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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교 찾아가기
■ 도    보 : 버스터미널, 경주역 등에서 약 15~30분 소요.
■ 승 용 차 :  고속도로 나와서 3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오릉방향)하여 800m 정도 진행 

하여 다리(남천교) 직전에서 우회전 하여, 800m 지점에서 월정교가 보이며, 그 
앞에 월정교 주차장이 있다.   경주시 천원2길 11

■ 택    시 : 시내에서 월정교 주차장으로 가면 됨. 5~10분 소요.
               요금 3,000~5,000원 정도.
■ 시내버스 :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앞은 아님), 경주역 등에서 내남행(500, 502, 

505, 506, 507, 508번) 버스를 타고 탑리마을에서 하차(약 10분 소요), 월정교 
방향 도보로 약 8분 소요. 배차시간은 500번이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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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아가는 남산탐방길



고위산 가는 길  7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760) 2월 궁

의 남쪽 문천 위에 춘양(春陽)·월정(月淨) 

두 다리를 놓았다.”하였고, 『동국여지승람』

(1486)에는 “일정교는 춘양교라고도 한다. 

부의 동남쪽 문천(蚊川) 위에 있었다.”라고 

하여 춘양교가 어느 때 일정교로 바뀌었음

을 알 수 있다. 한 때 〈효불효교〉, 〈칠성교〉

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월정교와 비슷한 

규모로 3개의 교각과 길이 53.5m, 폭 12m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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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에 “진평왕 13년(591) 7월에 남산성을 쌓

았는데, 둘레가 2,854보였다.” 하였고, 1934년 발견

된 「南山新城碑」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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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국사골의 능선에 있는 바위로서, 높이 10여m 되는 거

암인데, 가파른 산위에 있어 더욱 높게 보인다. 바위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할아버지와 소녀 같은 모습이

다. 그래서 이 바위에는 할아버지와 소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

이 죽어서 변하지 않는 바위로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애틋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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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시행 3∼11월 시행

코스 삼릉골 남산탐방길 동남산 서남산 남남산 삼릉골단축 삼릉 가는 길 동남산산책

시간
09:30

∼13:3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13: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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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09:30

∼13:30

1 토

  일

2 토

  일

3 토

  일

4 토

  일

5 토

  일

공휴

출발지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지  역   목 적 지           주  소 주차비(1회) 비 고

동남산 불곡 입구 경주시 인왕동 180-3

탑곡 입구 주차장 경주시 배반동 1132-69 버스 가능

탑곡 옥룡암 경주시 배반동 1114

보리사 입구 경주시 배반동 1132-60 버스 가능

보리사 경주시 배반동 산 66-1

산림환경연구원 경주시 남산동 725-2

화랑교육원 주차장 경주시 남산동 830-5 버스 가능

통일전 주차장 경주시 칠불암길 6 무료 버스 가능

남산리 탑 경주시 남산동 226-2

염불사지 경주시 칠불암길 125

북남산 사마소 경주시 교동 89-1

월정교 주차장 경주시 천원2길 11 유료(미정) 버스 가능

상서장 주차장 경주시 인왕동 276-3 무료 버스 가능

서남산 오릉 주차장 경주시 탑동 231-1 대2,000, 소1,000 버스 가능

김호장군고택 경주시 탑동 637-4

나정 경주시 탑동 700-1

양산재 주차장 경주시 탑동 692 무료 버스 가능

일성왕릉 경주시 탑동 855-5

포석정 주차장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경주시 배동 527-1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지마왕릉 주차장 경주시 배동 483-1

삼불사 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92-25
경주시 배동 503-3

서남산 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47
경주시 배동 725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약수골 입구 경주시 포석로 530

황금알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508 버스 가능

약천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482 버스 가능

용장리 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428-6
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틈수골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730-2

용산서원 경주시 포석로 110-34 버스 가능

남남산 열암곡 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299 무료 버스 가능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