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가야 봉수표지석

치재

장수미술관

자연이 주는 휴식~
Healing의 시작!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곳!

주요기관 전화번호
장수군청대표전화

350-2114

장수군의회

350-2951~5 장수읍사무소

장수경찰서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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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면사무소

351-3403

무진장 소방서

350-6211

번암면사무소

353-2303

장수교육지원청

350-5245

장계면사무소

351-1165

장수우체국

351-5503

천천면사무소

352-1173

장수문화원

351-5349

계남면사무소

352-0906

한국농어촌공사무진장지사 350-7000
351-3002

계북면사무소

352-1104

장수군보건의료원

351-8000

장수시외버스터미널

351-8889

장수군등기소

351-4385

장계시외버스터미널

352-1514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351-2111~3

목재문화체험장

침령산성

장수로 오세요!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통역안내원 예약문의

서구
이재

•논개사당 : 063)350-2348
(문화관광해설사 3, 외국어통역안내원1)
•논개생가 : 063)350-2348
(문화관광해설사 2, 외국어통역안내원1)
•장수향교 : 063)350-2348
(문화관광해설사 2)
※ 해설가능시간 : 10:00~17:00, 일주일전 사전예약 요망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63)350-2347

1,114m

삿갓봉

2018년 12월

장수한누리전당
(시설관리사업소)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
전통을 뿌리삼아 새로움을 창조하는 곳!
논개고을 푸른장수에 오시면
자연과 더욱 가까워 집니다.

장수 제일의 명소 100% 즐기기
C4

E3

E4

C4

C4

E3 Lets run FARM장수

위치: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
문의: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사과시험장) 063)351-1344
프로그램 : 사과꽃 솎기, 열매솎기, 가지치기, 사과수확행사
홈페이지 : http://www.myapple.go.kr
(장수사과시험장 사이버팜)

D3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도깨비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
는 체험의 장소로 구성하엿다. 어린이들에게는 무섭고 어두
운 도깨비가 아닌 즐겁고 재미있는 친구 같은 도깨비를 알아
가는 시간을, 어른들에게는 옛이야기를 떠올리며 어린시절
을 회상해 볼 수 있는 추억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도깨비
이야기로 가득한 장수도깨비 전시관을 방문하여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홈페이지 예약 : http://www.jangsuhuyang.kr/NuriPark

D4

D6

위치 :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764-5
문의 : 063)350-3700
운영 : 매주 수요일 ~ 일요일 오전 9시 ~오후 5시
프로그램 : 승마체험, 목장견학, 미니호스 먹이주기 체험장,
씨수말교배관람 등
홈페이지 : http://krafarm.kra.co.kr/

관리사무소(관리동) 352-5486

C4

D3 장수미술관

350-1636
063)350-1637

C4
Lets Run FARM장수는 해발 400m 이상인 고원지역에 위치한 내
륙 최대 경주마 생산 육성기지로서 천연의 목가적 풍경과 다양
한 말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최고의 힐링쉼터를 제공하고 있
다. 주요시설은 실내마장, 야외마장, 말수영장, 훈련주로, 씨수말
마사, 동물병원 등이 있으며, 최대 275두의 말을 수용할 수 있다.

장수사과시험장에서는 매년 초 사과나무를 분양하여 1년간
분양받은 사과나무의 생육과정과 사과에 대한 정보를 사이
버 공간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사과수확체험 뿐 아니라 생육
과정동안 사과꽃솎기, 가지치기 등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C6

장수군 승마레저 파크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

B5

장안문화예술촌 내에 자리 잡은 장수미술관은 국내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예, 비즈공예 등 다양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위치 : 장수군 계남면 장안산로 317 (장안문화예술촌 앞)
문의 : 063)351-3383, 010-4526-3383
홈페이지 : http://www.jsmuseum.kr

063)350-1612, 장수군청 축산과 350-2437

C3

위치 :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문의 : 063)352-2143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추석당일

D3

C5 목재문화체험장
이곳은 작가와 같이하는 예술체험활동, 농촌과 함께하는 문
화활동, 참다운 우리문화를 위한 창작활동, 우리문화의 세계
화를 위한 정신활동에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주요활동
은 작가의 창작활동을 기본으로 지역민을 위한 “먹빛찾기 행
사”, 도시와 농촌문화를 연결하는 “도농교류학습”을 실시하
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학습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봉화산철쭉군락지

063)352-0330, 장수군청 축산과 350-2437

방화동 가족휴가촌/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목재문화체
험장은, 목재로 된 건물 내에 목재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전시시설과 체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곤충메달, 독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다.

C3

위치 :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778 방화동 가족휴가촌내)
문의 : 063)353-0855
운영 : 3월~11월

위치 : 장수군 계남면 장안산로 315-5(옛 장안초교)
문의 : 063)352-4560
프로그램 : 목공예, 도예, 천연염색, 문방사우, 한국화, 한지공예

관리사무소(관리동) 352-5486, 장수군청 축산과 350-2437

문의 : 시설관리사업소 063)350-2881
문의 : 장수군청 산림과 063)350-2447

063)350-2472

C5

E1

체험 및 금강발원지 문의 : 063)353-7002장수군청 환경위생과 063)350-2550, 2549

장수문화재 를

C4

장수에서만 만날 수 있는 축제여행

한눈에

즐거운 체험마을 속으로~

LET’S GO!

2018년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육성 축제
063)350-1639

C3

C3

문의 : 장수군청 산림과 063)350-2472

B3

# 축제장 전경

C5

야경~
# 축제

# 불꽃놀이

#사과랑
한컷!
# 장수한우
마당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63)350-2326

B7

C5 천주교 수분공소(등록문화재 제189호)
장수성당 천주교 수분공소는 병인박해(1866년)
이후 외지에서 피난온 천주교 신자들의 교우촌이
형성된 수분리에서 신앙 중심지 역할을 한 곳으로
1920년대 한옥 성당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
고 있다. 건물보존상태가 좋아 교인은 물론, 근대
건축물을 공부하는 이들도 많이 찾는다.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63)350-2326
063)353-1404, 350-2477

광성여관
귀빈모텔
덕산장모텔
명성여관
모텔승마
하얏트모텔
황토방모텔
제이모텔

솔바람 민박

# 얼굴보다 큰 사과! # 미모
대한민국 최초로 RED 컬러를 테마로 한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한우랑사과랑 주제관, 적과의 동침,
장수한우마당, 곤포아트전 등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로 축제방문객들에게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즐거운 일탈의 시간을 제공할 것 입니다.

도깨비권역마을
계남면 장안산로 234-8 / 010-9439-1836
농장수확체험, 물놀이 체험

063)353-0855

장수읍 장천로 165
장계면 장계 1길 18-3
장수읍 보훈길 17
장계면 한들 3길 9
계남면 장무로 171-28

12
20
21
9
24

063-351-2317
063-351-0031
063-351-8881
063-351-0156
063-353-8585

장계면 장계천변길 41
장수읍 군청길 12-1
장수읍 백장로 2165-1

25
20
25

063-351-1501
063-351-0500
063-353-9227

장수읍 용계리 비행로 1373

위치 : 장수군 장수읍 뜬봉샘길 51-3(수분리)
문의 : 천주교 장수성당 063-351-2264

•축제기간 : 2019년 9월 중
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장소 :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장수
과 350-2355
•문의 :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
회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
놀이,
깃절
,
의 동침
•프로그램 : 장수한우마당, 적과
프로그램
전국한우곤포나르기대회 등 64개
al.com
•홈페이지 : www.jangsufestiv

장수가야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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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장수, 백두대간을 넘어 유일하게 철과 봉수로 가야를 남기다.
제철

봉수

산성

010-9087-4081

010-6231-8439

가야는 장수지역에 45개소에 240기의 왕릉급 무덤을 남겼다. 무덤 백두대간이 선물한 자원을 바탕으로 장수지역 주요골짜기 마다 60 전북동부지역과 일부 금산군지역에 88개소(장수21개소)의 고대봉 장수를 대표하는 산성은 침령산성과 합미성인데 두지역 다 같은 양
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문헌상 가야소국인 반파가 운영한 봉수 상을 보이고 있으며 발굴조사에서 가야토기가 확인됨에 따라 가야
안에서 가야를 알리는 다양한 토기와, 말에사용된 마구류, 철기류 여개소에 달하는 철 생산유적을 조성하였다.
유적으로 많은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부터 후백제까지도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등이 다채롭게 확인되었다.

장수산촌마을펜션

계남면 지소골길 18-6

010-9087-4081

벽송갈비
청산
진품장
청포식당
백호

장수읍 장천로 226
장수읍 노하 1길 2
천천면 춘송길 19
계북면 장무로 965-1
장제면 백화로 8

063-351-7533
063-351-5520
063-352-0068
063-352-1318
063-351-1121

특징 : 장수가야의 무덤 조성에 있어 가야양식을 받아들이면서도 특징 : 철의왕국, 철의제국이라 불리는 가야는 철생산지를 찾지 못 특징 : 봉수는 변방의 소식을 중앙으로 알리는 통신수단으로 봉수 특징 : 현재 남아있는 성 내 유적들은 후백제의 국력을 담아 조성
지역적 전통 무덤 축조방식과 조화를 이루며 조성하였다.
문의 : 1599-8732 / 063-350-2356

장수몰

해 한계를 드러냈지만 장수지역에서 확인된 철생산 유적이
그 답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 집결지가 장수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장수에는 가야의
소국이 자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집수정은 전국어디에서 볼 수 없는
시설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