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은 길재선생은 1353년(공민왕 2) 지금의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서 출생하여 1419년(세종1)에 서거한 고려말기와
조선초기의 유학자로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과 함께 고려에 충절을 지킨 삼은으로 불린다. 야은은 고려가 멸망한 이래
조선왕조로부터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忠臣 事二君(충신불사이군)의 절의를
지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서 성리학에 매진하며 후진을 양성해 사림학파의 시조가 되었다.

인재의 고장 구미
충절과 절개, 의리를 지키며 성리학 실천을 이루신 분들이 많은 고장
조선초기 과거 급제자와 장원·부장원이 나온 명당
독립운동에 목숨바친 독립운동가들, 새마을운동·조국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도시

여헌 장현광선생(張顯光,1554~1637)은 구미 인동 출신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유학자다. 여헌은
탕평론(치우침이 없이 공평한 이론)을 내놓아 조선조 성리학계의 거장으로 우뚝 섰다. 과거와 출세에 뜻을
두기보다는 자연에 은거하며 한평생 학문탐구와 후학양성에 힘썼다. 그러한 여헌을 두고 인조는“500년마다
성현이 한 분씩 난다더니 여헌이 바로 동방의 큰 그릇이요, 천지의 오묘함을 연구하고 체득하여 통달한 분”
이라고 극찬했다. 

단계 하위지(河緯地, 1412년 ~ 1456년)는 조선 전기의 문신, 정치인, 학자이며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여섯 명의 충신, 사육신(死
六臣)중 한 사람이다. 1438년(세종 20)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집현전에서 세종을 도와
많은 공적을 이루었지만 문종 때 병으로 낙향하여 학문에만 전념하 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라 예조참판(禮曹 判)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
다. 하지만 왕의 독촉이 심하여 부득이 벼슬에 나갔으나 세조의 녹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받은 녹봉은 별실에 저장하여 두고 단종 복위를 계획하 으나 실패하고 참형을
당하 다. 

전통가옥형태로 길재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구미시 남통동 산 24-5
■054-480-6628

야은역사체험관

길재의 충절과 학문을 기리기 위한 서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중의 하나
■선산읍 유학길 593-31

금오서원

경은 이맹전( 孟專·1392~1480년)은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킨 생육신
(生 臣) 중의 한 사람이다. 수양대군이 계유년에 정변을 일으키자 관직을
버리고 구미 선산에 내려가 은둔했다. 이후 30여년을 문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은둔생활 중 찾아오는 지인들을 모두 내쳤다. 관직에 있을 때는 청백리
로 유명했다. 출사의 권유를 뿌리치기 위해‘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며
거짓행세를 한 일화가 유명하다.

조44년(1768년)에 금오산에 지은 정자
(명승 52호)
■구미시 남통동 249

채미정

가옥이 임진왜란으로소실되어 거처할 곳이
없자, 문인 장경우를 비롯한 문도와 친척들
이 협력하여 1606년에 건립한 거처
■인동 11안길 8-11

모원당

■수출대로 330
■054-471-2469

여헌기념관

인조(仁祖)때산림(山林)으로 이름이 높았던
여헌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655
년(효종 6)제자들이 건립한 서원
■수출대로 335

동락서원

대통령향기실,발자
취실,매직아트, 포
토존, 아시아최초
하이퍼돔 상관을
갖추고 있는 대통
령기념관
■박정희로 107

민족중흥관
60~70년대 생활상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새마을운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체험
형테마공원
■박정희로 155
■054-480-6833

새마을운동테마공원

1587년(선조 20)에 인동현감 류운룡(柳雲
龍) 이 길재의 높은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그 묘역을 수리하고 그 앞에 세운 비석이다
■지주중류2길 19

지주중류비

봉한리 마을에서 난 충신(길재), 효자(배숙
기), 열녀(약가)를 기리기 위해 정조 19년
(1795)에 세운 것
■선산대로 577

삼강정려

순국 101주년 2009년 9월 28일 개관, 추모의 장, 훈장실, 전시실,
기획 전시실, 상 추모관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유허비와 묘소가
인근에 있다
■왕산로 28-33 ■054-465-6622

생가터에 만들어놓은 기념공원 왕
산의 벽, 높이 3m의 동상, 인물상,
부조관 등 조형물
■임은동 266

태어나 구미초등학교와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곳
■박정희로 107 ■054-465-3300

박정희대통령 생가

왕산기념공원

왕산 허위선생은 1855년 구미시 임은동에서 출생하여
성균관 박사, 중추원 의관, 평리원 재판장, 의정부 참찬, 비서원
승 등의 관직을 지냈으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통분하여 경기도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907년 11월 경기도 양주에서 전국연합 의병
부대인“13도 창의군”을조직하 고,군사장겸진동창의대장으로
선발대 300여명을 이끌고 일제 통감부를 공격하려는 서울진공
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하 다. 1908년 5월24일 아침 연천에서
일본헌병부대의 기습을 받고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 
같은 해 음력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1호 사형수로 순국했
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선생이 일본통감부를 공격하기위한 진출
로인 청량리에서 동대문 간 도로명을『왕산로(旺山 )』로 제정
하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 하 다.

장진홍선생은 인동의 옥계동에서 태어나 조국 광복을
위해 항일 결사 조직인 광복단에 입단하 다. 1918년에는
중국 봉천과 러시아 하바로스크로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
하다 1927년 거사용 폭탄 4개와 자살용 폭탄 1개를 제조
해 경북도청, 경북경찰부, 조선은행 대구지점, 식산은행
대구지점을 폭파할 계획을 세워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발물을 배달시켜 폭발 사건을 일으켰다.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 투옥중 일본인의 손에죽는 것을 거부하고 독립
만세 삼창 후자결로 순국하 다.

박희광선생은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대한통의부 계열
판의단에서 활동하 으며, 임시정부와 함께 조직된 참의부
에 가담하여 활동하 다. 김구 선생과 그 측근의 경호를
맡기도 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만주에 있는 선양 총 사관
습격, 친일파 및 고관(高官) 암살, 임시정부와 항일독립운
동단체에 군자금 및 무기 조달, 남만주철도 일본 군경
기습작전 등에 참가하 다.

박정희대통령(1917.11.14~1979.10.26)은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현 구미시 상모동) 출신으로 대한민
국 제5대~제9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에
경부고속도로건설, 수출증대, 중화학공업육성, 식량
자급자족실현,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조국근대화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보릿고개로 끼니를
걱정했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우리
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할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심어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통령이었다. 

해발 400m 지점에 위치한 27m의
폭포, 폭포소리가 산을 울린다 하여
명금폭포로도 불림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054-480-2140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사찰, 신라시대 창건 금오지둘레 총길이 2.43km

도선대사가 도를 깨우쳤다고 전해지
는 동굴 대혜폭포 우측 벼랑 중간에
위치

대구경북의대표적인기후변화 체험관
■금오산로 336-97  
■054-457-6820

■남통동 산 24-12 
■054-451-6177

신라불교초전지

대혜폭포약사암 도선굴 탄소제로교육관

남 8경의 하나로 꼽히는 해발 976m의 산으로 기암절벽과 울창한 산림이 조화되어 경관이 수려하다. 인동 방면에서 금오산을 보면 능선이 흡사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오산 와불(臥佛)이라고도 한다. 가장 높은 봉은 현월봉으로 정상에 오르면 북동쪽으로 구미시내, 낙동강이 보이며
동쪽으로 구미공단이 내려다 보인다. 정상 부근에 길이 2km의 금오산성이 있고 암벽 밑으로 벼랑 끝에 지지대를 세워 만든 약사암이라는 사찰이
있다. 북쪽 중턱에 높이 27m의 대혜폭포와 신라의 승려 도선이 세웠다는 해운사가 있다. 해운사 옆까지 가설된 케이블카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남통동 288-2 ■054-480-4603

신라최초의 불교 신자인 모례, 모례는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전파를 위해 왔으나 탄압이 심해지자 자기 집에 굴을 파고 3년 동안
불교를 전파하게 했다고 한다. 아도화상은 신라에 불교를 처음전한 승려로 서기 417년 신라의 첫 사찰인 도리사를 창건했다. 구미는 신라 불교의
초전지로, 신라불교의 전파를 알려주는 성지이자 수많은 불교유적이 존재한다. 죽장사 오층석탑(국보 제130호),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국보 제
208호), 구미시 선산읍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국보 제182호)과 금동보살입상(국보 183호와 국보 제184호)이 대표적이다. 신라불교초전지는 기
념관, 사찰음식체험관 전통가옥체험관을 갖추고 있다. 청화산 아래 고품격 전통 한옥에서 도리사가 있는 냉산 정상을 바라보며 1박2일 숙박체험은
힐링체험으로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다.   

도리사 전 모례가 정

■해평면 도리사로 526
■054-474-3737

■도개면 도개4길 18

하위지선생 유허비
■선산읍 단계동길 92-10

1630년(인조 8)에 하위지(河緯地), 이맹전( 孟專) 및
고려말의 충신 김주(金澍), 명종 때의 학자 박운(朴雲)
등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694년(숙종 20)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
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2010년 복원되었다.
■도개면 월림2길 134-10

하위지 유허비

월암서원

시신없이 의복과 갓을 묻어놓은 의관묘
■선산읍 죽장10길 7-27

묘소

이맹전선생 유허비
■경은로 85 형곡공원내

■산동면 인덕1길 195 ■054-480-5887

이맹전 유허비

문의 관광진흥과 | 054-480-2662~3 

이용요금 : 2,000원(시티투어 참가비)
※ 입장료, 중식료, 이용료, 체험비 미포함, 

여행자 보험 개별가입

에코랜드

■옥성면 휴양림길 150
■054-481-4052

■낙동제방길 200
■054-480-2184

옥성자연휴양림 구미캠핑장

■구미중앙로 9길 11
■054-452-3611

새마을중앙시장 선산봉황시장

구미역 후면광장에서 경북외고까지의 금오산로 22
길을 중심으로 각산네거리까지 골목골목 트랜디한
맛집, 멋집이 많이 있어 눈과 입이 즐거운 구미의
관광명소, 금오천과 인접해 산책길로도 좋다.

불교문화투어- 매월둘째토요일
구미역▶시청 ▶죽장사 ▶금오서원 ▶신라불교초전지 ▶일선리문화
재마을 ▶ 도리사 ▶ 구미역 ▶ 시청도착

유교문화투어- 매월넷째토요일
구미역 ▶시청 ▶박정희 대통령 생가 ▶왕산기념관 ▶지주중류비 ▶
금오산(채미정, 야은역사체험관) ▶ 동락서원(인동향교, 여헌기념관) ▶
구미역▶시청도착

전통시장투어(매월지정일)

홀수달
구미역 ▶시청 ▶금오산(채미정, 야은역사체험관) ▶선산시장 ▶신라불
교초전지▶일선리문화재마을▶구미역▶시청도착

짝수달
구미역▶시청▶박정희 대통령 생가▶선산시장▶신라불교초전지▶
금오산주차장(금요장터)▶구미역▶시청도착

구미국가산업단지및근대산업유산투어

구미관광투어

체험관광

올레길 케이블카

왕산기념관

■3공단1로 191 동락공원내

장진홍동상

■남통동251-1

박희광동상

산양리 3.1운동 기념비
■해평면 강동로 2040

인동
3.12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진평7길 13-3

■해평면 금호1길 54

묘소

■ 5일장(끝자리2,7일)
■선산읍 완전리 253
■054-482-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