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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마루길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생태통로 

솔마루길 진입광장 신선정 명상의장 솔마루다리
울산대공원산 입구

거리 2.1㎞ 소요시간 30분1구간

강동사랑길 대왕암 솔바람길 간절곶 소망길

하늘억새길

솔마루길

솔마루길이란 소나무가 울창한 산등성이를 연결하는 등산로라는 의미이며,  
솔마루길의 상징은 소나무이다. 
도심 속 60리 명품 산책길! 산과 산, 산과 강,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살아 숨쉬는
'울산의 생태통로' 솔마루길은 선암호수공원 ~ 신선산 ~ 울산대공원 ~ 문수국제
양궁장 ~ 삼호산 ~ 남산 ~ 태화강 둔치를 연결하는 총 24Km의 ‘도심 순환 
산책로’이다. 

신선산 코스

거리 2.1㎞ 소요시간 1시간 30분1구간 믿음의 사랑길

울산대공원산 입구 화리고개 가족피크닉장 충혼탑 입구
정남문연결로 용미등 솔마루하늘길

거리 5.4㎞ 소요시간 1시간 20분2구간

울산대공원 
코스

솔마루하늘길 차폐형등산로 솔마루정 고래전망대
태화강전망대 남산로

거리 3.6㎞ 소요시간 1시간 10분3구간

삼호산 코스

남산로 남산전망대 남산루 태화강동굴피아

거리 1.3㎞ 소요시간 30분4구간

남산 코스

강동사랑길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북구 강동사랑길의 테마는 "사랑"이다. 구간마다 사랑이 깔려 있는 일곱 개의 하트모양의
구간은 산과 들,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어 연인이 함께 걸으면 더없이 좋은 코스이다.

간절곶 소망길소망을 담은 자연의 길 ‘간절곶 소망길’은 우리나라의 새해를 여는 간절곶의 명칭과 해맞이를 통해 한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바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거리 및 소요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 2.6㎞ 소요시간 1시간 20분2구간 윤회의 사랑길
거리 4.7㎞ 소요시간 2시간 10분3구간 연인의 사랑길 거리 5.9㎞ 소요시간 2시간 30분4구간 부부의 사랑길
거리 2.9㎞ 소요시간 1시간 30분5구간 배움의 사랑길 거리 2.5㎞ 소요시간 1시간6구간 사색의 사랑길

거리 3.4㎞ 소요시간 1시간 40분7구간A코스 소망의 사랑길 거리 3.4㎞ 소요시간 1시간 20분7구간B코스 소망의 사랑길

대왕암 솔바람길솔향기 머무는 언덕 소리를 따라 떠나는 시간여행! 파도소리, 바람소리, 바다의 향기에 취하는 길입니다. 

거리 3.1㎞ 소요시간 2시간1구간

거리 5.2㎞ 소요시간 2시간1구간 거리 4.8㎞ 소요시간 1시간 30분2구간

거리 4.5㎞ 소요시간 2시간 30분1구간 억새 바람길

하늘억새길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순환 탐방로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사색, 소통, 치유, 자유의 길 하늘억새길 입니다. 

거리 6.6㎞ 소요시간 3시간2구간 단조 성터길
거리 6.8㎞ 소요시간 4시간 30분3구간 사자평 억새길 거리 7㎞ 소요시간 3시간 30분4구간 단풍 사색길

거리 4.8㎞ 소요시간 4시간5구간 달 오름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