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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갈모봉산림욕장봄은 신록의 계절이다

새로운 초록이 봄을 뒤덮을 때 연둣빛 숲으로 발걸음을

하자

경남고성군고성읍이당리의갈모봉산림욕장 임야 70

여 ha에편백 삼나무등이빽빽하게자리를지키고있다

산책로를 따라 숲으로 향하는 길 편백 조각을 깔아놓은

길을 지나치게 된다 편백 숲의 산림욕대에는 느긋하게

오수를즐기는이들도눈에띈다 얇은 이불과무릎담요

를덮은채편백숲에서쉬어가는시간이다

가볍게 16km 산책로만걸어도괜찮고 갈모봉정상까

지올라도좋다 갈모봉정상까지다녀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가걸린다 갈모봉정상못미처여우바위봉으로가는

길목에는 또 다른 신록이 기다리고 있다 바위전망대에

서 바라보는 푸르른 바다가 장관이다 정상에 서면 고성

읍내가한눈에담긴다 바다도함께담긴다

하일면 학동마을 옛 담장에도 신록이 물들었다 고성의

역사를볼수있는고성박물관과탈박물관에들러잠시숨

을 골라보자 당항포관광지에서 요트를 타며 바다의 봄을

즐길수있다 (문의고성군청문화관광과 0556702234)

경북 영주 소백산자락길5월 영주에는 꽃향기가

지천이다 천지를하얗게물들였던사과꽃에이어연분홍

철쭉이화려한자태를뽐내며소백산을천상의화원으로

만들었다 12자락으로 구성된 소백산자락길은 지금이

가장걷기좋은때다

소수서원에서 시작하는 1자락은 영주의 유교 문화를

두루살펴보며트레킹을즐길수있어서가족여행객에게

인기다 3자락의첫구간인죽령옛길을걸은뒤에는봄향

기가득한산채비빔밥과막걸리로배를채울수있다

절제와균형의미학으로칭송받는천년고찰부석사와

연계하여걷고싶다면 11자락을선택해보자 차도를따라

나 있던 8자락은 최근 안쪽으로 산길을 냈다 온몸으로 5

월을 느낀 뒤에는 소백산풍기온천에서 피로를 풀어보자

소백산자락에서 맛보는 청국장이나 한우구이의 맛도 일

품이다

더 생생하게 소백산자락길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다

면 매월 둘째 토요일에 진행되는 자락길 동무삼기 프로

그램을찾아보자 해설사의안내를받을수있다

(문의영주시청관광산업과 0546396603)

충북 옥천 향수 100리 길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금빛게으른울음을우는곳

고향의 향수 향수의 고향 향수의 고장 옥천은 한국

현대 시의 선구자로 불리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다 시

가 잘 어울리는 계절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 향수 100리

길(506km)을 걷는다 정지용 생가문학관을 출발해 장

계관광지 안남면 금강변 금강휴게소를 거쳐 생가로 돌

아오는코스다 자전거마니아들에게소문난코스로장계

관광지에는정지용의시문학을재해석한 멋진신세계가

조성되었다 안남면을 지날때는 둔주봉을잊지 말자 산

아래쪽금강이휘돌아나가는곳에한반도모양으로형성

된지형을내려다볼수있다 금강을끼고달리는길은향

수 100리 코스의 하이라이트다 금강휴게소에서 잠시 쉬

었다가 정지용 생가로 돌아가면 향수 100리 길이 마무리

된다 옥천의 또 다른 명소인 용암사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운해 위로 솟아오르는 일출이 비경으로 꼽

힌다 (문의옥천군청문화관광과0437303413)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깊어가는봄의정취를느낄수있는봄길산책 향수의 고향충북옥천의금강을끼고

달리는향수 100리길라이딩도봄을느끼기에좋다 한국관광공사제공

가는봄이속삭이네

슬픔분노내려놓고

다시길떠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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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무르익었다 눈부신 신록과 포근하게 봄볕

으로 가득한 봄길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잔인했던 4월을 보내고 생동하는 5월을 지나뜨거

운 여름으로 향해 가는 시간 봄 향기를 따라 길을

걸어보자 봄기운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한국관

광공사가추천하는봄날의여행이다

고성갈모봉에서면바다가한눈에들어온다옥천용암사의운무위로솟아오른일출

신록빛나는편백숲서 초록 힐링 천상의화원 철쭉향기에취하고 시인의발자취서만난 멋진 신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