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의 사계( 보문로- 대명리조트 전경 – 진평왕릉 – 물레방아 – 보문정 – 대명리조트)



경주의 사계(보문로)



보문관광단지

대명리조트 출발 – 보문야외공연장 – 물레방아광장 – 보문정 – 우양미술관 - 호반 1교 – 징검다리
대명리조트 출발 – 박목월 공원 – 보문수상 공연장 – 테디베어 박물관 - 선덕여왕 포토존 – 물너울교

보문정



호반1교 방면

호반광장 가는길 물레방아 광장 보문정

캐릭터 광장 호반1교 보문정

호반1교 호반1교 도로 열기구에서 본 전경



물너울교 방면

박목월 공원

산책로 야경

선덕여왕 포토존

보문호수 가을 선덕여왕 공원 야경

경관교량 야경 물너울교 야경 대명에서 본 야경



경주의 사계(보문로)



경주의 사계(보문호수)



경주의 사계(물레방아 광장)



경주의 사계(보문정)



경주의 사계(힐튼호텔 옆 도로)



대명리조트 주변 관광지

할매부처

부처바위

황복사 삼층석탑

분황사

첨성대

대명리조트 출발 – 분황사 – (황룡사지) – 동궁과 월지 – 첨성대 – 대릉원 – 교촌마을 – 월정교
- (할매부처) – (부처바위)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 보리사 - (황복사 삼층석탑) – (진평왕릉)

교촌마을

월정교

보리사



대명리조트 권유 여행지

할매부처

부처바위 황복사 삼층석탑

분황사 첨성대

대명리조트 출발 – 분황사 – (황룡사지) – 동궁과 월지 – 첨성대 – 대릉원 – 교촌마을 – 월정교
- (할매부처) – (부처바위)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 - (황복사 삼층석탑) – (진평왕릉)

대릉원

월정교

진평왕릉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동궁과 월지

교촌마을

선덕여왕릉

분황사



동궁과 월지



분황사 - 황룡사지

분황사 계림

황룡사 장륙존상 부지

분황사 모전석탑 사자 당간지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황룡사 구층목탑 부지



대릉원

대릉원 주차장 미추왕릉 대릉원

황남대총 황남대총 대릉원

천마총 천마총 대릉원



교촌마을 – 월정교 – 계림 - 첨성대

최씨 고택 교촌마을 전경 계림

교리김밥 전통문화체험장 월정교

경주향교 내물왕릉 첨성대



남산 불곡 석불좌상 – 할매(감실)부처

입구(도보 10분거리) 대나무 동굴 데크계단

정확한 명칭 할매부처 전경 할매부처



탑곡 마애불상군 – 부처바위 34점

입구 부처바위 전경 서쪽

교리김밥 전통문화체험장 남쪽

입구전경 옥룡암 동쪽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황복사지 삼층석탑

진평왕릉(    ) 미루나무가 보이는 곳



경주의 사계(진평왕릉)



통일전

통일전 은행나무길 통일전 통일전

전통문화체험장 통일전 내부

통일전에서 본 전경 오르는 길에서 통일전 배치도



대명리조트 주변 관광지(불국사 중심으로)

대명리조트 출발 – 석굴암 – (경주풍력발전소) - 불국사 – 신라역사과학관 – 세계문화엑스포공원

경주 풍력발전소

신라역사과학관



석굴암

석굴암 본존불

석굴암 일출

석굴암 일주문

감로수



경주 풍력발전소 – 토함산 솔밭가든(네비게이션 입력) ; 석굴암에서 토함산 자연휴양림 전 삼거리



불국사

관음전

극락전 부도탑

일주문 천왕문

일주문 – 해탈교 – 천왕문 – 청운교.백운교 – 다보탑.석가탑 – 대웅전 – 무설전 – 관음전
- 극락전 – 비로전 – 부도탑 – 신라시대 화장실 유구 – 불국사 석축 – 좌경루.범영루 - 당간지주

청운교.백운교

대웅전

석축

무설전

해탈교

다보탑

비로전



불국사

연화교.칠보교

청운교.백운교

화장실 유구 석축전경



불국사 국보현황(7점)

극락전

다보탑(20호) 청운교.백운교(23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126호) - 석가탑

비로전

석가탑(21호) 연화교.칠보교(22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27호)  

금동미로자나불좌상(26호)  



경주의 사계(불국사 해탈교)



경주의 사계(불국사 다보탑과 회랑)



경주의 사계(불국사)



세계문화엑스포공원

최씨 고택 천왕문에서 본 경내

월정교

찬기파랑가 공연장과 타워
공룡체험학습장

경주타워(82m)

신라문화역사관



대명리조트 주변 관광지(주상절리를 중심으로)

대명리조트 출발 – 감은사지탑 - 이견대 – 문무왕릉 – 주상절리 – 골굴사 – (기림사) – 장항리 5층석탑

주상절리

장항리 5층 석탑경주풍력발전소



골골사

일주문 감포가도(가을) 마애여래좌상

감포가도(여름) 월정교

무술시범 마애여래좌상

석굴여래좌상



기림사

최씨 고택 천왕문에서 본 경내 김시습 영전

기림사 입구 대웅전 월정교

천왕문 연등행사 일주문



감은사지탑 – 이견대 – 문무왕릉 - 읍천항구

감은사지 탑 이견대 문무왕릉 일출

기림사 입구 이견대에서 본 문무왕릉 조약돌

보름달과 감은사지탑 감은사지 탑 읍천항구



주상절리

파도소리 길 안내도 이견대 문무왕릉 일출

부채꼴 주상절리 등대와 바다 부채꼴 주상절리

파도소리 길 바다 일출과 정자 일출



대명리조트 주변 관광지(양동마을 중심으로)

대명리조트 출발 – (백률사) – 양동마을 – 옥산서원 – 독락당 –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 (흥덕왕릉)

옥산서원

백률사



대명리조트 주변 관광지(양동마을 중심으로)



양동마을

심수정 설경

양동초등학교 서백당

입구 양동마을 전경 심수정

향단

설경

무첨당

관가정

다보탑

초가집

입구 – 마을회관 – 양동초교 – 관가정 – 향단 – 연꽃단지 – 무첨당 – 서백당-우물체험 –심수정
- 초원식당 – 전통 체험장



옥산서원 – 독락당 –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옥산서원 입구 옥산서원 뒤편 독락당

옥산서원 정면 옥산서원 독락당

추사 김정희 현판 옥산서원 안마당 정혜사지 13층 석탑



대명리조트 주변 관광지(무열왕릉을 중심으로)

대명리조트 출발 – (오릉) – 무열왕릉 – 서악고분 – 서악서원 – 김유신장군묘 – (금장대) - 황성공원

옥산서원백률사

황성공원

서악서원



오릉

무열왕릉

서악고분



무열왕릉 – 서악고분 – 서악서원

무열왕릉 비석 무열왕릉 서악고분

귀부 비석 서악고분 김인문 묘

서악서원 입구 서악서원 서악서원



김유신 장군묘

흥무문

김유신 장군묘 김유신 장군묘 들어가는 길



경주의 사계(대명리조트 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