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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창한 숲이 내어준 그늘 아래 느린 휴식,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에서의 낭만놀이,  

깨끗한 폭포와 계곡에서 지친 감각 깨우기, 

시원한 풍경을 배경으로 남기는 인생사진,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다양한 액티비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곳  

여름，

경주입니다

여름에도 경주인 이유 5

Theme1.

해변
푸른 파도 넘실거리는 경주의 해변으로 가보자. 해안도로 드라이

브, 물놀이, 캠핑, 해양레포츠, 식도락체험 등 하루 해가 짧다.    

오류고아라해변, 전촌솔밭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Theme2. 

여름
포토스팟

경주에만 있는 등대, 바람 부는 산의 거대한 풍력발전기, 연꽃들의 

향연, 숲과 나룻배까지 경주의 여름에서 인생사진을 남겨보자.

송대말등대, 경주풍력발전단지, 동궁과월지 연꽃단지, 

금장대 생태숲길

Theme3. 

숲과
길

경주의 숲과 길에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이야기가 있다. 바다와 

숲, 나무, 꽃, 마을과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주상절리파도소리길, 감포깍지길, 건천 편백나무숲내음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Theme5. 

워터파크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경

주의 워터파크로 떠나자.   

블루원 워터파크, 캘리포니아 비치, 소노벨 경주 오션플레이, 

뽀로로 아쿠아빌리지 

Theme4. 

계곡과
폭포

경주의 여름엔 시원한 계곡과 폭포도 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물놀이와 피크닉, 캠핑도 하며 여름 더위를 함께 잊어보자.   

산내 동창천 & 청룡폭포, 옥산서원 세심대, 용연폭포



경주 양남 주상절리 

해변

여름 포토스팟

숲과 길

계곡과 폭포

워터파크

경주 여름 20

Theme1. 

해변
Theme5. 

워터파크 
Theme2. 

여름 포토스팟

오류고아라해변

카라반캠핑이 가능한 

캠핑장이 있다. 해양레

포츠 체험도 가능.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277-8

전촌솔밭해변

송림이 멋스러운 해변

으로 항구와 가까워 식

도락여행하기 좋다.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002-3

나정고운모래해변

접근성이 좋아 최근 노

지캠핑과 차박캠핑의 

성지로 떠올랐다.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915

봉길대왕암해변

신라 문무왕의 수중릉

이 있는 곳이다. 감은사

지, 이견대와도 가깝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6

관성솔밭해변

송림과 어우러진 해안

풍경이 아름답고 물 맑

은 해변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양남면  

양남로 68-24

블루원 워터파크 

2.6m 높이 파도풀이 인기인 대규모 워터파크.   

   경주시 보불로 391

캘리포니아비치 

차별화 된 테마시설과 각종 물놀이 어트랙션을 보유. 

   경주시 보문로 544

소노벨 경주 오션플레이 

웰빙스파, 파도풀 시설을 갖춘 사계절 워터파크.      

   경주시 보문로 402-12

뽀로로 아쿠아빌리지 

뽀로로를 테마로 한 온천수 활용 물놀이 테마시설.  

   경주시 보문로 182-27

송대말등대

경주 일출명소 중 하나

로 감은사지 석탑을 본 

뜬 등대가 이색적이다. 

   경주시 감포읍  

척사길 18-94

경주풍력발전단지

산 능선을 따라 7기의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

으며 일몰이 아름답다.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056-185

동궁과월지 연꽃단지

동궁과월지 인근의 연

꽃단지로 한 여름 근사

한 풍경을 선사한다. 

   경주시 양지길 35-1 

금장대 생태숲길

멋진 전망을 가진 금장

대 초입에 나룻배 한 척

이 놓여 그림이 되었다.   

   경주시 석장동  

산 38-9

Theme4. 

계곡과 폭포

산내 동창천&청룡폭포 

맑고 시원한 물, 넓은 

둔치공간, 인공폭포가 

여름 폭염을 쫓아 준다.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1782-1

옥산서원 세심대 

옥산서원 입구의 너럭

바위 계곡으로 여름에 

인기 피서지가 된다.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용연폭포

기림사 뒤 함월산 기슭

에 있는 폭포이다. 경주

의 비경이라 불린다.   

   경주시 양북면  

기림로 437-4

Theme3. 

숲과 길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

주 양남 주상절리를 포

함한 해안산책로이다. 

   경주시 양남면  

양남항구길 14-3

감포깍지길

감포항 등 감포 전체를 

아우르는 명소를 엮은 

테마길이다.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115

건천 편백나무숲내음길

시원하게 뻗은 편백나

무 군락이 인상적인 힐

링 숲길이다. 

   경주시 송선리  

산 166-1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다양한 수목을 감상할 

수 있으며 통나무다리 

포토존이 유명하다.   

   경주시 통일로 367

관성솔밭해변

주상절리파도소리길

봉길대왕암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전촌솔밭해변

감포깍지길
용연폭포

기림사

석굴암

불국사

첨성대

양동마을

신경주역

경주 남산

감은사지

읍천항

감포항

경주풍력발전단지

건천편백나무숲내음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내 동창천&청룡폭포 

옥산서원세심대

블루원워터파크

캘리포니아비치

소노벨경주오션플레이

뽀로로아쿠아빌리지

동궁과월지

연꽃단지

금장대생태숲길

송대말등대 

오류고아라해변

감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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