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하동군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 진해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추천 투어 코스

여름

1코스

2코스

강주해바라기 마을    연꽃테마파크    고려

동유적지    입곡군립공원

강주해바라기마을    연꽃테마파크    함안

박물관&말이산고분군    무진정

강주해바라기마을    연꽃테마파크    함안

박물관&말이산고분군    함안승마공원    

서산서원    1박    무진정    입곡군립공원  

  고려동유적지    손양원기념관    장춘사

1박2일 
코스

1코스

2코스

함안박물관&말이산고분군    입곡군립공원  

  고려동유적지   손양원기념관    장춘사

함안박물관&말이산고분군    무진정    함안

승마공원(사전예약)    서산서원    악양둑방길 

1박2일 
코스

입곡군립공원    고려동유적지    함안박물관&

말이산고분군    무진정   한우국밥촌    1박  

  함안승마공원(사전예약)    서산서원    

악양둑방길    합강정    손양원기념관

봄·가을

아라
가야

의 역사와

문화
가 살아

 숨쉬는

하동군

문화
가화가화
살

문화문화문
가화가화

함안

함안군의 마스코트는 옛날 농경시대부터 인간

과 가장 친화적이며 부지런한 황소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으로서 힘차게 나아가는 함안의 미래

를 상징함.

30,882세대 69,156명

가구 및 인구
416.64㎢ (경남도의 3.9%)

면적

 행정기구
2실, 11과 / 2직속기관 / 4사업소 / 2읍 / 8면

 행정구역
2읍 8면, 249개리

 심벌  마스코트 : 우돌이

 군목 : 감나무

 군조 : 까치

 군화 : 백일홍

함안의 역사01

함안의 현황02

함안의 상징물03

삼한시대
변한에 속한 변진안야국(弁辰安野菊)

가야시대

6가야 중 아라가야(阿羅加耶)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법흥왕때 신라에 병합 아시량군(阿尸良郡) 설치
757년 경덕왕 16년 함안군(咸安郡)으로 개칭

고려시대

995년 성종 14년 함주(咸州) 설치

1018년 현종 9년 김해속군이 됨
1172년 명종 2년 현(縣) 설치

1373년 공민왕 22년 군(郡)으로 승격

현대사회

1979년 가야면 읍으로 승격(1읍 9면 1출장소)
1980년 군북면 월촌출장소 설치(1읍 9면 2출장소)
1989년  여항면 산서출장소 마산시 진전면 편입

(1읍 9면 1출장소)
1999년 군북면 월촌출장소 폐지(1읍 9면)
2015년 칠/원읍으로 승격(2읍8면)

조선시대

1506년 연산군 11년 도호부(都護府) 승격

1906년 광무 10년 칠원군 편입

근대사회

1914년 행정구역 개칭(11面 )
1933년 죽남면이 군북면 편입(10面)
1944년 여항면 산서출장소 설치(10面 1출장소)

농특산품

 한우국밥

한우암소의 사골, 등뼈 등을 반나절 이상 고아서 우려낸 국물에 한우의 
양지머리, 등심고기를 넣고 각종 야채와 갖은 양념을 넣은 후 다시 푹 끓
인 것으로 맛이 담백하고 고기가 쫄깃하다. 함안면 한우국밥촌에서 맛볼 
수 있다.

 민물매운탕
청정지역의 자연산 민물고기를 육수를 끓여 만든 매운탕은 담백하고 
비린맛이 없다.

수박 곶감

백자메론단감

연근

파프리카

 함안농업기술센터  055) 580-2551
 함안쇼핑몰 055) 762-0384

업소명 소재지 객실수 전화(055)
드윌펜션(연수원) 산인면 모곡리 809-2 20 583-5114
란트하우스펜션 군북면 영운2길 105-1 독채 585-2081
응암팜스테이 법수면 강주1길 287-9 7 010-9337-2893

군북월촌정보화마을 군북면 월촌내길 34-1 4 585-9998
입곡마을회관 산인면 입곡본 1길 6 4 010-7535-5911
여항산정원펜션 여항면 주서4길 126 4 582-8625
부산농원 민박 여항면 외암리 73 2 583-9746
깜이네 민박 여항면 주서3길 216 3 583-5553

별천지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 여항면 주동2길 136 4 585-1727
아리랑장모텔 가야읍 가야로 38 18 584-5577
홍성모텔 가야읍 가야로 60 26 582-1048
황실모텔 가야읍 가야로 69 24 585-1515

싸이클론모텔 가야읍 말산리 58번지 102호 23 583-7784
동화모텔 가야읍 방목1길 45 25 583-9376
중앙장모텔 가야읍 중앙남1길 25-1 25 583-6318
워커힐모텔 가야읍 중앙남1길 27 30 583-6368
장미모텔 가야읍 함안대로 530(외 1필지) 19 583-8823

The moon 가야읍 함안대로 540-3 9 583-3838
에쿠스 모텔 군북면 방어산로 597 19 583-0001

가나안관광농원여관 군북면 소포리 1221번지 20 585-0391
아가페 모텔 군북면 월촌1길 23 20 583-6269
락 무인텔 군북면 장백로 299-48 16 582-2666
황금모텔 군북면 중앙7길 68 13 585-2901
카카오모텔 군북면 중앙7길 96 18 583-1155
옥모텔 군북면 지두2길 27 20 585-3301

피렌체모텔 산인면 산익길 66 24 583-3600
그린힐여관 산인면 산인로 64-27 12 582-5525
파크모텔 산인면 산인로 64-33 11 583-7799

파라다이스모텔 산인면 성산로 540 19 583-7997
프로포즈모텔 산인면 신산로 196 14 582-4083
에이플러스 모텔 산인면 신산로 201 18 583-1818
코스모스여관 여항면 진함로 896 12 583-1260
밀알의 집 칠북면 북원로 108 16 587-8900
백련모텔 칠서면 계내1길 13 30 586-0078
전원모텔 칠서면 계내1길 67 19 586-2060
로즈모텔 칠서면 무릉리 521 22 586-5777
그랜드모텔 칠서면 함의로 144-68 20 587-8600
아바나모텔 칠원읍 동대이길 52 14 586-0211

레인보우장여관 칠원읍 동대이길 56 16 586-4246
카리스마여관 칠원읍 동대이길 68 19 586-1177
크라운모텔 칠원읍 원서로 98 18 586-3206

숙박업소
업소명 주메뉴 전화(055)

가야읍

길벗맛자랑 국수 583-5530
신오리명가 오리탕 584-9220
산수정 오리불고기, 오리탕 583-0350
아라생복 복어요리 582-5400
김치도둑 김치찌개 582-4351
놀부보쌈 옛맛부대찌개 582-5382

신천유황오리 오리불고기, 오리탕 582-5289
선경낙지찜마을 낙지 582-5533
자연산횟집 생선회 585-5757
서울복집 멍게비빔밥 585-5432
수정식당 청국장, 닭도리탕 585-1717
사철식당 보신탕 583-6241
마당국밥 돼지국밥 582-3507

아라공원식당 추어탕 585-2573
칠원읍

솔마을
돼지갈비, 
샤브샤브, 
육개장

587-8383

매미궁뎅이
순두부찌개, 
청국장찌개, 
낙지볶음

587-1596

낙지천지 낙지볶음 586-1190
마당쇠 순대돼지국밥 순대국밥, 돼지국밥 587-9989
한우지예 함안축협삼칠점 소고기 586-7992

한솔버섯농장 소고기 587-8565
전원초밥 초밥, 회 587-1377

함안면

대구식당 소고기국밥 583-4026

한성식당
돼지수육, 
소고기국밥

584-3503

군북면

전원휴게소 생선구이 583-5550

청호가든
낙지, 수육쌈밥,
오겹김치찜

585-1150

구만식당 된장샤브샤브 585-1121
자연정 한정식 585-2959

업소명 주메뉴 전화(055)

법수가든식당
매생이굴탕, 
매생이전골

584-3257

고향삼계탕
삼계탕, 닭계장, 
닭칼국수

582-2722

나룻터가는길
장어구이, 닭국, 
참께매운탕

582-4561

대산면

OK성진식당 오리탕 585-0091
악양루가든 메기매운탕 584-3479

예원 오리불고기, 오리탕 586-0005
철교황토집 장어구이 587-6917

옛날시골보리밥집 보리밥, 청국장, 수육 586-0680
큰손짜장 중화요리 587-6655
청호선지국 선짓국, 해장국 587-6754
통마루 한방삼계탕, 갈비찜 586-0110

박경순 냉면 냉면, 수육 587-2830
너와촌 곰탕 586-0120

칠북면

부경갈비 추어탕, 돼지갈비 587-4300
산인면

산처럼물처럼 도토리백숙(토속음식) 583-5060
국보삼계탕 백숙, 삼계탕 585-7383
감나무집 추어탕정식, 돌솥밥 582-3002

가마솥통 돼지국밥 돼지국밥, 수육 583-8243
이가네 짬뽕국밥 고기짬뽕 585-5416
문득그리움 버섯덮밥, 비빔밥 583-1666
본가삼계탕 삼계탕 582-6464

쌈시세끼
남해죽방
생멸치쌈밥, 
쌈채소정식

584-5003

양평해장국 황태해장국 582-2030
여항면

식객 오리불고기 582-8899
산촌식당 닭국 582-2466

여항산보리한우 소고기국밥, 소고기 585-1855
진고개휴게소식당 김치찌개 583-1219

여울목 연잎밥, 돈까스 582-5535

맛 집

범 례

터미널 기차역

파출소 소방서

읍면사무소

대표관광지 문화재

레저관광지 체험학습장

함안박물관 가야읍 고분길 153-31
연꽃테마파크 가야읍 가야리 233-4
함안승마공원 가야읍 봉수로 508일원
손양원기념관 칠원읍 덕산4길 39
무기연당 칠원읍 무기1길 33
무진정 함안면 괴산4길 25

한우국밥촌 함안면 북촌2길 50-29
입곡군립공원 산인면 입곡리 산58-2
고려동유적지 산인면 모곡2길 53
서산서원 군북면 사군로 1235

강주해바라기마을 법수면 강주4길 37
악양둑방길 법수면 악양길 32
합강정 대산면 구암로 469
반구정 대산면 구암4길 116-2

강나루오토캠핑장 칠서면 이룡리 998
함안군홍보전시관 칠북면 봉촌1길 427

광심정 칠북면 봉촌2길 277
장춘사 칠북면 북원로 110-1

대표관광지 주소



여항산 둘레길&명품 자연생태숲길

여항산둘레길은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서 여항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으면서 자연경관과 생태를 배우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
록 조성한 자연생태 산책로다.

전체 14km    소요시간 약 5시간 30분

1구간

단풍길(임도)
7.7Km

2구간

소나무길

3.2Km

3구간

별내길

1Km

4구간

치유의길

2.1Km

코스

  관람시간 :  3월~10월 09시~18시 / 11월~2월 09시~17시

  관람요금 : 무료

  휴관일 : 월요일, 신정, 설날·추석연휴

  위치 :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53-31

 전화 : 055) 580-3908(함안박물관)

2003년 10월 개관한 함안박물관은 말이산고분군 서쪽에 자
리잡고 있으며, 배후의 아름다운 유적경관과 어우러져 문화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함안박물관은 대여유물 
173여점과 기증·기탁유물 1,800여 점, 복제유물 100여점 등 총 
2,096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2017. 1. 기준), 짜임새 있는 
전시를 통해 가야인의 혼과 기백, 독창성이 담긴 문화를 흠뻑 
느낄 수 있다.

함안박물관(E4)02

무진정(E4) 유형문화재 제 158호03

  위치 : 함안군 함안면 괴산4길 25
 전화 : 055) 580-2321(문화재유산 담당)

무진정은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547번지에 소재한 
정자이다. 이 정자는 조선 
명종 22년(1567)에 조삼(
趙參)선생이 후진을 양성

하며 여생을 보내기 위하

여 직접 지은 정자로서 선생의 호를 따서 무진정(無盡亭)이라

고 하였다. 단순하고 소박한 건물로서 조선 전기의 정자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못과 정자가 조화를 이뤄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세 곳 가운데 두 번째라 하여 ‘이수정’이라고도 한다.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찬란했던 아라가야의 도읍이었던 가야

읍의 말이산 구릉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말이산(末伊山)은 ‘머
리산’의 소리음을 빌어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왕(족)의 무덤이 
있는 산’ 이라는 의미이다. 불꽃무늬토기, 수레바퀴모양 토기 
등 독특한 양식의 토기들과 말갑옷, 새모양장식 미늘쇠 등 다양

한 철기들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라, 백제, 대가야 등과 
함께 고대 한반도 남부를 호령하면서, ‘철(鐵)의 왕국(王國)’으
로 불리었던 아라가야의 우수한 문화상을 엿볼 수 있다.

  위치 :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526-1
 전화 : 055) 580-2321(문화재유산 담당)

함안말이산고분군(D4) 사적 515호01

악양루(岳陽樓)는 남강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넓은 들판과 제방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한
국전쟁 이후에 복원하였으며, 1963년에 고쳐지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앞면 3칸 · 옆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정자의 이름은 중국의 
명승지인 ‘악양’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전한다. 옛날에는 ‘기
두헌’(倚斗軒)이라는 현판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청남 오재

봉(菁南 吳齋峯)이 쓴 ‘악양루’라는 현판이 남아 있다.

악양루(C3) 문화재자료 제190호07

  위치 : 함안군 대산면 대법로 331-1
 전화 : 055) 580-2321(문화재유산 담당)

  위치 :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산 99
 전화 : 055) 583-2341(문화예술 담당)

주재성의 생가에 있는 조선 후기의 연못이다. 주재성은 조선 영
조 4년(1728) 이인좌의 난 때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인물이다. 관군들은 돌아가는 길에 그의 덕을 칭송하여 
마을 입구에 ‘창의사적비(倡義事蹟碑)’를 세우고 서당 앞 넓은 
마당에 연못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 방문 전 무기연당 개방여부 전화확인 필수

무기연당(D7) 중요민속문화재 제 208호06

  위치 : 함안군 칠원읍 무기1길33
 전화 : 055) 580-2321(문화재유산 담당)

무기리 주씨고가(민속문화재 제10호)

1700년대에 건립된 국담(菊潭) 주재성(周宰成) 이래의 종택으로, 종택

의 정문, 서실인 감은재(感恩齋), 영빈사(迎賓舍), 중문,
안채, 사당인 부조묘가 있고, 동쪽에 중요민속자료

제208호로 지정된 하환정(何換亭),
풍욕루(風浴樓), 국담(菊潭)이 있다. 

처녀뱃사공 노래비

유랑악단 단장인 윤부길(가수 윤향기·윤복희의 父)씨가 
악양 나루에서 두 처녀가 노를 저어 길손이 강을 건너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애처로운 모습과 악양 나루의 아
름다움을 잊지 못해 한복남씨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탄
생한 곡이 국민가요 <처녀뱃사공>이다. 노래비공원은 
20년 월 국민애창곡의 배경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안채, 사당인 부조묘가 있고, 동쪽에 중요민속자료

  위치 : 함안군 대산면 구암로 469
 전화 : 055) 580-2341(문화재유산담당)

합강정은 조선 인조 때 지어진 것으로서 대산면 용화산 북편에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곳에서 1km정도 떨어진 경치가 뛰
어난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다.

합강정(A5)10

  위치 : 함안군 대산면 구암4길 116-2
 전화 :  055) 580-2341

(문화재유산담당)

반구정(A5)11

반구정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두암공 조방 선생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반구정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낙동강

변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일출

광경을 만나볼 수 있다.

고려동유적지는 고려 후기 성균관 진사 이오(李午)선생이 고
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로 결심하고 이곳에 거처를 정한 이후 대대로 그 후손들이 살아

온 곳이다. 현재 마을 안에는 고려동학비, 고려동담장, 고려종

택, 고려전답, 자미단(紫薇壇), 고려전답 자미정(紫薇亭), 율간

정(栗澗亭), 복정(鰒亭)등이 있다. 후손들이 선조의 유산을 소
중히 가꾸면서 벼슬길에 나아가기 보다는 자녀의 교육에 전념

함으로써 학덕과 절의로 이름있는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이 곳
을 1983년 8월 2일 기념물 제56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고려동유적지(D5) 경상남도기념물 제 56호05

  위치 : 함안군 산인면 모곡2길 53
 전화 : 055) 580-2321(문화재유산 담당)

문화·역사

여행

서산서원은 1703년(숙종

29)에 경상도 유학 곽억령

(郭億齡)등이 생육신 이맹

전(李孟專), 조려(趙旅), 원
호(元昊), 김시습(金時習

), 남효온(南孝溫), 성담수

(成聃壽) 여섯 분의 제향을 위하여 창립한 서원으로 조려 선생

의 후손들이 1983년에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치 : 함안군 군북면 사군로 1235
 전화 : 055) 580-2321(문화재유산 담당)

서산서원(F2) 경상남도문화재자료04

손양원 목사 생가(복원)와 
더불어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전시장, 기록보관

실 등을 갖춘 기념관이다.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
사는 일본 천황숭배와 신
사참배를 거부하여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이다. 한센병 환자를 가족같이 돌보고 두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

을 양아들로 삼는 등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참된 기독교인의 삶
을 살았다.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C6)08

  위치 : 함안군 칠원읍 덕산4길 39
 전화 : 055) 587-7770(손양원기념관)

창녕·함안보 통합관리센터 
2층에는 함안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전

시관이 있다. 총 면적 330
㎡로 함안의 역사, 함안의 
유적과 유물, 함안의 비전, 
특산물 등을 사진과 입체조형물 등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시원하게 펼쳐진 낙동강을 조망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함안군 홍보전시관(B7)09

   위치 : 함안군 칠북면 봉촌2길 427
  전화 : 055) 587-2347(함안군 홍보전시관)

유랑악단 단장인 윤부길(가수 윤향기·윤복희의 父)씨가 
악양 나루에서 두 처녀가 노를 저어 길손이 강을 건너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애처로운 모습과 악양 나루의 아
름다움을 잊지 못해 한복남씨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탄
생한 곡이 국민가요 <처녀뱃사공>이다. 노래비공원은 

산인면 입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입곡군립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입곡저수지를 끼고 자연 상태의 주변 산림과 함께 환상

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저수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이 112m, 
폭 1.5m의 출렁다리가 있고, 저수지 주변을 일주할 수 있는 산
책로를 갖췄다. 산책로 주변에는 다양한 야생화와 단풍나무 등
이 식재되어 있어 계절별로 색다른 멋을 즐길 수 있다.
입곡군립공원과 더불어 60,250㎡크기로 조성된 입곡문화공원

은 생태연못, 유리온실, 산미로원, 문인화단 등을 갖추었다.

입곡군립공원(입곡문화공원)(E5)01

  위치 :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산 58-2
 전화 : 055) 580-4581(산림녹지과 공원녹지 담당)

꽃길·숲길

녹색여행

2009년 조성된 법수면 악양둑방길
은 3.3km의 남강변을 따라 울창한 
갯버들 숲과 둑마루에 심어진 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새벽녘
에는 신비로운 물안개가 피어나고, 
해질녘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진
다. 바람개비와 풍차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봄에는 꽃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룬다.

생태공원인 악양근린공원은 방문자
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수국, 동백을 비롯한 20여종의 
야생화가 식재되어 있어 사시사철 다
른 매력을 뽐낸다. 특히 한 켠에 ‘핑크
뮬리’라 불리는 억새가 10월~11월 경 
분홍빛 풍경으로 절정을 이룬다.

악양둑방길(C3)02

악양근린공원03

  위치 :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74-4
 전화 : 055) 580-4521(원예유통과 과수화훼 담당) 

  위치 :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810-2 
 전화 : 055) 580-2344(관광담당) 

남강을 끼고 생성된 대평늪은 늪지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늪지이다. 선조들이 후손의 번
창을 기원하려는 의도로 풍수지리에 근거해 늪지대를 보존해

온 덕에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대평늪(대송리 늪지식물: 천연기념물 제346호)05

  위치 :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전화 : 055) 580-2321

가야읍 가야리 일원에 조성된 연꽃테마파크는 105,119㎡ 규
모로 휴게쉼터, 인공섬,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마다 6
월말~8월 초까지 연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함안 연꽃테마파크(E3)04

  위치 :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33-4
 전화 : 055) 580-4581

아라홍련은 2009년 성산산성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연씨(탄소연대 측
정 결과 700년전 고려시대 연씨로 판명)를 발아 해서 피운 연꽃이다. 아
라홍련은 고려시대 탱화 및 벽화 모습을 간직한 연꽃으로 일반 홍련과 
비교되는 영롱한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다. 함안박물관 입구에 아라

홍련 시배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품종보존을 위해 박물관 2층에서 격
리·관리하고 있다.

아라홍련

칠원민속줄다리기는 1960년까지 칠원읍 용산천에서 지속되

어오다가 그 맥이 잠시 끊겼으나, 2005년부터 다시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삼칠지역민(칠원읍, 칠서

면, 칠북면)의 단합과 우리 고유문화

의 맥을 잇기 위해 매년 3월 중
에 개최하고 있다.

칠원민속줄다리기(3월)03

축제

겨울수박의 60%정도의 시장 점
유률을 자랑하는 함안수박의 우
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9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축제로서 매년 아
라제와 함께 열린다. 행사기간 
동안 장터에서는 수박 빨리 먹기, 수박 당도와 무게 알아맞히

기 등의 이벤트와 수박요리 시식회가 열린다.

수박축제(4월)02

6가야의 맹주국이었던 아라가야인의 얼과 슬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군민의 날(4월 15일)을 전후해 3일간 ‘아라제’ 행
사를 개최하고 있다. 처녀뱃사공가요제, 수박축제와 더불어 
각종 체험행사를 만나볼 수 있는 이 축제는 군민의 안녕과 화
합을 기원하는 대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민의날·아라제(4월)01

함안승마공원은 전국 최대규모(449,460㎡)의 경주마·
승용마 융복합 시설을 갖춘 경남 최고의 승마시설이다.  휴양·
조련시설과,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실내외 마장이 구비되어 있
다. 말과 함께 숲속 트래킹코스를 거니는 프로그램은 체험객들

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인기가 높다.

함안승마공원(F3)01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508 일원

 전화 : 055) 580-4363
 예약 :  http://hamanrh.haman.go.kr 

승마체험 :  9세 이상  /  당나귀마차체험 : 모든연령, 주말 10:00 ~ 16:00

강나루생태공원 내 조성된 오토캠

핑장으로서 전국적인 오토캠핑 붐
에 따라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축구장·야구

장·인라인스케이트장·농구장 등 체
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강나루오토캠핑장(A6)02

  위치 :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998 일원 (강나루 생태공원 내)
 전화 : 055) 580-4363        예약 : https://camp.xticket.kr/web/main

체험
여행

함안승마공원은 전국 최대규모(449,460㎡)의 경주마·

강주 해바라기축제06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강주마을 주
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축제로서 제1회 행복마을만들기 콘
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법수면 강주마을

일대 5만㎡ 900만 송이 해바라기가 만개한 장관

을 보기 위해 매년 여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하고 있다. 마을 골목을 지나 해바라기 언덕으

로 올라가는 길 옆 담장에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가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7~8월중)

함안낙화놀이(5월)  무형문화재 제33호04

조선 중엽부터 매년 4월 초파일에 무
진정에서 열리는 함안의 고유 민속

놀이다. 연등과 연등사이에 참나무 
숯가루로 만든 낙화를 매달아 저녁

무렵 이 낙화에 불을 붙여 꽃가루처

럼 물위에 날리는 불꽃놀이인데, 조선 선조때 함안군수로 부임한 
정구선생이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낙화놀이를 시작했다

고 전해진다. 낙화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1985년
에 현재의 형태로 복원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청정자연에서 생산되는 함안곶감은 조선 
숙종 때부터 궁중 진상품으로 올려 질 만
큼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 매년 1월 곶감과 
관련된 체험·전시·공연 등 겨울 추위를 녹
일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곶감축제(1월)05

등산로 및 둘레길 안내

좌촌  1번길  여항산  서북산  봉화산  한치(진고개휴게소)  11.1km, 6.2시간

좌촌  2번길  여항산  서북산  봉화산  한치(진고개휴게소)  11.1km, 6.3시간

좌촌  3번길  여항산  서북산  봉화산  한치(진고개휴게소)  11.9km, 6.7시간

별천학생야영수련원  서북산  여항산  미산령  7.9km, 5.2시간

한치(진고개휴게소)  봉화산  서북산  여항산  미산령  10.9km. 6시간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여항산 등산코스

구성리 교동  임도  서봉  정상  양미재  산청마을  7.9km, 3시간50분

무기리 무기  임도  서봉  정상  양미재  천주산  산정마을  12.5km, 6시간 20분

무기리 무기  서봉  정상  양미재  산정마을  6.2km, 3시간10분

무기리무기  임도  서봉  정상  양미재  천주산고개  산정마을  11.7km, 6시간

구성리 교동  임도  서봉  정상  양미재  천주산  산정마을  12.6km, 6시간30분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청룡산 등산코스

가덕마을(남강휴게소)  방어산(정상)  괘방산  어석재
7.85km, 5시간10분

지곡  용화사  방어산(정상)  1.5km, 1시간

마애사주차장  방어산 마애불  방어산(정상)  가덕마을(구 남강휴게소)
3.16km, 2시간

하림마을  방어산(정상)  가덕마을(구 남강휴게소)  4.22km, 3시간10분

원북 새작곡  방어산(정상)  가덕마을(구 남강휴게소)  7.03km, 4시간40분

어석재  괘방산  방어산(정상)  방어산 마애불  마애사주차장
6.9km, 4시간20분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6코스

방어산 등산코스

경비행기 체험장(성우항공)(C3)03

  위치 :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87-6        전화 : 055-584-2133
 이용 및 예약 :  유치원생 이상 / 전화예약

악양둑방 둔치에 위치한 경비행

기 조종훈련장이다. 전문교육 외
에도 활주로주행과 비행체험을 
통해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느껴

볼 수 있다.

전체 2.3km    소요시간 약 1시간코스

운동시설 공룡발자국 약수터

백이산 둘레길

전체 5.5km    소요시간 약 1시간 50분코스

무기임도 양미재

청룡산 트레킹로드

함안의 주산인 여항산은 해발 770m의 비교적 높
은 산으로 연중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정상은 한발자국 하늘이 낮아보이고, 쾌청한 날
이면 지리산이 저 멀리 안개 속에 떠있으며, 남해

의 푸른물결이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인다. 6.25 
격전지로 동족상잔의 비극적 선혈이 스민 이곳은 서릿발 같이 생겼다는 써리봉, 
바위색이 붉다 하여 이름 붙여진 피바위 등 군데군데 역사의 상흔이 남아있다.

여항산(G4) 낙남정맥의 최고봉

  위치 :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봉성저수지 인근 위치      전화 : 055) 580-4551

방어산은 함안군 군북면과 진주시 지수면을 경계 
짓는 해발 530m의 산으로 웅산이라고 불려지기

도 했다. 정상에 서면 지리산이 아득히 보이고, 동
남쪽에는 여항산과 백이산이, 동북에는 삼봉산이 
우뚝 솟아 자리잡고 있다. 산은 높지 않으나, 군데

군데 암반이 많고 능선이 제법 굴곡져 있다. 방어산 절벽에는 5m 높이의 거대한 
방어산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보물 제159호)이 선각되어 있다.

방어산(E1)

  위치 : 함안군 군북면 (마애사 주차장 이용)      전화 : 055) 580-4551

청룡산(작대산)은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와 창
원시 북면 무동을 경계짓는 해발 648m의 진산

이다. 칠원읍 무기리 무기마을 뒤편의 임도를 
이용하여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능선이 
제법 굴곡져 있어 산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
다. 청룡산 정상에서는 창원과 함안 삼칠권역이 한 눈에 펼쳐진다.

청룡산(작대산)(D7)

  위치 :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전화 : 055) 580-45514

꽃초린교육농장(상시)

꽃차체험, 식용꽃음식체험, 약초전통주만들기 등
  위치 :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1209

 전화 : 010-6219-4889

함안베리팜(6~8월)

블루베리, 아로니아 수확체험
  위치 :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782-3

 전화 : 010-3133-7567

차효움(상시)

천연식초만들기, 발효체험 등
  위치 : 함안군 산인면 송정1길 109-78

 전화 : 055) 584-5504

토 우 리

전통장 담그기 및 청국장쿠키 만들기
  위치 : 함안군 법수면 대송1길 31-1

 전화 : 055) 582-3223

햇살찬그래안

8~10월 포도와인만들기, 포도식초 만들기
  위치 :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전화 : 055) 587-4334

무연당음식체험(상시)

전통음식, 김치, 사찰음식 체험 등
  위치 : 함안군 산인면 입곡본2길 14-37

 전화 : 010-7535-5911

경원농장

키위, 포도, 단감 수확체험
  위치 : 함안군 칠북면 령서길 43-17

 전화 : 010-3585-3724

드윌 평생교육원

유아, 청소년, 직장인, 가족 등 모든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위치 : 함안군 법수면 강주4길 37

 전화 : 055) 583-5387

동동바구

블루베리, 다육식물 재배, 나무공방 체험 등
  위치 : 함안군 가야읍 서봉로 274-1

 전화 : 055) 584-0533

 전화 : 055) 587-6262

칠북과수마을

8월 중순~9월 : 포도따기
가을: 단감따기, 나무목걸이만들기

  위치 : 함안군 산인면 입곡길 164
 전화 : 055) 580-7171

입곡리녹색농촌체험마을(상시)

 전화 : 055) 585-1727

별천지녹색농촌체험마을

9월: 야콘수확, 이외 계절엔 두부, 수정과
야콘피클만들기, 곶감, 효소만들기 등

여산팔경마을

  위치 : 함안군 여항면 내곡안길 225
 전화 : 055) 583-0776

응암 팜스테이마을

농산물수확, 달구지체험, 연만들기, 치즈체험
  위치 : 함안군 법수면 강주1길 287-9

 전화 : 055) 583-2893

농촌체험 체험학습장

쪽물에하늘담그기

천연염색체험

  위치 : 함안군 칠서면 구포리 112-2
 전화 : 055) 587-4439

경남파밍하우스

쌀쿠키, 쌀케이크 만들기 등
  위치 : 함안군 칠원읍 큰오곡길 51-28

 전화 : 055) 586-8008

‘산과 함께하는 함안이야기’
앱(안드로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체험여행 지도
체험여행 지도

군북면

법수면

가야읍
산인면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읍

함안면

여항면

경원농장

토우리

여산팔경마을

별천지녹색농촌체험마을

입곡리녹색농촌체험마을

칠북과수마을

응암
팜스테이마을

쪽물에하늘담그기

동동바구

경남파밍하우스

강나루오토캠핑장

함안승마공원

경비행기 체험장

햇살찬그래안

무연당음식체험

꽃초린교육농장

함안베리팜

차효움 드월평생교육원

아라홍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