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의

안내
등산

영광이 품은 영광의
산은 높지 않아 남녀
노소 누구나 오를 수
있어, 소중한 이들과 함
께 산행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정상에서는 바다와 들
그리고 산과 노을이 어울어져 황
홀한 관경을 연출해, 건강한 산행에
재미를 더합니다.

불갑산ㅣ태청산ㅣ장암산ㅣ구수산ㅣ봉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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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갑산

INFO

불갑산은 원래 산이 낮고 산의 형상이 부드러워 ‘산들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교통 영광 고속버스 터미널 불갑사(30
분 소요)
영광 고속버스 터미널  칠거사거리 
학정사거리  학정교차로  영광로(약
3.5km직진)  신천교차로(불갑사 방
면)  신천교차로(좌회전)  밀재로(약
1.8km 직진) 불갑사교차로(우회전) 
불갑사

의 어머니’라는 뜻에서 ‘모악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러나 백제 최초로 불교를 전파한 인도의 마리난타가
이 산에 불갑사를 세운 이래로 ‘불갑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갑산은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산으로 특히 상사화가 필 때의 광경이 아름답습
니다.

English
Mt. Bulgap was called as
‘Mt. Moak’ which means ‘the mother of
mountains’ because the mountain is low
and its shape is smooth. However, it has
got its name ‘Mt. Bulgap’ since Indian
Marinanta who had spread Buddhism

in Baekje for the first time had built
Bulgapsa at this mountain. Mt. Bulgap
is a mountain where men and women
of all ages can walk around, and is the
most beautiful when magic lilies bloom.

연실봉
(516m)

장군봉
투구봉
법성봉

노루목

상사화 군락지
동백골
전일암 참식나무 군락지
덫고개
불갑사
관음봉
사자봉

노적봉

나팔봉

불갑산
음용수
상사화 군락지
구수재
도솔봉

용봉

용천사
용천봉
수도암
태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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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등산로
1등산로 수도암  도솔봉  동백골  불갑사(1시간 소요)
2등산로 불갑사  동백골  해불암  연실봉  해불암  동백골  불갑사(1시간 30분 소요)
3등산로 불갑사  동백골  구수재  연실봉  해불암  동백골  불갑사(2시간 소요)
4등산로 불갑사  덫고개  장군봉  노루목  연실봉  구수재  용봉  용천봉  도솔봉  도암  주차장(3시간소요)
5등산로 주차장  수도암  도솔봉  구수재  연실봉  장군봉  덫고개  불갑사(3시간 소요)
6등산로 주차장  덫고개  노루목  연실봉  구수재  용봉  용천봉  도솔봉  수도암  주차장(3시간 30분 소요)
7등산로 주차장  덫고개  노루목  연실봉  구수재  용봉  용천봉  태고봉  나발봉  주차장(4시간 소요)

Japanes

佛甲山はもともと山が低く、山

Chines

佛甲山地势较低，其状柔和，

の形状が柔らかくて'山々の母'という意味で'母

犹如 ‘山岳之母’，故称为 ‘母岳山’。

岳山'と呼ばれました。しかし、百済最初に仏

但在百济时期，传播佛教第一人，印度的马

教を伝えたインドのマリナンタがこの山に佛甲

里南驮在此山上修建佛甲寺后就得名 ‘佛甲

寺を建てた以来、'佛甲山'という名前を得るよ

山’。佛甲山是男女老少都可以登上的山，

うになりました。佛甲山は老若男女誰でも歩く

相思花盛开的时期尤为壮观。

ことができる山であり、特に相思花が咲くとき
の光景が美しいです。

등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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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청산

INFO

태청산은 영광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산 정상 주위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동삼로9길

로 뾰족하게 솟은 닭 벼슬 모양의 바위들이 장관을 이

교통 영광 고속버스 터미널  봉정사
(약 40분 소요)

룹니다. 정상이 바위로 되어 있어 정상을 오르는 길이

영광 고속버스 터미널  단주사거리 월

가파르지만,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까닭에 탁 트인 경

현로(약 11km 직진)  홍교교차로(우회
전)  대마면 성산리 삼거리(좌회전) 
영장로(약 7km 직진)  상무대 방면(우
회전)  봉정사

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읍과 백수 홍농 앞바다가
내려다보여 영광의 산 중에서도 풍광이 가장 멋진 곳
입니다.

English
Mt. Taecheong is the
highest mountain in Yeonggwang, and
cockscomb shaped rocks that have
risen high around the mountain peak
present a grand sight. The peak consists
of rocks, so the road to the peak is
steep, but as it consists of strange rocks

and bizarre stones, you can enjoy
the unhampered view. You can look
down Yeonggwang-eup and Baeksu
Hongnong coastal waters, so it is the
best attraction among the mountains in
Yeongg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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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청산

몰치

(593m)

마치 작은마치 장암산
(482m)

작은몰치
군감뫼

월랑산
(416m)

� 장성

상평
죽동제
남산제 죽동
신촌
금곡제 남산
구천
금산
월산
대마면사무소
� 영광

영마제
석전
� 묘량

간편 등산로
1등산로 상평마을 위 삼거리  임도  주 능선 실기장  태청봉  죽동마을 위 임도  상평마을 위 임도
(4.0 km, 4시간 소요)

2등산로 상평마을 위 삼거리  몰치  태청봉  임도  삼거리(7.5km, 4시간 소요)
3등산로 군감뫼 임도  몰치  태청봉  마치  임도  군감뫼(9.5km, 5시간 소요)

등산 안내

Japanes

太靑山は、霊光で一番高い山

Chines

太清山市灵光地区海拔最高

で、山頂周囲に細く突き出た鶏口の形の岩が壮

的山峰, 山顶周边的岩石犹如鸡冠，非常壮

観をなしています。山頂が岩になり、頂上に登

观。山顶由岩石构成，虽然攀登比较困难，

る道が険しいが、奇岩怪石から行われた理由に

但可以一览奇岩怪石和优美的景观。可以俯

開けた景色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霊光邑と白

视灵光邑和白岫宏农海，是灵光山峰中风景

岫弘農の沖が見下ろす、霊光の山の中でも風光

最美的山峰。

が一番素敵な所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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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암산

INFO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황량로
교통 영광 고속버스 터미널 
석전마을입구(약 20분 소요)
영광 고속버스 터미널  단주
사거리  월현로(약 3km직
진)  깃봉재삼거리(광주,해
보방면)  막해삼거리(좌회
전)  덕송로(약 3.3km 직진)
 석전마을 입구

태청산과 연결되어 있는 장암산은 기암괴석으로 가득한 태
청산과 달리 부드러운 산세를 지니고 있으며, 편백나무 숲
이 뿜어내는 청량한 기운은 산행을 보다 즐겁게 합니다. 특
히 장암산 정상까지는 철쭉 군락지로 산위에 꽃동산이 펼
쳐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English
Mt. Jangam, connected to
Mt. Taecheong, is gracefully shaped,
different from Mt. Taecheong, and is
full of strange rocks and bizarre stones,
and the cool energy the retinispora
woods give out makes your hiking

more pleasant. Especially, it is the royal
azalea colony by Mt. Jangam peak, and
the flower hill is spread out over the
mountain, which boasts its beautiful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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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靑山と連結されている長岩産

Japanes

Chines

与太清山相连的长岩山没有太

は奇岩怪石であふれた太靑山とは違って、やわ

清山般众多的奇岩，其山状柔和，扁柏林散

らかな山勢を持っていて、ヒノキ森が噴出する

发的清凉感可以享受登山的乐趣。一直到长

清涼の気は山歩きをより楽しくしています。特

岩山的山顶为止,盛开着山踯躅花,犹如花园

に長岩頂上まではツツジ群生池で、山に花園が

美丽无比。

広がって美しい姿を自慢します。

간편 등산로
1등산로 삼효리 석전마을  상석마을  전주이씨 묘역  북릉능선(40분)  편백나무숲  헬기장  안부  정상(초심
자는 되돌아 하산)

2등산로 삼효리 석전마을  상석마을  전주이씨 묘역  북릉능선(40분)  편백나무숲  헬기장  안부  정상  동
쪽 억새밭(300m)  삼거리  전망 바위  무덤  사거리안부  마치(잡목숲)  북서쪽 산길(50분)  석전 버스 종점

상수원저수지

광주
심학검문소

사동제
(482m)

태청산
(593m)

작은마치
마치

반월
사동

영당마을
임도종점
패러글라이딩 장소
약수터
효동마을 선동
몽강제
상석마을
매봉제
중앙초교
석전마을
영마제

죽도목장

신정

등산 안내

장암산

상무대
쉼터

호
제22
국도

월암리

영광
면사무소

영광읍
대마면사무소

장성,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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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수산

INFO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교통 영광 고속버스 터미널 
백수우체국 (약 20분 소요)
영광 고속버스 터미널  단주
사거리(11시 방향)  신평교차
로  만곡사거리  월현로(약
7.3km 직진)  백수 우체국

구수산은 정상 봉화령에서 내려다보면 드넓은 평야와 칠산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백수해안도로가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구수산의 아홉 봉우리는 원불교의 창
시자 소태산이 아홉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올린 곳으로 성
스럽게 여겨지고 있으며, 옥녀봉에는 원불교의 상징인 원
이 새겨져 있습니다.

English
Mt. Goosu is a beautiful
mountain where Baeksu Coastal Road
is spread before it, and you will take
in a grand view of the vast plain and
Chilsan sea. Nine peaks of Mt. Goosu

are considered holy where So Tae San,
the founder of Won Buddhism, prayed
with his nine disciples, and a circle, the
symbol of Won Buddhism, is inscribed
on the Oknyeo-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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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등산로
1등산로 활체육공원  삼밭재  구수산  불복재  봉화령  가자봉  열부 순절지(소요 시간 5시간)
2등산로 백수 우체국  헬기장  갓봉  모재봉  봉화령  가자봉  해안 공원(소요 시간 3시간)
3등산로 백수우체국 헬기장 갓봉 모재봉 봉화령 가자봉 뱀골봉 덕산입구 열부순절지(소요시간4시간)

Japanes

九岫山は頂上の烽火嶺から見下

Chines

山顶烽火岭俯视广阔的平川和

ろすと広い平野と七山海が一望でき、白岫海岸

七山海,白岫海岸道路,是个美丽的山峰。九

道路が、目の前に広がる美しい山です。九岫山

岫山的九峰是圆佛教创始人少太山与9位弟

の9つの峰は圓仏教の創始者ソテサンが9弟子

子一同祈祷的圣地,玉女峰中刻有象征圆佛教

たちと一緒に祈りを捧げたところで神聖にされ

的圆。

ているし、玉女峰には圓仏教の象徴である圓が
刻まれています。

구수리
군민체육공원

뱀골봉
가자봉

불북재
(327m)

봉화령

구수산

등산 안내

수두암

봉우재

옥녀봉

(351m)
길용리

(374m)
모재

수리봉
백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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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봉대산

INFO
주소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교통 영광 고속버스 터미널  굴비
골농협(약 40분 소요)
신남로(1.0km)  신하교차로에서 '
공음, 법성포' 방면으로 우측방향 
영광로(10.1km)  굴비로(0.4km)
 우체국 앞에서 '법성면사무소' 방
면으로 우회전  진굴비길  굴비
골 농협(봉대산)

나라의 위급한 소식을 연기로 피워 중앙에 전하던 봉수
(봉대)가 있는 산이라고 하여 봉대산이라 부릅니다. 봉
우리가 부드럽고 수림이 아름다워 찾는 이가 많습니다.
특히 정상에서 볼 수 있는 서해안 노을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이곳에서 매년 초 진행하
는 해맞이 축제는 지역 주민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English
It is called as Mt. Bongdae
because it is a mountain with signal fire
(signal beacon) that had given off smoke
to send critical news to the center. The
mountain top is smooth and the woods
are beautiful, so many people visit here.

Especially, the scenery, which the sunset
of the West Coast that can be seen at the
peak forms, is nearly fantastic. Sun-rise
festival progressed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is popular among all the local
residents and those who lov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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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바위
(운동 시설) 작은재
(운동 시설)

봉대산 (286m)

가마미 해수욕장
금정산 (264m)

질마재

한수원
사택 정문
1코스
3코스

칠암재

흥농중학교

칠암폭포
굴비골 농협
2코스
상록할인마트
칠성사 방면
선창금 방면

간편 등산로

욕장(약 4시간 소요)

Japanes

国の危急の知らせを煙を吸って

中央に伝えた烽燧(烽戴)がある山として烽戴と
呼びます。峰が柔らかく樹林が美しい、訪れる
人が多いです。特に頂上で見られる西海岸の夕

Chines

등산 안내

1등산로 한수원 사택 정문  작은재(촛대봉)  마당바위(헬기장)  봉대산 정산  칠암재  칠암삼거리(약 1시간 30분)
2등산로 농협 앞  마당바위(헬기장)  봉대산 정상  질마재  칠암폭포  칠암삼거리(약 2시간 소요)
3등산로 한수원 사택 정문  작은재(촛대봉)  마당바위(헬기장)  봉대산 정산  질마재  금정산 정상  가마미 해수

传送国家紧急消息时，点燃中

央烽首（烽台），故称为烽台山。柔和的山
峰和优美的树林，让游客闻名拜访。山顶上

焼けがつくりだす風景はうっとりします。毎年

看到的西海岸晚霞映衬下的风景更增添了一

初、ここで行う日の出祭りは地域住民と山の好

份诗意, 年初观日出活动都会聚集地区居民

きな人たちに人気があります。

和四方来客，是爱山人士争相拜访去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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