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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겨울방학동안 친구들과 경주답사를 했다 태어나서 처음가보는 곳이었.

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신라의 서울이었던 곳이다 훌륭한 유적도 많. , .

았고 신기한 유물도 많이 보았다 그 당시 신라가 얼마나 번창했고 조상님, . ,

들께서 훌륭했는지 다 알 수 있었다 정말로 즐겁고 좋은 여행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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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외경 경관

불국사는 경주에서 경주국립박물관 다음으로 찾아

볼만한 곳이다 이곳은 신라인이 그린 부처님의 세계.

이다 이곳의 조현물 하나하나 마다 부처님나라를 표.

현하는 상징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

불국사의 설명자료 사진

신라 대 경덕왕 년 때 김대성에 의해 기공되35 (751 ) ,

고 대 혜공왕 때 준공되었다36 .



불국사의 범영루

현재는 법고가 있으나 원래는 범종각이고 년에751

세워짐.

법영루의 설명자료 사진

년 불국사 복원 때 옛 모습을 다시 세움1973 , .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

위의 석교가 백운교이고 아래 석교가 청운교이다, .

청운교 백운교의 설명자료 사진/

년경 축조되었으며 책에서만 보았던 불국사를 직750 ,

접 와보니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불국사의 연화교 칠보교/

위의 석교가 칠보교이고 아래 석교가 연화교이다, .

연화교 칠보교의 설명자료 사진/

년경 석단과 함께 축조되었으며 국보 제 호이750 , 22

다.



불국사의 무설전

경론을 강설하는 강당이다.

무설전의 설명자료 사진

년경 의상대사가 최초로 강의하였다670 .



불국사의 극락전

아미타불을 보시는 법당으로 국보제 호이다27 .

극락전의 설명자료 사진

년에 건립되었으며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이 모셔져751 ,

있다.



불국사의 사립탑

스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모시는 곳이다.



불국사의 석가탑

석가탑의 본래 이름은 석가여래상주 설법탑이니 석가

여래께서 이 탑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설법하는 탑이

다 석가탑은 간결하고 장중한 느낌의 남성적 조형미.

를 지니 작품이다.



불국사의 다보탑

다보탑은 사면에 층계단을 가설한 층탑으로 높이는8 3

이며 국보 제 호이다 처음에는 마리의 사10.4m , 20 . 4

자상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망실되고 지금은 한, ,

마리의 사자상만 남아있다 답보탑은 여성적인 부드.

러움이 나타나 있다.



대릉원

신라의 고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공원이다.

대릉원의 설명자료 사진

이때까지 보아온 묘는 다 조그맣고 비슷한 크기였는

데 대릉원에서 본 묘는 더무 커서 놀랐다, .



국립경주박물관3.

박물관의 입장권

박물관에서 아주 귀중하고 훌륭한 유물들을 많이 보

았다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사진을 찍을 수 었어서.

아쉬웠지만 국가의 보물을 아끼기 위해서 라는 설명

을 듣고 좀 분을 삼키고 머릿속에 담아왔다, .

선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

종을 만들 때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을 듣,

고 마음이 몹시 아팠다 그래서 애밀레종이라고도 한, .

다.



문무대왕릉4.

문무대왕릉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 제 대 문무대왕의 바30

다무덤이다.

문무대왕릉 설명사진

임금님의 묘가 바다 한 복판에 있다니 정말 신기했

다 문무왕께서 돌아가시어서 까지 나라를 지키겠다.

고 하셨다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감은사 터 삼층석탑5. /

감은사터 삼층석탑

삼국통일 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절이다, ..

감은사터 삼층석탑 설명사진/

감은사 절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탑만 남아있다 삼.

층석탑은 국보 제 호 이다21 .



천마총6.

천마총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터널식 돌무덤이다.

천마총 설명사진

천마총은 대릉원에 있었는데 무덤 속을 구경할 수 있

었다 임금님께서 쓰시던 물건들이 무덤 속에서 나왔.

다 정밀로 신기했다. .



첨성대7.

첨성대

신라시대의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동양에서 가장 오,

래된 천문대이다 단의 개의 돌로 구성되었고. 28 365 ,

이는 동양에서 사용되는 별자리수 수 와 년의 날(28 ) 1

수를 상징하고 있다.



망우당 공원8.

곽제우 장군상

곽재우 장군의 자는 계수 호는 망우당이며 경남의령, ,

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 때 의령에서 의병을 모아. ,

붉은 비단으로 군복을 지어 입고 백마에 높이 앉아,

적을 질타하니 왜적이 혼비백산이 되어 달아 났다하

여 홍의장군이라고도 한다.



영남 제 관문1

영남 제 관문이 닫혀있어 들어가 보지 못하였다1 .

영남제 관 설명사진1

년 축성된 토성으로 임진왜란 때 파손되었다1590 .



영영축성비 대구부수성비/

영영축성비 설명사진



대구부수성비

고모령 비

동촌유원지를지나 경산쪽으로 가다가 파크호텔쪽으로

들어가면 고모령가는 길이다 이 비석은 고모령임을.

나타내는 비석이다 미 비석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심.

금을 울렸던 유행가 비내리는 고모령 이 적혀있다“ ” .



연극 피노키오 관람9. “ ”

연극단원과 기념촬영

피노키오

대백프라자 층 대백예술극장11



놀이공원에서10.

우방랜드

기념촬영장면 가운데 횐 옷이 저 입니다-

우방랜드

금강산도 식후경.....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