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미래체험관

 

금강미래체험관금금강금강미금강미래금강미래체금강미래체험금강미래체험관금강미래체험관

Date 21     . . .
Distance km

총거리 17.2km 총소요시간 308분 금강미래체험관 금강하구둑 성덕마을벽화 금강호생태습지 채만식문학관

 

  

1.8km/40min

 

새들강자연학교부처가 있는 절이라는 뜻의 불주사를 지나 망해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금강은 햇빛이 

반사되어 비단처럼 반짝이고 그 위를 노니는 철새들로 장관을 연출한다.

그 앞으로 보여지는 너른 십자들녘에서 풍요를 선물받고 

임피향교와 채만식생가터 등을 거쳐 인문학의 정취에 빠져 드는 길이다.

Date 21     . . .
Distance km

총거리 15.6km 총소요시간 295분 임피향교 망해산 등산로 축성산 등산로 나포십자들 불주사

망해산 겨울도보

 

  

 

미소길은 임피향교에서 시작해 근대역사자원인 임피역을 지나 탑동마을에 이르는데

탑동들노래가 전승되고 있는 이 마을의 3층 석탑은 백제양식으로 익산왕궁탑과 얽힌

재미난 전설이 전해지는데 사실일까라는 생각에 절로 웃음 지어지는 길이다.

Date 21     . . .
Distance km

총거리 18.7km 총소요시간 306분 임피 남산 남산 약수터 임피역 신털메 쉼터 탑동 3층석탑 탑천

남내마을(알콩달콩)

 

  

 

너른들(큰들)을 걷는 길로 지네를 닮았다하여 오공혈이라 불리는 고봉산과 

임진왜란 등에서 공을 세운 최호장군 유지와 발산리유적(5층석탑 등)을 

만날 수 있는 길로 풍요와 아픔을 동시에 간직한 길이다.

Date 21     . . .
Distance km

총거리 17km 총소요시간 307분 대야들 대야들쌀 진남정

발산리 5층석탑 발산리 석등

구불길 교통안내

01. 시내버스 T. 063)443-3077
군산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02. 브랜드 택시
•새만금 콜 T.1577-9425
•희망 콜 T.1577-2860

▶ 군산시외/고속버스 주변 시내버스정류장 위치도
군산시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구불길 이동시 
정류장 번호를 참고하여 버스를 탑승하세요.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http://tour.gunsan.go.kr

•군산시 관광진흥과 063)454-3303

금강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펼쳐가는 이 길은 채만식문학관, 금강철새조망대, 금강호관광지, 

오성산, 나포십자들녘과 군산역에서 내흥동 구석기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강물이 흐른 세월만큼이나 전설과 역사, 자연과 생태를 품은 길이다.

구 불 길
군산시외/고속버스 터미널 ⇨ 도보시작점 도보종점 ⇨ 군산시외/고속버스 터미널

탑승정류장 버스번호 및 시간 하차정류장 탑승정류장 버스번호 및 시간 하차정류장

➍ 번1길  비단강길 1~7번, 11~17번 수시 71·72번 군산역 원나포(공주산)
52·53번 매시 55분
54번 매시 25분(일요일은 홀수시간 운영)

➌ 번

➍ 번2길  햇빛길
52·53번 매시정각
54번 매시 30분(일요일은 짝수 시간)

원나포(공주산)
작촌마을입구
덜걱사거리

39번 짝수시간 25분
61~63번 매시 30분, 64~66번 매시 정각

➌·➋ 번

➊ 번2-1길  미소길 61~63번 매시 20분 / 64~66번 매시 50분 임피우체국 신촌 36·37번 매시 50분 ➌ 번

➍·➊ 번3길  큰들길
35번 짝수시간 38분
61~63번 매시 20분, 64~66번 매시 50분

작촌마을입구
덜걱사거리

망동마을
(옥산허브한증막)

88·89번 매시 22분 ➌ 번

➍ 번4길  구슬뫼길 88·89번 매시 32분
망동마을

(옥산허브한증막)
군산역 1~7번, 11~17번 수시 ➊ 번

➍ 번5길  물빛길 42·43번 매시 32분 / 44번 매시 52분 옥산면삼거리 은파입구 모든 버스

➊·➌ 번6길  달밝음길 6·11번~17번, 21~23번, 31~38번, 41~44번 은파입구 군산역 1~7번, 11~17번

8길  고군산길

7길  신시도길
▶▶ ▶▶ ▶▶

99번 매시 40분, 2층버스

비응항

환승장
하차

새만금광장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시외버스터미널 출발

군산역 출발

7번 매시 20분 / 83번 매시 15분

7번 매시 52분

근대역사박물관 출발

97번 매시 50분



선유도선착장선유도선착장

제방제방

데크입구데크입구

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

장자도 관광안내소장자도 관광안내소

무녀도주차장무녀도주차장

고군산탐방지원센터고군산탐방지원센터

수원지주차장수원지주차장

남내마을(알콩달콩)

 

  

 

군산호수제방

우동마을 뒤

청암산오토캠핑장

남내마을(알콩달콩)

자연생태탐방 명소인 군산호수는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음에도 청정원시림과 같이

잘 보존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쌍천 이영춘박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고,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동네벽화가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길이다.

Date 21     . . .
Distance km

총거리 18.5km 총소요시간 331분 이영춘 가옥 군산호수 수변산책로 군산호수 억새숲 돌머리마을 벽화 군산호수 생태습지

 

  

 

은파호수공원입구

군산호수제방

은파호수공원입구

군산호수제방
청암산오토캠핑장
우동마을 뒤

군산호수와 백석제를 둘러볼 수 있고 옥구토성 성곽을

걸으며 장수를 기원하는 이 길은 햇살받은 물결이 아름다워

은파라 불리는 은파호수공원에서 끝나는 길로 반짝이는

물빛의 황홀함에 빠져드는 길이다.

Date 21     . . .
Distance km

총거리 18km 총소요시간 340분 옥구향교 군산호수공원 은파호수공원 연꽃 자생지 은파호수공원 은파물빛다리 야경

 

  

 

금강과 서해바다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달밝음길은 월명산, 점방산, 장계산, 

설림산, 석치산 등으로 이어져 있는 길로 봉수대를 비롯 

금강과 서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다.

Date 21     . . .
Distance km

총거리 15.5km 총소요시간 257분 월명호수 월명공원 수시탑 내항 부잔교 진포해양공원 경암동 철길

고군산
탐방
지원센터

선유도
선착장

수원지주차장 수원지주차장장자도관광안내소

 

  

고군산
탐방
지원센터

선유도 선착장

(옥돌해수욕장) 제방 데크입구 보건진료소 무녀도주차장무녀초교

0.3km/5min
0.9km/15min

1.3km/30min 0.9km/25min 0.8km/13min0.8km/13min 0.4km/8min 0.8km/13min 0.5km/9min

선유대교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에 전해지는 전설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해수욕장과 각종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고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길이다.

총거리 36km 총소요시간 563분 선유도해수욕장 장자도 석양 장자도 할매바위 장자대교

오룡묘

고군산군도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신시도는 

본래 섬이었으나 33.9km의 세계최장 방조제 건설로 

육지와 연결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군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킬 명소이다.

Date 21     . . .
Distance km

Date 21     . . .
Distance km

총거리 8km 총소요시간 188분

신시도 전경 신시도마을

신시도 석양

여미랑게스트하우스
(일본식게스트하우스)

호남관세박물관

 

0.4km/7min0.35km/5min

0.2km
3min

0.15km
2min

0.13km/3min

0.7km/10min 0.15km/3min 0.14km/3min 0.8km/10min

0.6km/8min
0.2km/3min

월명산전망대 및 
트래블라운지(예정)

월명공원
수시탑

자연마당
(해망동)

수산물센터

 

백릉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지인 군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남겨진 역사의 흔적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경험하며 

과거를 되돌아 보는 길이다.

※ 문학·역사·영화
스토리텔링을 체험하세요
(스토리투어 180분)

Date 21     . . .
Distance km

총거리 7.5km 총소요시간 120분 호남관세박물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

해망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동국사

1km/ 18min
0.4km/10min

  

 

A

B

1길비단강길
Gubul-gilCourse1

SilkRiverCourse

8길 고군산길

2-1길 미소길

(전북천리길)
Gubul-gilCourse8

GogunsanCourseSunShineCourse
Gubul-gilCourse2

2길 햇빛길

Miso Course
Gubul-gilCourse2-1

GreatFieldCourse
Gubul-gilCourse3

3길 큰들길

4길 구슬뫼길
(전북천리길)

CourseBeadsMounain
Gubul-gilCourse4

5길 물빛길 
(전북천리길)

MulbitCourse
Gubul-gilCourse5

MoonLightCourse
Gubul-gilCourse6

6길 달밝음길

6-1길 탁류길
(전북천리길)

TakryuCourse

7길 신시도길
Gubul-gilCourse7

SinsidoCourse

Gubul-gilCourse6-1

(전북천리길)

(전북천리길)

(전북천리길)

(전북천리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