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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룡포 Hoeryongpo

▲ 금당실 전통마을 
    Geumdangsil Traditional Village

▲ 용문사 Yongmun Temple

▲ 석송령 Seoksongnyeong (Tree)

▲ 삼강주막 Samgang Jumak/Tavern

▲ 초간정 Chogan Pavilion

▲ 예천곤충생태원[곤충연구소]

▲ 선몽대 Seonmong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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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안내 / Tour Guide 회룡포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장안사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 54 / 예천군 용궁면 회룡대길 168)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054) 650-6395
   장안사 054) 655-1404

위치

안내

회룡포 Hoeryongpo  回龙浦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물돌이 마을 회룡포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350도 휘돌아 나가는 육지속의 섬마을로서, 예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으로 
주변에 장안사, 황목근, 용궁향교, 원산성, 용궁순대, 토끼간빵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하다.  
또, 회룡포에서 삼강주막까지의 강변길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걷기 좋은 「우리마을 녹색길 
명품 베스트 10」에 선정된 자연친화적 녹색길이 있다.

Hoeryongpo, the Korea’s most spectacular scenic village, where Naeseoncheon, 
a tributary of Nakdong River, takes a 350 degree turn, making the village into an 
island within a landmass, attracts the largest number of tourists in Yecheon County 
and there are a variety of scenic and eating places near Hoeryonpo, such as 
Jangansa, Hwangmokgeun, Yonggung Hyanggyo, Wonsanseong, Yonggung 
Sundae, Ttokkiganbbang(Rabbit Liver Bread) an island village within the Korea 
landmass with the best scenary in Korea. In addition, the riverside road between 
Hoeryonpo and Samgangjumak is an eco-friendly road, chosen as one of the top 
ten roads for its eco-friendliness and walking in Korea, namely “The Top 10 Most 
Eco-friendly Roads in Villages” b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此外，从回龙浦到三江酒家的河边路是自然友好绿色小路，被安全行政部指定为在韩国最适宜
走路的「10佳乡村精品绿色小路」。在韩国具有最美景色的村庄——回龙埔四面被河水围绕，是
洛东江的支流乃城川350度围绕村庄而流的陆地里的岛村。回龙埔是在醴泉郡来访的游客最多
的地方，周围有长安寺、黄木根、龙宫乡校、圆山城和龙宫米肠、兔肝饼等多样的景点和美食。

회룡포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장안사 (예천군 용궁면 회룡대길 168)

회룡포 : 054) 650-6902
장안사 : 054) 655-1404

위치

안내

1景

I 삐걱삐걱 재미난 뿅뿅다리 I

I 회룡포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I

여행안내 / Tour Guide



여행안내 / Tour Guide 회룡포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장안사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 54 / 예천군 용궁면 회룡대길 168)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054) 650-6395
   장안사 054) 655-1404

위치

안내

삼강주막 Samgang Jumak/Tavern  三江酒家

낙동강 700리에 마지막 남은 주막인 삼강주막은 1900년경에 지어진 주막으로 규모는 
작지만 그 기능에 충실한 집약적 평면구성의 특징을 가져 건축역사 자료(경상북도 민속
자료 제134호)로서 희소가치가 크다. 또, 주막의 부엌에는 글자를 모르는 주모 할머니가 
막걸리 주전자의 숫자를 벽면에 칼끝으로 금을 그어 표시한 외상 장부가 눈에 뛴다. 

Samgang Jumak is the last remaining traditional tavern along the 700-ri Nakdong 
River, built around 1900. Despite its small size, the tavern boasts an efficient and 
functionally well thought out design, making it highly valuable as a rare resource 
in architectural history (Gyeongsangbuk-do Folk Material No. 134). In addition, a 
noticeable feature in the kitchen of the tavern is the bar tabs on the wall marked 
by illiterate barmaids using a knife to indicate the number of Makgeolli kettles the 
customers have consumed or owed. 

而且，在灶房里留有不识字的年老女主人用刀在墙面上把酒壶数刻成线的赊
账账簿。 三江酒家是在700里洛东江流域留存下来的最后一个传统酒家，建于
1900年左右。三江酒家规模虽小，但具有忠实于其功能的集中式平面结构特点，
作为建筑历史资料(庆尚北道民俗资料第34号)具有很大的稀有价值。

2景

I 삼강주막 들돌 I

I 삼강주막 공연 I

여행안내 / Tour Guide

위치  

안내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길 27

삼강주막 : 054) 655-3035



I [금당실 송림] 천연기념물 제469호 I

3景

여행안내 / Tour Guide 회룡포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장안사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 54 / 예천군 용궁면 회룡대길 168)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054) 650-6395
   장안사 054) 655-1404

위치

안내
여행안내 / Tour Guide

위치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마을         안내  054) 654-2222 

홈페이지  geumdangsil.invil.org

금당실 전통마을과 송림
Geumdangshil Traditional Village and Songrim (Pine Forest)  金塘室传统村庄和松林

조선시대 전통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금당실 마을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도 안심할 수 있는 
땅으로 조선 태조가 도읍지로 정하려 했던 십승지 중에 하나이다.  이 곳은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과 
금곡서원, 추원재 및 사당 (민속자료 제82호), 반송재 고택(문화재자료 제262호), 사괴당 고택(문화재 
자료 제337호)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99칸 저택터가 남아 있으며, 마을 안길은 아름다운 돌담길로 
되어 있고, 천연기념물 469호인 송림은 더위를 식혀주는 그늘 숲 역할을 하고 있다.

The village, located at a site long considered to be a safe haven from war and 
natural disasters and also considered by King Taejo, who founded the Joseon 
Dynasty, as one of the 10 potential sites for the new capital, retains the looks of 
a traditional Korean village. The village is dispersed with diverse traces of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Dolmens from the Bronze Age, Geumgok Seowon, 
Chuwonjae and its shrines (Folklore Material No. 82), the old house of Bansongjae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262) and the old house of Sagoedang (Cultural 
Property Material No. 337).  Beautiful stone fences are used as the demarcations 
inside the village and the Songnim or the Pine Forest, which is designated as the 
Natural Monument No. 469, cools the heat and acts as a shade to the Village. 

金塘室传统村庄原封不动地保持朝鲜时期传统房屋的面貌，是朝鲜太祖想要定为首都
的在战争或天灾中也能保平安的‘十胜之地’之一。金塘室传统村庄散落着青铜器时代
的支石墓和金谷书院、追远斋及祠堂(民俗资料第82号)、伴松斋故宅(文化遗产资料第
262号)、四块堂故宅(文化遗产资料第337号)等文化遗产，留有99间大宅遗址。村里的小
路是美丽的石墙路，被指为天然纪念物第469号的松林起到消除酷暑的树荫作用。



초간정 및 원림
Choganjeong (Chogan Pavilion) and Wollim  草涧亭及园林

조선 선조15년(1582)에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을 저술한 초간 
권문해 선생이 세우고 심신을 수양하던 곳이다. 지금의 건물은 초간의 현손이 1870년 
중창한 것으로, 암반위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초간정은 송림과 한데 어울러져 선비들의 
무위자연사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The pavilion was built by Kwon Mun-hae, who authored “Daedongunbugunok” 
in the fifteenth year (1582)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the Joseon Dynasty, 
the nations first encyclopedia, to develop himself,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Exquisitely standing on a loft bedrock commanding the pine forest circling it and 
rebuilt by his descendants in 1870, the visitors can get a glimpse of the philosophy 
of “Being one with the Nature or Let the Nature Take Its Course” practiced by the 
scholars of the period.

草涧亭是朝鲜宣祖15年(1582年)由撰写韩国最早的百科辞典「大东韵府群玉」的
草涧权文海先生建立并修养身心的地方，现在的建筑由草涧的玄孙于1870年重
建。位于岩石上的草涧亭与松林融合在一起，可以隐约见到古代书生们的自然无
为思想。

I 초간정 원림 I

4景

여행안내 / Tour Guide 회룡포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장안사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 54 / 예천군 용궁면 회룡대길 168)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054) 650-6395
   장안사 054) 655-1404

위치

안내
여행안내 / Tour Guide

위치  

안내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

054) 655-9233



용문사 Yongmun Temple  龙门寺

소백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10년(870)에   
이 고장 출신 두운선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윤장대를 비롯하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도 
11점을 소장한 문화유산의 보고로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좋은 교육의 장소이다.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모형 윤장대를 직접 
돌려 볼 수 있다. 용문사에는 사찰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Nestled at the foot of Sobaeksan, the temple was founded by Du-un Seonsa, a 
Buddhist monk and also happened to be from this area, in the 1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yeongmun of the Hillas Dynasty (870). There are eleven cultural 
assets at the Temple, including Yunjangdae,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the 
Treasure, making the Temple an ideal place for visitors to understand and learn 
the Buddhist culture. At Seongbo Museum, numerous altar portraits of Buddha 
and Buddha statues are displayed, as well as a replica of Yunjangdae that the 
visitors can rotate. Yongmunsa operates a temple stay program that will allow the 
participants thereto to experience the temple culture.  

位于小白山山脚的龙门寺是具有千年历史的古寺，在新罗景文王10年(870年)由杜云
禅师创建。龙门寺藏有轮藏台等11件被指定为宝物的文化遗产，是能够了解和研究佛
教文化的很好的文化教育场所。 在龙门寺圣宝博物馆内展有帧画、影帧和佛像等很
多遗物，还可以亲手旋转模型轮藏台。龙门寺运营可以体验寺院文化的寺院寄宿。

5景

I [윤장대] 보물 제684호 I

I [대장전] 보물 제145호 I

I [대장전목불좌상 및 목각탱] 보물 제989호 I

여행안내 / Tour Guide 회룡포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장안사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 54 / 예천군 용궁면 회룡대길 168)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054) 650-6395
   장안사 054) 655-1404

위치

안내
여행안내 / Tour Guide

위치  

안내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054) 655-1011



예천곤충생태원 
Yecheon Insect Eco-Park 醴泉昆虫生态公园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곤충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단순히 눈으로 보는 박물관이 
아니라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꾸며 놓은 생태체험관이다.‘예천곤충바이오
엑스포’를 개최해서 2007년도에 62만명, 2012년도에 85만명을 유치해 전국적인 곤충
생태체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Visitors to the Park can see a wide variety of bugs and insects collected from both 
Korea and overseas, and the Park is an Eco-experiencing Park, where, instead 
of just observing the bugs and insects collected thereat, visitors can also touch 
them. Yecheon Insect Bio Expo attracted 620,000 visitors in 2007 and the same 
figure jumped to 850,000 in 2012, making the Park “The Place” for Insect Eco 
Experiencing in Korea.

醴泉昆虫生态园是既可以看到韩国和外国的昆虫，又可以亲手触摸昆虫的生态
体验馆。醴泉昆虫生态园在2007年和2012年举办‘醴泉昆虫生物博览会’，分别
吸引了62万和85多名游客，成为全国闻名的昆虫生态体验场所。

6景

I 곤충역사관 I

I 나비관찰원 I

여행안내 / Tour Guide 회룡포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장안사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 54 / 예천군 용궁면 회룡대길 168)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054) 650-6395
   장안사 054) 655-1404

위치

안내
여행안내 / Tour Guide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054) 652-5876, 650-6467~8    홈페이지  www.ycinsect.go.kr

관람시간

위    치

안    내



석송령 Seoksongnyeong (Tree) 石松灵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나무는 부귀, 장수, 상록을 상징 하는 600년이 
넘은 반송으로 수고가 10m, 가슴높이의 줄기 둘레가 4.2m, 그늘면적 1,000㎡에 이르는 큰 
소나무이다. 1930년경에 이마을에 살던 이수목이란 사람이 영험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석
송령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기 소유의 토지를 등기해 주어 이 나무는 3,937㎡의 토지를 
가진 부자나무로 세금 납부는 물론 재산을 불려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주고 있다.

This is a pine tree, more than 600 years old, believed to symbolize the wealth, 
longevity and staying evergreen or young in mind. It has been designated as the 
Natural Monument No. 294,  and has a height of 10 meters high with a girth of 
4.2 meters and offers a shade that covers 1,000㎡. A certain person by name of 
Mr. Lee, Sumok, who lived in the 1930s in the village, is said to have named the 
tree “Seoksongnyeong” and had bestowed upon the tree the land he owned, 
registered the land in its name, making the tree a rich tree with a land ownership of 
3,937㎡, and eligible it to pay the tax, in addition to providing scholarships to local 
students from the proceeds from the land the tree owns. 

被指定为天然纪念物第294号的石松灵是树龄达600多年的象征富贵、长寿、常绿的老松树，树
高约10米、胸高位置的树干围长约4.2米，形成的树荫面积达1000㎡。 在1930年左右，住在村
庄的李秀睦把树名起为石松灵，表示有灵性的树，并把自己的土地留给了该树。因此，石松灵成
为拥有3,937㎡土地的‘富’树，不仅缴纳税款，还用自己的财产给地区的学生们送奖学金。

I 석송령 2세 I

7景

여행안내 / Tour Guide 회룡포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길)
   장안사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 54 / 예천군 용궁면 회룡대길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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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안내 / Tour Guide

위치  

안내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054) 654-7616



선몽대 Seonmongdae  仙梦台

퇴계 이황의 종손자(從孫子)로 우암 이열도가 1563년 건립 하였으며‘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노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선몽대’라 이름 지어졌다. 선몽대(仙夢臺) 대호 세

글자는 퇴계 이황의 친필이다. 선몽대 숲은 뒤편 백송리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 선조들의 풍수사상이 깃들어 있는 숲이다. 100~200년 된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방

풍림과 수구막이 역할을 해왔다.

Seonmongdae is a Korean traditional pavilion built in 1563 by Lee Yeol-do (pen 
name: Wuam), the eldest grandson of the great Confucian scholar Lee Hwang (pen 
name Toegye).  The pavilion (‘Dae’) was so named as Lee Yeol-do dreamt (‘Mong’) 
of the angels (‘Seon’) seen playing in the area.  Lee Hwang wrote the three letters 
of "Seon-Mong-Dae." The pine tree was artificially created based on the feng shui 
principles to help guard Baeksongni village, located at backside of the pavilion, 
against the evil influences. The pine tree forest, which is made up of pine trees, 
between 100 to 200 years old, also has been protecting the village from the wind 
and the water.

仙梦台由退溪李滉的侄孙遇岩李阅道于1563年建立，因‘梦中见到神仙下凡’所
以起名为‘仙梦台’，仙梦台三个字由退溪李滉亲笔题写。仙梦台的树林用于保护
后面的白松里村庄，蕴含着祖先们的风水思想。由树龄达100 ～ 200年的松树形
成的树林起到防风林和挡水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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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호명면사무소 054) 650-6607



예천곤충생태원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 용문사 → 
금당실전통마을 → 예천온천 → 예천천문우주센터 → 
예천충효테마공원 → 회룡포 → 삼강주막

1박2일
추·천
코·스

1박2일코스

예천 추천 여행코스

아 름 다 운 여 행
Beautiful Tour in YECHEON

출발!! GOGO!



회룡포 삼강주막 예천충효테마공원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예천천문우주센터

추천1일코스

충효체험

회룡포 → 삼강주막 → 예천충효테마공원 → 예천천문우주센터 

→ 예천진호국제양궁장추천1

회룡포 → 삼강주막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 용문사 → 초간정 

→ 금당실전통마을추천2

회룡포 → 삼강주막 → 예천천문우주센터 → 예천충효테마공원 

→ 석송령 → 예천온천추천3

예천곤충생태원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 예천충효테마공원 

→ 예천천문우주센터추천4

예천곤충생태원 → 용문사 → 초간정 → 금당실전통마을 
 → 예천충효테마공원추천5

효공원 → 정충사 → 도정서원 → 표절사 → 예천충효테마공원



  

업소명 주  소 객실수 전화번호

고려모텔 / Goryeo Motel 예천읍 효자로 91 22  054-654-0778

로얄장여관 / Royaljang Yeogwan/Inn 예천읍 충효로 184      19  054-654-2918

한성장여관 / Hanseongjang Yeogwan/Inn 예천읍 맛고을길 47   24  054-654-2262

파라다이스호텔 / Paradise Hotel 예천읍 효자로 114   38  054-652-1108

백년모텔 / Baengnyeon Motel 예천읍 효자로 97 16  054-652-9101

대연호텔 / Daeyeon Hotel 예천읍 한천길 9   32  054-652-0988

강변모텔 / Gangbyeon Motel 예천읍 충효로 238  23  054-655-2618

황금모텔 / Hwanggeumjang Motel 예천읍 효자로 99  27  054-655-3456

N모텔 / N Motel 예천읍 충효로 176      32  054-655-3030

예천장여관 / Yecheonjang Yeogwan/Inn 예천읍 예지로 1488 24  054-655-0505

크리스탈여관 / Crystal Yeogwan/Inn 예천읍 군청앞길 21  23  054-655-2000

모텔오케이 / Motel Okay 용궁면 경서로 1221 27  054-652-2345

메이트모텔 / Mate Motel 예천읍 땅골못길 19   14  054-654-5151

리버사이드모텔 / Riverside Motel 지보면 지풍로 1027      19  054-852-8007

성남모텔 / Seongnam Motel 예천읍 시장로 78-4      21  054-655-2417

비원장모텔 / Biwonjang Motel 예천읍 청복골마길 28-19  18  054-652-9089

금호모텔 / Geumho Motel 예천읍 충효로 284   10  054-655-6911

그랜드모텔 / Grand Motel 예천읍 봉덕로 9   29  054-652-9000

남도모텔 / Namdo Motel 예천읍 양궁장길 55   13  054-654-8333

강남모텔 / Gangnam Motel 지보면 지보로 251 15  054-655-3006

소올모텔 / So-ol Motel 예천읍 시장로 78-5   20  054-655-6776

핫모텔 / Hot Motel 개포면 경서로 1996 18  054-655-2900

지역번호(054)

업 소 명
Name/Restaurants

메뉴
Main Menu/Dish

주  소 전화번호

백수식당
Baeksu Restaurant

육회, 육회비빔밥
Raw Beef/yukhoe/tartare, Raw Beef/yukhoe/Tartare Bibimbap 예천읍 충효로 284   652-7777

동해가든 
Donghae/East Sea Garden

오리탕, 오리훈제
Duck Soup, Smoked Duck 예천읍 충효로 424-8   654-4767

산호식당
Sanho Restaurant

냉면, 수육
naengmyeon/Cold Noodle, Boiled/Cooked Meat/”suyuk” 예천읍 맛고을길 32  654-2277

황소고집
Hwangso Gojip or Stubborn Bull Restaurant

한우전문
Assorted hanu Beef Parts/Korean Beef Parts, Fresh Pork Belly/Grilled Fresh Pork Belly 예천읍 군청앞길 21-2 655-9293

예천궁
Yecheon Gung

궁중비빔밥, 황태정식
gungjung/Palace bibimbap, hwangtae Jeongsik/Set Menu based on Dried Pollack 예천읍 효자로 64-1 652-9898

오르비 Oreubi 한우전문
Assorted hanu Parts, cheonggukjang/Rich Soy Bean Paste Soup 예천읍 시장로 112-1  654-3053

참우촌식당
Chamu Chon Restaurant

한우전문
Assorted hanu/Korean Beef Parts, Beef bulgogi 예천읍 시장로 152   655-4288

제주복집
Jeju Bokjip/Jeju Puffer Fish Restaurant

복어탕, 복불고기
Puffer Fish Stew, Puffer Fish bulgogi 예천읍 맛고을길 19  652-1005

청기와 Cheonggiwa 감자탕, 보쌈-
gamjatang/Pork Bone Soup, bossam/Napa Wraps with Pork 예천읍 군청길 44  652-7754

가자한우물회
Gaja Hanu Mulhoe

한우물회, 갈비탕
Cold hanu/Korean Raw Beef Soup, galbitang/Beef Rib Soup 예천읍 충효로 390-3   652-9595

김서방숯불갈비
Gimseobang Sutbul Galbi

 한우전문
Assorted hanu/Korean Beef Parts, bulgogi 예천읍 맛고을길 34   652-0903

궁중 Gungjung 오리탕, 오리불고기
Duck Soup, Grilled Duck/Duck bulgogi. 용문면 용문경천로 1225 655-0696

 용궁순대
 Yonggung Sundae

순대국밥, 오징어불고기
sundaegukbap/Korean Blood Sausage Soup with Rice, Squid bulgogi 용궁면 용궁로 158   653-6057

 흥부네 토종한방순대
 Heungbune Tojong Hanbang Sundae

순대국밥, 순대전골 
sundaegukbap/Korean Blood Sausage Soup with rice, sundae Jeongol/
Korean Blood Sausage Casserole

용궁면 용궁로 134 653-6220

 청호한우촌
 Cheongho Hanu Chon/Village

한우전문
Assorted hanu/Korean Beef Parts, bulgogi 지보면 지보로 176-11 653-3237

 백번고기집본점
 Baekbeon Gogijip Bonjeom

한우전문
Assorted hanu/Korean Beef Parts, Raw Beef/yukhoe/Tartare bibimbap 풍양면 상풍로 1445   653-7800

 청포집
 Jeongugueldalineun Cheongpojip

청포묵정식
Cheongpomuk Set Menu 예천읍 맛고을길 30 655-0264

 양반밥상    
 Yangban Bapsang

연잎밥정식
Set menu with steamed rice wrapped in lotus leaves 예천읍 맛고을길 23 655-3800

 신라식당
 Silla Sikdang

쌈정식
Set menu with vegetable wraps and pork 예천읍 군청길 37 655-8400

 언덕숯불
 Eondeok Sutbul

한우전문
Korean-breed beef 예천읍 충효로512-5 653-2828

 권대감
 Gweondaegam

회
Sliced raw fish 예천읍 맛고을길 38 655-7982

 낙천갈비
 Nakcheon Galbi

한우전문
Korean-breed beef 예천읍 맛고을 50-3 654-3432

 우정참우식당
 Ujeong Chamusikdang

한우전문
Korean-breed beef 용궁면 용궁로 128 652-3325

 용궁단골식당 2호점
 Yonggung Dangol Restaurant 2ho

순대국밥, 오징어불고기
sundaegukbap/Korean Blood Sausage Soup with Rice, Squid bulgogi 용궁면 용궁시장길 28-15   655-4114

지역번호(054)
예천 대표 먹거리

숙 박



Yecheon 
Agricultural 
Specialties

홈페이지

구입문의

예천장터 ▶ www.ycjang.com

예천군 시장개척담당 054)650-6285

예천참우

잡곡

누에제품

청결고추가루

호명참외

예천풋고추

예천맥반쌀

참기름/들기름

학가산전통메주

예천사과



발행 경북 예천군 문화관광과 054)650-6902

기획/인쇄 예일문화사 02)2263-1604

※본 책자의 저작권은 예천군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