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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골담길 2 추암촛대바위 3 망상 제2오토캠핑장

4 묵호등대 야경 5 무릉계곡

동해시로 오세요

야영장으로, 망상 오토매틱캠핑리조트와는 500ｍ 거리에 위치해

5

망상해변만의 새로운 캠핑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바다와 계곡을 동시에 즐기는 관광지

무릉계곡 힐링 캠프장에서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
을 누릴 수 있다. 맑고 시원한 바닷물과 잘게 부서진 백사장이 아름

동해시는 망상해변, 추암해변 등 바다와 무릉계곡 명승지와 같은

도 영동 남부지역에 위치해 동으로는 해안선, 서쪽으로는 백두대간

다운 추암해변에 오토캠핑장이 조성됐다. 가족 단위 휴양은 물론

이루는 촛대바위는 아침 해돋이가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어 관광

계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피서지다.

의 허리인 태백산맥에 접하고 있어 수려한 산과 아름다운 계곡 그

기업체와 단체, 대학생들의 연수 장소로 많이 이용되며, 시설 이용

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돋이 명소다.

예전부터 촛대바위, 천곡 황금박쥐 동굴 등 자연의 신비함을 간직

리고 푸른 동해를 모두 갖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객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돼 즐거운 휴식과 다양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천곡 황금박쥐 동굴

한 레저 활동을 접할 수 있다.

자연학습관은 희귀석들이 어우러져 학술 가치와 함께 자연의 신비

한 자연유산으로 아이들의 교육·체험에 도움이 되는 자연학습장
과 망상 오토캠핑장, 무릉계곡 힐링 캠프장, 그리고 추암 오토캠핑

어느 휴양지에서도 느낄 수 없는 레저를 즐겨보세요

장까지 레저의 메카로 명성을 크게 얻고 있다.

망상 오토캠핑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자동차 전용 캠핑장

어촌마을의 푸근한 스토리가 있는 감성 여행

최근에는 묵호항과 논골담길 등 어촌마을의 푸근한 정취를 인생

이다. 자연 친화적 레저공간으로 2002년 제64회 FICC 세계캠핑카

묵호항과 묵호등대, 논골담길에서는 어촌마을 특유의 푸근한 정취

최고 장면으로 남길 수 있는 낭만적인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바닝대회가 열린 곳이다. 이곳은 자연경관 보존형 시설을 중심으

를 인생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인기가 있다.

동해까지 와서 먹방 안 할 수 없쥬?

로 조성된 친환경 상설 캠프장으로 자동차와 텐트, 목조 숙영시설

논골담길은 2009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묵호동주민협의체의

어촌 풍경이 한눈에 느껴지는 횟집 명소 거리에서는 갓 잡아 올린

바다, 산, 계곡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마세요

을 이용하는 가족 단위의 새로운 레저 문화 활동 공간이다.

‘묵호이야기가 있는 등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다. 이

싱싱한 활어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도시풍 카페와 어우러진 해

서울에서 2시간 30분 거리 정동방에 위치한 동해는 맑고 푸른 강원

망상 제2 오토캠핑장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어 동해문화원이 주관한 2010 어르신 생활 문화 전승 사업 묵호등

안으로 관광 명소 거리로도 거듭나고 있다. 추암해변에는 삶의 활

대 담화 마을 ‘논골담길’ 프로젝트에 지역 어르신들과 예술가들이

력이 넘치는 동해의 횟집 타운과 동해의 청정 대게 타운이 형성돼

참여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지구과학 자연 학습장을 제공하는데 최
적의 조건이다.

회나 해산물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다. 무릉계곡 명승지 내에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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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경관

한 향토 음식촌에서는 동해의 신토불이 재료로 만든 산나물비빔밥,

무릉계곡 명승지는 신선이 노닐었다는 일명 무릉도원이라 불리며

더덕구이, 황기 백숙, 감자전과 같이 청정자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계곡으로 수많은 기암괴석

메뉴가 기다리고 있다.

과 절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마치 현존하는 선경에 와있는 듯

또 동해의 전통시장인 북평 전통 오일장에서는 어머니들의 손맛이

한 느낌을 준다.

느껴지는 메밀전병과 얼큰한 맛의 소머리국밥, 어릴 때 아버지께서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화면으로 유명한 각종 기암괴석이 조화를

사 오신 옛날 통닭까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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