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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하나 되는 거창군 힐링 명소
1

1 창포원 산책로
2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길

2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전 국민이 지친 지금,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린이를 위한 야외 물놀이터, 키즈카페, 북카페, 자연에너지학습관

가족, 연인, 친구와 화사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경남 거창군의 힐링

등 다양한 놀거리도 있다. 자전거 대여소를 이용하면 자전거를 타

명소를 소개한다.

고 창포원을 한 바퀴 둘러보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100만 본 꽃창포가 가득한 경상남도 제1호 지방 정원
거창 창포원

맑은 계곡 따라 여유롭게 거니는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경남 거창군 남상면에 위치한 424,164㎡(13만 평) 규모의 거창 창포

거창을 포근히 감싼다. 거창의 서북쪽 남덕유산 삿갓샘은 서출동류

원은 황강 수변 생태자원과 합천댐 상류 수몰 지역 일대에 조성한

물줄기의 발원지다.

거창군 대표 관광지이다.

서출동류 물길은 거창군 황점마을에서 출발해 월성 숲, 산수교로

거창 창포원은 2021년에 경상남도 제1호 지방 정원으로 등록한 후

이어지는 총 길이 5.9㎞에 이르는 코스다.

경상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 올

산자락에서 이어지는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과 수려한 자연경관 속

해의 유망 지방 정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 데크길, 야자 매트길, 자연 흙길, 마을 길 등 다양한 소재의 길을

거창 창포원은 계절마다 더 풍성해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

따라 걷는 재미가 더해진다. 트레킹 코스에는 전망데크, 파고라 등

한다.

다양한 휴게시설도 설치돼 있다.

5월이면 자태가 곱고 매우 아름다운 꽃창포가 100만 본 이상 군락

또 계곡의 물길을 따라가면 사선대의 네 덩어리 바위층과 신선의

을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여름에는 연꽃, 수련, 수국이 만발한다.

이야기,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초당 이야기, 구한말 의병 이야기 등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겨울에

을 접하며 별빛 곱고 달빛 곱다는 월성 숲을 만난다. 별을 관측할 수

는 습지 주변에서 억새, 갈대를 감상할 수 있다.

있는 월성우주창의과학관도 빼놓을 수 없다.

또 사계절 운영하는 열대식물원은 아열대원, 선인장원, 난초원 등

이어지는 물소리 바람 소리와 함께 월성계곡의 수달래와 은빛 물

으로 구성된다. 190종, 4천500본의 식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결은 바위의 무늬만큼 은은해 방문객에게 감동을 준다. 거창군이

창포원에는 습지와 정원 외에도 각종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 압

간직한 명소를 찾아 걷다 보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이 선사하는

화공예, 창포 샴푸바, 꽃바구니 만들기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어

여유로움을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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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에서 진양기맥을 이어주는 덕유산의 최고봉 남덕유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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