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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둘레길

천안시는 유관순열사, 김시민장군, 조병옥선생, 이동녕선생, 홍대용선생 등 애국충절 위인들이 탄생한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애국선열들의 정신, 사적지, 발자취 등을 테마화하여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진 역사문화둘레길을 소개한다.

● 역사투어 코스

● 상세코스 소개

병천사거리는 아우내장터 만세운동과 유관순 열사, 병천순대가 유명

하다. 일본과 맞서 싸운 호국위인들이 셋(김시민, 유관순, 조병옥)이나 

태어난 보기 드문 호국충절의 동네이다.

 병천사거리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유관순열사는 일제 강점기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4월 1일의 아우내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고,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유관순열사 생가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생가길 18-1

조병옥박사는 일제 강점기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다.

 조병옥박사 생가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249

담헌 홍대용선생의 위대한 과학사상을 보여주고 천문과학을 직접 
체험하며 무한상상력과 창의력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다.
•관람시간:   상설전시관 10시~18시 

천체투영관 10시~22시(하절), 10시~21시(동절)

•http://www.cheonan.go.kr/damheon.do

 홍대용과학관  주소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서길 113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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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김시민장군은 조선 전기 천안 출신의 무신이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대첩에서 3,800여 명의 군사와 백성으로 2만

여명의 일본군을 물리쳤다.

 김시민장군유허지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조선 후기의 문신 박문수(朴文秀)의 재실로 은지리 은석산(銀石山) 

아래에 있다. 어사박문수는 조선 후기 천안 지역에 묘소를 쓴 문신이다. 

암행어사로 활약하였던 행적이 설화로 많이 전하고 있으며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고령박씨종중재실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석오이동녕은 1869년 천안에서 태어났으며, 일제 강점기 천안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독립 운동을 전개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많은 공로를 기한 인물이다.

 이동녕선생생가지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

독립기념관은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독립운동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관리·전시하며 연구하는 종합적 기념관이다.

•https://i815.or.kr/

 독립기념관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천안시

어사박문수테마길 홍대용과학관천체투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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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세계유산여행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공주의 세계유산을 모두 둘러보는 여행. 국립공주박물관에서 해설사가 들려주는 

재밌는 해설을 들은 후 유물이 묻혀 있던 송산리고분군, 공산성을 고마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공산성 연문광장 앞에 백미고을에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공주밤으로 만든 밤빵, 밤파이, 

밤라떼를 비롯한 특색있는 간식들을 맛볼 수 있다. 공산성에서는 궁도체험, 전통의상 

체험과 더불어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백제 어울마당 등 볼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천년고찰 마곡사는 청정한 자연속에서 백범 김구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솔바람 명상길을 걸어보는 것도 지친 일상에 큰 힐링을 줄 것이다.

● 역사투어 코스 (1)

● 상세코스 소개

송산리고분군에서 발굴조사된 무령왕릉과 대전, 충남에서 출토된 국보, 

보물 등 40,000여점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무료로 개방하며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문화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 아름답게 

조성된 산책로와 다양한 석조유물 야외전시장도 산책하기에 좋다. 

•관람시간: 10시~18시(토·일·공휴일 19시까지) / 매주 월요일 휴관

•https://gongju.museum.go.kr

유네스코세계유산인 송산리 고분군은 1~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는데 

무령왕릉은 특히 한국 고대 무덤중 유일하게 피장자를 알 수 있는 

왕릉으로 1500년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백제역사모형 전시관과 오감체험관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각적 

청각적 다양한 프로그램(야광스탬프, 인터액티브게임, 인터액티브

슈팅게임 외)을 제공하여 백제의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백제오감체험관내 공예품전시관에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카페와 매점이 있다.

•관람시간: 09시~18시 / 설·추석명절 휴무

 국립공주박물관

 송산리고분군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주소 |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주소 | 공주시 왕릉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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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가 웅진(현재의 공주)으로 천도 후 웅진백제를 지킨 왕성이다.

금강이 휘감아 도는 공산성은 많은 유적 뿐만 아니라 경치가 아름다워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공산성 야경은 공주 야경중에 

최고이다. 

돌아보는데 1~2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가파르지 않아 산책

하기에 적합하다. 웅진성수문병 교대식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이다.

•웅진성수문병교대식 :   4월~11월(혹서기 제외)  

매주 주말 1일 5회 실시(11시, 1시, 2시, 3시, 4시)

2018년 6월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되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산인 천년고찰 마곡사는 특히 꽃이 피는 봄이 가장 

아름답다 하여 춘마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봄에는 신록축제를 

비롯한 토요무대 등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진 마곡사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위인 중 한 분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의병활동 중 일본인 장교를 죽인 죄로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하여 당시 

마곡사에 은거하며 잠시 출가하여 수도하였던 곳으로도 유명한데 

당시 머물던 백범당이 있으며 해방 이후 돌아와 선생이 백범당 옆에 

심어놓은 향나무 한그루가 푸르게 자라고 있다. 

공주시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마곡사템플스테이 한옥마을 전통문화체험 문화재야행

 공산성

 마곡사

 주소 | 공주시 웅진로 280

 주소 |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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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근대역사가 살아 숨쉬는 여행

일제침략기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교회와 학교,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끈 동학혁명군의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전적지, 충청도의 각 지방에서 잡힌 천주교도 300여명이 순교했던 황새바위, 그리고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유적과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긴 구도심 여행으로 자전거를 좋아한다면 공주시공공

자전거(무료)를 이용하거나 도보여행으로도 좋다.

● 역사투어 코스 (2)

● 상세코스 소개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영명학당((현)영명고등학교)내 설치된 역사관

으로 유관순 열사와 3.1운동, 근현대의 소중한 역사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사전예약을 하면 생생하고 재미있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 

1897년에 설립된 공주지역 최초의 천주교 성당이며 전통적인 목조 

건물에서 현대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다.

1931년에 공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이며 한국전쟁 

당시 상당부분 파손되었지만 교회 건축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기독교박물관으로 재탄생 되었다.

•http://www.gongjuchm.com

 영명역사관

 공주 중동성당

 공주기독교박물관

 주소 | 공주시 영명학당2길 33

 주소 | 공주시 성당길 6

 주소 | 공주시 제민천1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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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던 조선후기 충청도의 각 지방에서 잡힌 천주교도 

300여명이 순교했던 곳이다. 황새가 많이 서식했던 곳이기에 ‘황새바위’

라고 하며 항쇄라는 큰 칼을 쓴 순교자들이 바위 앞에 끌려가 처형

되었다 하여 ‘항쇄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새바위 순교성지

동학혁명군 최후의 격전지이다. 1894년 공주의 남쪽 관문인 이 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약 10만명이던 동학군은 겨우 1천여명만이 

살아남고 최후를 맞이하였다. 민족사적 운동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을 

기리기 위해 1973년 동학혁명군위령탑을 세웠다.  

 우금치전적지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하숙마을 풀꽃문학관 공주역사영상관

충남역사박물관산림휴양마을 숲해설 산림휴양마을 목재체험장

환경성건강센터 프로그램 환경성건강센터 프로그램 환경성건강센터 프로그램

 주소 | 공주시 왕릉로 118

 주소 | 공주시 금학동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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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공주의 순례길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성지를 둘러보며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코스이다.

● 역사투어 코스 (3)

● 상세코스 소개 

통일신라 성덕왕 23년에 회의화상이 창건한 절로 계룡산을 대표하는 

3대 사찰로 꼽힌다. 신라·고려·조선의 충신을 모신 동계사, 숙모전, 

삼은각이 있다.

 동학사  주소 |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462

1897년에 설립된 공주지역 최초의 천주교 성당이며 전통적인 목조

건물에서 현대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다.

 공주 중동성당  주소 | 공주시 성당길 6

미국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 사택으로 건립되었으며 선교사 가옥·

선교센터·생활관 등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묘역에는 외국인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묘가 모셔져있다.

 구선교사가옥 및 묘역  주소 | 공주시 영명학당2길 33

포정사문루

조선후기 충청도의 관찰사가 집무를 보던 충청감영이 있던 

곳이다. 포정사문루는 충청감영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2018년에 새롭게 재현되었다.

공주군청 옆으로 이건되어 교회건물 등으로 쓰이면서 내부가 

많이 변형되었으나 외형은 비교적 그대로 남아 있다. 삼문(三門) 

역시 한때는 양 협칸(夾間)이 민가로 쓰이다가 1993년 포정사와 

함께 본래의 자리에 복원되었다. 조선 말기 관아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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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충청수영성

 주소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번지 일원

회이포라는 항구로 이용되었던 오천항은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나라와의 교역창구로 이용되었고 고려로 접어들면서 왜구의 

출몰이 잦아지게 되어 오천항 일대를 지키는 수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천수만이 열리는 지점부터 먼 바다까지 모두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에 오천성을 쌓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오천은 충청도 해안방위의 본영으로서 

충청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되었다. 현재 서문에 해당하는 홍예문, 

어려운 백성을 돌보던 진휼청, 장교들의 숙소였던 장교청, 

성곽등이 보존되어 있다.

현재 성곽에서 바라보는 천수만의 아름다움이 알려져서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 역사투어 코스 (1)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충청수영해양경관전망대 갈매못 성지 우유창고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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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성주산 자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무궁화 수목원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성주사지

 주소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통일신라 말기 구산선문 중 하나로 이름이 높았던 성주사. 

오랜 역사를 가진 절터인 관계로 사적 307호로 지정된 성주

사지에서는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조의 유물이 골고루 

출토된다. 성주사지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꾸미지 

않아 교육효과 또한 높다. 역사문화재 교육은 물론 이를 보호

해야 하는 후세의 책무까지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성주산 자연휴양림, 심연동 계곡, 석탄

박물관 등 관광 명소가 있어 가족 단위 휴양객들이 찾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 역사투어 코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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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역

 주소 | 보령시 청소큰길 176

청소역은 우리나라 간이역 중 가장 오래된 역이자 장항선의 

작은 간이역 중 한 곳으로 지금도 열차가 정차하는 곳이다.

청소역이 있는 장항선은 본래 충남선으로 일제 강점기 충남의 

쌀과 문화재를 수탈하기 위해 만든 선로로 철도가 국유화

되면서 장항선으로 개칭되었다. 아직도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청소역은 철도 역사 발전을 알아볼 수 있는 

문화재이며 금방이라도 1960년대로 돌아간 듯 보인다.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 역사투어 코스 (3)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오서산 오천항 김좌진 장군 묘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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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 역사투어 코스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시간여행코스

옛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아산외암마을에서 생활유물을 감상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인 맹씨행단에서는 은행나무와 고택, 세덕사, 구괴정, 기념관 등이 있고 온양민속박물관에서는 조상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2만여 점의 민속품이 전시되어 있어 옛 생활상을 엿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

● 상세코스  소개

아산외암마을에는 전통적인 수법의 상류, 중류, 서민 가옥이 함께 남아 

있어서 마을의 형성이나 전통 가옥의 연구에 매우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금방이라도 과거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아산외암마을

‘맹씨행단’(孟氏杏壇)은 조선 초의 명정승 고불(古弗)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의 옛집을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살림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옛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맹씨행단

한국 고유의 민속자료를 수장·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제1·2·3·4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는 박물관에는 총 1만 7000여 

점의 민속자료가 소장·전시되어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현충사곡교천변 은행나무길

 주소 |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9번길 13-2

 주소 |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25

 주소 | 아산시 충무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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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투어 코스 (1)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천주교 순례길 코스

조선후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배출된 내포지역 중 서산지역 천주교 박해와 순교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는 코스이다. 

● 상세코스  소개

조선후기 천주교 박해때 1천여명의 무명신자를 생매장한 곳에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신심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곳으로 천주교인들의 

순례가 끊이지 않는다.

 해미순교성지

조선초 충청병영성으로 축조되었으며 1579년에는 이순신장군이 

군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매년 10월 서산시 대표 축제인 서산해미

읍성축제가 개최된다.

 해미읍성

한티라는 이름은 큰 고개라는 뜻으로 현재 해미면과 예산군 덕산면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약 300m의 고개로, 과거 내포 각지에서 체포된 

천주교 신자들이 해미로 압송되던 길이다. 

 한티고개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해미천(해미벚꽃축제, 매년 4월) 해미읍성(서산해미읍성축제, 매년 10월) 산수계곡

 주소 | 서산시 해미면 성지1로 13

 주소 |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43

 주소 | 서산시 해미면 해미면 대곡리



14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 역사투어 코스 (2)

백제의 숨결 코스

백제의 미소로 불리며 백제시대 대표적인 유물로 알려진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과 인근 사찰 및 

유적지를 돌아보는 코스이다.

● 상세코스 소개

백제 후기 작품으로 얼굴 가득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으며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각기 달라져 빛과의 조화에 의하여 

진가를 보이도록 한 백제인의 슬기가 돋보인다.

 서산용현리마애삼존불

옛 보원사의 창건연대와 소멸시기는 기록된 문헌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출토된 유물과 예부터 전하는 이야기로 백제시대 창건된 사찰로 
추정된다. 보원사지 석조, 당간지주, 오층석탑, 법인국사보승탑 등 
문화재가 남아있다.

 보원사지

충남의 4대 사찰중 하나로 ‘마음을 여는 절’ 이라는 뜻을 품고 있으며 

백제 의자왕 14년 혜감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봄철 청벚꽃이 

유명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개심사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용현자연휴양림 가야산 일락사

 주소 | 서산시 운산면 마애삼존불길 65-13

 주소 |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19-1

 주소 |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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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논산 역사 투어

삼국시대부터 근대사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논산 역사투어 코스이다.  

● 역사투어 코스 (1) 

● 상세코스 소개

명재 윤증 선생 생전에 지어진 조선 중기 호서지방의 전형적인 양반

가옥이다.

 명재고택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제323호)이 있는 사찰로 미륵불상의 

자비로움 속에서 석등, 배례석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관촉사

김장생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향토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돈암서원

계백장군묘소를 비롯하여 황산벌 전적지가 내려다보이는 황산루와 계백

장군의 영정을 모신 충장사, 백제시대의 유물과 군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백제군사박물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촬영지로 구한말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과 개항 이후신문물이 들어서던 조선의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 
있다.

 계백장군유적지

 선샤인랜드

 주소 |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

 주소 | 논산시 관촉로1번길 25 

 주소 |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주소 | 논산시 부적면 충곡로 311-54

 주소 | 논산시 연무읍 봉황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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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탑정호

- 생태공원 및 수변데크길

선샤인랜드

- 서바이벌 체험 및 VR체험

백제군사박물관

- 국궁체험, 승마체험, 공예체험, 숲체험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강경 근대역사 투어

조선 3대 시장으로서의 명성과 영화를 누리고, 근대로 들어서며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문화와 

함께 상업, 교육이 발달한 강경의 근대역사를 느낄 수 있는 코스이다.

● 역사투어 코스 (2)

● 상세코스 소개

‘스승의 날’ 발원지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1963년 9월 

은사의 날을 정하고 첫행사를 실시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오늘의 

스승의 날이 되었다. 

 강경여자중고등학교

강경읍에서 가장 먼저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교사 건물은 재건축

한 것이지만 강당은 1937년 준공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붉은 

벽돌에 의한 조적벽체에 목조 트러스트공법으로 지은 강당 건물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논산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의 연륜을 보여준다.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

 주소 |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주소 |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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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1923년 하시장 중심에 유진순의원이 개업한 한약방으로 전통적인 

한옥 구조에 상가의 기능을 더해 근대 한옥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다.

빛의 광장에서 대동전기상회까지 당시 건축양식 그대로 세운 근대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사교 오락시설의 옛모습을 재현한 공간으로 고풍스러운 유럽풍 

건물로 재조성된 근대 건축물이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1913년에 건축된 르네상스풍의 단층건물로 현재 강경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옛 강경포구의 번성했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부두노동조합사무실로 

1925년 건축 당시 한식과 일본양식이 절충된 2층의 목조 건축 양식 

건물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2층이 소실되어 1층만 남아 1953년 개축

되었다.

 강경구연수당건재약방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강경구락부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구 강경노동조합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강경 옥녀봉 강경 젓갈전시관

 주소 |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24번길 14

 주소 |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일원

 주소 |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167번길 50

 주소 |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167번길 50

 주소 |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27번길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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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 솔바람길 걷기 투어

사계 솔바람길은 조선 중기의 학자 송시열의 스승인 

김장생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길이다. 사계 김장생 선생

께서 낙향 후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던 고택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소나무숲 길. 솔바람길을 따라 흐르는 

역사의 향기에 취해보자.

● 역사투어 코스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사계고택

조선 중기 예학의 태두인 사계 김장생 선생이 계축옥사(癸丑獄事)로 

인하여 이곳에 낙향한 후 남은 여생을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등 당시 내노라 하는 후진 등을 양성하며 말년을 보낸 

곳으로 조선 중기(1602)에 건립된 건물로써 3천여평 넓은 대지위에 

10여채 기와집과 정원, 연못이 있는 광산 김씨 종갓집으로 오래된 

나무들이 많고 고풍스럽다.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 상세코스 소개

김장생 선생이 후진 양성을 하며 말년을 보낸 곳이다. 김장생선생이 

고향에 내려와 살던 1602년에 건립한 건물로 고택경내에는 은농재를 

비롯하여 안채, 문간채, 광채, 부속채, 별당채, 영당, 행랑채 등이 일곽을 

이루고 있다.

 사계고택(은농재)

사계 김장생 선생이 제자들과 학문 수양을 위해 사색하며 담소를 

나누던 곳이다.

 쉼터바위

 주소 |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22-4 

 주소 |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왕대산 정상

왕대산 입구

사계고택(은농재)

쉼터바위

팔각정

모원재 입구

왕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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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내순례길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 순례길 코스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집안의 신앙이 꽃 피던 곳이었고 서양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곳이기도 하다. 성역이 되는 솔뫼성지와 원시장, 원시보 형제의 탄생지와 활동무대, 신리성지의 

다블뤼 주교님과 교우촌, 박해가 끝나고 공동체를 이어가는 합덕성당 등 총 10개소를 경유하는 도보 

4시간 코스(13.3km)이다.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서린 순례길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며 스탬프 투어에 도전해보자.

● 역사투어 코스

● 상세코스 소개

합덕제

2

세거리공소

9

합덕 성당

3

거더리공소

8

합덕제 중수비

4

신리성지

7

원시장 원시보 우물터

5

무명순교자의 묘

6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합덕농어촌테마파크공원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솔뫼성지

1

하흑공소

10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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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탐방

임진왜란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꼽혀 다수의 전적지가 남아 있는 금산군의 지역사를 돌아봄과 동시에, 

태조대왕태실, 진산성지성당 등 임진왜란 전적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조선사에서 

금산군의 족적을 살펴볼 수 있다.

● 역사투어 코스 (1)

● 상세코스

1592년 7월, 권율 장군과 동북현감 황진이 1,500여명의 병사만으로 

10배가 넘는 왜적을 격퇴하여 호남으로의 진격을 차단, 조선의 반격을 

이끌어낸 이치대첩이 펼쳐진 곳이다.

 이치대첩지

진산 지역은 조선 후기 윤지충이 천주교를 전파한 곳으로, 1887년 

이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여러 차례 교회 건물이 세워지다 

1927년 건립된 건물이 오늘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진산성지성당

함경도 용연에 비장하였던 조선 태조 이성계의 태를 조선 태조 2년

(1393) 현재의 위치에 옮겨 안치하고 태실비를 세웠다.

1592년 8월, 왜장 고바야카와가 이끄는 1만 5천의 왜군과 싸우다 

전원 순절한 조헌, 영규의 700의승병의 유해를 모신 성지이다. 

 태조대왕태실

 칠백의총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주소 |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산83-1

 주소 | 금산군 진산면 실학로 257-8 사제마을

 주소 |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주소 |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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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발발 직후인 1592년 7월, 고경명 선생이 금산에 침입한 

일본군과 싸우다 와은평에서 전사한 사실을 새긴 비석이다.

 고경명선생비

의병승장으로 금산 전투에서 조헌과 함께 순절한 영규대사의 

순절사적비이다.

 의병승장비

금산역사문화박물관

2018년 개관한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1층 금산역사관과 2층 금산

생활민속관 두 개 관으로 구성되어 총 6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금산역사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금산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금산생활민속관은 세계와 금산의 생활문화 관련 유물로 이루어져 

있다.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전통사찰 탐방

삼국시대부터 연원을 내려 온 금산군의 고찰(古刹)들을 돌아봄으로써 금산군 불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역사투어 코스 (2)

금산군

 주소 |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주소 | 금산군 남이면 심천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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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보석사 은행나무

보석사의 영고성쇠를 묵묵히 지켜본 보석사의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65호로, 창건주 조구가 제자 5인과 더불어 육바라밀(六波羅蜜)을 

상징하는 뜻에서 둥글게 여섯 그루를 심은 것이 하나로 합해졌다고 하며, 

나라에 이변이 있을 때는 24시간을 운다고 한다. 한편 나무의 나이는 

1,00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의 높이는 40m이고, 가슴 높이의 원줄기 

둘레는 10.4m이다. 가지의 길이는 동서쪽 25m, 남북쪽 29m이다. 굵은 나무 밑둥이 세로로 골지고 뿌리 

부분에서 2∼3m의 움싹 줄기가 수 없이 돋아난 것이 기이하게 보인다.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 상세코스 소개

신라 신문왕 대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며, 조선 조 우암 송시열이 

수학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나 한국전쟁 당시 전소되어 주지 김소천이 

복원하여 오늘에 이른다.

 태고사

신라 성덕왕 2년(703) 창건되었으나 1948년 소실되었다. 문화재로 

고려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석조와, 석조불두 및 마애불편 일괄이 있다.

 미륵사

신라 진평왕 5년(583)에 무염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절 명칭은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이 절에서 유숙할 당시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라 헌강왕 11년(885)에 조구선사가 창건하였으며, 보석사는 창건 

당시 절 앞에서 캐낸 금으로 불상을 만든 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신안사

 보석사

 주소 | 금산군 진산면 청림동로 440 

 주소 | 금산군 복수면 동구들길 163

 주소 | 금산군 제원면 신안사로 970

 주소 |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1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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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유교문화 탐방

금산군에 소재한 향교, 사당을 돌아보면서 금산군에 스며 있는 유교의 정취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 역사투어 코스 (3)

● 상세코스 소개

조선 초 현재의 진산중학교 자리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

되어 현 위치에 보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생 강의실인 명륜당 이외에 

내삼문, 외삼문, 전교실 등이 남아 있다.

 진산향교

조선 영조 10년(1734) 임란 당시 금산성 전투에서 순절한 조헌 선생을 

모신 사당으로, 우암 송시열의 글씨로 알려진 수심대라고 새겨진 

글자가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조헌사당(표충사)

조선 순조 31년(1831) 건립된 사당으로, 해주 오씨 충신 3대, 1대 

오응정, 2대 오욱, 오직 형제, 3대 오방언의 충혼을 모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건물이다.

 금산충렬사

조선 초 금산읍 하옥리에 창건되었으나, 조선 숙종 10년(1684)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다.

 금산향교

 주소 | 금산군 진산면 교촌1길 45-20

 주소 |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주소 |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

 주소 |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298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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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박씨 충신 3대, 박증영, 박훈, 박사영의 위패를 모신 사우로, 

건물은 15평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다.

 덕산사

고려 말 충신 야은 길재 선생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우로, 조선 영조 

37년(1761) 금산군수로 부임한 민백흥이 유림의 요청에 따라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건물로 건축하였다.

 청풍사

‘귀암’이란 명칭은 사우 주변에 거북이 모양의 돌이 있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눌재 양성지 선생을 배향한 사우이다.

1988년 충남문화재자료 제301호로 지정되었다.

 귀암사

적벽강

전북 무주를 지나 금산 부리면의 중심부를 감입곡류하는 금강은 

부리면 수통리에 이르러 ‘적벽강’으로 강 이름을 바꾼다. 30여 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기암절벽 아래 도도히 흐르는 적벽강은 적벽과 

마주보는 자리에 물놀이하기에 좋은 자갈밭이 넉넉하게 펼쳐져 있어서 

여름에 이 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적벽에서 부리면의 최고봉 

성주산(624m)이 남쪽으로 줄기를 뻗어 내리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양각산(566m)을 일구고 금강으로 자락을 급히 내려 기암절벽의 

절경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주소 | 금산군 부리면 배정이길 39

 주소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246-1

 주소 | 금산군 부리면 평촌1길 2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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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찾아서

미래 세대에 전달할만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이다.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백제의 옛 수도였던 3개 

도시에 남아있는 유적은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3개 지역에 분포된 8개 

고고학 유적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정된 8개 유적지 중 부여군에는 4개의 유적지가 분포해 있다. 

부여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거닐며 백제를 직접 느껴 볼 수 있다.

● 역사투어 코스 (1)

해발106미터에 불과한 낮은 산이지만, 소나무가 산 전체에 퍼져 녹음을 

만들어 맑은 공기와 살랑거리는 강바람을 느끼며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숲인데다가 백제 왕궁과 도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역사적 장소이다.

 관북리유적 및 부소산성

정림사지 절터 한가운데 자리한 정림사지5층석탑은 높이가 8.33미터의 

결코 작지 않은 탑으로 장중하면서 부드럽고 육중하면서 단아한 세련된 

백제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백제계 석탑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정림사지

7기(基)의 고분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도 각기 고분이 분포하고 있어 

크게 3개의 무덤군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가운데 중앙구역에 위치한 

무덤들이 그 크기나 위치로 보아 사비시대 역대 왕들의 왕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능산리 고분군

● 상세코스 소개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주소 |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47-9

 주소 |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주소 | 부여군 부여읍 왕릉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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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절[寺] 따라 오세요

우리나라에 전해진 여러 종교 중 가장 오래된 불교가 전파된 시기는 삼국시대부터이다. 처음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후, 고구려와 백제, 신라로 차례차례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고 지역 곳곳에 불교가 존재하고 있다. 

부여군의 대표적인 사찰인 미암사, 무량사, 대조사는 우리나라 불교가 녹아 있는 곳으로 우리의 

역사이야기가 숨어있는 장소이다. 

● 역사투어 코스 (2)

백제의 수도 사비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부여시가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나성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궁남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으로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 서동요 

전설이 깃든 곳이다.

백제문화단지

백제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조성된 역사테마파크 

관광지이다.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한 국보와 

보물 등 다수의 유물을 소장한 

백제전문 박물관이다.

 주소 |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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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살해한 뒤 임금이 된 것을 비판하며 평생을 

은둔한 천재시인 매월당 김시습이 말년을 머물다가 세상을 떠난 

곳이다.

 무량사

● 상세코스 소개

성흥산에 있는 삼국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전설에 의하면 한 노승이 

큰 바위 아래서 수도중에 관음조 한 마리가 날아와 그 바위 위에 앉자 

놀라 잠을 깨니, 바위가 미륵보살상으로 변해 있어서 절 이름을 

대조사라 하였다고 한다. 

 대조사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반교마을 돌담길

마을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성된 돌담길은 한국적인 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성흥산사랑나무

가림성(성흥산성)에 위치한 수령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로 논산, 

강경, 익산, 서천이 한눈에 보이고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인기가 많은 곳이다.

서동요테마파크

백제무왕(성왕)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극화한 한국 

최초의 백제역사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이다.

백제시대에 지어진 암자형의 사찰로 서기602년 관륵 스님이 창건

하였다. 여러 차례 화재와 전란으로 소실 후 1990년 경에 복건. 경내에 

있는 쌀바위 때문에 쌀 미(米)자를 써서 미암사라는 이름으로 붙었다.

 미암사  주소 |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미암길 128

 주소 | 부여군 외산면 무량로 203

 주소 |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197번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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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투어 코스 (1)

시티투어로 서천역사 바로 알기

서천군은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고 일제 강점기에 만세 시위와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애국충절의 

고장이다. 자녀들과 함께 서천시티투어를 이용하면 서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고 3·1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된다.

•시티투어 운영시간: 9:30∼15:30(화∼일 운영)

● 상세코스 소개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이상재 생가

이상재(李商在)는 1850(철종 1)∼1929. 일제강점기 YMCA 전국연합회

회장, 신간회 창립회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민권운동가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계호(季皓), 호는 월남(月南).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출신이다.

주미공사 1등서기관으로 첫 공직으로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1921년 조선교육협회 회장이 되어 베이징에서 

열린 만국기독교청년연합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 1923년 소년연합척후대(少年聯合斥候隊:보이스카우트) 

초대 총재, 이듬해 조선일보사 사장 취임하였다. 1927년 신간회(新幹會) 초대 회장에 추대되었으나 곧 

병사하였다. 장례는 한국 최초의 사회장(社會葬)으로 진행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정치가이자 민권운동가이다.

 새장터 3·1운동 기념탑

1919년 3월 29일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장날에 큰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이 날 기독교도 송기면 등은 오후 1시경 준비한 7천여 매의 태극기를 

모여든 군중에게 나누어 주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만세를 

선창하니 수백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시장을 누볐다. 이에 경찰은 

만세시위를 주동한 송기면, 고시상 등 6명을 체포하자 이에 격분한 

2천여 군중이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만세 행렬을 한산으로 돌려 시위 하던 중 일본 경찰과 충돌하여 14명의 

의사가 투옥되고, 수많은 양민이 태형을 당하였다. 

1987년 서천 3·1운동기념비 건립위원회, 동아일보사가 그 날의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후세에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향을 위한 산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비를 건립하였다.

 주소 | 서천군 한산면 종단길 71

 주소 |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29

 이하복 고택

이하복은 고려 말기의 문인·학자 이색(李穡)의 후손으로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번지에서 태어났다. 1928년 한산공립보통

학교, 1934년 제1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기중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하여 1939년 와세다대학교[早稻田大學校]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1939년에서 1943년까지 보성전문학교(지금의 고려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1944년 

일제의 학병입대 권유를 거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인 1946년 사재를 털어 동강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한 데 이어 1949년 12월 30일 학교법인 동강학원 

(東崗學院)과 동강중학교(東崗中學校)를 설립하여 서천 지역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힘썼다. 그의 

생가는 조선시대 민가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어 1984년 중요민속자료 제197호로 지정되었다. 1994년 

지방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이 추서되었다.

서천군 

 주소 |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57번길 32-3

 김인전 공원

김인전 목사는 일제강점기의 목사이며,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 2월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 피선되었으며, 특히 재무예산위원으로 

재정문제 타결에 솜씨를 보였다. 그 해 4월에는 임시의정원 정무조사특별위원

(군사)으로도 활약하였고, 동시에 임시의정원의 부의장을 지내다가 1921년 5월에 

사퇴하였다. 1921년 8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원(國務院) 학무차장과 이어 학무

총장대리로 활약하였다.

 주소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고석주 공원

고석주 선생은 1903년 하와이로 이주해 대한자강국민회 등 독립단체 활동과 

자강회보, 신한민보 등 언론인으로 활약하고, 한인기숙학교 교사와 하와이 노

동자 대표로 교민의 단결과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다 귀국 후 1919년 군산 

3.5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년 6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9년 판교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농촌 계몽운동의 선구자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올곧은 교육자와 독립투사로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조국광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 1937년 7월 19일 별세했으며 정부에서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주소 |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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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대학자 가정 이곡과 목은 이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광해군 3년(1611년)에 나라에서 문헌이라는 헌판을 

받아 사액서원이 된 곳이다.

•관람시간:   3~10월 : 09:00~18:00 / 11~2월 : 09:00~17: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추석(음력 8.15), 설날(음력 1.1)  

(문헌전통호텔, 문헌전통밥상은 연중 무휴로 운영)

•http://www.gongjuchm.com

 문헌서원

● 상세코스 소개

 주소 | 서천군 기산면 서원로 172번길 66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 역사투어 코스 (2)

1500년의 역사속으로(소곡주 익는 마을에서 풍류를 이야기하다)

◉   문헌서원은 고려말 대학자 가정 이곡과 목은 이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광해군 3년(1611년)에 나라에서 문헌이라는 헌판을 받아 사액서원이 된 곳으로 문헌전통호텔에서는 

숙박과 식사가 가능하다.

◉   한산모시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한산모시짜기), 충남무형문화재 제1호(한산세모시짜기)를 

직접 만나보고 모시 이야기도 들으면서 시연도 볼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이다. 한산모시전시관은 

우리나라 전통직물인 모시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하고 있으며, 모시의 수확부터 모시짜기, 모시

공예품으로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알 수 있다. 한산모시짜기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한산모시공예마을에서는 모시관련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   한산소곡주는 백제 때 궁중에서 마시던 술로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 유민들이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한산 건지산 주류 산성에 모여 백제의 궁중술이었던 

소곡주를 빚어 마셨다고 전해진다. 건지산의 맑은 물로 빚어낸 명주 중의 명주로 

15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맛과 향이 좋아 한번 맛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모른다고 하여 일명 ‘앉은뱅이 술’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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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 역사투어 코스 (3)

장항6080골목나들이 “향미여행”

‘향(香)미(味)와 함께하는 장항6080골목나들이’

일제강점기 갈대밭을 매립하여 형성된 도시 장항에는 근대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장항제련소, 장항역, 장항도선장, 장항항 등 장항 도심을 걷다보면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하다.

이 곳에서 장항선 철길을 따라 장미향을 맡으며 장항제련소 용광로에서 흘러나온 금괴를 찾는 이색 

체험 여행이다.

이색체험 후에는 맛이 있는 맛나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는 맛나로! 장항6080맛나로에서 

맛난 식사를 할 수 있다.

백제시대부터 1,500여년의 역사를 이어 오고 있는 한산세모시는 

현재 전통을 계승하여 명품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모시짜기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산소곡주는 1500여년 전 백제왕실에서 즐기던 가장 오래된 술로 

서천의 특산품이다. 한산소곡주갤러리에서는 시음행사, 소곡주빚기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64개 양조장의 다양한 소곡주를 접해볼 수 있다,

 한산모시관

 한산소곡주갤러리

 주소 |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

 주소 |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173번길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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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   장항도시탐험역:   예전 장항역의 외관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으로 증축하여 재단장한 문화관광플랫폼이다. 

장항의 발전을 이끌었던 장항역에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게 되면서 장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인 장항역을 보존하고 기억하면서, 장항을 탐험하고 재발견하고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공간이다.

◉   삼선건널목:   장항선은 1931년에 생겼으며 90년의 역사를 간직한 장항선 종착역의 폐선로로 균형잡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전차대: 서울에서 내려온 기차가 종착역인 장항역에서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해 방향을 돌리는 곳이다.

◉   도선장·물양장:   도선장은 군산과 장항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 선착장으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어 

선착장만 남아 있다. 

◉   예소아카이브:   장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 흑백사진 속 빛바랜 추억을 잠시 

꺼내보는 곳이다. 

◉   장항6080맛나로: 현지인이 추천하는 음식골목이다.

◉   두빛나래: 다양한 6080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달고나커피, 달고나, 전통놀이, 느린엽서 등) 

 장항6080골목나들이

장항도시탐험역

1

삼선건널목

2

전차대

3

두빛나래

7

장항6080맛나로

6

예소아카이브

5

도선장·물양장

4

 주소 |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1번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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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발자취를 따라Ⅰ

청양군내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사찰을 중심으로 둘러보는 코스. 역사, 사찰, 문화재 등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추천할만한 코스이다. 마지막 코스로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는 

윤남석가옥에 들러 구경도 하고, 하룻밤을 묵는다면 청양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 역사투어 코스 (1)

조선후기 학자이며 충신이었던 면암 최익현선생(1833~1906)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과 유물관, 생가가 있는 곳으로 문화재자료 15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모덕사

장곡사는 칠갑산 남쪽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가람으로 850년(신라 

문성왕) 보조선사 체징이 절을 처음 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오랜 

세월을 거치며 중수를 거듭했다. 절의 규모는 작지만 국보 2점, 보물 

4점, 유형문화재 1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장곡사

청양 윤남석 가옥은 안채·사랑채(큰사랑채)·별채(작은사랑채)·행랑채·

곳간 등으로 구성된 조선 후기에서 1900년 초에 건축된 고택이다. 일제

강점기 한옥기법과 일본식 건축기법이 어우러진 호서지방의 부농가 주택

으로서 시대적인 특징과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흔치 않은 형식의 

가옥으로 가치가 있다.

 윤남석가옥

● 상세코스 소개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주소 | 청양군 목면 나분동길 12

 주소 |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241 

 주소 | 청양군 장평면 장수길 13-8



34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Ⅱ

청양 군내에 박물관, 성지, 가옥을 둘러보는 코스이다. 박물관에는 백제토기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을 코스이다. 마지막에 청양군에서 

제작지원한 드라마 ‘터치’에 방영된 방기옥가옥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들러 맛있는 차와 간식으로 

마무리하면 더 만족스러울 코스이다.

● 역사투어 코스 (2)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외관은 백제시대 토기를 굽는 가마를 형상화하여 
만들었다. 박물관 내무는 백제의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담은 청양의 토기
가마터가 웅장하게 재현되어 있으며 청양의 역사와 민속품, 근현대 자료 
등이 전시된 역사관과 백제토기, 사금채취, 농경문화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대원군 집정이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심할 때 당시 홍주감옥에서 

순교한 교도들이 많았는데 그 친척들이 야간을 이용하여 이곳으로 운구 

암장한 것이라 한다. 한 분묘에 여러분을 줄줄이 모셨기 때문에 줄묘 

또는 줄무덤이라 한다.

 다락골줄무덤성지

조선 후기에 건축된 양반 기옥이다. 서남향으로 지어진 26평 정도의 

이 가옥은 안채의 좌우에 앞채와 옆채가 서로 연결된 ‘ㄷ’자형의 평면 

구성으로 되어 있다. 가옥 앞마당에 위치한 한옥카페 지은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가져보길 추천한다.

 방기옥가옥

● 상세코스 소개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백제토기만들기 체험 특별한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타일 만들기 체험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주소 |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

 주소 | 청양군 화성면 다락골길 78-2

 주소 | 청양군 남양면 나래미길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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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역사인물투어

지역의 역사인물과 함께하는 에듀케이션형 관광코스로 역사의 발자취를 크게 남긴 인물들의 

업적을 되새기고 생애를 탐방하며 그 역사적인 의미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 역사투어 코스

● 상세코스 소개

홍주성역사관은 홍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자 조성되었으며, 전시된 유물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예술적 요소를 통해 새로운 충남의 중심지로서 새천년 홍성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장소이다.

 홍주성역사관(홍주읍성)

속동전망대는 어사포구와 궁리 중간의 임해관광도로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전망대 앞의 모섬까지는 언제나 섬에 오를 수 있도록 나무계단이 

이어져 있어 바닷가의 운치를 느낄 수 있으며 주변의 갯벌에서는 바지락, 

낙지 등을 잡으며 체험을 할 수 있다.

 속동전망대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과 어우러진 수산물의 보고로 대하, 새조개 

등 싱싱한 수산물이 있어 수많은 횟집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다. 매년 가을 대하축제와 겨울 새조개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남당항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주소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0

 주소 |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689

 주소 |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213번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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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용봉산 죽도 궁리포구

오서산 그림같은 수목원

장군이 태어나 성장한 곳으로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을 비롯하여 

생가, 기념관, 공원 등을 갖추고 있어 장군의 애국활동은 물론 일제

강점기 시대를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역사체험 장소이다.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

독립운동가이며 승려이자 시인인 한용운선생이 1879년 태어난 곳이다.

현재 사당과 생가, 민족시비공원, 만해체험관이 있으며 만해생가와 

시비공원을 경치가 아름답고 조용하여 문학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

연꽃과 푸른잔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응노 기념관은 본 전시관, 

야외 전시장, 다목적실, 생가, 연지공원, 북 카페 등이 마련되어 독특한 

관람을 즐길 수 있다.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주소 | 홍성군 갈산면 백야로 546-12

 주소 |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318-83

 주소 |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



37

고건축의 멋을 찾아서

예산군 고건축 건물에 깃든 역사투어 코스이다.

● 역사투어 코스 (1)

● 상세코스 소개

덕숭산 자락에 위치한 수덕사에는 대웅전뿐만 아니라 수덕여관, 

선미술관, 성보박물관이 있고 대웅전 뒤쪽으로 1080계단, 소림초당이 

있다.

전국에 산재된 국ㆍ보물급 고건축 문화재를 축소하여 전시하고 있다. 

주요 전시물로는 강릉객사문, 송광사 국사전,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서울 남대문, 광룡사 약사전, 정전태실, 중화전 등의 

축소 모형이 있다. 

국내 최장(402m)의 예당호출렁다리와 음악분수

음악분수 가동시간 : 월~목요일 11시, 14시, 20시, 21시

                           금~일요일 11시, 13시, 15시, 20시, 20시30분, 21시

 수덕사

 한국고건축박물관

 예당호출렁다리 음악분수

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주소 |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주소 | 예산군 덕산면 홍덕서로 543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옛집인 

추사고택은 솟을 대문의 문간채, ㄱ자형의 사랑채, ㅁ자형의 안채와 

추사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옥이다.

 추사고택  주소 |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99-2

 주소 |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39



38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수덕사 템플스테이 예당호 출렁다리 문화광장 공연 

및 음악분수 

◉   의좋은 형제축제(의좋은형제공원), 추사휘호대회(추사고택) 등 다양한 축제 행사에 맞춰 연계시행하

고 있다.

예산군 역사인물을 찾아서   

예산군 역사인물을 찾아가는 역사투어 코스이다.

● 역사투어 코스 (2)

● 상세코스 소개

충의사에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매헌(梅軒) 윤봉길(1908~1932)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1932년 4월 29일 훙커우공원에서 의거하였다.

 충의사(윤봉길 의사)

조선후기의 실학자이며 대표적인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가인 

추사고택은 추사의 증조부인 월성위 김한신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사고택(추사 김정희)

이남규 선생은 본관이 한산이고, 갑오경장과 을미사변때 글을 올려 

그에 대한 옳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예산수당고택  

     수당기념관(수당 이남규)

순조때의 선비이며 한산이씨 목은 이색의 16대 손인 이광임이 순조 

20년에 건립한 목조기와집이다. 

 이광임선생 고택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주소 |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주소 |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99-2

 주소 |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주소 |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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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남 도 역 사 투
어 

백제역사길(백화산~마애삼존불~흥주사)

국보 제307호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은 백화산 정상 근처에 있으며 6세기 백제시대에 

커다란 바위를 깎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 만든 미술품이자 오래된 

마애불이다. 수령이 9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은행나무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누각형 “흥주사 

만세루”를 구경할 수 있는 코스로 산행으로 건강을 되찾고 사찰을 둘러보며 우리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코스이다.

● 역사투어 코스 (1)

눈덮인 상봉우리의 모습이 하얀 천을 씌운 듯하다하여 명명된 돌로 

이루어진 백화산은 기암괴석과 소나무의 어울림이 일품이며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

 백화산

※ 국보 제307호

백화산 정상 근처에 있으며 6세기 백제시대에 커다란 바위를 깎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 만든 미술품이자 오래된 

마애불이다.

 마애삼존불

※ 만세루 : 충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33호

※ 은행나무 : 충남도 지정 기념물 제156호

수령이 9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은행나무(충청남도 기념물 제156호)가 

있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누각형 건물인 만세루(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3호)가 있다.

 흥주사

● 상세코스 소개

 주소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41-2

 주소 |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78-132

 주소 | 태안군 태안읍 속말1길 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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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유물길(안흥성~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안흥성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공사 끝에 지어졌으며, 교육과 군사요충지의 가치를 간직한 

곳이다. 2018년 12월 개관한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던 문화

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역사문화 코스이다.

● 역사투어 코스 (2)

※ 충남기념물 제11호

안흥항 초입에 자리한 한흥성은 태안이 지닌 교역과 군사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간직한 역사 문화 명소이며 조선 선조 16년(1583)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19개 읍면이 동원되어 10년간 대공사 끝에 축조되었다.

 안흥성

서해 중부해역의 수중발굴과 수중문화재를 관리하는 거점시설로 현재 인천, 경기, 

충청 해역에서 발굴된 난파선 8척과 수중문화재 3만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중유물의 전시와 교육을 통해 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상세코스 소개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백화산 해맞이 행사

연포 해맞이 행사 연포해수욕장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주소 |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155

 주소 |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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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시간길(이종일선생생가지~신두리해안사구~소근진성)

독립운동가 이종일선생 생가를 둘러보며 애국심을 키우고,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성을 쌓아 나라와 백성을 지켰던 우리 조상의 지혜를 

느낄수 있는 코스이다.

● 역사투어 코스 (3)

※ 충남도 지정 기념물 제85호

독립운동가 옥파 이종일(1858~1925) 선생은 3.1운동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중 한분으로 1986년에 복원된 생가와 함께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과 기념비, 사당, 체험관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

 이종일선생 생가

※ 천연기념물 제431호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으로 빙하기 이후 약 1만5천년동안 형성되었으며 

해안사구만이 가질수 있는 독특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 충남도 지정 기념물 제93호 

고려시대부터 서해로 몰려든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해 1514년에 해안가에 

성을 쌓아 만들어졌으며, 현재 남아있는 성 전체 둘레는 650m 가량 되고 

높이는 2m로 우리나라를 지켰던 수많은 병사들과 백성들의 숨결을 

느낄수 있다.

 신두리해안사구

 소근진성

● 상세코스 소개

● 연계 관광지 및 프로그램

모래조각페스티벌

 주소 |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99-7

 주소 |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305-1

 주소 |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산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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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안내소

시·군 안내소명 위치 전화번호

천안시

천안역 관광안내소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041-521-2038

천안종합터미널 관광안내소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041-569-0041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천안)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041-531-5322

공주시

공산성 관광안내소 공주시 웅진로 280 041-856-7700

무령왕릉 관광안내소 공주시 왕릉로 37-2 041-856-3151

공주역 관광안내소 공주시 이인면 새빛로 100 041-852-8513

공주터미널 관광안내소 공주시 신관로 74 041-852-5567

보령시 

대천역 관광안내소 보령시 대해로 116 041-930-0980

성주사지 관광안내소 보령시 성주면 심원계곡로 99 041-930-0980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관광안내소 보령시 대해로 889 (신흑동) 041-930-3748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관광안내소 보령시 머드로 123 (신흑동) 041-930-3887

석탄박물관 관광안내소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8 041-934-1902

충청수영성 관광안내소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55 041-930-0980

분수광장 관광안내소(비상설) 보령시 신흑동 2209-1 -

아산시
온양온천역 관광안내소 아산시 온천대로 1496 041-540-2517

천안아산공동홍보관 배방읍 희망로 100 041-538-8018

서산시

해미읍성 관광안내소 해미면 남문2로 155 041-660-3069

용현관광안내소 운산면 마애삼존불길 24 041-662-2113

팔봉산관광안내소 팔봉면 팔봉산로 100 041-662-2004

삼길포관광안내소 대산읍 삼길포1로 71 041-662-0819

논산시 논산시 관광안내소 충남 논산시 반월동 32 041-746-5945

금산군 금산군 관광안내소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3 041-751-2484

부여군 충남종합 관광안내소 부여군 성왕로 247-9 041-830-2880

서천군 서천종합 관광안내소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855번길 2 041-952-9525

홍성군
홍성역 관광안내소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420-11 041-633-1141

남당항 관광안내소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859-3 041-634-7650

예산군 예산군 관광안내소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2로 11 041-339-8930

태안군 태안군 관광안내소 태안군 남면 천수만로 467 041-670-2543

역사투어 그땐 그랬지



충남도청 관광진흥과 041-635-2442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041-521-5158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81

보령시청 관광과 041-930-6562

아산시청 문화관광과 041-540-2631

서산시청 관광과 041-660-2499

논산시청 관광체육과 041-746-5403

계룡시청 문화체육과 042-840-2402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041-350-3592

금산군청 관광문화체육과 041-753-2374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218

서천군청 관광축제과 041-950-4019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041-940-2492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54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23

태안군청 관광진흥과 041-670-2772

문의전화

그땐 그랬지

tour.chu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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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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랬

지

천안시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당진시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그땐 그랬지

충남문화관광홈페이지(https://tour.chungnam.go.kr/)
충남관광SNS채널(충남, 어디까지가봤니?)
페이스북(chungnamwhere), 인스타(chungnamtour), 카카오스토리(충남 어디까지 가봤니)


	빈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