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 트

낙동강생태탐방선은 매주 금·토요일 주 2회 운행한다. 물금 선착장
에서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해 화명 선착장을 경유, 오후 3시 30분에
황산선착장에 도착하는 코스로 운행된다.
생태탐방선 전화 예약 ☎ 051-294-2135

황산강베랑길은 기찻길 옆으로 조성된 낙동강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됐다.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162-1 ☎ 055-379-8690

배내골
배내골은 양산 시내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다. 가지산 고봉
들이 감싸고 있으며,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이 모
여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곳이다. 주변에 다양한 시설을 갖
춘 예쁜 펜션 촌도 있어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많다.

통도골
통도골은 계곡이 깊고 일교차가 크며, 고로쇠 수액이 유명한 지역

내원사 계곡

이다. 통도골을 따라 30분간 올라가면 영화 ‘달마야 놀자’ 촬영지인

양산에 가야할 이유…명소 6곳을 소개합니다

선녀탕이 나온다. 계곡이 깊은 산을 따라 길게 이어지고 울창한 원
시림이 끝없이 펼쳐져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이다.
양산시 원동면 대리·선리 ☎ 055-382-4112

통도골

내원사 계곡

황산공원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 계곡은 예부터 소금강이라 불릴 정

낙동강 수변공원인 황산공원은 문화·관광·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

통도아쿠아환타지아

도로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 신비한 계곡으

는 공간이다. 187만여㎡ 면적으로 황산캠핑장, 황산선착장의 낙동강

국내 최초인 더블익스트림 슬라이드를 비롯해 듀얼웨이브, 다이아

트는 국내 최초 나이트 테마파크로 러브스토리, 힐링스트리트, 빛

로 불렸다. 계곡 곳곳에는 삼층 바위가 있고 절벽에 ‘소금강’이란 글

생태탐방선 운항, 파크골프장, 미니 기차, 야생화단지, 강민호야구

몬드 웨이브 등 최대 9가지 모습으로 변신하는 파도 풀, 다이빙풀,

의 정원, 동물농장, 소망터널 등 9개의 테마 공간으로 어둠에 대비

자가 새겨져 있다. 병풍 모양으로 바위가 길게 뻗어져 있어 병풍바

장과 높이 21ｍ의 황산육교 전망대, 황산강베랑길 등이 있다.

토렌토리버, 레이싱 슬라이드, 스피드 슬라이드, 프로볼 슬라이드,

되는 이국적인 궁전과 백색으로 펼쳐진 꽃송이가 자칫 진부해 보

위라 불리기도 한다. 주변 관광지로 통도사, 홍룡폭포, 통도환타지

캠핑장은 공원 내 잔디밭 3만5천㎡ 면적에 차량을 이용하는 오토

튜브 슬라이드 등 짜릿함과 시원함을 주는 시설들이 즐비하다.

이는 드림나이트라는 타이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아 등이 있다.

캠핑 사이트 36면과 일반 캠핑사이트 75면 등 총 115면으로 구성됐다.

밤에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인 ‘드림나이트’가 준비된다. 드림나이

양산시 하북면 통도7길 68 ☎ 055-379-7000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 207 일원 ☎ 055-374-6466

대운산자연휴양림
대운산자연휴양림은 양산팔경 중 하나인 대운산에 위치해 주변 풍
취가 뛰어나다. 총 240㏊ 면적으로 울창한 수풀과 폭포가 장관이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적합해 가족 단위 여행지로 즐겨 찾는 곳이다.
숲속의 집 16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 카라반 5대 등의 숙박시설과
야영 데크 101개소를 갖춰 즐거운 숲속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또 숲
속 작은 음악회(매월 셋째 주 토요일), 스토리가 있는 숲 해설, 유아
숲체험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정취와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다.
양산시 탑골길 208-124 ☎ 055-366-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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