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생태탐방 명소인 군산호수공원은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음에도 청정원시림과 같이
잘 보존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쌍천 이영춘박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고, 걸으며 만나게 되는 동네벽화가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길이다. 

Gubul-gil Course 4┃Beads Mounain Course

구슬뫼길

군산호수공원 억새숲이영춘 가옥 군산호수공원수변산책로 군산호수공원 생태습지돌머리마을벽화
총거리18.8km     총소요시간: 335분 
Total distance : 18.3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330min.

군산저수지와 백석제를 둘러볼 수 있고 옥구토성 성곽을 
걸으며 장수를 기원하는 이 길은 햇살받은 물결이 아름다워
은파라 불리는 은파호수공원에서 끝나는 길로 반짝이는 
물빛의 황홀함에 빠져드는 길이다. 

Gubul-gil Course 5┃Mulbit Course

물빛길

은파호수공원 야경옥구향교 군산호수공원 은파물빛다리야경은파호수공원
총거리18.4km     총소요시간: 340분 
Total distance : 18.4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340min.

     

금강과 서해바다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달밝음길은 월명산, 점방산, 장계산,
설림산 등으로 이어져 있는 길로 봉수대를 비롯 금강과 서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다.  

Gubul-gil Course 6┃Moon Light Course

달밝음길

내항부잔교월명호수공원 월명호수공원수시탑 경암동철길진포해양공원
총거리15.5km     총소요시간: 257분 
Total distance : 15.5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257min.

백릉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지인 군산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남겨진
역사의 흔적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경험하며 과거를 되돌아 보는 길이다.

Gubul-gil Course 6-1┃Takryu Course

탁류길

해망굴구)군산세관 신흥동일본식가옥

군산근대역사박물관동국사

총거리6.0km     총소요시간: 102분 
Total distance : 6.0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102min.

고군산 군도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신시도는
본래 섬이었으나 33.9km의세계최장 방조제 건설로
육지와 연결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군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킬 명소이다.

Gubul-gil Course 7┃Sinsido Course

신시도길

새만금길

신시도 석양

신신도전경 대각산전경

총거리12.3km     총소요시간: 305분 
Total distance : 12.3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305min.

7 신시도길

신시도 바닷길
등산로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선유도, 대장도,
무녀도에 전해지는 전설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해수욕장과 갯벌체험장 등이 있어
체험활동을 비롯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길이다.

Gubul-gil Course 8┃Gogunsan Course

고군산길

장자도할매바위선유도해수욕장 장자도 석양 장자대교

오룡묘

총거리21.2km     총소요시간: 497분 
Total distance : 21.2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497min.

거리/시간 _ A :12.4㎞/315min        B : 8.8㎞/182min 

Date 20    .     .     . 
Distance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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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길 7-1길

Gubul-gil Course 7-1┃Seamangeum Course
총거리28.0km     총소요시간: 445분 Total distance : 28.0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445min.

※ 문학·역사·영화
스토리텔링을 체험하세요
(스토리투어_180분)

A

B

Awalking tourofGUNSAN
구불길_구부러지고 수풀이 우거진 길을 여유·자유·풍요를 느끼며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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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펼쳐가는 이 길은 채만식문학관, 금강철새조망대, 
금강호관광지, 오성산, 나포십자들과 군산역에서 내흥동구석기 유물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강물이 흐른 세월만큼이나 전설과 역사, 자연과 생태를 품은 길이다.

Gubul-gil Course 1┃Silk River Course

비단강길

구부러지고 수풀이 우거진 길을 여유·자유·풍요를
느끼며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길을 뜻한다. 

총거리188.9km 

Gubul-gil refers to the winding hike route in Gunsan, which makes travelers
want to stay longer in order to enjoy a feeling of composure, freedom, and
affluence of mind while walking along a path that is densely covered
with woods and grass.

성덕마을벽화금강철새조망대 금강하구둑 채만식문학관금강호생태습지

Date 20    .     .     . 
Distance km

총거리17.2km     총소요시간: 308분 
Total distance : 17.2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308min.

Date 20    .     .     . 
Distance km

부처가 있는 절이라는 뜻의 불주사를 지나 망해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금강은 
햇빛이 반사되어 비단처럼 반짝이고 그 위를 노니는 철새들로 장관을 연출한다. 
그 앞으로 보여지는 너른 십자들에서 풍요를 선물받고 임피향교와 채만식생가터 등을 
거쳐 인문학의 정취에 빠져 드는 길이다.

Gubul-gil Course 2┃Sun Shine Course

햇빛길

축성산 등산로임피향교 망해산 등산로 불주사

망해산 겨울도보

나포십자들
총거리15.6km     총소요시간: 295분 
Total distance : 15.6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29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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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bul-gil Course 2-1┃Miso Course

미소길

임피역임피남산 남산약수터 탑동 3층석탑신털메쉼터
총거리18.7km     총소요시간: 306분 
Total distance : 18.7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306min.

너른들(큰들)을 걷는 길로 지네를 닮았다하여 오공혈이라 불리는 고봉산과 건축학적으로
의미있는 채원병고택을 지나 임진왜란 등에서 공을 세운 최호장군 유지와 발산리유적(5층
석탑 등)을 만날 수 있는 길로 풍요와 아픔을 동시에 간직한 길이다.

Gubul-gil Course 3┃Great Field Course

큰들길

진남정대야들 대야들쌀

발산리 석등발산리 5층석탑

총거리17.2km     총소요시간: 303분 
Total distance : 17.2km / Estimated length of Tour : 303min.

구불 2길
햇빛길

구불 1길
비단강길

구불 2-1길
미소길

구불 3길
큰들길

구불 4길
구슬뫼길

구불 5길
물빛길

구불 6길
달밝음길

구불 6-1길
탁류길

6-1길 탁류길 7길 신시도길 7-1길새만금길 8길 고군산길

구불 7길/7-1길
신시도길/새만금길

구불 8길
고군산길

구불길 교통안내 

Date 20    .     .     . 
Distance km

Date 20    .     .     . 
Distance km

•군산관광안내소 
•은파관광안내소
•진포관광안내소

Gunsan tourist informationcenter

Eunpa tourist informationcenter

Jinpo tourist informationcenter

063)453-4986
063)453-4985
063)445-4472

•새만금관광안내소
•군산역관광안내소
•구불길탐방지원센터

Saemangeumtourist informationcenter

GunsanStantion informationcenter

Gubul-gil trail informationcenter

063)467-6030
070-7743-9205
063)467-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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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시내버스Buses  T. 063)443-3077

         군산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Gunsan City Bus Co-Management Committee 

02.  브랜드 택시Brand Taxi

         •새만금콜 Saemangeum call T.1577-9425
         •희망콜Huimang call T.1577-2860

Gubugil Transportation 군
산
시
 문

화
관
광
 홈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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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천

구불길
군산시외/고속버스 터미널 ⇨ 도보시작점 도보종점 ⇨ 군산시외/고속버스 터미널

탑승정류장 버스번호 및 시간 하차정류장 탑승정류장 버스번호 및 시간 하차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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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길 햇빛길 ➍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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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길 미소길 ➊ 번 61~63번 매시 20분
64~66번 매시 50분 임피우체국 신촌 36·37번 매시 50분 ➌ 번

3길 큰들길 ➍·➊ 번 35번 짝수시간 38분
61~63번 매시 20분, 64~66번 매시 50분

작촌마을입구
덜걱사거리

망동마을
(옥산허브한증막) 88·89번 매시 22분 ➌ 번

4길 구슬뫼길 ➍ 번 88·89번 매시 32분 망동마을
(옥산허브한증막) 군산역 1~7번, 11~17번 수시 ➊ 번

5길 물빛길 ➍ 번 42·43번 매시 32분
44번 매시 52분 옥산면삼거리 은파입구 모든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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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길 신시도길

➊ 번 7번 매시 50분
8번 매시 15분

비응항관광안내소 가력도 99번 매시 40분
군산대학교
정문 하차 후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모든 버스 탑승 

➋ 번 85번 매시 5분

➍ 번 91번 매시 45분

➊ 번 <환승> 14·15번 매시 55분<군산대학교 정문 하차 후
99번 버스로 환승, 매시 40분)

7-1길 새만금길 ➊ 번 <환승> 14·15번 매시 55분<군산대학교 정문 하차 후
99번 버스로 환승, 매시 40분> 신시도 신시도 99번 매시 55분

8길 고군산길 ➊ 번 7번 매시 50분 여객선터미널 여객선터미널 7번 매시 40분 ➍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