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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언택트 차박·차크닉 캠핑 투어

국내 바다 여행지 1위. 영덕군의 해수욕장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에 위치한 고래불 국민야영장은 6개 해안
마을을 배경으로 20리나 펼쳐진 해수욕장이다. 고려말 목은 이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선뜻 사람이 붐비

인스타그램 차박 성지, 포항 도구해수욕장과 경주 나아해변

고래가 뛰어노는 곳이라 고래불로 명명했다. 고래불해수욕장 17만5

는 여행지를 찾아가기 어렵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건전한 마

도구해수욕장은 포스코와 구룡포 해수욕장의 중간 지점인 포항시

천㎡에 야영장 148동(숲속 텐트 110동, 오토캠핑 13동, 카라반 25동)이

음가짐을 위해, 잠시 가슴이 탁 트인 곳을 방문하는 것은 어떨까. 코

동해면 도구리에 있다. 백사장은 1만2천여평의 크기로 길이 800ｍ,

있다. 어린이 놀이터와 물놀이장이 있어 가족 캠핑에 적격이다.

로나19 시대 여가의 핵심은 비대면이다.

폭 50ｍ다. 명주조개 서식지로 잘 알려진 이곳은 이국적인 야자수

경상북도는 경북 힐링 여행 홍보 시리즈를 기획해 경북만의 특색과

그늘 차박 캠핑 장소로 유명하다. 고대 설화인 연오랑과 세오녀의

공유가 머무른 올 모스트 홈스테이

매력을 지닌 숨은 청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테마별 홍보를 통해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솔 내음 가득한 경북 청송 주왕산 자락에 우거진 소나무가 사시사

언택트 관광지의 숨은 명소로 경북을 알리고 있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나아해변도 차박 여행지로 많은 관

철 푸르게 둘린, 청송의 맑은 기운과 청량한 솔 내음을 느낄 수 있는

경북도는 ‘별밤달밤 캠핑투어’ 소책자도 발간, 경북 23개 시·군의 차

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작은 자갈의 몽돌해변으로 한적하고 조용해

한옥 스테이다. 배우 공유가 머물며 CF 영상을 촬영한 곳으로 유명

영양 맹동산풍력발전단지·수비별빛캠핑장

박과 차크닉 여행지, 한옥스테이, 오토캠핑장 등 비대면 힐링 숙박

서 가족들과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차박·비박 캠핑지로 유명하다.

하다.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808ｍ)과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는 86개의 풍

여행지 71개소를 소개하고 여유롭고 안전한 경북 여행지를 안내하

토함산 능선을 따라 7기의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으며 ‘바

고 있다.

람의 언덕’으로 불리는 이곳은 바람길 산책로, 피크닉 테이블 등이

생태·레포츠 체험 즐길 수 있는 상주보 오토캠핑장

트로 언택트 관광의 숨은 차박 명소다. 맹동산 능선을 따라 그림처

조성되면서 새로운 차박 여행지로 인기다. 또 일몰과 은하수 풍경

상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상주보 오토캠핑장은 낙동강에서 수상 레

럼 자리 잡은 하얀 발전기가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장엄한 일

일몰이 예쁜 바람의 언덕 풍차, 군위 화산산성 캠핑

이 매력적인 곳으로,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에게 출사지 명소로 유명

포츠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주변에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출과 아름다운 일몰,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드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에 위치한 화산산성은 모토 캠핑(모터사이클

하다.

과 경천대가 있어 아이와 함께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4만여㎡ 부지

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다.

과 캠핑의 합성어)과 차박 캠핑으로 유명하다. 바람개비 언덕 위에

에 오토캠핑 60면, 일반캠핑 20면, 방갈로 6동을 비롯해 샤워실, 어린

영양 수비 수하마을은 오지 중의 오지다. 밤하늘과 은하수 별 무리

눈이 힐링 되는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진다. 전망대와 풍차를 배경

이 놀이터, 파고라, 농구장, 족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를 볼 수 있다. 국제밤하늘보호협회(IDA)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

2
1, 2 군위 화산산성 차박 모습

력발전기가 있다.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나홀로 캠핑족의 아지

제 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우주가

으로 일몰 사진과 은하수 사진을 찍기 좋은 명소다.

장관으로 펼쳐지는 영양수비별빛캠핑장은 가족들과 함께 과학책이
나 천체망원경으로 접했던 밤하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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