이워크

9F 커피숍

8F 북카페

7F 문학영화관

6F 추억여행관

5F 축제관

4F 장흥이야기관

3F 푸드홍보관

2F 트릭아트

1F 장흥여행정보센터

판매장 대표자 전화번호

고향한우할인직판장 김래영 863-8949

뚝방한우 이승남 863-6789

부부한우 박현향 862-2260

사랑해 한우 김요한 864-5222

소몰고불판으로 나미진 864-8778

일등한우 최신우 863-9290

장흥축협판매점 문홍기 863-6767

정남진한우판매점 김석중 863-1414

장흥한우협회판매점 고재현 864-9898

정남진한우할인직판장 이경호 864-0094

정남진천관한우 권장오 864-9966

정남진한사랑백화점 박영섭 864-7080

정남진우리한우 신중경 862-3686

장흥한우프라자 김선관 864-8088

장흥표고한우할인매장 김재철 863-2244

장흥명품한우할인 황보천 862-5500

장흥한들한우 조정재 864-8872

장흥토요한우촌 송정헌 863-0568

장흥통큰한우 김득수 864-1119

장흥삶한우 김희창 862-6688

피앤씨푸드 조강제 864-9333

한우마을한우판매장 이홍배 863-3001

화끈한한우 박융석 863-0096

흑돼지(코뚜레) 김상희 864-8484

우드랜드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른(만19~64세 이하) 3,000원 2,000원

청소년(만13~18세 이하) 2,000원 1,500원

어린이(만6세~12세 이하) 1,000원 500원

경로(만65세 이상) 면제 면제

유아(만6세 이하) 면제 면제

편백소금집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른(만19~64세 이하) 8,000원 6,000원

청소년(만13~18세 이하) 6,000원 5,000원

어린이(만6세~12세 이하) 5,000원 4,000원

경로(만65세 이상) 4,000원 3,000원

유아(만6세 이하) 2,000원 2,000원

군민 5,000원 4,000원

관광추천코스

교통안내

서울 - 장흥 08:00, 09:00, 09:20, 10:30, 14:40, 15:30, 16:50 - 일 7회
장흥 - 서울 08:00, 09:00, 10:00, 15:00, 15:30, 16:10, 17:00 - 일 7회
광주 - 장흥 06:05 ~ 20:35 - 일 직행 20회
부산 - 장흥 06:30 ~ 16:35 - 일 6회
순천 - 장흥 05:56 ~ 21:20 - 일 33회
목포 - 장흥 06:40 ~ 20:20 - 일 17회
인천 - 목포 06:30 ~ 22:10 - 일 8회

버스

용산 - 광주송정 05:10 ~ 22:25 - 일 22회

용산 - 나주 05:50 ~ 22:25 - 일 15회

용산 - 목포 05:10 ~ 22:25 - 일 18회

수서 - 광주송정 05:10 ~ 23:00 - 일 22회

수서 - 나주 05:10 ~ 21:10 - 일 9회

수서 - 목포 05:10 ~ 21:10 - 일 9회

KTX / SRT

김포 -  광주 일 6회

제주 -  광주 일 15회

제주 - 무안 일 2회

김포 - 여수 일 4회

제주 - 여수 일 3회

서울 - 천안 - 논산 - 광주 - 장흥 (383km) 4시간 30분

인천 - 서산 - 군산 - 목포 - 장흥 (410km) 4시간 30분

부산 - 창원 - 진주 - 순천 - 장흥 (245km) 3시간

항공

승용차

관광안내

•  국번없이 1330  
(관광지, 교통, 숙박, 쇼핑, 통역서비스 지원 등)
•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60-5771~2)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전화번호(061) 주메뉴

3대곰탕 장흥읍 토요시장3길 16-2 863-3113 곰탕

갯마을 횟집 안양면 수문용곡로 141 862-1203
활어회, 키조개구이, 
바지락회무침, 매운탕

구쁘한우관 장흥읍 토요시장1길 53, 2층 863-5989
소고기한우삼합, 

남도정식

귀보아구찜 장흥읍 동교2길 29 863-5974 아구찜, 아구탕, 꽃게찜

금다원 장흥읍 장흥로 90, 1층 863-8567 아귀찜, 아귀탕, 곰탕

남도식당 장흥읍 동교1길 19 863-5645 생선찜, 아구찜

대호정 관산읍 관산로 49-1 867-0505
아구찜, 매운탕, 

곰장어(구이,볶음)

문수헌 장흥읍 외평길 152 863-8484
한우떡갈비, 

고추장숯불구이

바다하우스 안양면 수문용곡로 139 862-1021
바지락초무침, 
키조개초무침

부뚜막 장흥읍 토요시장3길 8-1, 2층 864-7882
쇠고기키조개버섯전골, 

육회비빔밥

삼거리식당 대덕읍 대대로 1033 867-1915 해물탕

세양회 전문점 장흥읍 건산로 40 864-8222
생선회,탕, 생우럭탕, 

초밥

수종가든 장흥읍 우드랜드길 21 863-6822 백반, 쌈밥

신녹원관 장흥읍 중앙로 69 863-6622 한정식

신라복집 장흥읍 건산로 15 862-4646
복어회.탕.찜, 
아구찜.탕

여다지회마을 안양면 한승원산책길 158 862-1041
활어회, 바지락회, 

매운탕

오얏리돌솥밥 장흥읍 북부로 70 864-8300
돌솥밥, 오리로스구이, 

오리탕

운동장가든 장흥읍 읍성로 5-26 863-6114
영양돌솥밥, 

키조개쇠고기구이

정남진 전망대 
횟집

관산읍 정남진해안로 212-57 867-4616
활어회, 매운탕, 굴구이, 

조개구이

정남진만나
숯불갈비

장흥읍 물레방앗간길 4 864-1818
갈비살, 생고기, 

돼지갈비

정남진회타운 안양면 수문용곡로 143 862-6700
활어회, 키조개구이, 
바지락회무침, 매운탕

취락식당 장흥읍 물레방앗간길 36 863-2584 소고기삼합구이

평화마루 장흥읍 평화우산길 180-47 863-1074
한방백숙, 닭장떡국, 

오리탕

향미식당 용산면 장흥대로 2454 862-2677
쇠고기구이, 삼겹살, 

비빔밥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061)
객실수

객실 수용인원

고센 장흥읍 우산 010-4944-0086 14 80

대나무집 장흥읍 평화 010-5625-3446 2 19

장흥황토방 장흥읍 평화 010-5320-5465 3 18

참새미골힐링하우스 장흥읍 평화 010-7161-6791 10 70

흙집세상 장흥읍 우산 864-5145 18 150

정남진 전망대 횟집 민박 관산읍 삼산 010-4724-2558 4 50

천관마루 관산읍 옥당 867-2366 3 20

어부손씨 대덕읍 신리 010-9626-3566 5 70

소등섬 용산면 상발 863-5333 3 15

정남진 용산면 상발 010-5017-5700 3 12

별장식민박 안양면 수문 010-8600-1325 6 40

사자마루 안양면 비동 862-7427 4 20

씨앤문 안양면 용곡 010-2207-7293 2 12

해오름펜션 안양면 수문 862-2288 12 60

들꽃향기펜션 장평면 병동 010-3625-6926 1 15

보림한옥민박센터 유치면 공덕 010-7799-4410 3 15

깊은내펜션 부산면 지천 010-9234-2120 3 15

1박 2일 민박 회진면 덕산 010-7107-9005 4 16

노력민박 회진면 덕산 867-8100 6 24

노력항민박 회진면 덕산 010-4643-5560 2 8

로뎀나무 펜션형 회진면 덕산 010-8305-5486 4 32

민박시설

음식점 안내

숙박업소

우드랜드 ▶ 천문과학관 ▶ 보림사 ▶ 장흥댐(물 문화관, 심천공원)  ▶ 토요시장 
▶ 정남진물과학관 ▶ 방촌유물전시관 ▶ 천관산문학공원(천관문학관) 
▶ 해양낚시공원 ▶ 정남진 전망대

토요시장 ▶ 정남진물과학관 ▶ 편백숲우드랜드 ▶ 기양사 ▶ 비동리 돌담길 
▶ 종려나무길 ▶ 스파리조트안단테 ▶ 한승원 문학산책로 ▶ 장재도

토요시장 ▶ 장흥향교 ▶ 천관산 동백림 ▶ 정안사 ▶ 방촌유물전시관(방촌문화마을) 
▶ 천관문학관 ▶ 해양낚시공원 ▶ 정남진전망대

 보림사 ▶ 장흥댐(물 과학관, 심천공원) ▶ 토요시장 ▶ 정남진물과학관 
▶ 우드랜드 ▶ 귀족호도박물관 ▶ 비동마을 돌담길 ▶ 한승원 문학산책로 
▶ 천문과학관 ▶ 숙박

 방촌유물전시관(방촌문화마을) ▶ 천관산 문학공원(천관문학관) ▶ 회령진성 
▶ 천년학 영화 촬영지 ▶ 이청준작가 생가 ▶ 정남진낚시공원 ▶ 정남진전망대 
▶ 축제 영화 촬영지(남포) 소등섬

 문학기행
예양공원(이청준 '흰옷') ▶ 동학혁명기념탑(송기숙 '녹두장군') ▶ 기양사
(백광홍 '관서별곡') ▶ 여다지(한승원 문학산책로) ▶ 해산토굴(한승원 집필실) 
▶ 관산 방촌마을(존재 위백규 생가) ▶ 회진 진목 산저마을(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서편제') ▶ 대덕읍 삼거리(이청준 '눈길') ▶ 천관문학관 ▶ 천관산 문학공원

 물과 정자 문화기행
용호정(부산면) ▶ 동백정(부산면) ▶ 심천공원(부산면) ▶ 장흥댐물문화관(부산면) 
▶ 부춘정(부산면) ▶ 창랑정(장흥읍) ▶ 탐진강둔치 ▶ 정남진 물과학관 
▶ 사인정(장흥읍) ▶ 독취정(장흥읍)

 유교문화기행
장흥향교(장흥읍) ▶ 연곡서원(장흥읍) ▶ 방촌마을(관산읍) ▶ 장천재(관산읍) 
▶ 충열사(용산면) ▶ 기양사(안양면) ▶ 반계사(장동면) ▶ 백동사(장평) 
▶ 강성서원(유치면)

 불교문화기행
수미사(부산면) ▶ 보림사(유치면) ▶ 고산사(장평면) ▶ 용화사(장동면) 
▶ 천관사(관산읍) ▶ 왕비사당(대덕읍) ▶ 천관산 탑산사(대덕읍)

숙박시설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061)
객실수

계 한실수 양실수

가든장여관 장흥읍 863-7007 19 12 7

궁무인텔 장흥읍 864-6633 17 10 7

그랜드파크모텔 장흥읍 863-0042 30 5 25

금일장여관 회진면 867-5688 8 6 2

금호장여관 장흥읍 863-4409 10 8 2

다모아모텔 회진면 867-5000 7 - 7

대성여인숙 관산읍 867-2177 7 7 -

동방장 관산읍 867-6005 7 3 4

둘레길펜션텔 장흥읍 863-5897 15 - 15

로얄여관 관산읍 867-3336 17 9 8

리버스모텔 장흥읍 864-9200 30 4 26

모텔시골선비 관산읍 867-6684 9 6 3

목련장 장흥읍 862-7270 13 7 6

물모텔 장흥읍 864-0014 24 6 18

바다펜션모텔 회진면 867-7979 7 2 5

솔무인텔 장흥읍 864-1300 18 - 18

수문리조트 안양면 862-7000 16 2 14

스위스 장흥읍 864-3111 27 10 17

스파리조트 안단테 호텔 안양면 862-2100 26 11 15

아이비모텔 장흥읍 863-7799 29 3 26

에스모텔 장흥읍 862-8336 26 10 16

원모텔 사우나 장흥읍 863-5566 14 2 12

정남진 골프리조트 관광호텔(주) 장평면 860-9004 30 - 30

정남진리조트&펜션 부산면 864-5777 19 15 4

정남진휴랜드관광농원 대덕읍 867-8989 11 - 11

진송관광호텔 장흥읍 864-7775 41 7 34

천관모텔 관산읍 867-8860 28 4 24

크라운호텔 장흥읍 863-0777 42 3 39

태화장여관 장흥읍 863-2738 13 10 3

피아노 모텔 장흥읍 864-8800 36 2 34

해진모텔 회진면 867-3360 9 6 3

호텔안 장흥읍 860-2900 44 - 44

휘게텔 회진면 867-1500 17 7 10

정남진 장흥 관광안내도

Tourist Map of
JANGHE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