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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떠나볼까  역사를느낀다 가슴이벅차다

미리보는광복 70주년

6월 떠나는 역사 여행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이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여름 역사를 따라 길을 나서보

자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시

간 한국관광공사가 미리보는광복 70주

년이라는 테마 하에 추천하는 6월 여행

이다

돌이많고바위가병풍처럼둘러쌓여서이름붙여진암태도일제강점기대표적인소작쟁의가일어난신안암태도에는암태도소작인항쟁기념탑이세워져있다 한국관광공사제공

천안독립기념관에는다양한전시물과산책코스가

마련되어있어아이들과나들이가기에좋다 사진

은독립기념관전경

독립기념관은일상의삶과친숙한공간이다 애

국선열의자주독립의지를고취하는뜻깊은유적

인 동시에 가족 여행객에게는 안락한 쉼터가 된

다 기념관에서애국정신을배우는전시물을관람

할 수 있고 신록이 우거진 숲길 코스에서 느긋하

게산책을즐길수도있다

겨레의 집과 태극기 한마당등이독립기념관의

주요 상징이다 7개 전시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국난극복사와각지에서펼쳐진독립운동등이시

기별로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을 에워싼 숲길은

시원한산책공간을선사해준다 조선총독부건물

의 철거 부재 전시공원 등 외부전시물 역시 인상

적이다

독립기념관 관람이 끝나면 병천순대거리로 알

려진아우내장터로이동해장터의멋과맛을느낄

수 있다 유관순열사사적지도 독립기념관과 연계

해역사공부를할수있는곳 구도심미나릿길골

목벽화마을은천안의추억을되살리는명소다

(문의독립기념관 0415600114)

안동 선비들에게독립운동은의를행하는유교

정신의실천이었다 그래서안동에는다른지역에

비해 독립운동 유공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 아

버지와 아들은 물론 며느리 손자까지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이 많고 가산을 정리한

뒤만주로망명해독립군양성에이바지한선비들

도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51년에 걸친 안동

지역의항일운동과독립운동가들을만날수있는

공간이다 애국 계몽 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협동

학교의옛모습도둘러볼수있다

안동임청각도역사의현장이다 이상룡을비롯

해독립운동유공자 9명이태어난조선중기의고

택이다

유교문화박물관은 안동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뿌리가된유교문화를체계적으로보여주

는공간으로의미가있다 독립운동가이자민족시

인이육사의시비도만나보자

(문의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0548231555)

목포에서 서쪽으로 285km 떨어져 있는 섬 전

남 신안의 암태도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소작

쟁의이자한국농민운동사에길이남을암태도소

작쟁의가일어난현장이다

식민지지주와일제의수탈에맞서강고한단결

력을보여준이들의치열했던역사와승리를쟁취

한 자랑스러운 항쟁의 역사가암태도소작인항쟁

기념탑과 의사 서태석 선생 추모비 암태도 농민

항쟁사적비에아로새겨졌다

드넓은 논밭과 저수지가 펼쳐져있어 섬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이곳은 어민보다 농업 인구가

훨씬많다

압해도 송공선착장에서 암태도 오도선착장까

지뱃길로 25분거리 바로위의자은도 아래의팔

금도 안좌도와 모두 연도교로 이어져 네 섬을 한

꺼번에 여행할 수 있다 자은도는 여름철 해수욕

장으로 팔금도는 고려 시대 삼층석탑이 안좌도

는김환기화백의생가가유명하다

(문의신안군청문화관광과 0612408356)

역사와영화가만난다면?아이들에게더쏙쏙역

사를알려줄수있는곳 경남 합천에 자리한영상

테마파크는일제강점기부터한국전쟁을거쳐 1980

년대까지 우리나라 모습을가늠해볼수 있는촬영

세트장이다 드라마 각시탈 경성 스캔들 영화

마이웨이 모던보이는 일제강점기를배경으로

영화 태극기휘날리며 고지전 포화속으로 드

라마 전우는한국전쟁을배경으로하고있다

역사 여행이 끝나면 자연으로 향하자 합천 읍

내를가로지르는황강은합천의젖줄이다황강을

중심으로신라시대대야성이있던매봉산에는연

호사와함벽루가있고황강건너편에는정양늪생

태공원이있어수려한강변과늪의풍경을만나볼

수 있다 대장경테마파크는 세계유산인 해인사장

경판전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대장경판과 제경

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해인사

소리길과함께꼭들려야할곳이다

(문의합천군청관광진흥과 0559304666)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천안독립기념관

안락한쉼터서독립의지고취

경북독립운동기념관

義를행한안동선비만나다

소작쟁의현장암태도

지주와일제에맞선농민항쟁

합천영상테마파크

영화드라마서본역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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