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릉계곡 관광명소
명승지
2 3
무릉반석(양사언 석각) (☞등산안내도 2번

)

무릉계곡의 금란정 위쪽에서
부터 삼화사 입구에 이르는
1,500평 정도의 넓은 반석을
가리킨다. 이 반석 위에는 이
곳을 찾은 명필가와 묵객들이
새겨놓은 수많은 크고 작은
석각들이 있다.

무릉계곡 관광명소
명승지
선녀탕 (☞등산안내도

무릉계곡

&숙
무릉계곡 향토음식점
박

18 )

무릉계곡관리사무소에서 서쪽으로 2.8km지점에 위

무릉선원(武陵仙源) 중대천석(中臺泉石) 두타
동천(頭陀洞天) : 신선이 노닐던 이세상의 별
천지, 물과 동리 부둥켜서 잉태한 오묘한 대
자연에서 잠시 세속의 탐욕을 버리니 수행의
길이 열리네.

향토음식점

이곳에 하강하여 목욕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요

무릉계곡 주차장 아래 호암교 다리 밑에 보이는 양쪽
절벽 사이인데 전설에 의하면 도술에 능하고 용기있
는 고승이 있었는데 하루는 깊은 밤중에 이곳을 지나
다가 갑자기 큰 호랑이가 길을 막고 고승을 헤치려하
자 고승이 신통으로 폭이 10M나 되는 북쪽절벽 바위
에서 남쪽절벽 바위위로 뛰어넘자 그 호랑이도 뒤따
라 넘다가 고승의 발길에 차여 절벽바위 밑에 있는 소
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옥류동 (☞등산안내도

11 )

●에어건 및 신발세척장(관리사무소앞)

뒷뜰정자 ................... 534-7345
용추식당 ................... 534-9133
청옥식당 ................... 534-9198
3호식당 .................... 534-8391
옛산장 ...................... 534-9978
무릉순두부 ................ 534-8394
명옥이식당 ................ 534-9035
폭포식당 ................... 534-8393
계곡식당 ................... 534-8954
천용식당 ................... 534-9908
참나무집 ................... 535-7727

숙박업소(민박,여관)
3호식당 ...........
계곡식당 ...........
동해식당민박 ....
두타민박 ...........
뒷뜰정자 ...........
무릉도원 ...........
무릉반석 ...........
무릉일가 ...........
보리밭 ..............

용추폭포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일대는
석자암과 같이 넓은 암반에 흐르는 계곡물의 수심도
깊지 않아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다. 이처럼 물
이 옥처럼 맑다고 하여 옥류동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2개소 / (1야영장 두타광장)
(2야영장 청옥광장)
- 시설현황 : 텐트 150동 수용
식수대, 주차장
수세식 공중화장실
- 개방시간 : 24시간 (선착순 자율이용
/예약불가, 전기사용불가, 동절기 운영안함)
- 야영료 7,000원(1일)

*지역번호(033)

무릉회관 ............... 534-9990
무지계 ................... 534-9654
산울림회관 ............ 534-9660
무릉명가 ................ 534-8925
보리밭 ................... 534-7051
두타식당 ................ 534-8288
일출식당 ................ 534-7866
무릉반석 ................ 534-8382
영진회관 ................ 534-9116
무릉일가 ................ 534-9822
왕성식당 ................ 534-7047
동해식당 ................ 534-9061

◀1야영장인 두타광장과 주차장
(소나무숲 그늘이 야영장임)

●무릉계곡 야영장

청옥산

동해시 주 관광지

이 소의 좌우에 화강암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수복
이 무성하다. 수심도 깊지않아 하늘나라 선녀들이

두타산
동해시 삼화동과 삼척시의 하장면 및 미
로면의 분기점이 되는 산으로서, 해발
1352.7m이며 동경 129도 1분 북위 37도
26분에 위치한다.
백두대간의 줄기에 자리잡은 산으로서
동서간의 분수령을 이루며 산이 깊고 험
준하여 식물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여
러 가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명승지

※네비주소 : 삼화동 859-1(무릉로 538)

치하고 있으며 쌍폭포에서 동쪽으로 100M지점이며

1
호암소 (☞등산안내도 1번)

봉래 양사언이 강릉부사 재직기간에 썼다는
암각서로서 동해시에서 오랜 세파에 글자가
희미해지고 마모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보
존하기 위해 모형 석각을 제작함.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무릉계곡

명승지

(3)
(3)
(3)
(5)
(3)
(3)
(3)
(3)
(3)

534-8391
534-8954
534-9061
534-8288
534-7345
534-9672
534-8382
534-9822
534-7051

*지역번호(033)

산울림회관 ......... (6) 534-9660
영진민박 ............ (6) 534-9116
왕성식당 ............ (3) 534-7047
용추폭포식당 ....... (3) 534-8393
천용식당 ............. (3) 534-9908
청옥식당 ............. (3) 534-9198
무릉프라자 .......... (47) 534-8855
청옥산장 ............. (34) 534-8866

편의점ㆍ기념품
작은슈퍼
무릉도원
일월슈퍼
금란마트

1 추암(촛대바위)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화면으
로 유명한 이곳은 주변의 각종
기암괴석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촛대바위가 보
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
게 하고 있으며 특히 아침 해
돋이가 장관을 이루는 해상선
경이다.

2 망상해변
얕은 수심, 청정해수,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등 동해안 제
1의 망상해수욕장은 매년 600~700만명의 피서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최신식 시설의 1등급 관광호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
숙박 및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사계절 관광지라 할 수 있다.

3 천곡천연동굴(자연체험학습공원)
1991년 6월 24일 처음 발견된 천
곡천연동굴은 국내에서는 유일
하게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
으며 높이 10m, 연장 1.6km 규모
의 천연 석회석 동굴로서 생성시
기는 약 4~5억년 전으로 추정된
다. 동굴내에서는 국내에서도 으뜸
인 천정용식구, 석순과 석주 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학술, 관광개발 가치가 높고 동굴외부에도 자연체험학습공원
이 있어 수학여행지로도 좋은 곳이다.

*지역번호(033)

..................................................................................
..................................................................................
..................................................................................
..................................................................................

534-9879
534-9672
534-9184
534-9844

4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국내 최초로 조성된 자동차전용 캠프장으로 울창한 송
림과 깨끗한 백사장, 맑은 비취빛 푸른바다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레저공간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02년 제64회 FICC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2002. 5.
16~5. 27)가 열린 곳이다.

2야영장인
청옥광장 풍경▶

●등산후 피로회복을 위한 실개울(관리사무소앞)

5 북평5일장

두타산 서쪽의 산으로 해발 1403.7M이며
청옥산과 두타산을 연결하는 산맥을 햇대등
이라하여 한폭의 병풍과 같다. 이 산에는
청옥과 약초가 많다고 하여 이름을 붙였음.

주말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신선의 놀이터 무릉계곡
'1박 2일'에서 폭포특집으로 이승기가 찾아가 관심을 끌었던 곳이 바로 강원도 동해의
무릉계곡이다. 잠 못 이루는 여름밤의 열기를 용추폭포와 쌍폭포로 시원하게 식혀주던
장면들은 무릉계곡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 등산화 및 의류 등의 먼지제거

- 1급수의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물을
이용, 등산으로 지친 발의 피로회복

북평장터는 인근의 장터와는 달리 나날이 번창하고 있
는 영동 최대의 전통5일장이다. 북평동 일대 4,000여평
의 규모로 매월 3일, 13일, 18일, 23일, 28일 5일간격으
로 운영중이다. 메밀묵, 선지국, 소머리국밥, 손칼국수,
보리밥, 감자전등 다양한 먹거리도 구경할 수 있다.

명/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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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계곡 관광명소
명승지

무릉계곡 명승지 등산안내도

찾아오시는 길

용추폭포 (☞등산안내도 20 )

동해휴게소

청옥산에서부터 갈미봉에 이르는 능선 밑에서
발원하여 바른골로 흘러내린 물이 떨어지는
폭포다. 폭포는 상,중,하 셋으로 된 3단 폭포
로서, 하탕폭포 밑은 둘레가 약 30미터나 되는
깊은 소이다.

5
(☞등산안내도 5번)

N

망상오토캠핑리조트

H

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동해보양온천

망상해변
노봉해변

망상진입로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약천문화마을

TC 노봉삼거리

IC
망상

대진해변

망상
7

고현성지

강릉시

고속도로
동해

삼화사

무릉계곡 관광명소
명승지

망상동

S

어달해변

어달산 봉수대

꿈의궁전호텔
H 동해비치호텔

H

IC

횟집명소거리
대게타운

묵호동

까막바위

쌍폭포 (☞등산안내도 1919 )

동호동

형제봉

묵호등대

동해향교

매봉산

두타산에서 청옥산에 이르는 능선 밑에서 발
원하여 통수골과 박달골을 거쳐 흘러내린 물
과 청옥산에서부터 고적대에 이르는 능선 밑
에서 발원하여 바른 골로 흘러내린 물이 사원
터를 지나 합치는 곳에 있는 폭포이다.

농업기술센터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묵호역

발한동

청소년수련관
동해종합버스터미널
동해터널
산재의료관리원동해병원

부곡동

초록봉

의료법인동해동인병원
뉴동해관광호텔 H
동해힐던관광호텔
H
동해시청

천곡동
42

IC TC

동해동해

템플스테이

학소대 (☞등산안내도 99

천곡천연동굴
7

삼화동

효가사거리

42

용산서원

무릉반석

삼화사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관음사
호암소
베틀바위
학소대 금란정

27

용추폭포
신선봉

쌍폭포

청옥산

태백선:제천→서울·부산행
영동선:영주→부산·서울행

태백 · 제천
석탄박물관,용연동굴

망상 종합관광안내소

1945년 서생계원과 자손들이 선인의
뜻을 받들어 처음 북평동 단봉 석경
지의 계남 심지황 생가 근처에 건립
한 정자로 1958년 무릉계곡으로 이
전했다.

신선바위

(☞등산안내도 27 )

신선바위(神仙岩)란 옛날 아름다운 무릉계곡의 경치
를 구경하기 위해 신선이 앉았던 자리로 천기가 흐르
는 신성한 장소로 불리게 되었으며, 또한 이 곳 엉덩
이 모양의 장소는 인근의 남근바위와 함께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자식을 점지해주는 소원명당으
로 유명하다.

망상해수욕장 바다민원실

1 다양한 관광코스
제1코스
제2코스
제3코스
제4코스

관리사무소→삼화사→학소대→관음폭포→옥류동(왕복 50분)
관리사무소→옥류동→선녀탕→쌍폭포→용추폭포(왕복 1시간30분)
관리사무소→옥류동→두타산성입구→두타산성(왕복 1시간30분)
관리사무소→삼화사→관음암입구→관음암(왕복 1시간30분)

2 건강 순환코스
제5코스

관리사무소→옥류동→용추폭포→하늘문→관음암→관리사무소
(순환 2시간)

3 등산코스
제 7 코스 관리사무소→두타산성→두타산→박달령→관리사무소(순환 8시간)
제 8 코스 관리사무소→문간재→학등→청옥산→연칠성령→사원터→
관리사무소(순환 8시간)
제 9 코스 관리사무소→두타산성→두타산→관리사무소(순환 7시간)
제10코스 관리사무소→문간재→학등→청옥산→관리사무소(순환 7시간)
제11코스 관리사무소→두타산성→두타산→청옥산→연칠성령→사원터→
관리사무소(순환 9시간)

4 산악마라톤코스
15km코스 관리사무소→두타산성 입구→두타산 정상→박달령 입구→관리사무소

제6코스

관리사무소→관음암→하늘문→신선봉→용추폭포→관리사무소
(순환 2시간30분)

20km코스 관리사무소→두타산성 입구→두타산 정상→청옥산 정상→고적대 정상
→고적대 삼거리→사원터→문간재→관리사무소

삼척·부산
죽서루,환선굴

바다열차

삼척시
*지역번호(033)

관광안내

8
(☞등산안내도 8번)

두타산 삼화사에서 서쪽 1.4km양지바른 학소대
골 상류지점에 두타산성과 마주 대하고 있으며,
허목 삼척부사도 언급한 바처럼 지조암이라 불렀
으며 전설에는 산쥐들이 길을 인도하여 암자를
창건하였다 하여 쥐조암이라고도 한다.

추암해변

두타산

(명승 37호)

삼화사 철조 노사나불좌상
(보물 제1292호)

관음암

추암진입로

38

(☞등산안내도 10 )

서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 폭포
로 수량이 풍부하지 않아 비가 온 다음날 관람
하는 것이 좋다.

4
(☞등산안내도 4번)

추암촛대바위
추암조각공원

7

쉰음산

두타산성

추암관광안내소

금란정

IC

화력발전소

해암정

북평동

박달폭포
고적대

100m 높이의 관음폭포는 겹겹이 화강암층에

삼화사 삼층석탑
(보물 제1277호)

호해정·할미바위

송정동

이도사거리

산성폭포

한국의 유서 깊은 사찰
에서 수행자의 일상생
활을 체험하며, 심신을
맑게 하는 사찰문화체
험 프로그램이다.

DBS크루즈훼리

동해역

만경대
북평민속5일장

무릉계곡 관리사무소에서 서쪽방향으로1Km지
점에 있는 폭포로서 삼화사를 지나 관음암으로
가는 길목의 초입에 있는 깎아 세운듯한 바위가
학소대고 학소대를 배경으로 겹겹의 화강암 암
반위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학소폭포다.

관음폭포

동해항

북삼동

한중대학교

)

감추사

H
H
대주호텔
감추해변
코스모스호텔

종합경기장

청정신흥마을

한섬해변

이스턴관광호텔
H

65

달방댐

유서깊은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11년(642)에 자장율사가 두타산에 이르
러 '흑연대'를 창건한것을 시초로 범일국사가 '삼공암'이라는 암자를 세우고
고려 태조때 '삼화사'라 개칭한 것으로 무릉계곡 입구에 위치 하고 있다.

동해

묵호항

7

Tourist Information
532-5963
530-2905
521-5396
530-2869
532-0883
530-2867
573-5474

천곡천연동굴 관리사무소 532-7303
무릉계곡 관광안내소
534-9323
530-2870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534-7306
동해고래화석박물관
534-8660
망상오토캠핑리조트
534-3110

교통안내

Transportation

버 스

서울(강남·동서울) ▶ 강릉 ▶ 동해
(영동·동해고속도로 이용 3시간 소요)

기 차

서울(청량리) 태백선 경유(5시간30분)
부산 ▶ 대구 ▶ 영주 ▶ 동해(8시간)

시내버스

12-2,12-3,12-4,12-6
총26회 운행 배차시간 20분

승용차

영동·동해고속도로 및 7, 38, 42번국도이용

동해종합버스터미널
(033)531-3400
문의전화
1544-7788
강원여객 : 534-6628
동해상사 : 534-6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