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진
으
로

 보
는

 서
울
둘
레
길

글
 이

성
미

 사
진

 남
승
준
(A

Z
A

 스
튜
디
오
) 서

울
시
청

 자
연
생
태
과

, 조
경
과

, 금
천
구
청

봄이 오니 나무에서 새어 나오는 향과 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노란 꽃 틔운 생강나

무와 분홍 진달래  연둣빛 새순 등 고운 색 단장한 서울둘레길  봄빛 가득 머금은 서

울둘레길은 꿈길인 듯 아름답기만 합니다  도란도란 서울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 아름다운 길을 시민들과 함께 걸어봅니다  혼자 걸어도 좋고 좋은 사람과 

함께 걸으면 더욱 좋은 서울둘레길  한 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손은 봄에게 내

어주고 서울둘레길로 봄 마중을 떠나보세요  서울 두드림길 gil seoul go kr

봄의 손잡고

도란도란 걷는 길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1 서울둘레길 곳곳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주황색 띠 형태의 둘레길 표식을 만날 수 있다. 2 서울둘레길 1코스

인 수락·불암산 코스를 찾은 등산객 행렬 3 도란도란 서울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에서 만난 인선이네 가족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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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에서 선명한 봄을 만납니다  용마·아차산 코스의 아차산 산길

을 따라서 진달래꽃이 분홍빛을 뽐내고  코스 인근의 워커힐길을 달리는 

자동차 위로는 벚꽃이 흩날립니다  서울의 대표 벚꽃 명소인 안양천 코스

를 걷는 등산객 머리 위로도 하늘하늘 벚꽃비가 내립니다  대모산과 우면

산에도 등산로 따라 벚꽃  목련 등의 봄꽃이 피어 등산객을 반깁니다  봉

산·앵봉산 코스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서 만나는 노란 개나리도 반갑

습니다  서울둘레길 외에도 서울 곳곳 150개소의 봄꽃길이 시민들을 기

다립니다  모바일 지도 앱 스마트서울맵에서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봄

꽃길을 찾아보세요  서울 봄꽃길 www seoul go kr/story/springflower

봄꽃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둘레길

1, 3 서울둘레길 6코스 안양천 제방에서 봄을 즐기는 사람들 2 서
울둘레길 1코스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창포원 4 노란 개나리가 활
짝 핀 서울둘레길 7코스 월드컵공원 부근 5 안양천 둔치(오금교~
신정교)에서는 드넓은 유채꽃밭도 만날 수 있다. 

1

2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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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코스명 지역 거리 소요시간 난이도

1 수락·불암산 코스 노원, 도봉구 14.3km 6시간 30분 고급

2 용마·아차산 코스 광진, 중랑구 12.6km 5시간 10분 중급

3 고덕·일자산 코스 강동, 송파구 26.1km 9시간 초급

4 대모·우면산 코스 강남, 서초구 17.9km 8시간 중급

5 관악산 코스 관악, 금천구 12.7km 5시간 50분 중급

6 안양천 코스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구 18km 4시간 30분 초급

7 봉산·앵봉산 코스 마포, 은평구 16.6km 6시간 10분 중급

8 북한산 코스
강북, 도봉, 성북,  
은평, 종로구 34.5km 17시간 중급

08 

09 

서울 외곽의 크고 작은 산을 시계 방향으로 돌며 자연을 느끼는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은 지난해 11월 15일 개통 이후 끊임없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계속 걷고 싶게 하는 

이 길의 매력에 푹 빠져 157km에 달하는 전 코스를 완주한 시민도 1 000명이 넘는다  

지금 봄기운을 듬뿍 머금고 시민들을 유혹하는 서울둘레길로 함께 떠나보자

다 같이 돌자! 서울 한 바퀴

도란도란 서울둘레길 걷기

최근 서울둘레길을 완주한 시민이 1,000명을 넘어섰다. 봄 

들어 완주를 목표로 하는 시민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

나 꼭 완주가 아니어도 좋다.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둘레길 대표 코스를 테마별로 즐기는 ‘도란도란 서울

둘레길 걷기’ 행사에서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자리

에서 만날 수 있다. 이 행사는 지난 3월 28일 4코스 일부(양

재시민의 숲~ 사당역) 탐방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진

행된다. 앞으로 4월 25일 2코스 일부(아차산생태공원~망

우공원), 6월 27일 5코스 일부(관악산광장~석수역)를 탐

방할 예정이다. 싱그러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생태프

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자연을 배우는 도란도란 서울둘레

길 걷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www seoul go kr

서울둘레길 스탬프 투어

서울둘레길 곳곳에는 둘레길 도전자를 위한 스탬프 시설

이 마련되어 있다. 도전자가 빨간 우체통을 재활용한 스탬

프 시설에 들러 총 28개의 스탬프를 찍으면 완주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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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8코스

발급해준다. 서울둘레길 완주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

단하다. 28개 스탬프를 모두 찍은 스탬프북을 서울시청 무

교동청사 내 자연생태과에 가져가면 된다.

서울둘레길 안내지도와 스탬프북은 서울시청 1층 열린민

원실, 양재시민의 숲 관리사무소, 서울창포원 관리사무소, 

관악산 관리사무소, 아차산 관리사무소 등 5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코스 및 스탬프 위치 확인  서울 두드림길 gil seoul go kr

서울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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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1코스는 도봉산에서 시작하여 서울의 대표 명

산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지나 화랑대역으로 연결되는 코

스다. 대부분이 숲길이지만 초보 등산객을 위해 정상을 통

과하지 않고 불암산을 둘러 지나도록 했다. 수락산역, 당고

개역, 상계역 등 지하철역과 가깝다는 것도 등산객에게는 

반가운 사실이다. 

나무숲을 걸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고, 과거 채석장으로 

이용된 부지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는 맛도 일품이다. 

● 특징
서울의 대표 명산을 통과하는 코스인 만큼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 세부 코스

● 스탬프 위치
서울창포원 관리사무소 앞  불암산 우회 코스 갈림길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구 앞 공원 

4코스는 수서역에서 시작하여 대모산, 구룡산, 우면산을 

거쳐 사당역에서 끝이 난다. 코스 대부분이 산을 지나지만 

고도가 높지 않아 수월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대모산과 

우면산의 울창한 숲은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고, 구룡산과 

우면산 사이의 여의천, 양재시민의 숲, 양재천 경유길은 평

탄하고 아늑하여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출발점은 수서역, 도착지는 사당역과 가깝고, 코스 중간에 

양재시민의 숲과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을 만날 수 있어 가

족 단위 입산객이 즐기기에 좋다. 

● 특징
출발 지점(수서역)과 도착 지점(사당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 세부 코스
 

● 스탬프 위치
대모산 초입  양재시민의숲 안내소 옆(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앞 안내

소)  우면산 끝부분 

2코스는 묵동천,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을 통과한다. 이 

중 용마산과 아차산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걷기에 좋다. 산

릉선을 따라 산책하며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 아차산에는 애국지사와 유명 인사가 잠들어 있는 망우

묘지공원, 아차산 보루 등 역사・문화 자원이, 아차산 생태

공원에는 야생화, 나무, 곤충 등 생태 자원이 입산객을 맞

이한다.

● 특징
능선을 따라 산책하며 바라보는 전망이 서울둘레길 중 가장 뛰어나다  

● 세부 코스

● 스탬프 위치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구 앞 공원  용마산 깔딱고개 쉼터   
아차산관리사무소 앞 

번호 구간(인근 주요 역) 거리(km) 소요시간

1-1 도봉산역~당고개역 7.2 3시간 20분

1-2 당고개역~화랑대역 7.1 3시간 10분

1-3 덕릉고개 우회 코스 4.3 2시간 10분

광나루역에서 출발해 한강, 고덕산, 일자산, 성내천, 탄천을 

지나 수서역에 도착하는 코스다. 강길과 숲길, 하천길을 모

두 지나고 주변에 역사·문화 관광지가 고루 분포하고 있어 

서울을 제대로 즐기기에 최적의 코스로 손꼽힌다. 특히 2km

에 이르는 한강 둔치의 갈대밭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코스가 길어 소요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서울둘레길 중 비

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걷기에 부담이 없다. 

● 특징
서울둘레길 중 코스가 가장 완만해 누구나 편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 세부 코스

● 스탬프 위치
광진교 초입  일자산 초입(고덕역 인근 공원)  방이동생태경관보전지역

사무소 앞  탄천 끝부분

번호 구간(인근 주요 역) 거리(km) 소요시간

3-1 광나루역~고덕역 10 3시간 10분

3-2 고덕역~올림픽공원역 7.6 3시간 15분

3-3 올림픽공원역~수서역 8.5 2시간 35분

번호 구간(인근 주요 역) 거리(km) 소요시간

2-1 화랑대역~사가정역 8.8 3시간 30분

2-2 사가정역~광나루역 3.8 1시간 40분

번호 구간(인근 주요 역) 거리(km) 소요시간

4-1 수서역~양재시민의숲역 10.3 4시간 40분

4-2 양재시민의숲역~사당역 7.6 3시간 20분

수락·불암산 코스 용마·아차산 코스 고덕·일자산 코스 대모·우면산 코스

10 

11 

1
코스

2
코스

3
코스

4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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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코스는 사당역을 출발해 관악산, 삼성산을 거쳐 석

수역에 도착한다. 서울의 또 다른 대표 명산인 관악산을 지

나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고, 낙성대, 천주교삼성산성지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도 만날 수 있다. 코스 중간에서 드

넓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한눈에 바라볼 수도 있다. 

다른 코스에 비해 고도가 높아 산행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빼어난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

랑을 받고 있다. 

● 특징
서울의 산림 자연을 느끼기에 최적의 코스다   

● 세부 코스

● 스탬프 위치
관악산 입구 화장실 앞(관음사 아래)  관악산 안내소 앞   
관악산 끝부분 

북한산 코스는 구파발역에서 출발하여 북한산, 도봉산을 

지나 도봉산역에 이르는 구간이다. 기존의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해 통과하는 노선으로, 오래도록 입산객들의 사랑을 

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발길을 옮기기에 수월하다. 

노선이 길어 하루 만에 주파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많

은 볼거리를 만날 수 있으므로 꼭 한번쯤 들러보기를 권한다. 

● 특징
북한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 세부 코스

● 스탬프 위치
서울둘레길과 북한산둘레길 합류점  옛성길 시작점  명상길 시작점   
흰구름길 시작점  왕실묘역길 시작점  도봉탐방지원센터 앞 

번호 구간(인근 주요 역) 거리(km) 소요시간

5-1 사당역~서울대입구 5.8 2시간 30분

5-2 서울대입구~석수역 6.9 3시간 20분

석수역에서 출발해 안양천, 한강을 따라 가양역으로 연결되

는 코스다. 서울둘레길 중 유일하게 하천과 강을 온전히 만

끽할 수 있는 코스라 할 수 있다. 코스는 길지만 전 구간이 평

탄하여 걷기에 좋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하천의 모습을 발견

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봄에는 안양천 제방길을 따라 벚꽃

이 만개하여 수많은 가족, 연인들이 이곳을 찾는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곳곳에 운동시설과 편의시

설, 휴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쉬엄쉬엄 걷기에도 좋다. 

● 특징
안양천 제방에서는 4월이면 제대로 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 세부 코스

● 스탬프 위치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앞  구일역 앞  황금내근린공원 화장실 앞  

7코스는 가양역에서 시작하여 노을공원, 하늘공원을 지나 

구파발역에서 마무리된다. 이 중 봉산, 앵봉산 숲길은 다소 

경사가 급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비를 하여 산책

에 무리가 없다. 

산릉선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뿐만 아니라, 코스 중간 

만나는 월드컵공원(노을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경기장, 

불광천 등 주요 명소의 근경도 빼어나다. 특히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가을이면 그 매력이 배가되어 입산객의 발길

이 끊이지 않는다. 

● 특징
가을이면 억새 물결과 캠핑족의 웃음이 출렁이는 아름다운 명소다   

● 세부 코스

● 스탬프 위치
가양대교 시작점  증산체육공원 화장실 앞  앵봉산 끝부분 

번호 구간(인근 주요 역) 거리(km) 소요시간

6-1 석수역~구일역 7.8 2시간

6-2 구일역~가양역 10.2 2시간 30분
번호 구간(인근 주요 역) 거리(km) 소요시간

7-1 가양역~증산역 7.3 1시간 50분

7-2 증산역~구파발역 9.3 4시간 20분

번호 구간(인근 주요 역) 거리(km) 소요시간

8-1 구름정원길 5.4 2시간 30분

8-2 옛성길, 평창마을길 7.7 4시간 10분

8-3 명상길, 솔샘길 4.5 2시간 10분

8-4 흰구름길, 순례길, 소나무숲길 9.5 4시간 40분

8-5 왕실묘역길, 방학동길, 도봉옛길 7.4 3시간 30분

관악산 코스 안양천 코스 봉산·앵봉산 코스 북한산 코스

5
코스

6
코스

7
코스

8
코스

※ 다음 호부터는 서울둘레길을 코스별로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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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금동초등학교 4학년 3반 김태정입니다  저는 

서울둘레길 최연소 완주자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서울둘레길 완주에 성공했죠  지금부터 저와 우리 가족의 서울 

둘레길 탐방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산을 사랑하는  
10살 소녀

서울둘레길  
최연소 완주자 되다

서울금동초등학교 김태정 학생 
서울둘레길과의 운명적인 만남

우리 가족은 주말여행을 즐기는 편입니다. 재작년 가을, 관

악산 자락으로 이사하면서부터 자연스레 서울의 산에 관

심을 두게 되었고, 관악산 둘레길과 국기봉, 삼성산, 연주

대 등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의 간곡

한(?) 요청도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매주 산행을 다

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가을, 우리 가족은 서울둘레길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산을 흠뻑 

사랑하게 된 저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바

로 서울둘레길 탐방을 위해 길을 나섰고, 늦가을 단풍이 단

비에 젖어 색이 요란하던 날 우연히 우면산에서 ‘스탬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받은 종이에 맨 처음 스탬프를 찍게 되었지요. 스탬프를 콩 

하고 찍을 때의 뿌듯함! 이때부터 우리 가족의 서울둘레길 

탐방이 시작되었답니다.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우리 가족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스탬프북이 있다는 기사를 확인하고, 집에서 가까운 관악

산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8개 스탬프를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스탬프북이었어요. 

4개월에 걸친 둘레길 탐방

안내지도와 스탬프북을 손에 넣은 우리 가족은 본격적인 완

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주 산행을 다녀서 웬만한 산쯤 문

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서울둘레길은 그리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때는 도심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마

주하며 한강을 건너기도 했지요. 단순히 지명인 줄 알았던 

깔딱고개는 제 숨소리를 깔딱깔딱 가쁘게 했습니다. 한번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무서운 개들이 잔뜩 있는 동네를 가슴 

졸이며 지나기도 했습니다. 끝없는 산책길이 무료하게 느껴

질 때는 끝말잇기나 돌림노래를 부르며 지났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무려 4개월에 걸친 둘레길 탐방은 올

해 2월 13일 끝이 났습니다. 이날 저는 서울시청 자연생태

과를 방문하여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

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최연소 완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

었어요. 완주 인증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

았는데, ‘최연소’라는 의미 있는 타이틀을 얻은 것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어요.

완주 후, 나는 다시 산을 꿈꾼다

완주 후 저는 ‘서울둘레길 완주자들과 걷기 행사’에 참여하

여 평소 뵙고 싶었던 서울시장님도 뵈었어요. 그날은 시장

님과 손잡고 둘레길을 걸으며 이른 봄의 숲을 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는데, 아직 녹지 않은 눈 사이로 나무들의 새순이 조

금씩 돋아나는 것이 보였지요. 지리산 종주구간의 동절기 

입산금지 간판을 건너보며 나무의 새순이 자라듯 지리산 

종주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저의 완주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어린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서울둘레길 도전으로 이어졌으

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저의 최연소 타이틀도 다른 어린이

를 통해 깨질 수 있겠죠? 

단,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단시간 완주를 목표로 

하면 쉽게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도전해보세요. 둘레길 걷기는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지만, 무

엇보다 가족 간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돼요. 사랑하는 가족

과 도란도란 둘레길 여행을 떠나보세요. 모두 파이팅!  

증산체육공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아이고~

도봉산역

먹거리가 가~득!  
맛있다!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5코스

6코스

7코스 8코스

화랑대역

스탬프가 한꺼번에  
두 개나!  
고생한 보람이 있어.

광나루역

길이 구불구불~태정이의 
둘레길 이야기

양재시민의숲

윤봉길 의사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있다.

석수역

집에서 제일 가깝다!  
좋다~

구파발역

식당 찾다가 결국  
편의점에서 밥 먹었다.

우면산

낙성대에서 헤매다가 겨우겨우  
서울대학교로 나올 수 있었다.  
힘들었다.ㅠㅠ

서울둘레길

1 도란도란 서울둘레길 걷기에 참여한 서울둘레길 최
연소 완주자 김태정 학생 가족 2 2월 13일 완주인증

서를 받은 김태정 학생 가족과 이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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ԏᮡ ʙᯕ 

ӹෝ ᭥ಽ⧩݅
ᕽᬙ ⪮ᅕݡᔍ ᔑᦦᯙ ᪅ᮡᖁ

ᨱᕽ۵ Łสᮥ ₃۵ ⋝ၵ௭ ᗭญa ᦥܩ໕ ʭษȡ ᬙᮭᗭ

ญa ᱥᇡᩡ݅໑ ᔩᗭญෝ ၹĝ݅. Τŝ ᔩॅᯕ ᨕᬑ్ḥ 

ᚓᮝಽ ᯲Ł aᄝᬕ ᩍᯱa ᦿᰆᕽ ᔍᐱ⯩ Ùᨕu .݅ 

ᔍ௭ॅᮡ ᪅ᮡᖁ᮹ ᯲ᮡ ℕǍ ভྙᨱ ຝᱡ סŁ ⧉  ̹Ø

ℎ֥ ݡᦩ ᯕᝎ࠺ ۵  ࠥᚉ  ᮥ⨱ਂᯕ۵ ߑᕽ ⠪ḡ ⠙ᦩ

⧕ ᅕᯕ۵ əෝ ᅕŁ ݅  ⦽ ჩ ס௱ .݅ 

Ⲳᩩᱥᨱ ⯩ั ᬱᱶ ⬩ಉ⧁ ভ Ⲱᇩᙹࠥᇢ ᳦ ⲱβ⦹໑ ᙹ

ᔑ ᪵ ᔾbᯕ ӹ. ə ႅԏᨧᯕ ᦿᔍ௭ अྕܩอ ἴ

ᦥa۱ ྐྵ  ᆅ۵ḡ ʑᨖ  ࠥᨧᨕ.ⲳ 

ᇩᙹࠥᇢ ᳦ᵝ ᇩᦵᔑᨱᕽᇡ░ ᙹᔑ ࠥᅪᔑ ᇢ⦽ᔑ 

ᱶᔢ  ᮥᩑᗮᮝಽ ᳦ ᵝ⦹۵ ä  ᮥᯝ⍌۵ ั ᯕ .݅ 

ᯝᔢᨱᕽ อӹ۵ ԏᮡ ʙ᮹ ᭥ಽ

Ⲳࢹ౩ʙᮡ ᱶᔢᮝಽ aḡ ᦫᦥࠥ ܩ݅Ⲹ թྕ ᳬᮡߑ

.ⲳ

Ø۵ ࠺ᦩ iฝʙษ  ݅ᙹᔑ ᱶᔢᮝಽ a۵ ᦩԕ ⢽ḡ❱

ᯕ ᩍ  ్ჩ ӹ┡ԍ  ᮥভ əa ⮹ญॐ ⦽ ัᯕ .݅ 5  ֥ᱥ ⯩

ั 14  ᳭॒ၹ  ᮥ༉ࢱ ษ⊽ əa ⋙ℙᵲa ॒ၹᨱ ݡ⦽ 

॒ᱶ እಽ ᖙe᮹ םᨱ ⮊ᥙಙ ᯝ  ᮥਁญ໕ a 

ᦥ⥩ ᗭญᩡ .݅ ə ᱩ ٥Ǎᅕ  ݅ຝᱡ ᪅ᮡᖁ᮹ ȡ⪹  ᮥ⇶

⦹⦹Ł ḡḡ⧕  χᔍ௭  ࠥᯙ⪡✙ ີᜅթᩡ .݅ ₙ݅ᬕ ॒

ᔑ᮹ ʑᚁᯕ ᔕᦥԉ۵۵݅ᯩ ߑ ä  ᮥຝᱡ ᷾⦽ ᔍ௭

᮹ ᮲ᬱᯕᨩ .݅ 

ᯙ░ቑa ᯩ ԁ  ࠥᯕ✡ ᱥ ⯩ั ✙౩┚ ࠥᵲ Łᔑᄲ

ᮝಽ ᔍ⦽ ᩍᖒ᮹ ᔍŁ ᗭᯕ ⪵ᱽa ᨩ݅. 4800m 

ḡᱱᨱᕽ ⪙⯂Ņ  ᮥ۱  ͕⦹ᔑ⧩ḡอ Ҿԕ ˉᨕӹḡ ༜

ᜅᩡە ۵݅⧩ .݅ ᔍ௭ॅᯕ ᯕᨱ ݡ⧕ ྜᯱ ᪅ᮡᖁᮡ Ḣ

ᱲ əŔᨱ ᯩ ั ᯕᔢ ⧉ᇡಽ ܭᔍᯱa ᦥݚ  ⧁ ᙹ ᨧ݅໑ 

ᦩ┡ʭᬕ ᯝᯕŁอ ⧩ .݅ Łᔑḡݡಽ ਁӹ۵ ᔍ௭ॅᨱ

í ᭥⨹ᮡ ۹ ⧉  ̹⦽ .݅ ᖙᔢ ᔍ௭ॅᮡ əa ᝁॅ᮹ ᩢᩎ

ᯕ ᇡ۵ 8000m ᭥ᨱᕽ ᔕᦥ ࠭ᦥ᪵  ᮥভ ə ᔑ᮹ Ύ

Ḵᱱ  ᮥᱶ⪶⯩ ႀᦹ۵ḡᇡ░ ᷾ ⦹Ł ݅ əⅅ .݅ 

Ⲳaᯕ ݖݖ⦹Ł ນญa ᅖᰂ⧁ ভษ݅ Ḳ ɝ ᚓᯕӹ 

ᄡ  ᮥ ĥᗮ Ùᨩᨕ.ⲳ 

Ł ⨹⦽ ᔑᱶᨱᕽ ԕಅ᪉ ə۵ ⪝ᯱ ᳑ᬊ⯩ ԏᮡ Ŕᮝ׳

ಽ Ùᨩ݅. ⯩ัᨱᕽ᮹ Øʑ ⦽ Ùᮭ ⦽ Ùᮭᯕ ᦦ

⬥᪡ ⯍ၶ⦽ Ŗʑ ⦽⊹ ᦿᯕ ᅕᯕḡ ᦫ۵ ၙ௹᪡᮹ 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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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ᕾᰆ ᱥݡ ᦥ௹ ၵ᭥ᔍ໕ᮝಽ ԕಅa۵ ʙ  2 ᕽᬙ⡍ᬱ ᯦Ǎᨱ ᯩ۵ ࢹ౩

ʙ᮹ ℌ ჩṙ ᜅ╍⥥ 3 ࢹ౩ʙ ᙹᔑ Ǎe᮹ ᚓʙᮡ ᙽ⦹ �݅

ࢹ
౩
ʙ

 ྙ
⪵
ᯞ
ʑ

ɡ
 ʡ

ᖁ
ၙ
	᯲

a

  ᔍ

ḥ
 ӹ

ᩢ
᪥

ࠥᅪᔑᩎᮡ ᕽᬙࢹ౩ʙ᮹ ⇽ၽᱱᯕᯱ ษ⋉⢽ෝ ۵ Ŕᯕ݅  ᔑᱶᮝಽ 

᪅ಅ۵ ᔍ௭ॅᯕ ݡᇡᇥ ࠥᅪᔑ ᮝಽ ᬑ Კӹi ভ ᄲ⣮

 ᬙᮥ ࢱෙ ᦵᅪॅᮥ अಽ ⦽ ₥ ℁ಽ ᦥ௹ಽ ʙᮥ Õխ݅  ບǍ ᔍ

ᯕಽ Ł}ෝ ԕၙ۵ ᙹᔑᮡ ฿ᮡ⠙ ࠥᅪᔑᨱ እ⧕ ᗭၶ⧕ ᅕᯙ݅  ᙹ

ᔑ ܆ᖁ ᭥᮹ ၵ᭥ ᅪᬑญॅᮡ ༉ࢱ ᕽᬙᮥ ⨆⧕ Ł}ෝ ᙺᯙ ༉᧲ᯕ

۵ߑ  ᅕ۵ ᯕ᮹ ษᮭᨱ  ݍญ ᅕᯝ äᯕ݅  

‘ᙹᔑᄡ’ᮝಽ 

‘ᗭ⣮’ aᄮí
ᕽᬙࢹ౩ʙ ᙹⰒᇩᦵᔑ ⎵ᜅ 1-1Ǎe 

	ࠥᅪᔑᩎ~ݚŁ}ᩎ

ࠥᅪᔑᩎ ฿ᮡ⠙ᨱ ᳑ᖒ ᕽᬙ⡍ᬱ ᯦Ǎᨱ ᙹⰒᇩᦵ

ᔑ ⎵ᜅ᮹ ℌ ჩṙ ᜅ╍⥥a ᯩ۵ ዉe ᬑℕ☖ᯕ ᕽᯩ .݅ ᕽ

ᬙࢹ౩ʙ ᱥ Ǎe  ᮥ᪥ᵝ⦹۵ ࠺ᦩ ༉28 ࢱ} ᜅ╍⥥ෝ 

ᮥ ᙹ ᯩ۵ߑ b Ǎeษ݅ ༉᧲ᯕ ᕽಽ ݅݅. ⡍ᬱᨱ

ᕽ ᙹᔑ ᦵᅪ ༉᧲᮹ ᜅ╍⥥ෝ ᮝ໑ ᕽᬙ᮹ ᦩᮝಽ 

ᚓŝ ษᮥŝ ⦹ᮥ ᯕᮡ 157km ࢹ౩ʙ ᳦ᵝෝ ĥႊ⨆

ᮝಽ ᯲⧩ .݅ 

⡍ᬱᨱ۵ Τ᮹ ʑᄥ ݡᝁ ⋝ԁ ΠΠ⦹í ᘀᦥ᪅

۵ ྕᖒ⦽ ᯯॅᯕ  ᝒə .݅ ᩼ᔍ௭ॅᮡ ⡍a দ ᭥ಽ 

ӹ᪅໕ ᔍ ᵡእෝ ᯲⧩ .݅ łᬑ እʭḡ ⯁ጲ ฿ᦹᮝܩ 

⡍ᬱᮡ ⦹a ݅í ⣙్ḩ äᯕ .݅ ᅕ अ໕ ⡍ 

ᔗᮡ ྜྷಽ ນญෝ q ݉᪅ .݅ ᯝ  ֥ᵲ ᧲ʑa aᰆ ᪶ᖒ

⦽ ԁ ༉ԕʑෝ Ҿԙ ᔍ௭ॅᯕ ⣮֥ᮥ ʑᬱ⦹໑ ⡍ᵝෝ 

ษŁ ⡍ ᐭญෝ እ֡ᨱ ΣÑӹ ᔍԕ  ॅ⨩ญ∅ᨱ ๅݍ

ᦥ ᧂ  ᮥἴʑ  ࠥ⧩ .݅ 

ᕽᬙ⡍ᬱᮡ Ⲱי௲Τ⡍ ᇡᇴΤ ┡౩ᇴΤ ჵᇡ₥ 

 ॒130ᩍ ⲱ᳦᮹ ݅᧲⦽ Τ 30อ ᅙ  ᮥᝍᨕ״ᦹ݅Ł ⦽ .݅ ᇴ

Τŝ ⡍۵ ᔾʡᔩa እ⦹ḡอ ᕽಽ ĥ☖ᯕ ݅ .݅ 

⡍۵ ᵝಽ ྜྷaᨱᕽ ⦝Ł ᇴΤᮡ ᔑʑᜎ᮹ Õ᳑⦽ দ  ᮥᳬ

ᦥ⦽ .݅ ᳒ᅕಽ Კ  ࠥᇴΤᮡ ႒⧊ŝ ⡍۵ ԉᖒŝ .݅ 

᪅ᬵ ᧲⦽ ʑᬕ ᦥ௹ ᅕ ኼŝ י ኼ  ɻ⡍᪡ ᇴΤᯕ 

 ⦽ ٩ᇡᝁ ⣮Ğᮥ ᔢᔢ⦹໑ ᦥḢ ⣙ʑอ ᨕᬑ్ḩ ߑ⦽

Τႎ ᔍᯕಽ Ùᨩ .݅ 

⡍ᬱᮥ ӹ᪡ ᵲ௲ᮥ aಽḡ۵ ᔢࠥƱෝ Õթ ᙹ

ᔑᮝಽ i ᙹ ᯩ .݅ ᔢࠥƱ۵ יᬱǍ ᔢĥ࠺ŝ ᮹ᱶᇡ 

ᰆᦵ࠺  ᮥᯨ۵ ݅ญ .݅ ࠥᅪᔑŝ ᙹᔑ ᔍᯕಽ ⮱۵ ᵲ

௲ᮡ ə Ҿᯕ ᅕᯕḡ ᦫ۵ .݅ ᮹ᱶᇡ ĥ᮹ ᙹᔑ ᇢ 

ĥłᨱᕽ ၽᬱ⦽ ྜྷᵥʑ۵ ᧲ᵝ᪡ ᮹ᱶᇡ᮹ ᯲ᮡ ⦹ॅ

 ᮥ༉ᦥ ᕽᬙ᮹ ᇢ࠺ Ğĥಽ ॅᨕ᪉ .݅ ᯕ⬥ ᇢ⦽ᔑŝ ࠥ

ᅪᔑ əญŁ ᙹᔑŝ ᇩᦵᔑ ᔑᵥʑᨱᕽ ⮹్᪉ ࠥᅪ 

ႊ⦺ ᬑᯕ॒ ⩤ݚ  ᮝಽ ᖙෝ ᇩฑ ྜྷ ʙᮡ ࠥ ᅪǍ᪡ 

ᬱǍי ᖒᇢǍ ᵲ௲ǍǍྙݡ࠺  ᖒ࠺Ǎ᮹ Ğĥෝ ӹ٥

໑ ⮱  ݅⦹ඹᨱᕽ ℎĥŝ อӹ ⦽vᮝಽ ॅᨕe .݅ ᳑

ᖁݡᨱ۵ ႑a ऽӹॅ ⓑ ྜྷʙᯕᨩ݅. ᵲ௲ŝ ӹ

⯩ ᕽᬙ Ğĥ ၷᮝಽ ᯕᨕḥ Ğᬱᖁ ℁ࠥӹ 3ჩǎ  ࠥ༉ࢱ 

ྜྷʙᯕ ⮱۵ ݡಽ ᇢᨱᕽ ԉᮝಽ ᄡႊᨱᕽ ᵲᝍᮝಽ ᔍ

௭ŝ ྜྷ ᯱෝ ᝅᨕ ԁ௱ .݅ 

ᔢࠥƱෝ Õթ Ⲱᙹญქ❑ⲱ۵ ᦥ❭✙ ݉ḡ ᔍᯕಽ ⮱

۵ Ṉᮡ }ᮥ Ñ్ a໕ እಽᗭ ᔑʙᯕ ᯲

݅. Ḷá݅ญa ״ᯙ ᯲ᮡ ྜྷʙᯕ ᮹ᱶᇡ᪡ ᕽᬙᮥ ӹ٥

Ł ᯩᨕ zᮡ ᦥ❭✙ ݉ḡ ᔍ௭ॅᯕ ᕽಽ ݅ෙ ࠥ᮹ ᵝ

ၝᮝಽ ᔕᦥaŁ ᯩ݅Ł ⦽݅. Ğĥෝ ḡ໑ ᕽಽෝ i

۵״ äᮡ ᔍ௭᮹ ᯝᯕŁ ᔑᮡ ŉŉᯕ ݅ෙ ŉḽʑᨱ

ᕽ ʙ్ԙ ྜྷࠥ ⦹ӹಽ ༉ᦥ ၵ݅ಽ a۵ ຝ ʙᨱ ⯹ᮥ ᅕ

╅ ᐱᯕ݅. 

ⷅ   Τʙᨱᕽ ᯲⦹݅   ⷅ

ⷅ   ྜྷʙ Õթ ᙹᔑ a۵ ʙ   ⷅ

1

3

2

ᕽ
ᬙ
ᔍ
௲

  2015  0
5

ᕽᬙࢹ౩ʙ



29 

28 

ᨱ ݍಅᯩ .݅ 

ᙹᔑ᮹ ᚓʙᮡ ᙽ⦹ .݅ a❭ෙ Ŕᮡ ༉ࢱ ӹ  ྕĥ݉ᯕ ״

ᩍ ᯩᨕ ⯩ ᯱʑ ၽᯱǎ ᗭญᨱ ȡ ʑᬙᯕ໕ י᧞ᯱ  ࠥ

ᨕಅᬡ ᨧᯕ Ù  ᮥᙹ ᯩ .݅ əŔᨱ ჻Τᮡ ᯕ  ၙŁ}ෝ ਉǍ

ᨩŁ ḥݍ௹a ⮱ऽ్ḥ ᔍᯕᔍᯕ ྜྷ᪅ෙ ᔑ℁ᾪᯕ ᔕ໑

 Τᅪ᪅ญෝ ᩕŁ ᯩ ᨩ .݅   

ᅝ ᙹ ᯩ۵ ℌ ჩṙ ᱥݡa ᯩ݅. ᙹᔑ ᱶᔢᨱᕽ ฿ᮡ 

⠙ ᔑᵥʑෝ ԕ݅ᅕ۵ äŝ ԏᮡ ᱥݡᨱᕽ ׳ᮡ Ŕᮥ 

ၵᅕ۵ ⣮Ğᮡ ᔍྨ ݅݅. ᔑᵥʑa ᕽᬙಽ ⭹༑ᦥℱ 

ॅᨕ᪅ᯱݡ ᩑŝ ᩎᔍ᮹ ᇢ⣮⦽ᖅᮥ สᦥᵝ۵ ुु⦽ 

ᬙ┡ญᩡᮭᮥ ᝅq⦹ʑᨱ۵ ԏᮡ Ŕᨱᕽ ಅ݅ᅕ۵ ⠙

ᯕ Ԍ݅. 

ᇢ⦽ᔑ	837m
ᨱᕽᇡ░ ࠥᅪᔑ	740m
ᮝಽ ݅ ᙹᔑ

	637.7m
ŝ ᇩᦵᔑ	510m
ʭḡ ᯕᨕḥ ᕽᬙ ᇢ᮹ ׳ᮡ ᔑ

ᵥʑ۵ ĥႊ⨆ᮝಽ 100ᩍ ၙ░ ᯕᔢᦊ ┅ෝ ԏ⇵໑ ⮱ෙ

.݅ ə௹ᕽ ᔑ  ᮥᷱĉ ᪅۵ ᔍ௭ॅᮡ ԏᮡ Ŕᨱᕽ ׳ᮡ Ŕ

 ᮥ⨆⧕ ĥ  ݉᪅ॐ ݍಅa۵ Ⲱᇩᙹࠥᇢ ᳦ ⲱβ۵ ɚ⦽᮹ 

॒ၹ  ᮥอॅᨕԩ .݅ ມญ ၷ  ᮥԕ݅ᅕಅ໕ ʙ ၷᮝಽ ᔑ᮹ 

ᖁ ᭥ಽ ᅕ܆ ⦽ ᯕ ᕽ׳݅  .݅ ⦹ḡอ ׳ᮡ Ŕ  ᮥ⨆⦹

۵ ᔍ௭ॅᮡ đǎ í ḩᵝ⧁ ᙹၷᨱ ᨧ Ł ෙ ʙ׳ ݅.

ಽ i äᯙḡ ʙᖗ᮹ ᩍฑ ॅΤŝ ٩ ฿⇵ʑ ᭥⧕ Ùᮭ

äᯙḡ ᔍ௭ษ ⇽܇ᮥ   ݅ᖁ┾ᯕ iต äᯕ .݅ ᱥݡᨱᕽ 

 ᬱŉಽ ݅ ԕಅa۵ ᪅ᗵʙᨱ۵ ᔑ჻Τ ᩍฑ Τᯯᯕי

ၵ௭  Τእ ⯊ԁฑ݅. ࢹ౩ʙ ၵˆᖙᔢᨱᕽࠥ Τ

ᯕ ḡ۵ ᗮࠥݡಽ ᔍᐱ⯩ ၽᦥ௹ Τᯯ  ᮥႀॐ ə౨í ۱ɬ

⦹í Ùᨕi ᙹ ᯩ ᮥʭ. 

ᙹᔑ᮹ ࢹ౩ʙᮡ ᔑᯱ ԉᕽ᮹ ԏᮡ ᚓʙᯙ1-1 ߑǍ

e ᳦₊ḡᯙ ݚŁ}ᩎᨱ ݅݅ʑ ᱥᨱࠥ ᙹŉŝ יᬱ

ŉᨱᕽ ᙹᔑᩎᯕӹ ȡᯥᅪ ᦥ௹ ษॅᩎᮥ ☖⧕ ԕಽ 

ӹi ᙹ ᯩ  ౩ʙᮡ ᯲ŝ Ҿᯕ ಽ ᱶ⧕Კ ᯩḡ ᦫŁࢹ ݅.

ᩍ  ్Ŕᮝಽ ᩕಅ ᯩʑ ভྙᨱ ٥Ǎӹ ᯱᝁᯕ ᔕŁ ᯩ۵ Ŕ

ᨱᕽ aᰆ aʭᬕ ॅນญෝ ᦥ ⯹ߑ ۵ݠʭḡ Ø݅a ᯝ

ᔢᮝಽ ࠭ᦥi ᙹ ᯩ .݅ ᱥ Ǎe ᪥ᵝෝ ༊ᱢᮝಽ Ù  ᮥভ  ࠥ

ᨕॵ  ु᯲⦽ Ŕᨱᕽ ݅  ษ⋉⢽ෝ ᮝ໕  .݅ 

ᄞᬕ࠺ĥłᯕ ᯩ۵ ᙹŉᮡ ᔍࠥᖙᯱ᮹ ᰆᯙᯕ  ᯱ⩽ĞǢ 

⪮ᦉ᮹ ᦥქḡᯙ ᩢ᮹ᱶ ⪮ᅪ⦽ᯕ ᄥᰆᮥ ḴŁ ᔍ۵ ࠺ᦩ 

ᔍ௭ॅᯕ Ǎ ༑ಅॅ໕ᕽ ᮁ⧕ḥ Ŕᯕ݅. ⩥ᰍ 

ᖒᩍݡ ᔾ⪽š ᦩᨱ ♕⦽ ᄞᬕ࠺ ᄥᰆ᮹ ᦩ₥ ᬑᬑݚ	ㆠ

『㉮
ᯕ ԉᦥ ᯩ۵ߑ ⪵ಅ⧩ ŝÑ᮹ ᖒᮡ eߑᨧŁ ⇵

ᔍ᮹ ɡᦉಽ ᥕ ⩥❱ᯕ ᯩᨩ݅۵ ᯕʑอ ᱥ⧕Კ ᪉ .݅ ə

ߑ ⇵ᔍ۵ ᯕ ᄥᰆ ᵝᯙᯕ ᖙᔢ  ᮥਁӽ अ 8֥ᯕ ḡӹ ┽

ᨕӽ ᔍ௭ᯕŁ ᪅௹ ᗭྙ  ᮥ⪶ᯙ⧁ ɡᯱ  ࠥḡɩᮡ ᅝ ᙹ 

ᨧ .݅ ⦽ ݡෝ अ⮵  ुǭಆᯱ  ࠥǍ ༑ಅॅ ჸॅ

 ࠥe ߑ ᨧŁ ᙹᔑ Ԩa ၵ᭥ᨱ ʫᯕ ᔩĉḥ ᄞᬕ࠺

	㫇䃛㟳㊹
ᯕ۵ bᯱอ ᦥḢ ૽ ಘ⦹݅Ł ⦽ .݅

ᙹŉᨱᕽ ݅ ᔑᯱᮝಽ ॅᨕa יᬱŉಽ ᯕᨕḡ۵ 

ᚓʙᨱ۵ ⦽ₙ अᨱ ࢱŁ ᪉ ᇢ⦽ᔑŝ ࠥᅪᔑᮥ ⦽٩ᨱ 

ั ᬱŉᨱ۵ Ⲳᯕ ᖙᔢ ᗭ⣮ Ҿԕ۵ ԁ / aᕽ ᦥ݅ᭁ݅Łי

⦹ญⲳ Ⲱȡⲱ᮹ ᯙ ᔢᄲ  ᮥʑญ۵ ᔑʙŝ Ŗᬱᯕ ᯩ

.݅ ᯙᮡ ᔾᱥᨱ Ⲱᙹᔑᄡⲱᯕ ᨱᕽ Ⲳᯝᯝ᮹ ᯙᩕᮡ 

อญᰆᖒᯕ  ݅/ ᙹᔑᱶᮝಽ a۵ ॒ᔑ⧪~ / สྕaօಽ 

aŁ ੱ  e ⲳ݅Ł ⧩ .݅ ᯙᯕ ਁ ӽ अ ᔑᱶ  ᮥ⨆⧕ ЙᩎЙᩎ 

༑ಅऽ۵ ᯙ❭۵ ᬒ ฯᦥᲭ݅. aҵᮡ ᯙ❭ෝ Კӹ᪡ 

౩ʙಽ ᗭ⣮ aᄮí ၽʙࢹ  ᮥ࠭ ಅᅕ۵ äᮡ ᨕਉḡ.

 ᬱŉᨱᕽ ݅ Ḷá݅ญಽ }ᬙᮥ Õթ ᚓʙಽ ᪅໕י

ᯕᬤ⦽ ᇩᦵᔑᯕ  ᅕᯕ۵ ᱥݡa ʑ݅ญŁ ᯩ .݅ əŔ

ᨱᕽ ԕಅ᪡ ᙹᔑ ₥ᕾᰆ ᯱญෝ ᅖᬱ⦽ ʯᦥḡෙ ᄝ௲ 

᭥ ᱥݡʭḡ ʙ  ᮥᯕᨕ Ø۵ .݅ ə ᔍᯕ ບǍᮡ ༉ࢱ Ø

⯩Ł ⧨ᔕᯕ ᚓᗮ ʫᮡ Ŕʭḡ ᡀᦥᲙ ԕಙ .݅ ᩑࢱኼ ᔩᙽ

ॅᯕ ᙹǑÑญ۵ ᗭญa ॅต ॐ ʙᮡ Łᷩժ⦹ .݅ ᖙ ჩṙ 

ᱥݡᨱ ᕽܩ ᇩᦵᔑᨱᕽ ᬑᔑ ᬊษᔑŝ ᦥ₉ᔑ əญ

Ł ԉᔑ թນ šᦦᔑʭḡ ᕽᬙ  ᮥᨱࢱŁ ᯩ۵ ຝ ᔑॅʭ

ḡ a ✙ᩡ .݅ ᯕ౨í ⦽ ݍᨱ ⦽ ჩᦊอ ʙ  ᮥᯕᨕ Ù

ᮝ໕ ĉᬙ ᷩ ᯙ ᇢ⦽ᔑŝ ࠥᅪᔑߏ ٩ᮭ   ᮥḡӹ   ᮭ⇽ၽ

⦽ ᯱ ญಽ ࠭ᦥi ᙹ ᯩ  ᮥäᯕ .݅ 

₥ᕾᰆ ᱥݡᨱᕽ ၽᦥ௹ ⠝ℱḡ۵ ዞዞ⦽ ᦥ❭✙ ᚓŝ ݅

݆݅  ݆ᇺᨕ ᯩ ۵ Ḳ  ॅᔍᯕ ᨕॹaಽ ᝅಅ u ᮥ ᙹᔑᨱᕽ 

ಅӹe ݉݉⦽ ၵ᭥ߊᨕญॅ  ᮥᔾb⦽ .݅ ฑ ᔑॅᯕ ᔍ

௭᮹ ษᮥᨱ ᪡ᕽ ݅ญa Ł ᵝ∈࠭ᯕ Ł ʑࣆᯕ Ł ᄞ

ᯕ ᨕᕽ ᪅۹᮹ ᕽᬙ  ᮥอॅᨩᮝญ. ᔑ  ᮥʯᦥ ᖙᬑ۵ ࠥ

᮹ ษॅᮡ ᱱᱱ ׳ᦥḡŁ ᯩ .݅ ມญ Ł⊖ክঊ ᚓ ᔍᯕ

ಽ ᬑ  ૾ᘀǍℱ ᪅ෙ ั  ࠥฯŁ ┩  ࠥฯᮡ ᱽ2ߑᬵऽ  ࠥᅕ

ᯙ ໕ ᇩᦵᔑ ᱶᔢᅕᯕ 555mಽ ᪥Ŗ׳ ݅. ᦥḩ äᯕ׳݅  .݅ 

₥ᕾᰆ  ᮥḡӹ໕ ᕽᬙࢹ౩ʙ aᬕߑ ᮁᯝ⦹í ᅕ᳑Ǎe  ᮥ

อॅᨕ ״ᮡ ෪Ł} ⎵ᜅ᪡ ݚŁ}ಽ ňᰆ ԕಅa۵ i

ฝʙᮥ อӽ݅. ⦺ฝᔍෝ ḡӹ ᇩᦵᔑŝ ᯕᨕḡ۵ ෪Ł

}ʭḡ ʙ  ᮥᯕᮝ໕ ݡఖ ࢱᨕ e  Ù  ᮥᙹ ᯩ .݅ ٥Ǎ

 ࠥv⦹ḡ ᦫ۵ .݅ ᖁ┾ᮡ ᪅Ḣ Ø۵ ᔍ௭᮹ ℕಆŝ ᮹ḡ

ⷅ   ᯙᯕ ᔍ௲⦹ ᙽ⦽ ᚓʙ   ⷅ

ⷅ   ᯙᯕ ᔍ௲⦹ ʙᨱᕽ อӽ ᯱᩑ   ⷅ

ⷅ   ฑ ᔑᯕ อु ᕽᬙᮥ ᅕ݅   ⷅ
4 ℌ ჩṙ ᱥݡᨱᕽ ၵᅙ ᇢ⦽ᔑ  5 ₥ᕾᰆ ᱥݡᨱᕽ ၵᅙ ᇩᦵᔑ  6 ᔢ

ᄲ ᯙ᮹ ʙᯕ ᯩ۵ יᬱŉ ĥł  7 ᯫᮥ อ ⦹໕ ӹ┡ӹ۵ ࢹ౩ʙ ⢽ ญᅙ 

4

5

6

7

ʡᖁၙ

ᯱᩑŝ ᔍ௭ᮝಽᇡ░ ႑ᬑ۵ ᔗ᮹ ᯕʑॅᮥ Йᵡ⯩ ₦ᮝಽ ᥑŁ ᯩ݅� �ᗭಽᬑ᮹ 
┱⦹ḡ ᦫ۵ ᔗ� �Ñु ᔑᮝಽ a� �ᔑᯕ ᦥᯕॅᮥ ᔕฑ݅� ॒ᮥ ⠕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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ᕽᬙ⡍ᬱ

ࠥᅪᔑᩎ ᯙɝᨱ ᯱญ⦽ ྜྷᬱᯕ �݅ ᧞ 1อ 6 ⠪ ݡḡෝ ᔑ
ฝᔾ┽ᬱ, ᇴΤᬱ, ॵษݚ, ᧞ᬊྜྷᬱ, ḡᬱ ॒ 12} ▭
ษಽ Й໑״ᦹ۵5 ,ߑᬵ ᵲᙽᇡ░ ᇴΤᬱ ᯝݡᨱ Τᯕ ⦝ᨕ ᰆ
šᮥ ᯕ് �݅ ᩑ༜ ᭥ಽ ʙí ݅ญa ״ᯙ ḡᬱࠥ ᦥݖ �݅ 
5ᬵᨱ۵ ⪽Ḿ ⦡ ᇴΤᮥ ᅕʑ ᭥⧕ ᯝᇡ్ ມญᕽ ᦥ᪅۵ ᔍ
௭ࠥ ฯ݅� ᕽᬙ⡍ᬱᮡ ᕽᬙࢹ౩ʙ 1⎵ᜅ᮹ ᯲ᱱᯕʑࠥ 
⦹ �݅ ᯕ ভྙᨱ ྜྷᬱ ᯦Ǎᨱ ࢹ౩ʙ ᦩԕࠥ᪡ ᜅ╍⥥ ᖅ

ᯕ ษಉᨕ ᯩᮝ໑, 
ႊྙᯱᖝ░ 2⊖ᨱᕽ

౩ʙ ḡࠥ᪡ ᜅࢹ ۵
╍⥥ᇢࠥ aᲙi ᙹ 
ᯩ �݅ ᵝᗭ ࠥᅪǍ ษॅ

ಽ 916

ᔢᄲ Ŗᬱ

2009֥ 4ᬵᨱ ᳑ᖒ

᯲ᮡ Ŗᬱᯕ݅� Ŗ 
ᬱᨱ۵ ᔢᄲ ᯙ᮹ 
᳑bᔢŝ ݡ⢽᯲ ‘ȡ
’ŝ ‘ᙹᔑᄡ’ᯕ 
ᔩĉḥ እ	㹴㫄
, 

‘ᔩ’a ᔩĉḥ ┡ᯥ⌂ᛱ, ᱶᯱ ‘ȡᱶ	㝾㊹エ
’ ॒ᯕ ₉í 
ॅᨕᕽ ᯩ �݅ ᯕᵲ ᳑bᔢᮡ ᦥᯕॅŝ ᷱÑᬕ ⦽ ভෝ ᅕԕŁ 
ᯩ۵ ᔢᄲ᮹ ༉ᮥ ᱶݖí ⢽⩥⧩ �݅ ᝅᱽಽ ᔢᄲ ᯙᮡ 
1982֥ᇡ░ 7֥e Ŗᬱ ᯙɝᨱ Ñᵝ⧩ᮝ໑, ⠪ᗭ ᦥᯕॅᮥ 
ᳬᦥ⧩݅Ł ⦽ �݅ 
Ŗᬱᨱᕽ 20maప ਉᨕḥ Ŕᨱ ᮁ Ḳᯙ ‘aᰍŉᙹᱽእ’

a ᯩ۵ߑ, Ŗᬱᮥ ʑ ⯹ॅ ভ ᵝၝॅᨱí ᙹᱽእḲᮥ ྜྷᨕ

ᅕ໕ ݉ၶᨱ ݖݡ⧕ᵡ �݅   
ᵝᗭ יᬱǍ ᔢĥ996-27 ࠺

ᙹᔑݚŁ}ḡǍŖᬱ

ḡᩎ ᵝၝॅᨱí ⠙ᦩ⦽ ⮕ŝ ྙ⪵Ŗeᮥ ᱽŖ⦹ʑ ᭥⧕ ḡ
ᨕᲭ �݅ Ŗᬱ ᵲᝍᮝಽ ┢ ✙ᯙ Ųᰆᯕ ᯩŁ ᯕᨱ ᨕฑᯕס

ᯕ░, ྕݡ ॒ᯕ ॅᨕᕽ ᯩ �݅ 
ᙹᔑݚŁ}ḡǍŖᬱᮡ ᱶᯱᯙ ᦵᱶ	㑩㏏〟
ʭḡ a

۵ ࠭ĥ݉ᮥ ᱽ⦹Ł۵ Ŗᬱ ᱥℕa ⠪┥⦹ᩍ ԉ֡יᗭ ᔑ₦

⦹ʑ ᳬ �݅ ᩍʑᨱ ႑ऽၝ▕ᰆŝ Ǎᰆᮥ እ⦽ b᳦ ℕᮂ

ᖅ, ᯙŖᦵᄞᰆᯕ ⧕Კ ⪽ʑෝ ⦽ �݅ ə ᨱ ᯙɝ ᵝၝॅ

ᮡ ྜྷು ḡ⦹℁ 4⪙ᖁᮥ ᯕᬊ⦹

ᩍ ມญᕽࠥ ฯᮡ ᔍ௭ॅᯕ 
ᦥ᪉ �݅ ✚⯩ ᯙŖᦵᄞᰆᮡ ᦵᄞ

॒ၹ ࠺⪙ᯙॅ᮹ ༉ᯥ ᰆᗭᯕ໑ 
ᗭႊݡᬱॅ᮹ ⬩ಉ ᰆᗭಽ ⓑ 
ᔍ௲ᮥ ၼŁ ᯩ �݅ 
ᵝᗭ יᬱǍ ᔢĥ࠺ ᔑ151-1

℁ᥑօ⌁⦲ᧅၵᄁ⒱

⦹ᔑ ⬥ ⌁⦲ ᇥ᭥ʑෝ ԕ໑ ᔍෝ ᷱʙ ᙹ ᯩ۵ Ŕᯕ �݅ ॒ᔑ

~ॅ ᔍᯕᨱ ᯦ᗭྙᯕ ⟝ḡ໑ }ᨦ 6}ᬵ อᨱ Ḳᮝಽ ᯙᱶ

ၼᦹ �݅ ᝅ᪡ a ᯱญᨱᕽ۵ ࠥᅪᔑᮥ ၵᅕ໑ ᇥ᭥ʑ ᯩ
í ᔍෝ ᷱʙ ᙹ ᯩ �݅ ᵝີ۵ە ᔝĚᔕŝ ᜅ▭ᯕⓍ ༊ᔕ, ⌁
⦲ ᔱ్ऽಽ Ǎᖒ Aᖙ✙� ᯕᨱࠥ ⌁⦲ ᇥ᭥ʑෝ ԝ ᙹ ᯩ
 ᨕᯕ ᵡእॅەີ ⦽᧲݅ ۵
ᯩ �݅ ḩ ᳬᮡ Łʑ᪡ ᚐ, Łɪ 
౩ᜅ☁௲ ᇡḡ ᦫᮡ ᔱ్ऽ 
ᮡ aí᮹ ᯱ௲ᯕ �݅ 
ᵝᗭ ࠥᅪǍ ࠥᅪᔑ4ʙ 27-13

ᯙᅕᝩݍ

݉ŉᗱܹॅᨱí ݍᯙ Ḳ ⪚ᮡ ษ۹ᅕᝩḲᮝಽࠥ ᇩญ۵ Ŕ
ᯕ �݅ ᅕᝩŁʑ۵ ၙญ ᔗᦥ״ḡ ᦫŁ ๅe ᔩಽ ᔗᦥ q

ᯕ ᔕᦥᯩŁ ٥ฑԕa ӹḡ ᦫ۵ �݅ t ᔗᦥḥ Łʑෝ ࢱ⚝⦹

í ៑Ł ə ᭥ᨱ ݅ḥษ۹ ᗭᜅෝ ಅ ᮥ ⦽ �݅ ᩍʑᨱ ő
≉᪡ ᯕӹྜྷ ᵲ ⦹ӹෝ ŉ ⧉̹ ບᮥ ᙹ ᯩ �݅ ᅕᝩʡ⊹᪡ 
᧲ֱ, a᪅ญྕ⋉, ᕽእᜅಽ ӹ᪅۵ ᙽࢱᇡ}ʭḡ ᨕ۱ ⦹
ӹ ዝ״ḡ ᦫŁ ᯕ ʵҵ⦹ �݅ ႆᵝÒᮝಽ อु ჩ⪙⢽ࠥ ᯕ
ᔪᱢᯕ �݅

ᵝᗭ יᬱǍ ࠺ᯝಽ 1598

ᨥḡԪ໕

ᇡݕ ᨧ۵ aĊᨱ Ԫ໕ŝ อࢱෝ ບ  ᮥᙹ ᯩ۵ Ŕᮝಽ ॒ᔑ~ᮡ 
ྜྷು ḡᩎ ᵝၝॅᨱí ᪅ఌ࠺ᦩ ᔍ௲ၼᦥ᪉ Ŕᯕ �݅ ℕᯙᱱᮝಽ 
᪅⧕⦹۵ ᔍ௭ᯕ ฯᦥ ↽ɝ ‘ᨥḡԪ໕’ᮝಽ ᔢ⪙ෝ ၵщ �݅ Ԫ໕
ŝ อࢱෝ ❱ๅ⦹۵ࢱ ,ߑ aḡෝ ༉ࢱ ບ  ᮥᙹ ᯩ۵ ᖙ✙ີەa 
aᰆ ᯙʑ �݅ Ԫ໕ᮂᙹ᪡ ᧲ֱᰆ, ᪶อࢱ ༉ࢱ Ḣᱲ อॅᨕ ❱ๅ
⦹໑ ᰍഭ ᇡᇥ ǎԕᔑݡࠥ   ᮥᔍᬊ⦽ �݅ əᨱ  ࠥྜྷԪ໕ᮡ ݉

 ࠩ3,500ᬱ� อࢱ ࢱ }a ⧕ḥ aĊᮡ 6,000ᬱᯕ �݅ 
ᵝᗭ יᬱǍ ෪ಽ 7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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ᕽᬙࢹ౩ʙᮥ Ø݅ ᅕ໕ יᖁ ᵲe ᵲe ᅕྜྷ zᮡ ᗭॅᮥ อԁ ᙹ ᯩ݅  ᖁᮥ ᔕḾי ੱ 

ჸᨕӹ ᳑ɩอ ᵝ᭥ෝ ్ࢹᅱࠥ aᅝ อ⦽ ᗭॅᯕ ᡀᦥᲙ ӹ᪉݅  ᕽᬙࢹ౩ʙ 1-1⎵ᜅ 

ᵲ ࠥᅪᔑᩎŝ ᙹᔑᩎ Ł}ᩎ ᵝᄡ ᗭ᪡ Ḳᮥ ᦥa ᅕᦹ݅ݚ   

ຬᯩ۵ ࢹ౩ʙ,  

ᯩ۵ ࢹ౩ʙ
ᕽᬙࢹ౩ʙ 1-1⎵ᜅ ᯙɝ ᗭ, Ḳ

ࠥᅪᔑᩎ

ᙹᔑᩎ

Ł}ᩎݚ

ⴘ ⴞ

ⴞ

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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ᯕჩ ⪙ᇡ░ ‘ᕽᬙࢹ౩ʙ’᮹ ᵝ ⎵ᜅෝ  
ʑ⫮ ᩑᰍ⧊݅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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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산을 
  빌려 
  살아왔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배우 최불암

“안녕들 하세요? 내가 여기 주인이우.”

삼삼오오 둘레길을 걷던 이들이 배우 최불암을 알아보고 

반색을 하자, 그가 이렇게 인사했다. 어리둥절하던 사람들

도 이내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최불암은 불암산(佛巖山) 이름과 같은 한자를 쓴다는 인연 

때문에 지난 2009년 노원구로부터 명예 산주(山主)에 임명

되었다. 그는 해마다 불암산보존회와 함께 산신제를 지내며 

산과 산자락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최불암 씨는 정암사에서 학도암까지 서울둘레길을 1시간 

30분 남짓 걷는 내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화답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어린아이

최불암 씨는 명예 산주를 맡아달라는 구청의 제안을 덥석 

수락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먼저 그의 애송시로 시비를 세

우겠다는 뜻만 받아들여 불암산공원에 윤동주의 ‘자화상’

을 새겨 놓았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는 사내처럼 산을 찾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기왕이면 최불

암의 자작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는, 만일 시가 

완성되면 그때 명예 산주도 수락한다고 했다. ‘불암산이여’

라는 시는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한 글자도 누구의 도움 

없이 꼬박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가 

아니라 사과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마 부를 수 없는 큰 이름이라며 간직만 

하고 있었는데, 그가 배우로 데뷔하면서 세상에 내놓게 되었

다. 어머니는 시인 박인환이 ‘세월이 가면’을 즉석에서 지어

낸 곳으로도 유명한, 과거 문화예술인들의 단골집 명동 ‘은성

주점’의 주인이었다. 한번도 “불암아!” 하고 아들을 부르지 못

했던 어머니가 온 나라 아이들까지 읊어대던 ‘최불암 시리즈’

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주 좋아하셨겠지. 어머니는 예술을 사랑하고 유머를 아

는 멋진 분이셨거든.”

그가 어머니 품 같은 불암산의 숲길을 걸으며 나직이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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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에게는 먼저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산에 이런 길을 만든 거란다. 

산이 자연이고, 자연이 바로 너희들 자신이야.” 

길을 걷다 발밑에 돌부리처럼 박혀 있는 나뭇가지를 보자 

일행 중 힘을 쓸 만한 사람을 찾아 제거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바닥에 단단하게 박혀 있던 나뭇가지가 치워지는 것

을 본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인사했다. 

“오늘 참 좋은 일 하셨네. 저거 때문에 십중팔구 누군가는 

넘어졌을 거예요.”

마치 숲 속 오솔길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아버지의 자리

는 그런 것이라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가시밭길 걸으

며 뒤따르는 자식은 조금이라도 편하기를 바라면서 먼저 

길을 다져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

었다. 

서른한 살부터 <수사반장> 박 반장으로 18년, 마흔 살부터

는 <전원일기> 김 회장으로 22년을 살아온 그였다. 일찍부

터 노역을 많이 맡아 온 덕에 제 나이에 이르러 오히려 젊어 

보이는 걸까. 흑백 브라운관 앞에서 가슴 졸이던 아이들은 

이미 박 반장보다 늙어 은퇴를 준비할 나이가 되었고, 양촌

리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기도 

할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배우 최불암만은 저

마다의 추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국민 아버지’

라는 별명으로 그에게 많은 것을 투사해온 사람들은 최불

암이란 노배우의 건재함에서 위안을 얻는다. 

“이름이 너무 커서 어머니도 한번 불러보지 못한 채 / 내가 

광대의 길을 들어서서 염치없이 사용한 / 죄스러움의 세월, 

영욕의 세월 / 그 웅장함과 은둔을 감히 모른 채 / 그 그늘에 

몸을 붙여 살아왔습니다. …(중략)…터무니없이 불암산을 

빌려 살았습니다. / 용서하십시오.”

“행사 때는 인파에 휩쓸려 걷느라 주변 풍경을 
하나도 못 봐요. 그런데 오늘은 참 좋네!” 

그가 자신의 자작시로 세운 불암산 시비 앞에서 
시를 낭송하자, 주위를 빙 둘러선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일흔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외모와 
가벼운 걸음걸이 때문에 둘레길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놀랐다.

그의 본명은 최영한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미 곁에 남은 어린 영한이 무탈하게 자라길 
기도하며 받아온 새 이름이 불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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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울둘레길의 불암산 구간은 당고개역에서 시작한다. 우

리나라에 당고개라는 지명은 몇 개나 될까. <서울의 고개>

라는 책에 소개된 당고개는 노원구, 용산구, 종로구 세 곳

이지만 서낭당고개, 당재, 사당이고개처럼 비슷한 뜻의 다

른 이름도 많이 있다. 

높고 험한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내딛는 걸음

마다 안녕을 비는 마음이 늘 함께했다. 옛날 당고개를 오가

던 사람들도 산짐승이 무서워 돌멩이 하나씩 손에 쥐고 조

마조마하며 걸어야 했다. 무사히 고개를 지나고 나면 비로

소 안심하며 손에 든 돌멩이를 던져놓았고, 그렇게 쌓인 돌

무덤들 곁에 성황당이 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간

절한 마음 닿는 곳이라면 사당이 있든 없든 어디든 사원이

고 신전이 아닐까. 

당고개역에서 상계동 골목길로 들어선다. 전신주 높은 곳에 

붙은 둘레길 표지판을 따라 미로 찾기 하듯 골목을 지나면 

산기슭에 다다른다. 불암산 철쭉동산에서 둘레길의 두 번째 

빨간 우체통이 기다리고 있다. 철쭉은 지고 초록만 무성한 

동산 위에서 수락산 둘레길 보조구간인 덕릉고개길과 불암

산 둘레길이 만난다. 덕릉고개는 상계동에서 남양주시 별내

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수락산과 불암산을 잇는다. 

산이 장벽이라면 고개는 문이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어딘가 고개가 있다  우리

는 삶이 고단할 때마다 인생의 한고비를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고비를 넘는 것은 

분명 힘겨운 일이지만 고개라는 말 자체가 그 너머로 열린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 

다행 아닐까  고개 너머에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서늘한 숲길에서 
뜨거운 바위를 읽는다
서울둘레길 수락·불암산 코스 1-2구간 
(당고개역~화랑대역)

서울둘레길

글
 김

선
미
(작

가
) 사

진
 나

영
완

둘
레
길

 문
화
읽
기

 

철쭉동산에서 
길과 

길이 만나다 

덕릉고개와 
당고개의 

전설을 넘어 숲으로

1 둘레길 전망대에서 바라본 불암산  2 철쭉동산에 있는 둘레길 스탬프 우체통  3 
수락산 덕릉고개에서 철쭉동산으로 오는 길

1

3

2

당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산짐승을 두려워했다면 덕릉고개

를 넘는 사람들은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다. 고개 너머에 있

는 덕흥대원군의 묘 때문이다. 덕흥군은 중종의 아홉 번째 

아들이자 선조의 아버지로 아들이 왕이 된 뒤에 대원군이 되

었다. 선조는 아비의 무덤이라도 왕릉으로 격상시키고 싶었

지만 조정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자 고

개를 넘어 한양으로 들어오는 장사치들이 덕흥군의 능을 지

나왔다고 말해야만 그들의 숯과 장작을 후하게 쳐서 사들이

며 환대하게끔 했다. 발 없는 말도 천리를 가는 세상에 잇속 

밝은 장사꾼들에 의해 묘가 능으로 불리게 되는 것은 시간문

제였다. 왕의 아들이고 아버지였으나 정작 자신은 왕위에 오

르지 못한 사내는 결국 소문으로만 능의 주인이 된 것이다.

당고개에도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사내로부터 비롯된 전

설이 있다. 한밤중에 고개에서 봉변을 당하고 미륵불 품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남매가 있었는데, 덕릉고개 

전설보다 200년쯤 뒤의 이야기다. 사도세자를 모시던 궁녀

가 궐 밖으로 나와 숨어 사는 동안 고아 남매의 양어머니가 

5월호부터 ‘서울둘레길’의  
주요 코스를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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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그녀를 겁탈하려던 사람을 사도세자의 혼령이 

물리치고 밤새 미륵불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

람들은 그 자리에 미륵당을 세웠고, 훗날 양어머니를 극진

히 모신 남매에게 나라에서 효자 정문을 세웠다. 지금은 미

륵당도 정문도 간데없고, 당고개는 서울지하철 4호선의 시

종착역으로만 남아 있다.

터 생겨났는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불암산 산마루의 정교

하고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은 남다른 품새를 자랑한다. 

불암산이 낳은 명품 바위는 낮은 산자락 둘레길에서도 만

날 수 있는데, 정암사에서 학도암까지 이어진 숲에 있는 남

근바위와 넓적바위가 그것이다. 우선 정암사 들머리 오른

편 길가에서 나무 계단을 오르면 하늘을 향해 곧추 서 있는 

남근석을 만난다. 남근바위에서 고즈넉한 숲 속으로 길을 

이으면 큰 나무 뒤에 숨은 듯 자태를 드러내는 둥그스름한 

바위에 다다른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을 법한 불두덩 모양의 여근석이 넓적바위다. 두 바위 

모두 바위 둘레에 금줄처럼 나무 울타리를 쳐 놓았는데, 바

라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그 우람한 바위들을 등지고 서면 이웃한 수락산과 도봉산

에서 북한산까지 한 시절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뜨거운 마

그마의 형제들이 한눈에 보인다. 서울의 동북쪽을 에둘러 

지키고 서 있는 굳건한 산줄기들 때문에 그 아랫마을이 더

욱 안온하게 느껴진다. 특히 도봉산은 철쭉동산에서 출발

할 때는 수락산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전망대에 와서야 비

로소 모습을 드러내니 더욱 반갑다. 불암산 정상은 북한산

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어서 산길을 걷는 동안에는 도봉

산이 줄곧 수락산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신동

이라 불리던 일곱 살 때 지은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

라는 시구가 저절로 떠오르는 풍경이다. 

자락에서 기다리고 있다. 오뉴월 둘레길의 황톳길 위에는 

아카시아와 이팝나무 흰 꽃들이 흩뿌려진다. 

불암산 둘레길은 공릉산 백세문을 통과하면 비로소 긴 숲

의 터널에서 빠져나온다. 서울에 편입되기 전 양주군 공덕

리였던 마을과 산 아래 태릉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든 이

름이 공릉동이다. 백세문은 그 마을과 산 사이의 일주문이

다. 산문 밖에는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불암산은 산마루의 화강암이 승려들의 모자인 송낙을 쓴 

부처의 형상이라고 해서 불린 이름이다. 하지만 산 너머 남

양주 별내면 산자락에 있는 불암사 일주문에는 하늘의 보

배, 천보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남아 있다. 또한 붓 바위란 뜻

의 필암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풍수에서는 먹과 벼루, 붓 등

을 지명에 붙여 지세를 보완해왔는데 산 아래 월계동 벼루

마을에서 유래한 연촌, 둘레길이 끝나는 곳에 있는 먹골과 

묵동의 이름도 같은 연유로 생긴 것이다. 어떤 이름으로 불

리든 모두가 불암산의 독특한 화강암 바위로부터 생겨난 

것만은 분명하다. 

화강암은 지구의 심장 가까이에서 솟구쳐 오른 뜨거운 속

살이 하늘의 찬 기운과 만나 굳어진 바위다. 이웃한 북한

산, 도봉산, 수락산이 모두 같은 시기에 분출한 마그마로부

남근바위와 넓적바위 중간 즈음 배우 최불암의 시비가 있

는 곳에는 불암산 둘레길 전망대가 있다. 수락산 둘레길의 

전망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있어 숨이 차게 걸어 올

라가야 하지만 불암산에는 낮은 자리에 망루를 세워 누구

나 쉽게 오를 수 있다. 나무 계단을 빙빙 돌아 2층으로 된 망

루 위에 올라서면 눈앞으로 쏟아질 듯 가까운 불암산 바위

에 압도당한다. 

불암산 둘레길은 수락산과 비교하면 한결 완만하다. 순한 

길 위에 열린 책장을 만들어 놓은 숲 속 북카페도 있다. 짐을 

풀고 느긋하게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잠시 평상에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이라도 가슴에 담아보면 어떨까. 불암산도 한 권의 뜨거운 

책이라면 그 속에 책갈피처럼 펼쳐진 숲과 오솔길의 오래된 

이야기에 귀를 열어본다. 

만일 좀처럼 땀을 흘리지 못해 아쉽다면 둘레길에서 조금

만 가파른 길을 올라 학도암에 들러보자. 학이 날아와 머물

렀다는 수려한 풍광을 깎아지른 절벽에 앉은 마애불의 시

선으로 내려다볼 수 있다. 학도암은 조선 인조 때 세워진 절

로, 연꽃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거구의 마애관음보살좌

상을 1870년(고종 7년)에 명성황후가 조성했다는 기록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임금이 후궁에게 얻은 첫아들을 총애

하던 때 자식이 없던 왕비의 염원으로 새긴 불상이니, 이래

저래 불암산 바위가 품은 사연은 뜨겁기만 하다. 

바위에 기댄 마음이 불심이든 욕심이든 무겁게 느껴진다

면, 다 내려놓고 맨발로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 길 끝

4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넓적바위  5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봉산과 수락산  6 불암문

고에서 등산객들이 책을 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7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

4

5

6

7

김선미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책으로 쓰고 있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산이 아이들을 살린다> 등을 펴냈다.

뜨거운 바위에 
기대는 

불암산의 염원들

불암산을 등지고 
이웃한 

형제의 산을 보다

학이 머물던 
자리에서 

마애불의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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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둥근 호수를 만나게 된다. 삼육대학교 캠퍼스 뒤편에 자
리한 ‘제명호수’다. 등산객과 비등산객의 교차점이 되는 이곳

에서는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 소풍 나온 어른과 아이들, 삼육

대학교 학생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이 된다. 여기에 물가 
바로 앞까지 마중 나온 색색의 비단잉어까지 더해져 화룡점정

이 된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산바람을 충분히 느꼈다면, 제명호수 둘레를 돌며 호숫가의 바
람을 즐겨보자. 호수의 규모는 꽤 큰 편이라서, 둘레를 도는 데만 
10여 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다

른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걸을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주소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

아카시아 향 가득한 길을 따라 600m가량의 오르막길과 내리

막길을 반복하다 삼육대 갈림길로 진입하면 길은 한결 더 착해

진다. 삼육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2km 구간의 이 길은 맨발로

도 걸을 수 있다. 
큰 숨과 웃음 섞인 감탄사만을 내뱉으며 이 길을 따라 쭉 걷다 

공릉동 백세문(百歳門)에서 출발하여 1.8km 구간의 등산로를 
지나 104마을 갈림길에 들어서면 작은 벽화마을로 향하는 길
이 나온다. 나무 계단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내려와 등산로를 
벗어나면 바로 마을 텃밭이 이어지는데, 텃밭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오면 마을로 진입할 수 있다. 
과거 ‘104번지’였다는 데에서 이름을 따 ‘백사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이다. 낮은 
지붕과 담벼락, 녹슨 철제 대문은 언뜻 음산하게 느낄 수도 있지
만, 이곳에서는 색색의 벽화와 만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마

을길 중간중간 만나는 아담한 상점과 마을 어르신들도 반갑다. 
주소 노원구 중계로4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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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서울의 주요 명산에는 늘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남양주의 경계에 자리한 불암산도 마찬가지  불암산에 조

성된 하룻길(10km)과 나절길(8km)은 오래도록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

중 나절길을 중심으로 주요 명소들을 찾아가보았다  

도심 속 치유,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불암산 주요 명소

서울둘레길

나절길 주요 코스

화랑대역 → 공릉동 백세문 → 백사마을 → 노원고개 → 제명호수 → 
삼육대박물관 → 강릉 → 태릉선수촌 → 조선왕릉전시관  태릉 → 육군박물관 
→ 서울여대박물관 → 화랑대역

공릉산 백세문을 들머리로 잡고 걸으면, 맨 마지막으로 아름다
운 조선 왕릉을 만날 수 있다. 그중 태릉은 조선 11대 중종의 둘
째 계비(繼妃)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능으로 이곳의 
소나무 숲은 역사가 깊은 만큼 운치를 자아낸다. 또 태릉의 석물
들은 문정왕후의 위세를 자랑하기라도 하듯 다른 능에 비해 1.5
배에서 2배가량 크다. 조선 왕릉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
시해놓은 조선왕릉전시관도 태릉 입구에 있다.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아와도 좋다. 강릉(康陵)

에서 태릉으로 이어지는 왕복 1시간 거리의 산책로는 아이들이 
걷기에도 좋을 만큼 잘 정비되어 있다. 길 곳곳에서 만나는 꽃과 
나무,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유의 시간

이 될 것이다.  
주소 노원구 화랑로 681  요금 1 000원

시간 09:00~18:00(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태릉 능침은 주말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해설사  지도위원 

        동행하에 개방(혹서기  혹한기 제외)

문의 02-972-0370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시간의 흐름과 멈춤이 교차하는 곳 
태릉

알록달록 고운 친구들이 많은 
제명호수

<서울둘레길 1-2코스>

수락·불암산 1-2코스
불암산둘레길 나절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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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방송인 
수잔 샤키야, 
일리야 벨라코프 

“회사에서 아차산에 자주 왔는데 둘레길은 처음이에요. 오

늘은 일리야 형이랑 같이 오니 더 좋아요.”

5년 전 네팔에서 유학 온 수잔 샤키아는 단국대학교를 졸

업하고, 현재 바이탈 파라슈트라는 낙하산 제조사에서 일

하고 있다. 회사가 군자역 근처에 있어서 이날도 둘레길을 

걸은 다음 오후에 출근할 계획이라고. 

그가 꼬박 ‘형’이라고 부르는 일리야 벨라코프는 나이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도 수잔의 대선배다. 

“벌써 12년째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한국에서 보낸 셈이에

요. 서울은 제 고향이기도 하죠.”

일리야는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서울에 와서 연

세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 과정까지 마친 한국통으로, 현

재 학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통역가로 활동하고 있

다. 그는 아차산은 처음이지만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 한

라산, 오대산 등 국내의 산들을 두루 다녀 보았다고 한다. 

“오대산 단풍이 정말 아름답고 좋았어요. 설악산 단풍이랑

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을산 단풍의 결이 어떻게 다른지를 섬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산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일리야. 오늘은 수잔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산에 왔다며 

좋아한다. 

세상 모든 산들의 고향, 히말라야의 나라에서 온 수잔은 오

히려 일리야만큼 다양하게 한국의 산들을 접해보지 못했

다. 하지만 한국식 등산 문화에 대해서는 일리야보다 훨씬 

친근하게 여기는 듯하다. 특히 산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데 

대해 비판적인 일리야에게 “형, 산에서 마시는 막걸리가 얼

마나 맛있는데.”라고 두둔까지 한다. 

“네팔 사람들도 농사일을 하면서 막걸리 비슷한 걸 많이 마

셔요. 힘든 일을 할 때 술을 마시면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

아져요.”

이런 수잔의 생각과 달리 일리야는 술에 대해 단호하다.

“아니야. 사람들이 왜 자꾸 술에 의존하는지 진지하게 생각

해봐야 해.”

텔레비전에서 각국을 대표해 열띤 토론을 펼치던 모습 그

대로, 일리야와 수잔은 음주 문화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거리낌 없이 나눈다. 마치 둘레길을 걸으며 그들이 출연했

던 <비정상회담> 번외 편 방송을 찍는 것 같다. 

전날 밤사이 서울에는 소나기가 약간 쏟아졌는데 아차산

의 메마른 숲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산길

에는 비가 온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초록

도 지친 초여름 산등성이의 길은 뜨겁다. 두 사람은 고구려

정을 거쳐 아차산 4보루까지 능선을 따라 줄곧 걷다가 긴

고랑길로 내려오는데, 바닥을 드러낸 계곡에 흙먼지가 폴

폴 날릴 지경이다. 

아차산을 안방처럼 드나든 수잔은 “여기 물이 많을 때 진짜 

시원하고 좋은데….”라며 아쉬운 표정을 짓는다. 가뭄이 심

한 한국을 걱정하는 수잔. 한편으로는 우기가 시작될 고향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수잔은 최근 방송에서 지진

“저는 도시에 색다른 여행지를 만드는데 관심이 많은데, 오

늘은 아차산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는 평소 히말라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높은 산만 보느

라 자신의 고향 카트만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다고도 했다. 

아차산을 처음 만난 일리야나 한 동네 주민처럼 친숙했던 

수잔. 두 사람 모두에게 둘레길은 색다른 이야기가 있는, 

짧지만 특별한 여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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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으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고국에 다녀온 소식을 전하

며, 네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한다.

두어 시간 넘게 아차산을 함께 걸은 두 사람에게 둘레길에 

대해 물었다.

“사실 서울은 관광객들이 첫눈에 반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에

요. 하지만 저는 살면서 숨은 아름다움을 많이 봤어요. 서울

은 오래 사귀어봐야 해요. 오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면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일

리야의 대답이다. 그는 특히 아차산 보루에서 한강과 서울

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본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수잔은 둘레길에서도 도시 

전체를 생각한다. 

”

오
래 

사
귈
수
록아름다워요

※ 수잔 샤키야와 일리야 벨라코프가 함께 걸은 둘레길 이야기는 라이브서울(tv.
seoul.go.kr)에서 동영상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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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동천 거슬러

새우개다리 건너

기차가 떠난 빈 철길은 화랑대라는 지명을 만든 육군사관

학교 쪽으로 향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둘레길은 

묵동천 천변을 따라간다. 묵동천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입구와 신내동에서 흘러오는 개천이 합쳐져 묵동으로 흘

러가는 중랑천의 지류다. 물길을 거슬러 신내동 쪽 상류를 

향해 걸었다. 그늘 없는 초여름 천변은 뜨겁다. 온 나라가 

가뭄을 걱정하는 때, 묵동천에는 맑은 물줄기

가 나직이 흘러가고 있다. 수풀 사이로 헤엄치

는 청둥오리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원래 큰

비가 내려야만 겨우 물이 흐르던 건천이었지

만, 지금은 물재생센터로부터 공급 받은 깨끗

한 물을 연중 흘려보내고 있다. 결국 묵동천으

로 사람과 새들이 불러 모은 물소리가 값비싼 

전기계량기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뜨거운 태양 아래 빗줄기 생각이 더 간절했다. 

새우개다리에서 묵동천을 건너 다시 물길따

라 걷다가 ‘신내동 동네숲’으로 들어간다. 아담

한 숲이다. 새우개는 신내동에서 구리시 갈매

동으로 넘어가던 고개가 새우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팍팍한 삶을 으레 새우등처럼 고단하게 느껴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둘레길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봉산역에서 출발한 서울둘레길 1코스가 끝나고  2코

스가 시작되는 곳은 화랑대역이다  경춘선 열차의 간이역이던 옛 화랑대역은 2010년 겨울 끝자락에 문을 닫았다  

둘레길은 6호선 지하철이 지나는 화랑대역(서울여대입구)에서 출발한다  새로 만든 둘레길은 이미 옛길이 되어버

린 녹슨 철로를 가로질러 건넌다  

보루 위에  

서울둘레길 2코스 용마·아차산 구간
(화랑대역~광나루역)

서울둘레길

글
 김

선
미
(작

가
) 사

진
 나

영
완

둘
레
길

 문
화
읽
기

 

1 아차산에서 내려다 본 전경  2 묵동천을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

3 망우리공원 입구에서 멀리 불암산이 보인다.  

1

서일까. 우리나라 곳곳에 비슷한 지명이 여럿 있다. 지금은 

새우등도 자동차로 편하게 넘어간다. 

둘레길은 중랑캠핑숲까지 줄곧 아스팔트 옆 인도를 따라 

길이 이어진다. 그래서 갈림길이나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

도블록 위에 찍힌 붉은 화살표나 전신주에 걸린 표지판을 

찾아 두리번거려야 한다. 빠르게 앞만 보고 걷다 가던 길을 

되돌아오며 헤매다 보니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말이 절

로 떠올랐다. 인생의 길 위에서도 멀리 내다보기 전에 먼저 

자기 발밑부터 찬찬히 살펴야 한다고, 캠핑 숲 그늘 아래 

벤치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한다.

중랑캠핑숲에서 망우리공원으로 곧장 연결되는 망우로 횡

단교량이 올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지금

은 횡단보도를 찾아 멀리 돌아가야 한다. 망우로는 망우리

고개를 지나 구리시로 향하는 경춘국도의 일부다. 망우리

고개 너머에는 조선 태조의 무덤인 건원릉부터 추존된 문

조와 신정왕후의 수릉까지 모두 9개의 왕릉을 모신 동구릉

이 있다. 이성계가 그곳에 자신의 묫자리를 봐두고서야 비

로소 근심을 잊었다는 이야기로부터 망우리고개라는 이름

이 생겼다고 한다. 자식들의 불화로 바람 잘 날이 없던 궁궐

서울둘레길 기획 연재 기사는 서울사랑 홈페이지

(love.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강물을 보다

올
라 

흐
르
는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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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와 무덤 자리를 보고 걱정을 잊었다면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다는 뜻일까. 그런 왕의 근심과 

고개를 넘나들던 숱한 백성들의 시름이 똑같을 수야 없겠

지만, 누구든 고갯마루에 오르면 서늘한 바람 맞으며 훌훌 

잊고 싶은 게 많아서 생긴 이름이 아닐까.

오래된 무덤 사이

서늘한 숲길 따라 용마산과 아차산으로

이제 길은 양지바른 무덤들 사이로 난 계단을 올라 망우산 

자락 깊숙이 들어간다. 비로소 길은 자동차로부터 멀어지

고 자전거 페달을 굴리며 지나는 사람들에게 숲을 활짝 열

어준다. 망우리공원은 1933년부터 서울시 공동묘지로 쓰

였는데 40년 만에 가득 차서 1973년부터 더 이상 새로운 묘

지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망자를 찾는 가족보다 고즈

넉한 숲길을 찾는 탐방객이 늘었다. 

소파 방정환을 비롯해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가 오세창, 종

두법을 시행한 의사 지석영, 화가 이중섭, 시인 박인환, 정

치가 죽산 조봉암 등 우리 근현대사에서 선이 굵은 자취를 

남긴 이들의 묘가 모여 있는 것도 망우리공원을 친근하게 

만든 이유다. 둘레길이 지나는 산책로에는 이름난 묘 주인

들의 연보를 적은 비석들이 서 있다. 그중 “인생은 외롭지

도 않고 /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 통속하거늘 한탄할 / 그 

무엇이 무서워서 /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라고 ‘목마와 숙

녀’ 구절을 적어 놓은 박인환의 연보비가 길 위에 선 사람들

을 위한 노래처럼 눈에 들어온다. 실제 그의 묘소는 비가 서 

있는 길가에서 아래쪽 비탈로 내려가야 한다. 길 양옆으로 

울창한 숲 구석구석 많은 묘들이 자리 잡고 있다. 

널리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아니라도 7,900여 기가 넘는 묘

에 묻힌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었을 것이다. 묘지

들 사이로 길게 이어지는 산책로 위에는 벚나무에서 떨어

진 버찌가 발밑에 으스러져 검은 점처럼 흩어져 있다. 검은 

열매는 화려한 벚꽃의 주검인 동시에 부활이라고 나무가 

길 위에 손수 시를 쓴 것 같다. 

망우산 둘레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용마산으로 들어가는 산길이 시작된다. 푹신한 흙길을 도

심에서 지친 발이 먼저 반긴다. 지금은 모두 별개의 산으로 

지칭하지만 본래 망우산(281m)부터 용마산(348m), 아차

산(286.8m)까지 모두 아차산이라는 큰 덩어리였고, 그중 

가장 높은 곳을 용마봉이라 불렀다. 아차산 큰 산줄기는 망

우리고개 북쪽, 동구릉을 품은 검암산부터 북에서 남으로 

한강을 향해 길게 늘어선 서울의 동쪽 울타리다. 용마산에

서 본격적으로 고도를 올리기 위해 깔딱고개의 570개 계단 

위로 올라선다. 숨이 차오르는 가파른 길이지만 고된 만큼 

눈앞의 풍경은 달다. 

산마루에서 강물의

역사를 읽는 길 

높이 올라가면서 산줄기 동쪽으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하

는데, 용마산에서 아차산까지 계속 강물을 따라 멋진 전망

대가 이어진다. 서울둘레길에서 만나는 계곡과 크고 작은 

하천의 모든 물줄기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오직 한

강이다. 우리 역사의 주 무대에서 패권을 다투던 나라들도 

모두 한강을 향해 총력전을 쏟아부었다. 한강 일대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용마산과 아차산 산등성이 위에 수많은 

보루가 세워진 것도 그런 이유다. 현재 망우산부터 용마산, 

아차산 일대에 있는 17개 보루가 사적 제455호로 지정되었

고, 이 중 10개가 고구려의 군사시설로 밝혀졌다. 

용마산과 아차산 정상은 둘레길에서 조금만 다리품을 팔

면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나 조망이 목적이

라면 보루 위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용마산 둘

레길에서 마주 보이는 아차산 4보루는 암사대교 쪽 한강과 

건너편 검단산 줄기까지 탁 트인 전망도 뛰어나지만, 멀리

서 바라보는 보루 자체로도 아름답다. 

용마산에서 바라보는 아차산의 보루는 손에 잡힐 듯 가까

워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한다. 서로 다른 봉우

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항상 골이 있기 때문에 오르기 위해

서는 먼저 내려가야 하는 게 산의 이치다. 두 산이 만나는 

안부에서 중곡동 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는 긴고랑계곡이

다. 이름처럼 길고 서늘한 긴고랑길에는 녹음이 짙고, 산마

루 보루 위에는 창창한 햇살 아래 망초와 금계국이 한창 빛

나고 있다. 

초여름의 뜨거운 보루는 평화로운 산상화원처럼 고즈넉하

지만, 1,500여 년 전에는 온돌과 배수로, 저수조까지 갖춘 

전시용 건축물들이 여럿 있었다. 산 위에 높은 성벽을 세운 

백척간두 보루 위의 삶은 얼마나 위태로웠을까. 아차산의 

보루들은 고구려가 신라와 백제의 동맹군에게 다시 한강 

유역을 빼앗길 때까지 치열했던 시절을 읽는 사료들이다. 

보루 남쪽으로는 원래 한강의 주인이었던 백제의 풍납토

성과 몽촌토성이 있는 암사동과 천호동 일대가 한눈에 들

어온다. 

아차산 둘레길은 4보루에서부터 네 개의 보루를 차례로 지

나고 나면 비로소 산길을 내려간다. 구석구석 눈길을 끄는 

아차산의 ‘명품 소나무’들이 있지만, 워낙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이라 뿌리가 드러난 것들도 많다. 사람의 길이 산의 

원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반갑지 않을까 생각하면 발걸음이 

더욱 무겁다. 

마지막으로 산등성이 끝에 있는 고구려정에 들러 잠시 쉬

어본다. 실제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아차산 일

대에서 맹위를 떨치던 시기는 475년 장수왕이 백제 개로왕

의 목을 베고부터 551년 나제동맹군에게 패할 때까지다. 

아차산이 태어난 아득한 역사에서 고구려의 호시절은 한

여름 밤 꿈처럼 짧다. 그럼에도 산마루에 고구려정이란 현

판을 내걸고 들머리 공원 입구에 온달과 평강공주 동상까

지 세운 것을 보면, 우리 안에 고구려로 대변되는 대륙을 

향한 그리움이 느껴진다. 

아차산을 내려온 둘레길은 광나루에서 드디어 한강을 건

너게 된다. 오늘 광나루 앞을 지나던 강물은 다시 3코스를 

시작할 때는 얼마나 먼 곳에 다다랐을까. 

김선미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책으로 쓰고 있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산이 아이들을 살린다> 등을 펴냈다.

4 5

6

7

4 용마산과 아차산 구간 둘레길은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다.  5 용마산

을 오르는 깔딱고개  6 아차산 4보루  7 아차산 고구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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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용마폭포는 가로 폭 3~10m, 높이 51.4m의 대형 폭포

로 떨어지는 물줄기만 봐도 마음이 서늘해진다. 이밖에도 공
원 안에는 어린이놀이터, 다목적광장 등이 있어 아이들과 함
께 나들이하기 좋다.

사가정공원도 중랑구를 대표하는 휴식처이자 문화공원이다. 
공원 이름은 용마산 부근에서 거주했던 조선 전기의 문인 서
거정(徐居正) 선생의 호를 따서 지어졌으며, 공원 안에는 그
의 대표 시 4편이 새겨진 시비가 설치되어 있다. 공원 초입에

는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서 있고 그 뒤로 중랑문화체육관, 자
연형 계류, 정자, 피크닉장 등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많
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다.

• 용마폭포공원
주소 중랑구 용마산로 250 -12
폭포 가동시간 5~8월 매일 11시  13시  15시

                     평일은 1시간  휴일은 1시간 30분간 가동

• 사가정공원

주소 중랑구 사가정로72길 47

용마폭포공원은 용마산 바위 절벽을 이용하여 만든 동양 최대

의 인공폭포공원이다. 폭포는 총 세 갈래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왼쪽부터 청룡폭포, 용마폭포, 백마폭포라 불린다. 

서울둘레길 2코스 초입에 자리한 중랑캠핑숲은 방문객에게 
작은 둘레길을 걷는 듯한 즐거움을 선물한다. 공원에는 연못

과 수생습지, 잔디광장, 산책로, 놀이터와 각종 체육시설, 
캠핑장 등이 알뜰하게 들어서 있다. 이 중 아까시쉼터에서 
도토리쉼터까지 이어지는 작은 숲길은 경사가 급하지 않고 
운치가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 아까시길 끝에 
있는 쉼터에서는 도시 전경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또 공원 
안에 있는 중랑가족캠핑장은 가족 위주의 캠핑장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연중 인기

가 높다.

주소 중랑구 송림길 160
홈페이지 parks seoul go kr/JungnangCamp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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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생태공원이다. 공원 위
로는 아차산 등산로 입구와 만남의 광장이, 아래로는 봄철 대
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는 워커힐길이 이어져 있어 아
이, 어른 할 것 없이 두루 이곳을 찾아온다.

주요 시설로는 자생식물원, 습지원,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생태자료실, 만남의 광장 등이 있다. 공원에서는 연중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누에, 나비 등 곤
충 관찰, 나무 관찰 등 주변 환경을 이용한 체험 교육이 이루

어진다. (전화·인터넷 예약, 무료)

주소 광진구 광장로1다길 60
홈페이지 www gwangjin go kr/achasan 

산책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중랑캠핑숲

자연 친화, 사람 친화 공원
아차산생태공원

시원한 폭포 소리에 더위를 잊다
용마폭포공원, 사가정공원

용마폭포공원 풍경

산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산증인과 같다  산에서 만나는 바위  

정자  나무 하나하나까지 도시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둘레길과 그 인

근에 자리한 숲과 공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오랜 역사는 물론 시민을 사

랑하는 현재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서울둘레길 2코스 인근 명소

를 소개한다

서울을 

서울둘레길 2코스 인근 명소

닮
은  

녹색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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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기자로 살아야 할 ‘즐거운 팔자’

여름 더위가 절정에 다다른 광나루 한강공원. 무더운 날씨

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전거를 즐겨타는 배우 이광기 씨가 

이곳을 찾아왔다. 

“고덕·일자산 코스의 시작점인 광나루 한강공원은 자전

거 애호가 사이에서는 자전거 타기 좋은 명소로 통합니다. 

저도 종종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곤 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도 하고요. 그동안 촬영이 바빠서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

데 서울둘레길 탐방을 함께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덕분에 

모처럼 취미를 즐길 수 있었네요.”

현재 이광기 씨는 KBS 대하드라마 <징비록>에서 왜장 고니

시 유키나가 역으로 열연하고 있다. 빡빡한 일정에 밤을 새

우는 일 또한 다반사지만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되돌아온 

이광기 씨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친다.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나 봐요. 그동안 방송 외

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했는데, 저와는 영 맞지 않더

라고요.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대본 외우는 것도 힘들지

만, 그래도 연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합

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배우로 살 팔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둘레길에서 가족을 떠올리다

자전거를 타며 몸을 푼 이광기 씨는 큼직한 걸음걸이로 둘

레길에 올라섰다. 그렇게 20여 분, 짙푸른 풀숲 너머로 한

강이 흐르는 둘레길 풍광을 한껏 즐기던 그는 ‘암사생태공

원’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

로 방향을 틀었다. 오랜만에 만난 흙길이 새삼 반가운지 발

을 꾹꾹 눌러대는가 하면 야생화와 갈대, 물억새 군락지를 

지날 때면 한결 속도를 늦추기도 했다.  

“이것 보세요. 벌들이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

기는 처음인데 너무 신기하네요. 아이들 하고 꼭 다시 와야

겠어요.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생태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연예계 대표 딸바보’라는 기분 좋은 별명답게 그는 꽃과 

벌, 나무 등이 담긴 사진을 딸에게 보냈다. 아이들과의 둘

레길 재방문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듯 발걸

음이 한껏 들뜬 모양새다. 

내 삶 최고의 가치 ‘가족’

생태공원을 나와서 다음 목적지인 ‘서울 암사동 유적’으로 

향하는 둘레길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띄었다. 트레킹에 적합한 평탄한 코스이기도 하지만 다양

한 역사·문화 관광지가 다수 포함된 까닭이다. 이광기 씨

는 트레킹 중 아이들과 마주치면 꼭 멈춰 서서 이야기를 건

넨다. 눈빛, 말투 하나하나에서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유적지에 도착한 이광기 씨. 어김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

진을 찍어 아이들에게 보낸다. 제법 넓은 유적지를 꼼꼼히 

돌아보는 모습이 아이들과의 방문에 앞서 ‘예습’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오늘 돌아본 둘레길은 100점 만점에 99점을 주고 싶습니

다. 강, 숲 등 모든 자연을 품고 있는 둘레길이기에 그저 걷

는 것만으로도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느

낌입니다. 또 요즘 촬영 때문에 바빠서 캠핑을 못 갔는데, 

다음번에는 아이들과 생태공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좋은 생태학습교육장이 마련돼 

있으니 굳이 멀리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자신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묻자 ‘전부’라는 짧은 단

어로 답하는 이광기 씨. 가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야말

로 그를 열정적인 연기자로, 건강을 생각하는 중년의 남성

으로 살게 하는 힘의 근원 아닐까. 

서울둘레길

서울시 홍보대사 배우 이광기

길 위에 새겨진 최고의 가치, 
‘가족’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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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생 연기자다  드라마 <징비록>을 통해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 이광기 씨는 선 굵은 연기로 시청

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과 검게 그을린 피부가 드라마 속 그가 맡은 역할과 

꼭 맞아떨어지는 것 또한 호재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그의 생활 습관이 연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땀 흘

리는 즐거움을 아는 이광기 씨와 함께 이열치열(以熱治熱) 서울둘레길 탐방에 나섰다
※   이광기씨와 함께 걸은 둘레길 이야기는 라이브서울(tv.seoul.go.kr)에서 동영

상으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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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태양을 향해 한결같이 뻗어 간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

지 않고 강변을 달리는 자전거 바퀴가 쫓는 뜨거운 길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둘레길과 강물 사이에는 거대한 초록 띠처럼 울을 두르고 

있는 암사생태경관보전지구가 있다. 다리 위 높은 길에서 

낮은 강변으로 내려왔지만 사람 키만큼 높이 자란 갈대와 

억새, 물억새 군락에 가려 강물은 좀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거진 수풀 너머에는 길게 무리 지어 늘어선 수

양버들 숲이 있다. 물길은 해가 저무는 서쪽 하구를 향해 

늘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둔치에 뿌리내

린 나무와 풀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맡겨 이리저리 

흔들린다. 강물을 거슬러 걸으며 물가에 뿌리내린 생명에 

대해 생각한다. 강물과 함께 살지만 끝내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무른 땅을 움켜쥐고 있을 뿌리의 안간힘은 

눈물겹다. 

선사마을에서 서원마을까지, 고대에서 현대로 걷는 마을길 
강변에서 올림픽대로 밑으로 가로지른 터널을 빠져나오

면 암사동이다. 암사동은 강변의 바위 절(巖寺)터로부터 

불린 이름인데, 삼국시대 절 백중사(伯仲寺)에 대해 <동

국여지승람>에 기록이 남아 있다. 절이 있던 곳은 강물을 

내려다보는 푸른 벼랑 위로 숱한 풍류객들을 불러 모은 절

경이었다고. 

둘레길은 강동구도시텃밭을 지나 선사마을로 이어진다. 

강변에 세운 절터는 역사책 속에 있지만 땅 위에 구덩이를 

파고 바닥을 다져 놓은 고대인의 집터는 ‘서울 암사동 유

서울둘레길 고덕·일자산 3-1코스 (광나루역~고덕역)

높은 덕은 낮고 
가까운 곳으로 흐른다

강가에 서면 그리운 것들은 모두 강 건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차산 보루 위에 선 고구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강 건너 남쪽 들판도 그렇게 

탐나는 땅이었을까  오랜 세월 한강의 물줄기가 쓸어 모은 기름진 퇴적물들이 켜켜이 쌓인 그곳  아차산을 내려와 광나루에서 한강을 건너며 묻는

다  정말 그리운 것은 멀리만 있을까

광진교 남쪽으로 한강의 역사를 건너다 
광나루는 오래도록 한강 중·하류의 요충지였다. 삼국시

대에는 고구려가 세운 아차산 보루성에서 강 건너 백제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전진하는 길목이었으니, 강을 

건너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을 것이다. 백제 개로왕도 

강 건너 아차산 아래로 끌려와 고구려군에게 목이 베였다

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세곡선을 관리하는 좌도수참(左道

水站)을 두고 강을 건너는 사람과 물자들을 살폈다. 그러

나 1936년 광진교가 놓이면서부터 북적이던 나루터와 강

수욕장으로 사랑받던 광나루 주변 모래톱들이 서서히 역

사 속으로 사라졌다.

광진교는 한강철교와 한강인도교 다음으로 오래된 다리

인데, 이전에 하루 광나루에서 발동기선으로 실어 나른 

화물차나 버스, 손수레가 수백 대에 다다랐다고 한다. 한

국전쟁 중에 폭파된 옛 다리는 1952년 미군이 복구한 다

음 1994년에 철거될 때까지 강을 건너는 숱한 사연들을 

묵묵히 받쳐주었다. 둘레길은 2003년 준공된 새 다리가 

2009년 걷고 싶은 다리로 단장한 길 위로 지난다. 한강을 

걸어서 건너는 일은 아무리 느릿느릿 늑장을 부려도 짧게

만 느껴진다. 강물은 교각 아래로 동에서 서로 흐르고, 둘

레길을 걷는 건각들은 북에서 남으로 강을 건넌다. 

광진교 남단에서 한강공원으로 내려가는 램프 아래 능소

화가 먼저 반긴다. 자전거 길과 나란히 뻗은 강변 산책로

에는 접시꽃이 한창이다. 능소화는 자유자재로 뻗은 넝쿨 

위에, 접시꽃은 하늘 향해 창처럼 꼿꼿이 선 줄기 위에 매

달려 있다. 굽은 넝쿨이든 곧추선 줄기든 꽃을 피우는 길

서울둘레길

1 둘레길이 지나는 광진교는 보행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2 암사생태공원에서 바라본 강건너 아차산과 광나루 지역  

3 갈대와 억새가 우거진 암사생태경관보전지구와 나란히 걷는 둘레길

서울둘레길 기획 연재 기사는 서울사랑 홈페이지

(love.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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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지나온 길의 피로도 씻어줄 것이다. 낮은 산정에서 

유장한 강물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은 고덕산의 작은 선물이

다. 더 큰 선물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고덕산 

자체라고 여겨졌다. 산길을 걷는 동안 강물과 나란히 달리

는 올림픽대로 위의 자동차 소음이 나뭇가지 사이로 간간

이 부서져 들려왔기 때문이다. 고덕산이 천연 차음벽이자 

공기정화기 역할을 하며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이다. 

울창한 숲에는 도심에서 희귀종이 돼버린 참새가 떼 지어 

날아다녔다. 그래서 고덕산에서 빠져나와 산자락과 아파

트 숲 사이에 위태롭게 남아 있는 논밭의 풍경마저 반갑고 

고마웠다. 참새에게도 사람에게도, 낮은 산의 덕은 여전

히 높아 보였다. 흔하디 흔한 참새 떼가 그리워질 줄은 예

전에 미처 몰랐던 것처럼, 그리운 것은 이미 우리 곁에 가

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길은 샘터근린공원을 지나 일자산으로 향한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누구나 자기 손으로 충분히 살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선사마을에서 이어진 곳은 서원마을이다. 낮은 울타리와 

마당 안으로 주차장을 들인 집집마다 빨간 우체통들을 나

란히 세워 놓은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차가 없는 골

목은 쾌적하고, 훤히 들여다보이는 마당 안에는 토마토며 

상추가 자라는 작은 텃밭과, 그네나 평상을 놓은 잔디밭

과 장독대가 정겹다. 새로 지은 고급주택들도 보이지만, 

대부분 1979년 그린벨트 내 취락구조정비지구로 조성된 

이후에 지은 80년대 주택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정갈하

게 가꾼 오래된 집들이 그대로 있어 더욱 정감 어린 마을

이다. 서원마을은 뉴타운식 재개발의 대안으로 시작한 휴

먼타운사업의 성공 사례라고 한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울

타리 밖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내면 분명 마을

은 달라질 것이다. 물론 생각만큼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

라 생각하며 다시 마을과 마을 사이로 길을 잇는다. 서원

마을을 통과한 둘레길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들 사이

를 지나 야트막한 고개를 오르며 흙을 밟는다. 옥수수, 고

추, 오이, 가지, 호박 등 한여름 밥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푸성귀들이 실하게 여물고 있는 밭둑을 따라 걷는 조붓한 

적’ 움집으로 복원되었다. 신석기인들은 한강 둔치에 우거

져 있던 억센 갈대와 억새를 엮어 집을 지었다. 스쳐 지나

온 길 위의 풀들이 어두운 동굴에서 강가로 나온 선조들을 

비바람으로부터 따스하게 지켜준 것이다. 

선사마을에서 ‘서울 암사동 유적’ 담장을 따라 걷는 길에

는 풀로 엮은 움집과 산처럼 우뚝 솟은 아파트의 대비가 

뚜렷하다. 빗살무늬토기와 간석기를 쓰던 신석기인과, 플

라스틱과 컴퓨터에 의지하는 현대인 사이는 얼마나 먼가. 

다시 먼 훗날, 현대의 주거 형태를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 

선다면 후손들은 해설판 위에 지금 우리 모습을 뭐라 설명

할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좁은 땅 위에 차곡차곡 쌓

아올린 위태로운 주거 형태를 보며 의아해하지나 않을까. 

길이다. 흙길이 끝나는 곳에서 잠시 뒤를 돌아본다. 이런 

고즈넉한 풍경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이제 

초록 병풍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강 건너 아차산을 일별하

고, 고개를 넘어갈 때다. 고개 너머에는 암사동의 또 다른 

전원마을인 양지마을이 기다린다. 등 뒤로 아차산은 멀어

지고 이제 길은 고덕산자락으로 향한다. 

낮은 산 높은 덕, 고덕산 울창한 숲길을 따라 
고덕동의 야트막한 동네 뒷산이 고덕산이다. 산은 낮지만 

이름에 품은 뜻은 높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권력에 기대지 

않고 망한 나라의 선비로 평생 지조를 지키며 산 이양중을 

기리며, 그가 살던 마을과 산자락을 고덕(高德)이라 부른 

것이다. 이양중은 훗날 구암서원에 모셨는데, 앞서 지나

온 서원마을이 바로 구암서원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구암

서원은 백중사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절이 있던 자리를 

서원이 차지하는 것이 조선에서 성리학의 힘을 보여준다. 

구암서원은 숙종 때 왕의 친필 현판을 받은 사액서원이었

다가 고종의 사원철폐령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고덕동 둘레길은 고덕산 남쪽 기슭에 길게 뻗은 아리수로

를 따라 걷는다. 재건축 중인 옛 고덕 시영아파트 공사장 

높은 담장 아래로 한참을 걸어야 해서, 한여름 뙤약볕 아

래 피하고 싶은 구간이다. 그래서 고덕산자락 숲으로 들어

가면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참나무 가지가 드리운 

초록 그물 아래 숲길은 순하고 청량하다. 둘레길에서 잠시 

벗어나 고덕산 정상까지 올라가보면, 발아래 펼쳐지는 풍

28 
김선미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책으로 쓰고 있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산이 아이들을 살린다> 등을 펴냈다.

4 3-1코스 둘레길은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도 좋다  5,6 ‘서울 암사동 유
적’에 복원된 신석기인들의 움집과 빗살무늬토기  7 고덕산 자락에 내려온 둘레길

이 지나는 샘터근린공원  8 초록빛이 짙게 깔린 고덕산 자락길

4

7 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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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년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발굴되었으며,1979년에 사
적으로 지정되었다. 
유적지는 실내 전시관과 야외 선사체험마을로 이루어져 있
다. 실내 전시관은 당시 발굴된 빗살무늬토기, 그물추, 돌낫 
등 신석기시대에 사용했던 생활 도구를, 선사체험마을은 신
석기 움집과 마을을 전시·재현해놓았다. 마치 신석기시대

로 되돌아간 듯한 생생한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
는 서울 암사동 유적. 역사 교육의 장이자 나들이 명소로 가
족과 함께 들르기에 좋은 곳이다.

주소 강동구 올림픽로 875 
시간 09:30~18:00(입장시간 09:30~17:30) 매주 월요일 휴관

※  문화유산해설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10  12  14  16시에 1시간 
동안 진행

문의 02-3425-6520
홈페이지 sunsa gangdong go kr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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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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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
 스

튜
디
오
)

서울둘레길

푸른 하늘과 초록빛 수풀이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한강 주
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몇 해 전 서울시가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호안(護岸)을 걷어내면서 자연이 살
아 있는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오솔길에서는 곤충

의 서식을 돕는 50m 높이의 돌무더기와 곤충, 새, 양서류 
등이 생활할 수 있는 물웅덩이,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걸
러주는 정화습지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한강관찰데크에서는 
한강을 가까이 바라보며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동식물 관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

한다. (전화 인터넷 예약, 무료)

주소 강동구 암사동 616-1
문의 070-7788-9670
홈페이지 hangang seoul go kr

나무 따라 꽃 따라 걷는 오솔길
암사생태공원

샘터근린공원은 시민과 지자체의 손길로 나날이 발전하는 
곳이다. 이곳은 지난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공원 내 1,600여 그루의 나무가 훼손되었으나, 이후 시민

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을 되찾았다. 여기에 최근 
강동구가 공원 내 낡은 어린이 놀이터를 친환경 원목과 체험

놀이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아이들의 발
길도 부쩍 늘었다. 
공원 안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산책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원에서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면 잠
시 목을 축일 수 있는 약수터와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운동

기구 등 등산객을 위한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주소 강동구 고덕2동 287
홈페이지 www gangdong go kr

녹음 짙은 치유의 길
샘터근린공원~고덕산자락길

한국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적지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
랑한다. 1925년 대홍수로 우연히 발견된 선사 유적은 1960

신석기시대로 떠나는 여행
서울 암사동 유적

삭막한 도시에서 자연을 벗 삼아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둘레길  서울둘레길 구간 중 3-1코스 구간은 자

연을 그대로 보전하여 볼수록 아름답고  걸을수록 새로운 멋이 있다  트레킹 중간중간에 다양한 꽃과 동식

물  문화 유적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서울 도심에서 역사문화 유적과 자연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둘

레길 3-1코스 인근 명소를 소개한다  

서울둘레길 3-1코스 인근 명소

서울 도심 속 
오솔길을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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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오는 숲을 따라 강동그린웨이와 나란히 걷다

광나루에서 한강을 건너고 고덕산을 지나온 둘레길 3코스는 명일근린공원에서부터 ‘강동그린웨이’를 따라 

다시 숲으로 들어간다. 둘레길을 걷다보면 자치구마다 조성한 각양각색의 걷기 코스들이 때로는 겹쳐지고 

엇갈린다. 고덕산에서부터 일자산까지 이어지는 강동그린웨이는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로 먼저 알려진 길

이다. 걷기 열풍과 함께 온 나라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숱한 길들을 보면, “희망이 땅 위의 길과 같아서,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절로 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했던 노신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때

로는 먼저 길을 만들고 이정표를 세워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도 세상에는 적지 않다. 서울둘레길은 기존의 

크고 작은 길들을 하나로 이어 옛길을 새로 보게 한 것이

다. 새 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위에 전에 없던 

희망도 돋아나면 좋겠다. 

숲으로 이어지는 길은 편안하다. 길 위에 덜 익은 밤송이

와 도토리 열매들이 이따금씩 떨어져 있다. 진달래 필 무

렵 처음 걷기 시작한 둘레길에 가을 기별이 살며시 도달

해 있는 것이다. 숲은 여름내 산짐승들을 위해 묵묵히 열

매를 기르고 있었구나. 그런 숲에서 만나는 갈림길에는 

여러 개의 이정표가 겹쳐져 때로는 번잡한 느낌마저 주

지만, 일자산까지는 계속 성내천 방향만 따라가면 된다. 

둘레길 위로는 야자수 줄기로 짠 매트가 흙길을 덮고 있

어 어지간하면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숲을 빠져나온 길은 명일동 화훼 단지를 따라 도로변으

로 이어진다. 꽃집들 앞에 내어놓은 화분들 위로 아직 팔

려나가지 못한 여름 꽃들이 지나가는 계절을 붙들고 있

다. 꽃과 눈 맞추며 걸음을 멈추는 일이 잠시 즐겁다. 꽃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상일IC로 이어지는 천호대로를 건너

면 비로소 일자산으로 올라선다. 

일자산,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는 곳

일자산은 강동구 둔촌동과 하남시 초이동에 걸쳐 남북으

로 길게 뻗어 있는 서울의 동쪽 울타리다. 누구나 편안하

게 오를 수 있는 야트막한 정상이지만 강동구에서는 이

곳이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라 자

랑스럽게 여긴다. 둘레길에서 산마루를 통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걷는 동안 숨을 헐떡이게 할 만큼 가파른 구

간은 없다. 널찍한 정상부에 있는 해맞이 공원에는 ‘둔촌 

선생께서 후손에게 이르기를’이라는 제목의 둥근 해 모양

의 비석이 이렇게 훈계하고 있다.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

로 준다 해도 경서 한 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고. 흔한 

잔소리라도 약이 된다면 거듭 되풀이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가보다.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너희들을 위

하여 간곡히 일러두네.”라고 적은 마지막 구절이 오히려 

독서와 면학을 권하는 글귀보다 가슴에 남는다. 

둔촌(遁村)은 고려 말 학자 이집의 호인데, 당시 권력자

였던 신돈의 박해를 피해 일자산 서남쪽 아래 바위굴에 

잠시 숨어 지낸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불렀

다고 한다. 훗날 그의 뜻을 기리며 마을 이름도 둔촌동이 

되었다. 이집은 다시 벼슬길로 불려나갔지만 이내 낙향

해 여생을 학문에 정진한 때문인지, 앞서 지나온 고덕산

과 고덕동이 기리던 고려수절신 이양중과 함께 구암서원

에 모셔졌다. 일자산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이집이 은거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고덕·일자산 3 - 2·3코스(고덕역~수서역)

삶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흐른다

이 길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불과 해발 134m다  야트막한 구릉 위에는 정상이라고 부를 만한 변변한 꼭짓점

도 없다  높낮이가 거의 없는 지형 때문에 이름도 일자(一字)산이다  산이라고 칭하기에는 스스로도 조금 

부족하다 싶었는지 그저 길게 뻗어 있다는 의미다  일자산을 향해 걷다보면 모두들 피라미드의 정점만 바

라보며 질주하는 세상에서  낮지만 넓고 평평한 정상도 있다는 사실에 새삼 위안이 된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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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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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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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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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완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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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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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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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파구 오금동을 지나는 둘레길 구간은 마을 깊숙이 흐르는 성내천 맑은 
물길을 따라 천변으로 걷는다. 2 일자산까지 이어지는 강동그린웨이와 겹쳐

지는 둘레길은 평탄한 숲길이다. 3 일자산 정상 해맞이공원에 있는 둔촌 이
집의 훈계비 4 둔촌동이란 마을 이름을 만든 일자산의 둔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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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둔굴이 있다. 한두 사람이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

도의 낮고 좁은 바위굴이라 실제로 오래도록 머물며 생

활하는 게 가능할까 싶은 정도다. 굴 입구에는 목재 데크

를 깔고 난간을 둘러놓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간밤

에 심하게 비바람이 분 탓에 주위에는 도토리 열매들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었다. 여물기도 전에 떨어진 참나무 

열매 때문인지 일자산에서는 유독 다람쥐, 청솔모와 많

이 마주치며 걸었다. 

한성 백제 유구한 물길, 성내천에는 아직 벼들이 자라고

길은 낮고 평탄한 산을 내려와서 방이동생태경관보전지

구 울타리를 따라 성내천으로 길게 이어진다. 3코스에는 

한강 둔치에 있던 암사지구처럼 방이동과 탄천에도 생태

경관보전지구를 품고 있다. 방이동지구에는 물총새, 오색

딱따구리, 흰눈썹황금새, 꾀꼬리, 박새, 제비 등 서울시

에서 관리하는 야생 조류들의 보금자리인 인공 습지가 있

다. 갈대와 부들, 버드나무가 울창한 습지를 지키기 위해 

주위에 둘러쳐 놓은 것은 키가 낮은 대나무 울뿐이다. 이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더 많아지면서 습지의 원

주민인 동식물들이 또다시 어디론가 쫓겨나지나 않을까, 

성긴 대나무 울타리가 겨우 지탱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

지구마저 어쩐지 걱정스러워 자꾸 돌아보게 된다. 

성내천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골짜기에서 발원해 송

파구의 마천동, 오금동, 풍납동을 거쳐 한강에 다다른다. 

물길은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을 에돌아 흐르는

데, 이 성은 풍납토성과 함께 한강 이남에 남은 백제시대 

궁성의 유적지다. ‘도성 안에 있던 마을’이라고 해서 불린 

성내리에 흐르던 물길이 성내천이었다. 한강 북쪽에 조선 

500년과 함께한 한양 도성의 청계천이 있다면, 한강의 남

동쪽에는 그보다 훨씬 앞서 한성 백제 500여 년 역사를 꽃

피운 성내천이 흘렀다. 청계천이나 성내천 모두 이제는 

스스로 물길을 흘려보낼 기력을 잃고 동력의 힘으로 물을 

보태야 하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면 물고기와 새들이 찾

아오고 물길 따라 사람도 몰려나와 기지개를 편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성내천 천변을 따라 걷는 사

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양산을 쓰고 장바구니를 들고 지

나는 아주머니, 물 위의 징검다리를 건너 집으로 가는 아

이들, 다리 위에서 물고기 밥을 주며 무료함을 달래는 노

인들 그리고 물놀이장 주변에 돗자리와 텐트를 치고 늦은 

휴가를 즐기는 가족들까지 천변 풍경은 한가롭다. 강둑 

위 둔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직접 수확한 고추, 애

호박, 옥수수, 가지 등을 내다파는 노점도 여럿 판을 벌이

고 있다. 그 길 아래쪽 논에서는 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서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펼

쳐진 한가로운 시골 풍경이 반갑고 또 고맙다. 오래도록 

이곳에 농경이 이어질 수 있다면 많은 이들이 짬을 내 숨

을 들이쉬고 오금을 펴면서 위안을 얻을 텐데 싶어졌다. 

장지천에서 탄천으로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달린다 

성내천을 거슬러 올라온 둘레길은 다시 장지천 물길을 

만나기 전까지 장지동 마을 숲으로 이어진다. 서울외곽

순환도로 높다란 담장 바깥쪽으로 방음벽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벽보다 높이 자란 메타세쿼이아들이 호위 부대

처럼 도열해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있다. 

한여름 작열하는 태양을 피해 걸을 수 있는 나무 그늘은 

송파글마루도서관이 있는 언덕까지가 마지막이다.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빠져나온 둘레길은 장지천

을 따라 탄천까지 이어지는데, 더 이상 한 점 그늘도 드리

워져 있지 않아 고스란히 땡볕을 견뎌야 하는 천변이다. 

성내천에서 장지천을 거쳐 탄천까지 이어지는 둘레길은 

송파소리길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장지천은 성내천과 비

교하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흐르고, 천변 둘레길도 물

이 흐르는 쪽으로 나아간다. 성내천과 장지천은 모두 청

량산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길로 굽이돌아 한강에서 

만난다. 장지천은 문정동에서 탄천에 합류한다. 

한낮에 햇볕이 뜨거운 천변을 따라 멀리 걷는 사람들은 

잠시 사막을 홀로 걷기라도 하는 것처럼 볕을 가리고 물

을 넉넉히 마셔두어야 한다. 대신 자전거 바퀴를 굴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이들은 낙타를 탄 카라반처럼 여유로워 

보인다. 탄천부터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나란

히 뻗어 있다. 길 위의 사람들은 어디론가 어떤 목적이든 

바쁘게 움직이는데, 물가의 청둥오리나 백로는 물 밖 풍

경에는 무심한 듯 미동도 않는다. 같은 하늘 아래 한 풍경 

속에서도 저마다 다른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다. 물 위를 

떼 지어 나는 잠자리 여린 날개 너머로 서울공항을 향해 

낮게 비행하는 군용기의 검은 그림자가 이따금씩 천변의 

적요를 깨뜨린다. 걷는 사람과 바퀴를 굴리며 달리는 사

람, 그들 머리 위로 지나는 고가의 자동차와 전동차. 그 

모두를 묵묵히 바라보며 들판을 굽이쳐온 탄천이 한강을 

향해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탄천은 용인 법화산에서부터 성남을 거쳐 서울로 흐른

다. 저승명부에서 누락돼 삼천갑자를 산 동방삭이, 이곳 

탄천에서 숯을 물로 씻는 저승사자를 보고서 “내 삼천갑

자를 살았어도 숯을 씻어 하얗게 만든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한 입방정 때문에 결국 꼼짝없이 저승길로 잡

혀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광평교 아래에서 오래전 숯

내로 불리던 탄천의 물길을 건너면, 비로소 둘레길 3코스

의 긴 여정도 마침표를 찍는다. 

김선미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책으로 쓰고 있다. <소로우

의 탐하지 않는 삶>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산이 아이들을 살린다> 등을 펴냈다.

5

5 방이동생태경관보전지구의 습지. 둘레길은 이곳 울타리를 따라 성내천

으로 나아간다. 6 장지천 천변을 따라 걷는 둘레길 7 자전거와 보행자 도
로가 나란히 이어지는 탄천의 둘레길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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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미국 

작가 로이스 맥마스터 부욜(Lois McMaster 

Bujold)이 한 말이다  자연에서도 마찬가

지다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사는 꽃

과 나무  곤충과 동물  사람이라는 

가족  서울둘레길 3 - 2·3코스 

안에서도 동식물과 사람은 서

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

고 있다  

서울둘레길 3 - 2·3코스 인근 명소

우리는 서울둘레길에 산다

26 

둘
레
길

 명
소

글
 이

성
미

 사
진

 강
동
구
청

, 강
동
그
린
웨
이

 가
족
캠
핑
장

 제
공

, 나
영
완

서울둘레길

길동자연생태공원 건너편 일자산 기슭에 자리한 공원이다. 
꽃이 피는 땅과 별이 빛나는 하늘이 어우러진 곳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새벽과 해 질 녘에는 공원 동쪽 전망대와 서쪽 관찰대에서 
각각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한낮에는 공원 곳곳

에 핀 꽃과 허브가, 밤에는 하늘 위의 별들이 시민을 맞이한

다. 야간에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 공원 곳곳 별자리 모양

의 조명도 불을 밝히고 있다. 
5~10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천체에 대해 배우고 별자리

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관측체험’이 진행된다. 월별 별자리

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주제가 달라지며, 강동구청 홈페이

지(www.gangdong.go.kr)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소 강동구 둔촌동 산 86
홈페이지 cafe daum net/herbparks

허브 이불 위에서 별 보며 사는 곳
일자산허브천문공원

서울둘레길 3-3코스는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시작

한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인
공 습지로 그 내력 또한 독특하다. 본래 이곳은 벽돌 재료인 
흙을 얻기 위해 굴착을 하던 곳이었으나 구덩이에 물이 괴
면서 자연스레 습지로 변신했다. 습지에 동식물이 모여들자 
2002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어 2007년 
생태복원사업을 거쳐 시민들의 생태학습장으로 거듭났다. 
총면적 58,909㎡에 이르는 인공 습지에는 애기부들, 마름, 
물억새 등과 갈대 군락, 각종 야생 조류, 양서류 등이 살고 
있다. 보전지역 한 바퀴를 돌아보는 데만 한 시간이 꼬박 걸
리는데, 한적한 습지를 걸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 ‘사색의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주소 송파구 방이동 443-8
개방시간 09:00~18:00(월요일 휴관)

도심 속 사색의 공간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일자산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는 가족캠핑장이다. 캠
핑장은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가족캠핑장(49동)과 자가 텐
트를 설치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8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산책로와 샤워실, 식기 세척장, 매점 등이 있어 캠핑 초
보도 쉽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매월 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이용분에 대해 예약을 받
으며, 캠핑장 온라인 예약 서비스(strawberry.mainticket.

co.kr)를 통해 예약 및 취소가 가능하다. 
주소 강동구 천호대로206길 87
시간 3~11월  13:00~다음 날 11:00
문의 02-2045-7880
요금(4인 기준) 가족캠핑장 20 000원(텐트  매트 2매 대여)  

                      오토캠핑장 21 000원 
홈페이지 www gdfamilycamp or kr

온 가족이 행복에 흠뻑 빠지다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일자산허브천문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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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을 품은 어머니의 산, 강남의 열기를 식히는 숲 
3코스의 둘레길이 성내천에서 장지천 그리고 탄천까지 물길을 따라 유유자적 흘러왔다면 4코스는 수서역

에서부터 곧바로 산으로 들어간다. 수서는 ‘탄천의 물줄기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생긴 지명이다. 

대모산은 산정으로 향하는 등산로 계단을 따라 처음부터 급하게 고도를 끌어올린다. 앞서 지나온 고덕산이

나 일자산이 차마 산이라 부르기에 어색할 만큼 낮아 보 다면 대모산은 그 이름값만큼 다리품을 팔아야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대모산 정상은 표고 293m다. 

이 산에서 만나는 사람은 두 부류다. 그중 두둑한 배낭에 

알파인스틱까지 챙겨 가지고 본격적으로 등산을 하는 사

람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 이들이다. 그들의 발길은 으

레 정상을 향한다. 돌아갈 길이 머니 자연 걸음도 빠르다. 

반면 편안한 옷차림에 빈손으로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걷는 이들은 한가롭다. 쟁골, 궁마을, 일원동 등 인근 마

을에서 올라온 이들이다. 

산 아래 동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용했을 약수터 사이

로 한동안 둘레길이 이어진다. 제일 먼저 만나는 약수터

는 쌍봉약수터다. 이곳에서 실로암약수터를 지나 불국사 

경내 약수터, 구룡산 개암약수터까지 길이 이어지는데 

중간중간 또 다른 약수터로 향하는 갈림길들이 여럿 나

타난다. 대모산 너른 가슴이 사람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

기라도 한 것처럼,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인데도 유난히 많

은 약수를 품었다. 그러나 달게 마시던 약수들이 예외 없

서울둘레길 4코스<1> 대모·구룡산 구간(수서역~양재시민의 숲)

어머니 큰 품 너머 뜻대로 흐르는 길

산은 어머니다  봉우리 모양으로 만든 글자의 소리를 만물을 태어나게 한다는 산(産)으로부터 따온 것도 그런 이유다  그

런 산을 지극히 큰 어머니라고 강조해 부르는 이름이 있다  모산(大母山)  강동과 송파를 지나온 서울둘레길은 강남구

에 들어와서는 그 산자락 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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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산 전망 에서  수락산부터 불암산  아차산까지 둘레길이 지나온 서울의 풍경

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2 모산에서 구룡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은 줄곧 울창한 숲 
사이로 걸어 들어간다.  3 구룡산 골짜기와 청계산으로부터 온 물줄기가 합쳐져 양재

천으로 흘러가는 여의천.

둘레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4코스의 빨간 우체통에

는 인자한 할머니 모양 스탬프가 기다리고 있다. 대모산

이 원래 ‘할미산’으로도 불렸기 때문이다. 이 산 남쪽 기

슭에 조선 태종과 그의 왕비 원경왕후의 헌릉이 들어선 

다음부터 대모산으로 부르게 했다는 안내문이 둘레길 입

구에 서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 15년에 

묫자리를 정할 때부터 이미 ‘광주 서쪽 대모산(大母山) 

남쪽에 좋은 땅을 보아 얻었다.’고 적혀 있다. 대개 산 이

름에는 여러 전설이 전해져 오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믿

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할미산이든 대모

산이든 어머니처럼 품이 안온하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오래도록 광주 땅이었던 대모산이 서울로 적을 옮기게 

된 것은 한강 남쪽 한적한 농촌에 거대한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부터다. 1963년 강남의 드넓은 땅들이 서울에 편

입되면서 본래 논고개 던 논현동이나 한강변 갯벌이 있

던 마을이란 뜻의 개포동의 풍경이 급변하기 시작할 때 

말이다. 대모산은 이웃한 구룡산과 나란히 동서 방향으

로 뻗어 있는데, 1988년 강남구에서 서초구를 분리할 때

도 이 산줄기를 경계로 삼았다.   

약수터에서 약수터로, 대모산에서 구룡산으로 길은 이어지고 
산을 오르며 숨이 가쁜 것도 잠시, 이내 길은 숲 사이로 

편안해진다. 대모산 둘레길은 산의 북쪽 기슭을 따라 가

는데, 중간에 여러 차례 정상으로 향하는 갈림길과 만난

다. 정상 너머는 서초구 내곡동이고 그곳에 태종의 헌릉

과 함께 순조 부부의 인릉도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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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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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불가’가 되어 있어 마음은 허전

하다. 새벽이면 가족을 위해 약수터를 찾던 늙은 아버지

들은 아직 그 물맛을 기억할까.  

돌탑전망대에서 불국사까지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 물맛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이 변화의 상징이라면 돌은 한결같은 마음을 담는다. 

쌍봉약수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15년째 돌을 쌓아 탑

을 세워놓은 돌탑전망대가 있다. 안내판에는 그곳의 돌

탑들이 일원동 주민 임형모 씨 한 사람의 작품임을 알려

주고 있다. 켜켜이 탑으로 쌓아 올린 작은 돌멩이 하나에

도 수십 억 년 이상 응축된 지각의 시간들이 담겨 있을 것

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돌

탑보다 산 밖의 풍경이다. 사람들은 전망대 난간에 기대 

등 뒤로 펼쳐지는 장쾌한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바쁘다. 청명한 날씨 덕에 멀리 북한산부터 도봉산, 수락

산과 불암산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북쪽 울타리들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다. 봄부터 도봉산역에서 시계 방향으로 

걸어온 둘레길 종주가 이제 절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멀리 있는 산들까지 한눈에 들어오니 넓게만 생각했던 

서울이 좁게 느껴진다. 도심 안에 빼곡한 고층 빌딩들 사

이 어느 곳 하나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대모산 발아래는 

이름난 마천루들의 각축장인 ‘강남’이다. 다시 산속으로 

눈을 돌려 나무들 사이로 걷는다. 이 금싸라기 땅에 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 고맙게 느껴진다. 

왕릉을 모신 덕에 더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을까. 숲 구석

구석 어른이 양팔을 다 벌려도 모자라는 둘레의 아름드

리 나무들이 산지기처럼 서 있는 것도 반갑다. 숲에서 가

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참나무다. 둘레길 정비에 쓰인 목

재도 숲에서 간벌한 참나무들이 많은데, 나무토막 위에

는 저절로 자라난 버섯들이 꽃처럼 피어 있다. 버섯은 자

라면서 차츰 나무를 분해해 흙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솔

이끼와 고사리 잎을 이불처럼 덮은 가을 숲 구석구석에

는 참나무가 뿌려 놓은 도토리들이 흩어져 있다. 이 숲은 

죽은 참나무들의 살이다. 

고려 말 공민왕 때 세워졌다는 불국사에 다다르니 요즘 

절마다 한창인 수능백일기도 현수막이 먼저 눈에 띈다. 

이 절에는 대웅전 대신 약사불을 모신 약사보전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인근 마을의 농부가 밭을 갈다 땅속에 묻

혀 있던 돌부처를 발견한 자리에 절을 세웠다고 한다. 지

금은 돌로 만든 불상에 두껍게 호분이 칠해져 있는데, 일

원동불국사석불좌상으로 불리는 서울시 문화재 자료다. 

흰 몸뚱이에 검은 나발 그리고 붉은 입술과 구슬 같은 붉

은 약단지를 손에 받쳐 든 부처의 발밑에 사람들이 엎드

려 절을 하고 있다. 

문득 참나무 어린 열매들 가운데 과연 몇이나 싹을 틔우

고 온전히 나무가 될까 궁금하다. 해마다 가을이면 숲으

로 열매를 흩뿌려놓은 나무 어미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 

불국사 경내에서 잠시 쉬며 가을볕을 쬐는 사이, 약사보

전 처마 아래 풍경을 흔드는 바람이 속삭인다. 우리도 도

토리를 떨군 참나무처럼 그렇게 비우고 또 비우는 것이 

참선이고 기도라고. 

먼 길을 돌아 산 너머 여의천 물길 따라
풍경 소리를 뒤로 하고 다시 숲으로 걷는다. 길 멀미가 날 

즈음이면 어느덧 구룡산 자락 깊숙이 들어와 있다. 구룡

산은 이름 그대로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의 산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웃한 대모산과 함께 

솟은 봉우리가 어머니 젖가슴처럼 보인다. 실제로 탄천

과 양재천 사이에 있는 두 산은 이름은 달라도 하나의 산

줄기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대모산에서 이어

진 구룡산 정상까지 곧바로 능선을 따라 걷는다. 정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롯이 낮은 둘레길만 따라가는 게 오

히려 멀리 돌아가는 길이다. 대신 오르락내리락 다리품

은 더 팔지만 둘레길에는 걸을수록 고요한 숲과 오롯이 

하나가 되는 즐거움이 있다.  

구룡산 개암약수터에서 잠시 쉬고, 능인선원 갈림길을 

지나치면 비로소 산마루를 넘는다. 줄곧 산의 북사면을 

따라 이어지던 둘레길이 능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곡동이다. 옛날에는 안골, 안말 등으로 불리던 양지바

른 왕릉의 마을이다. 세종대왕의 릉도 처음에는 내곡

동에 있다가 예종 때 여주 땅으로 옮겨 갔다.  

육교 위로 헌인로를 건너면서 잠시 뒤를 돌아본다. 대모

산부터 구룡산까지 걸어온 길들은 이미 산 너머로 숨었

다. 앞으로는 멀리 관악산이 손짓한다. 이제 여의천 물길

을 따라 걷는 길만 남았다. 여의천은 구룡산 골짜기와 청

계산으로부터 온 물줄기가 합쳐져 양재천으로 흘러 간

다. 여의(如意)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마음먹

은 대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대모산을 나와 여의천을 따

라 걷고 또 걷는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 

스스로 뜻을 세워 제 길을 가야 한다. 도토리가 참나무 가

지를 떠나듯. 

김선미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책으로 쓰고 있다. 소로우

의 탐하지 않는 삶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산이 아이들을 살린다  등을 펴냈다.

4 일원동 주민이 15년 동안 쌓아올렸다는 모산의 돌탑. 돌탑 옆에 전망 가 있다. 
5 일원동불국사석불좌상이 모셔진 모산 불국사 약사보전.  6 여의천을 지나 양재

시민의 숲으로 가는 둘레길.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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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서울시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산책로를 따라 
모산을 오르다보면 먼저 조선 제23  왕 순조와 순원왕후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아름다운 능, 헌인릉 

서울둘레길 4-1구간의 출발지점이기도 한 3호선 수서역과 
가까운 묘역으로  조선 제4  왕 세종의 다섯째 왕자 광평

군과 영가부부인 평산 신씨 묘를 비롯하여 그 후손들의 종중 
묘역이다. 모산 한쪽 기슭에 다소곳하게 자리하고 있어 외
국 관광객들의 방문도 많다. 이 묘역 일원은 서울과 근교에 
현존하는 왕손의 묘역 가운데 오랜 세월 그 원형이 그 로 
보존돼 있는 곳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기

도 했다. 묘역 둘레를 하늘을 향해 훌쩍 뻗은 장송들이 촘촘

히 지키고 있어 왕가의 위엄이 느껴진다. 인근 아파트 고층

에서 보면 묘역 일원이 훤히 보인다. 
주소 강남구 광평로 31길 20  문의 02-459-4733
개방시간 하절기(3~10월) 10:30~16:00 
               동절기(11~2월) 10:30~15:30(국경일·공휴일 폐쇄)

도심 속 옛 왕가의 묘역 
전주이씨 광평대군파묘역 

역사 유물들과의 조우를 마쳤다면 모산자연공원으로 발걸

음을 옮겨보자. 숲 해설가와 함께 숲 속의 다양한 생태와 산
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숲속여행 에 참여하면 
머릿속까지 쾌청해지는 듯하다. 코스는 두 갈래로 나뉘며 자
연공원에서 출발해 생태습지원을 거쳐 실로암 약수터에 이
르는 여정이 제1코스. 이 구간은 오동나무 군락지와 잣나무 
군락지를 지나가므로 향긋한 숲 내음과 시원한 그늘을 느낄 
수 있다. 제2코스는 자연공원에서 옛 약수터와 체력 단련장

을 거쳐 독도 모형에 이르는 구간으로 야생화 군락지와 리기

다소나무 숲을 만나게 된다. 
참가 대상 거주지  연령 등 특별한 제한 없음

               (단체 최소 5명 이상 예약접수 가능) 
참가비 무료

참가 문의 02-3423-6285

숲 속 이야기 들으러 가자!
대모산자연공원  

의 합장묘인 인릉이 모습을 드러낸다. 주변으로는 능을 지키

는 무인석과 문인석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섰다.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조선시  표적인 능제인 쌍봉릉의 
모습을 한 헌릉이 나타난다. 헌릉은 조선 제3  왕인 태종과 
원경왕후의 능으로 인릉보다 더 많은 돌조각상이 호위하고 
있어서인지 능에서도 위풍당당한 기세가 느껴지는 듯하다. 
400년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만들어졌기에 조선 초기와 후
기의 왕릉 양식을 한곳에서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다. 무료로 
왕릉 안내도 받을 수 있어 역사 기행을 겸한 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주소 서초구 헌인릉길 34 
요금 500~1 000원(연령에 따라 다름)

문의 02-445-0347
홈페이지 http://heonin cha go kr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뒤섞여 있는 모습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매

력 중 하나다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 숲을 걷다가 불현듯 마주하게 되는 

조선시  성곽이나 고택은 우리에게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에 신

비롭게 비친다  서울둘레길 4-1구간( 모·구룡산 구간)를 걷다가 만날 

수 있는 유적들을 통해 과거의 숨결을 느껴보자  서울둘레길 4코스<1> 대모·구룡산 구간 인근 명소

서울 도심 속 역사 산책 

인근 아파트 고층에서 훤히 보이는 전주 이씨 광평 군파묘역이 도심과 묘하게 어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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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그런데 꼭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내 병영 체험의 고된 훈련이 떠오르는지 걱정스러운 말

투다. 그에게 둘레길은 정상을 향하지 않고 낮은 산자락

을 따라 돌아간다고 설명하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둘레길은 목표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짧은 군 생활 체험도 비슷하게 느꼈다고 했다. 군대 

자체보다 고된 훈련을 통해 자신과 만나는 과정 자체가 

소중했다고.  

방송에서 보여주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만 보면 사유리

를 엉뚱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해 그를 만난 사람들은 방송인이 아닌 인간 사유리가 

지혜롭고 속 깊은 사람이라 느낀다. 인터넷에는 ‘사유리 

명언’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트위터 내용이 화제인데 “사

람이라는 책은 아무리 ‘표지’가 좋아보여도 마지막 ‘에필

로그’를 읽을 때까지 모른다.”는 식의 글들이다. 그가 트위

터에 남긴 이야기 대부분은 올 초에 펴낸 <눈물을 닦고>

라는 책에 썼던 것들이다. 글 쓰는 일은 오랫동안 간직해 

온 후지타 사유리의 꿈이었다. 최근에는 자신의 사랑 이

야기를 바탕으로 소설도 쓰기 시작했다.     

그와 만난 날은 초미세먼지주의보로 서울의 가을 하늘 자

체가 실종된 것 같은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던 때였다. 금

요일 오후 3시, 노약자들은 외출을 자제하라는 뉴스가 있

었지만  그 시각 의외로 둘레길 산책에 나선 이들이 많았

다. 숲에는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고 있었다. 그 속으로 

코스모스처럼 작고 여린 여자가 사뿐사뿐 걸어가며 마주

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안뇽하세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먼저 말했다.

“네! 저는 사유리입니다!”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외국 여성에

게 둘레길의 산책자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다.  

‘오후 3시’ 하루로 보면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것 

같지만 포기하기에도 너무 이른 그 시각. 낯선 외국에서 

방송인으로 산 지 10년 만에 오래된 꿈을 위해 다시 펜을 

든 서른일곱 살의 후지타 사유리의 인생도 그런 시기가 

아닐까.      

둘레길뿐만 아니라 우면산도 처음이었던 사유리 씨는 걷

는 내내 ‘가까운 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니’ 하면서 감

탄했다. 서울의 산은 북한산과 남산밖에 모르던 그에게 

우면산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러면서 ‘혼자 조용히 생

각하고 싶을 때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남자 친구가 생

기면 같이 걸어보고 싶은 길’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렇게 

이유를 덧붙였다.

“이런 길을 같이 오래 걸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길을 오래 걷는 일… 분명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후지타 사유리 씨는 지난 2006년,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

인 여성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미녀들의 수다>라는 토

크쇼를 통해 방송 활동을 시작한 일본 사람이다. 올해로 

서울 생활만 10년째인데 가끔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자

신을 보고 ‘일본말 정말 잘한다.’며 놀라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다. 

“둘레길에서 입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서초동 대성사 앞마당에 도착한 사유리 씨가 일행에게 인

사하며 건넨 첫마디였다. 그가 준비한 것은 등산복 대신 

검은 고깔모자를 쓴 둥근 호박 모양의 핼러윈 의상이었다. 

엉뚱하면서 털털한 매력을 지닌 캐릭터로 ‘4차원 방송인’

이란 별명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그다

운 준비물이었다. 하지만 금세 땀이 차오르는 무대의상을 

입은 채로 걸을 수는 없었다. 호박 모양 옷은 기념 촬영만 

하고 차에 벗어 둔 채 곧장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와! 이렇게 총 없이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

야 알겠어요!”

그는 군복 스타일의 얼룩무늬 멜빵바지 차림으로 걸었는

데 총이 없어 행복하다고? 사유리 씨는 최근 여자 연예인

들의 병영 체험을 다룬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다. 완전군장으로부터 해방된 자신의 몸과 마

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다.

둘레길은 인생길 같아요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둘레길은

목표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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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볕 서리풀밭 위에 누운 소처럼
서울둘레길 4코스<2> 우면산 구간(양재시민의 숲~사당역)

단풍이 아래로 번지고 있다  높고 추운 북쪽에서 남으로 남으로  산정에서 거리와 골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서울의 남쪽 관문인 양재시민의 숲도 울긋불긋 물들었다  서초구의 

크고 너른 허파로 여름내 도심의 열기를 빨아들인 숲에서 나무들이 온 힘을 다해 열매를 맺고  

이제 남은 기운 모두 가지 끝에 쏟아내고 있다  만추의 숲에 깃든 그늘이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이유다   

윤봉길을 만나는 서늘하고 뜨거운 시민의 숲

대모산과 구룡산을 지나온 4코스 둘레길의 첫 구간을 우면

산으로 이어주는 곳은 시민의 숲이다. 1986년 서울아시안

게임이 열리던 해에 처음 문을 연 공원의 어린 나무들이 삼

십 년 가까이 자라 장년의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숲 사

이 길게 이어지는 산책로 옆으로 유격백마부대충혼탑, 대

한항공 858편 폭파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들

을 위로하는 위령탑 등이 세워져 있어서, 붉은 단풍이 들

면 어쩐지 더욱 처연하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시민의 

숲’이란 이름처럼 그늘이 풍성한 만큼 숱한 시민들의 사연

도 많은 숲이다. 

둘레길은 매헌기념관 앞에서 출발한다. 4코스 두 번째 구

간을 시작하는 빨간 우체통에서 무궁화를 배경으로 선 윤

봉길 의사의 모습이 담긴 스탬프를 찍는다. 도장만 찍고 서

둘러 나아가기보다 잠시 기념관에 들러 스물다섯 짧고 굵

은 생을 살다간 사내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산다. 이상은 무엇

이냐? 목적의 성공자이다. 보라, 풀은 꽃이 피고 나무는 열

매가 맺는다. 만물주(万物主) 되는 나도 이상의 꽃이 피고 

목적의 열매가 맺기를 자신하였다.”

윤봉길 의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구절이다. 그는 ‘부모

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일층 

더 강의(剛毅)한 사랑을 각오’했고, 그 사랑은 일제의 심장

부를 향해 던진 폭탄으로 발화했다. “나의 우로(雨露)와 나

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길을 떠난다.”고 쓴 

그의 편지는 매화가 필 무렵 집을 떠나던 해 시월에야 중국 

청도에서 온 것이다. 단풍이 내려오듯 북에서 남으로 온 편

지는 서늘하고 또 뜨겁다. 부모와 어린 두 아들을 아내 곁

에 두고 떠날 때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 돌아

오지 않는다(丈夫出家生不還).”고 했던 사내는 결국 죽어

서 영원히 사는 삶을 택했다. 

매헌기념관 주변에는 밤처럼 생긴 마로니에 열매가 발밑

에 뒹굴고 있었다. 그 작은 열매도 키가 큰 마로니에 나무

의 뜨거운 이상이고 목적이라 생각하면 달리 보인다. 열매

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길을 떠난다.  

먼 길을 돌아온 생명의 물길, 양재천 건너 산으로

둘레길은 시민의 숲에서 양재천을 건너 우면산으로 향한

다. 양재천은 관악산 골짜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구룡산

과 청계산이 기른 여의천과 합쳐진 다음 탄천을 거쳐 한강

으로 나아간다. 어질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을 양재(良材)라고 부르면서 마을의 물길도 그렇게 불리

게 되었지만 옛 기록에는 공수천, ‘백로가 많이 모여 드는 

여울’이란 뜻으로 학탄(鶴灘)이라고도 불렸다. 지하철 3호

선 학여울역의 이름도 그렇게 생긴 것이다. 양재천은 1970

년대 잠실 섬 일대를 뭍으로 연결하는 강남 일대 대규모 토

지 개발 사업 때 물길이 바뀌면서 탄천의 지류가 되었다. 

이때 굽은 물길도 곧게 펴졌는데 잠실의 뽕밭이 사라진 것

처럼 하구의 풍경도 전설로 남았다.  

학여울은 이름으로만 남았지만 다행히 양재천에는 지금도 

백로뿐 아니라 청둥오리와 왜가리들이 찾아든다. 한때 죽

음의 하천으로도 불렸던 물길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천

변을 곧게 펴기 위해 둘렀던 콘크리트 둑을 걷어내고 사라

진 여울과 소를 다시 만들며 사람들은 애써 먼 길을 돌아서 

와야 했다. 양재천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를 보여준 생태 교과서다. 잠시라도 그 물길을 따라 걷다보

면 가을볕 아래 반짝이는 은빛 물살이 웃는다. 

1 가을 꽃이 한창인 양재시민의숲  2 우면산 대성사 앞 마당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북

쪽. 남산 너머 북한산 우람한 산줄기를 마주 볼 수 있다.  3 어질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를 흐르는 양재천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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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에서 북쪽으로 남산 너머를 보다

‘소가 동서로 길게 누워 자는 모습’이라는 우면산은 산 이

름처럼 길도 편안하다. 낮은 산자락이 추수가 끝난 들판 가

을볕 아래 졸고 있는 소처럼 보였다면, 그렇게 보는 이의 

마음도 평온했을 것이다. 불교에서 소는 깨달음의 상징이

다. 진리를 찾아가는 수련의 첫걸음을 심우(尋牛)라고 하

는데 만해 한용운이 살던 집이 심우장인 것도 그런 연유

다. 소를 찾아 길을 떠나고 소를 보고, 얻어 기르다가 마침

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소도 잊고 자신도 잊어 본

연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깨달음의 여정이 십우도

(十牛圖)다. 인생의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소들이 잠을 자

든, 밭을 갈거나 풀을 뜯고 있든 소는 변함없이 소일 뿐이

다. 그런데도 바라보는 이가 소를 부러워하고 가엽게 여기

기도 했을 것이다. 내 안의 소는 무시로 다른 모습이다. 

우면산이 자랑하는 전망대는 정상 부근에 있는 소망탑인

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울을 바라보기 좋은 곳이다. 둘레

길을 걷다보면 그곳으로 오르는 갈림길을 여러 차례 만나

게 된다. 그러나 둘레길이 지나는 대성사 절 마당 앞으로 

펼쳐지는 풍경도 그런대로 훌륭하다. 잠자듯 누운 소의 눈

으로 편안하게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 서면 

한양 도성 남쪽에 있는 ‘남산도 우면산 북쪽의 산이 된다. 

옛사람들은 남산을 말이 안장을 벗어 놓은 형상’이라며 마

뫼라고도 불렀다. 달리는 말의 등에 올라가 한강 건너 남쪽

을 바라보면 길게 누운 이 산이 과연 잠자는 소처럼 편안해 

보였을까. 남산의 등 뒤로는 북한산과 도봉산의 높고 우람

한 산줄기를 중심으로 동서로 뻗은 안산과 인왕산 그리고 

수락산, 불암산도 한눈에 들어온다. 북쪽의 바위산들이 한

강 이남의 둘레길이 지나온 유순한 산들에 비하면 확연히 

기운이 드센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래된 비보처 대성사를 지나 서리풀 벌판으로

먼 곳의 풍경만 바라보다 무심코 절을 지나치려는 사람들

에게 ‘한성 백제 시대 천년 고찰 터’라는 안내판이 힐끔 뒤

를 돌아보게 한다. 대성사에는 384년 백제 침류왕 원년에 

불법을 전하러 온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처음 초당을 세

웠는데 물갈이로 고생을 하다 우면산 약수로 병을 고쳤다

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절이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건 것도 그런 연유다. 보다 자랑스러운 것

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옥고를 치른 용

성스님의 유지를 받든 절이라는 사실이다. 용성스님은 한

용운과 윤봉길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임시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던 독립운동가로 일제시대 수많은 불교 경

전을 한글로 번역해내기도 했다. 이런 사연들을 알고 나면 

매헌기념관에서부터 대성사로 이어지는 길의 기상이 더 

각별하게 느껴진다.

산자락 곳곳에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복구하며 세운 

사방댐과 골막이 옹벽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성사 옆 골짜

기도 산사태 복구 이후 휑하다 싶게 넓어졌다. 당시 산사태

는 신기하게 법당만 피해 양 갈래로 산을 허물어트리고 예

술의전당까지 토사와 나무들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둘레

길 아래는 거대한 삿갓 모양의 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 

지붕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예부터 비보처에 사찰을 지었

다는 풍수의 지혜를 떠올리며 새삼 가슴을 쓸어안게 되는 

곳이다.

우면산은 산은 낮아도 긴 산줄기가 품은 골짜기가 많아 골

골이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이리저리 얽혀 있었다. 골마다 

품고 있는 이름난 약수터만도 20여 곳이 넘는다. 그래서 산 

아래 서초동은 옛날부터 큰비라도 내리면 마을 어귀까지 

흥건히 물이 고이는 땅이었다. ‘물기가 서려 있는 벌판’이

란 뜻의 ‘서릿벌’이 ‘서리풀’로 변하고 이것이 서초동이 되

었다고 한다. 

대성사를 지나 조금만 더 걷다 보면 갑자기 숲이 열리면서 

탁 트인 억새 벌판이 나타난다. 산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공들여 심은 억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억새 뿌리가 

움켜쥔 흙더미 위로 땅이 다져지고 참싸리 같은 관목들이 

무성해질 것이다. 우면산에는 산사태 복구를 하면서 깊이 

뿌리 내리는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청단풍 묘목 

등을 주로 심었다고 한다. 어린 나무들이 쑥쑥 자라는 만큼 

무르던 땅도 단단해질 것이다. 억새꽃 흐드러진 오솔길 사

이로 걷는 동안 무너진 자리를 보듬고 살리는 씨앗과 뿌리

의 힘이 새삼 고맙다. 서초의 서리풀을 상서로운 풀이라 해

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저무는 햇살 아래 수런거리는 우면

산의 억새를 보면 정말로 그런 말을 수긍하게 된다.

이제 둘레길은 자웅탑이라 이름 붙인 돌탑 두 개를 쌓아놓

은 나지막한 돌탑고개를 넘고, 성산약수터로 이어진다. 뒤

이어 성뒤마을로 가는 갈림길을 지나고 나면 우면산 기슭

을 따라 길게 이어지던 둘레길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막

바지에 전망이 탁 트이는 바윗길 위에 서면 지나온 길이 짧

아진 해거름처럼 아쉽다. 길은 우면산을 등지고 있다는 마

을 방배동으로 내려선다. 잠자는 소처럼 누운 산에서 내려

오면 남태령 너머 관악산이 기다리고 있다. 

4 서초구의 녹색 허파  우면산 둘레길의 숲은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다.  5 우면산 숲으

로 이어지는 둘레길은 낮고 편안하다.  6 불법을 전하러 온 인도 승려가 우면산 약수로 

병을 고치고 세운 초당 자리에 들어섰다는 대성사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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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빌딩 숲 속 녹색 놀이터 

양재시민의 숲 

서울은 신비롭다. 도심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만큼 울창한 

숲을 품고 있으니 말이다.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

픽을 위해 서울시의 관문인 양재 톨게이트 주변에 조성한 공

원으로  다양한 수종이 숲을 다채롭게 한다. 연인들의 데이

트 장소로 각광받는 것은 물론  웨딩 촬영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명소다. 농구장  테니스장  맨발공원 같은 운동 

공간과 더불어 바비큐를 즐길 수는 시설도 마련해두어 멀리 

가지 않고도 다채로운 쉼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바비큐그릴

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 3월에서 10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주소 서초구 매헌로 99
개방시간 24시간 연중무휴 
문의 02-575-3895
홈페이지 parks seoul go kr/citizen

독립을 향한 염원을 기억하다

매헌기념관 

1988년 12월 1일 양재시민의 숲 안에 문을 연 이곳은 독립

을 염원했던 한 청년의 뜨거운 애국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곳

이다. 1층 전시실은 매헌의 생애를 수학기 농민운동기

상하이 의거기로 구분  해당 유물을 전시해 놓고 있다. 친필

로 써서 동생을 가르친 명심보감 을 비롯해 저서 기사년

일기  월진회창립취지서  농민독본 도 전시돼 있으며  

1962년에 추서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도 볼 수 있다. 2

층 독립운동사진 전시실에는 120여 점의 사진이 의병전쟁  

3 1운동  임시정부 활동  독립군 전쟁  의열투쟁  광복군 

활동이라는 주제 아래 전시돼 있다. 기념관 앞에는 의거 60

주년을 맞아 세운 윤봉길 의사상과 숭모비가 있다. 

주소 서초구 매헌로 99  
요금 무료

시간 10:00~17:30(하절기) 10:00~16:30(동절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연휴 
문의 02-578-3388
홈페이지 www yunbonggil or kr 

도심 속 생태 하천 

양재천   

과천에서 흘러들어 서울의 남부를 쓰다듬으며 돌아나가는 

하천이다. 본디 한강으로 흐르는 1차 지류였으나 한강연안

개발사업과 주변 일대의 개발로 직강화 하면서 탄천으로 그 

흐름이 바뀌었다. 이 물길을 따라 총 5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가 나란히 뻗어 있는데  비껴가는 풍경이 다채로워 자

전거 타기에 이만한 곳도 드물다. 여름이면 수영장이 개장하

고  130m에 달하는 맨발지압길을 비롯해 인라인스케이트

장  수변무대  아이리스원 꽃밭 등이 조성돼 있어 한 장소에

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양재천에 운치를 더하

는 징검다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촉매제 역

할을 한다. 학기 중과 여름방학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

재천 생태탐사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주소 강남구 대치동

문의 02-3423-6255 / 생태탐사교실 02-2155-6467

서울둘레길 4코스 중 두 번째 구간 출발점인 양재시민의 숲 인근은 숲과 길  하천

이 한데 만나는 곳으로 풍성한 자연 경관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쉼의 공간이다  유

유히 흐르는 양재천이 우면산을 둘러 나가고  도심 속 울창한 나무들이 일제히 가

을볕을 향하는 곳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숲의 자취를 따라 낙엽을 밟으며 걷다

보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한 청년의 굳은 의지와 만나는 지점이다     

숲과 길과 천이 만든 
서울 속 다채로운 쉼터 

서
울

 둘
레
길

 명
소

서울둘레길 4코스<2> 우면산 구간 인근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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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산은 
비어도 
길 위에는 
뜨거운 기도가…

서울둘레길 5코스 관악산 구간(사당역~석수역)

나무는 무성하게 키운 잎을 털어내며 겨울 채비를 한다  꽃보다 붉은 

단풍의 시간은 꿈처럼 짧다  봄부터 가을까지 머리에 이고 있던 무거운 

관(冠)을 벗듯 이파리를 떨군 나무들  겨울로 가는 관악산 둘레길에는 

이미 빈 몸이 된 나목들이 늘어서 있다

관음사에서 무당골로, 낙엽이 지운 길을 따라 

관악산(冠岳山)은 관을 쓴 바위산이다. 풍수에서는 남쪽에 

있는 이 산을 불기운이 왕성한 뜨거운 것으로 읽었다. 아득

한 옛날 땅속 마그마가 굳어진 화강암이 대지를 뚫고 올라

와 산을 만들었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겨도 그 열기

가 쉽게 식지 않은 모양이다. 관악산 화강암은 중생대 중엽 

쥐라기 때 생성된 것으로, 까마득히 먼 후대 사람들까지 

그 기운을 두려워했다. 조선은 북악산 아래 새 나라의 터를 

잡으면서 광화문과 숭례문이 멀리 있는 관악산과 일직선

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염려해 곳곳에 불을 막는 해태 상

을 세우고 연못을 파는 등의 비보책을 세웠다. 관악산 둘레

길이 지나는 산 주변에도 이와 연관된 흔적들이 있다.

사당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남현동 주택가를 지나 관음사 

일주문으로 들어간다. 절집이 있는 남현동은 남태령으로

부터 비롯된 이름으로, 1980년 관악구에서 동작구를 분리

하기 전에는 사당동에 속했던 마을이다. 남태령은 둘레길 

4코스에서 지나온 우면산과 5코스 관악산을 잇는 고개이

자, 서울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남쪽의 큰 고개다.

관음사 뜨락에 들면 자신을 부르는 중생들의 ‘소리를 보고

(觀音)’ 그들을 구제한다는 관세음보살이 서 있다. 돌을 쪼

아 만든 천관(天冠)을 쓴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로 관악산

의 희부연 바위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 둘레길은 관음

사 낮은 담장을 따라 낙성대 방향으로, 관악산 북쪽 기슭

의 숲으로 이어진다. 숲에는 여름내 무성했을 참나무 이파

리가 갈색 융단처럼 길을 덮고 있다. 초록의 숲에서 도드라

져 보이던 주황색 둘레길 표지 리본도 이제는 낙엽에 묻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나무는 제 몸을 비워 숲 사이로 난 

사람의 길들을 애써 지우고 있다.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부르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성난 파도가 잠잠해

지며, 높은 산에서 떨어져도 공중에서 멈추게 된다’는데  

숲에는 기도 대신 낙엽 밟는 소리만 가득하다.

낙성대로 가기 전 시야가 탁 트인 바위 전망대에서 잠시 숨

을 고르고 내리막으로 걸음을 옮긴다. 전망대 아래는 촛농

이 얼룩져 있는 바위굴이 기다리고 있다. 무당골이다. 관세

음보살이든, 바위굴이든 모두 간절한 희원의 흔적들이다. 

어디로부터든, 어떤 식으로든 답이 있지 않았을까.

서울둘레길

1 삼성산 서쪽 호암산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세웠다는 호압사 경내에는 5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장관이다.   2 5코스 둘레길의 들머리에 있는 관악산 관음사.   3 서울 남쪽에서 가장 높은 관악산

이 서울대학교 교정 뒤편으로 솟아 있다.   4 관음사에서 낙성대 가는 길의 무당골.

1

3

4

2

서울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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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서울대학교까지 길은 관악 으로

길은 낙성대공원으로 내려와 잠시 번잡한 찻길과 만난다. 

낙성대로를 건너 작은 숲을 통과하면 서울대학교 정문으

로 이어진다. 관악산공원관리사무소까지 인도를 따라 걷

는다. 낙성대는 다들 아는 것처럼 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태

어난 강감찬 장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장군의 시호와 

어릴 적 이름이 인헌과 은천이었다고 하니 근처 인헌동이

나 은천로도 다 이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다. 강감찬의 생가

터를 유적지로 정비해 공원으로 만든 것은 1973년의 일이

다. 2년 뒤 낙성대 곁으로 동숭동에 있던 서울대학교가 옮

겨왔다. 그 이전까지 산 아래 봉천동 일대는 ‘하늘을 떠받

는 것처럼 높은 동네’라는 이름답게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

네로 유명했다. 관악산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한강 남쪽

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서울대학교 입구에서 출발하는 관악산 들머리는 정상으

로 올라가는 가장 대중적인 등산로다. 정상을 향해 행진하

는 인파들과 불과 몇 백 미터 걷지 않다가 오른편 삼성산으

로 향하는 샛길로 빠지며 둘레길이 갈라진다. 수해로 쓰러

진 나무를 다듬어 세운 장승들이 줄지어 서서 길안내를 하

는 숲으로 들어가 천천히 고도를 높이다 보면, 오래지 않

아 서울대학교와 관악산 주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다다른다. 그곳에 서면 서울대학교를 그냥 ‘관악’이라고 부

르는 것을 수긍하게 만드는 풍경이 발아래 펼쳐진다. 실제

로 관악산 정상으로 오르는 최단거리 코스도 서울대학교 

공학관 뒤편으로 이어진다. 이 나라의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출세가도 역시 ‘관악’으로 통하기라도 하듯, 교정 뒤에 산

이 그렇게 우뚝 솟아 있다. 산정에는 1969년 들어선 기상

관측레이더 시설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던 관장식처럼 익

숙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

삼성산 순교자의 피와 호암산 호랑이 기운을 넘어

삼성산은 관악산의 연주대 서쪽으로 이어진 능선 위에 솟

은 481m의 봉우리로, 신림동과 안양시 석수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삼성산이란 이름은 신라 때 처음 이 산에 초

막을 짓고 수도했던 원효, 의상, 윤필로부터 이후 고려 말 

지공, 나옹, 무학의 수행처였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의 남다른 기운 때문일까. 조선시대에는 기해박해 때 순

교한 프랑스 선교사 세 명까지 품에 안았다. 둘레길이 지나

는 곳에 있는 삼성산 성지가 바로 그곳이다. 새남터에서 효

수된 벽안의 신부들이 모래밭에 가매장된 뒤 갖은 우여곡

절 끝에 삼성산으로 처음 옮겨온 것은 1843년이다. 그 후

에도 여러 번 이장을 거듭했고, 1989년 천주교회에서 삼성

산 성지를 조성하면서 명동성당 지하 묘지에 있던 유해 일

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고즈넉한 산길을 걷다가 마

주치는 ‘성지(聖地)’에서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도 끝나지 

않은 성자들의 멀고 험한 여정과 가시관의 영광에 대해 더

듬어본다.

삼성산 성지를 지나 멀지 않은 고개 너머에 호압사가 있다. 

호압사는 삼성산 서쪽에 우뚝 솟아 있던 바위가 호랑이 모

습으로 궁궐을 위협한다고 해서 그 꼬리를 눌러 세운 사찰

이다. 호랑이를 닮은 봉우리는 호암산이라 부른다. 호암산 

정상에 남아 있는 호암산성 터에는 한우물이란 큰 연못도 

있다. 그 역시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기 위해 판 것이다. 삼

성산과 호암산 모두 관악산의 산줄기답게, 목숨을 버리는 

불꽃같은 신앙과 맹렬한 호랑이 기운까지 닮아 산자락 구

석구석 이야기도 뜨겁다. 호압사 경내로 내려가기 전 소나

무 숲에는 나무 그늘마다 벤치가 하나씩 놓여 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저무는 햇살이 약사전 앞마당에 기도하듯 서 

있는 느티나무를 비추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500년을 훌

쩍 넘은 늙은 느티나무는 이파리를 모두 떨구고 빈 몸으로 

겨울 햇살을 맞는다.

호압사에서 시흥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산사태로 무

너진 산자락을 복구하기 위해 심은 잣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삼림욕 쉼터가 되었다. 근처 약수를 끌어 모아 하루 

몇 차례 물을 쏟아내는 호암산 인공폭포도 허물어진 산자

락을 보듬어 만들었다. 산이 무너져 내린 자리로 쏟아진 돌

무더기들은 행인들의 손길로 차곡차곡 길가에 쌓아 올려

졌다. 그곳이 관음사에서 시작해 무당골을 지나 천주교 성

지에서 호압사까지 이어져온 둘레길의 마지막에 있는 신

선길이다.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땅 위에는 산과 들

과 바다처럼 광대한 것에서 집 안의 우물과 부뚜막, 대들

보까지 허투루 여기지 않는, 세상 만물의 신령한 기운을 

모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다. 화려한 불상도, 십자가도 없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포개 놓은 작은 돌멩이가 전부인 가

장 낮은 자리의 기도처, 그 위로 나무가 몸을 비워 낸 이파

리들이 쌓이고 있다. 

숲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텅 비었고, 산 아래 금천구 시흥

동에는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오래전 이 일대

를 뒤덮고 있던 달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들어선 집들이다. 

서울로, 안양으로 품을 팔러 다녔을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

만지고 보듬어주었을 숲에서 빠져나오면 석수역에서 둘레

길이 마무리된다. 국철 1호선 남쪽, 서울의 끄트머리이자 

관문인 역이다. 

5 관악산으로 가는 가장 대중적인 들머리가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으로 둘레길이 이어진다.   6 삼성산 둘레길

에 수해로 쓰러진 나무를 깎아 세운 솟대들.   7 소나무 숲에 천주교 성인들의 묘지가 있는 삼성산 성지.

8 시흥동으로 내려가는 산자락에 인공폭포를 조성한 호암산 폭포가 있는 곳이다.

6

7

5

8

김선미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책으로 쓰고 있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산이 아이들을 살린다  등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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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속 문학 기행  

미당 서정주의 집 

미당 서정주 시인이 1970년 마포구 공덕동에서 이사 와 

2000년 12월 24일 타계 시까지 30년간 살던 집이다. 미당

이 직접 붙인 집의 이름은 봉산산방 으로  이는 곰이 쑥과 마

늘을 먹고 웅녀가 됐다는 단군신화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미당의 창작 산실인 이곳은 시

인 생애의 마지막 집필 공간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2층 

규모의 단독주택 내부에는 미당의 주요 유품과 저서들이 전

시돼 있으며  그의 대표작들이 공간 사이사이마다 걸려 있다.  

주소 관악구 남부순환로 256나길 4
개방시간 9:00~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요금 무료 
문의 02-879-5609  

겨울 천문대 여행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

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물놀이 체험마당  천문대  자연

관찰원  생태학습관  연구실험동 으로 이뤄져 있으며  

모든 시설 이용은 무료다. 과학전시관 정문에서 바라보면 오

른편 언덕 쪽에 보이는 건물이 천문대로  이곳에서는 가족

천문교실  과학교실  탐구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

반인들에게 천체 관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겨울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거의 없어 사계절 가운데 별 구경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가족천문교실에 참가하면 천체망원경을 통

해 태양의 흑점  달  성운  성단 등을 볼 수 있으니 초등 4학

년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 과

학전시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참가 신청은 과학전시

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흘 전에 접수해야 하며 선착순이다.  

주소 관악구 낙성대로 101
요금 무료 
홈페이지 www.ssp.re.kr
문의 02-881-3000  3065 

체험과 쉼이 공존하는 역사 여행 

낙성대공원   

과학전시관에서 10여 분 정도 걸으면 말 위에서 용맹스러움

을 자랑하는 장군 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고려시대 명

장인 강감찬 장군 동상이다. 낙성대공원은 강감찬 장군의 탄

생지를 기념하기 위해 생가 터 가까이에 조성한 공원이다. 

공원 한쪽에는 간이 도서관이 있어 시민들이 야외 의자에서 

여유롭게 책을 빌려볼 수 있고  맞은편 관악문화예절원에서

는 다도도 배워볼 수 있다. 낙성대공원은 낙성대 일대와 서

울대학교  관악구 젊은이들의 거리인 샤로수길 등 관악구

의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강감찬 10리길 투어  코스 중 한 

곳이다. 5개의 관광 코스로 구성된 강감찬 10리길 투어 는 

참가 일주일 전 신청 접수하면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도 들

을 수 있다. 코스 안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

go.kr)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주소 관악구 낙성대로77
문의 해설사와 함께하는 강감찬 10리길 투어  02-87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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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5코스인 관악산 둘레길은 다양한 자연환경 

덕에 뚜렷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둘레

길 인근에는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시설도 즐비해 

아이들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자주 만날 수 있

다  예부터 관악산은 군사적 요충지였기에 역사 유물 또

한 많다  풍성한 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만나는 곳  아이

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서울 속 나들이길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한다    

철마다 아름다운 
서울 속 나들이길 
서울둘레길 5코스 관악산 구간 인근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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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지난 9월 서울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 특별한 사진관이 

문을 열었다. 이름하여 ‘희망사진관’. 수익금으로 노숙인

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데 ‘(사)조세현의 

희망프레임’을 통해 노숙인 자활 사진교육 프로그램을 마

친 사진사들이 운영한다. 사진을 통해 노숙인에서 사진사

로, 스스로 희망의 증거가 된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찍

고 있는 곳이다. 희망프레임은 사진을 통해 봉사와 나눔

을 실천하는 비영리단체로 노숙인뿐 아니라 소외 계층 청

소년을 위한 사진 교육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희망프레임을 이끄는 사진가 조세현(중앙대학교 석좌교

수) 씨와 서울둘레길 5코스 삼성산 성지에서 호압사까지 

겨울날 해거름 햇살처럼 짧은 길을 함께 걸었다. 삼성산 

들머리 천주교청소년수련관 앞에서 만난 그는 알파인 스

틱 하나만 들고 가볍게 산책에 나섰다. 사진을 찍을 때 모

노포드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는데, 정작 그의 손에 

카메라는 없었다. 그는 평소 사진을 찍기 위해 하루 2만 

보 이상을 걸을 때도 많다는데 둘레길은 초행이라고 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는 

고즈넉한 소나무 숲에 다다랐다. 조세현 씨는 십자가 앞

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한참을 머물다 

천천히 걸음을 떼며 말했다. 

“산속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행운이네요.”

그는 오래전 신부인 외삼촌의 권유로 천주교 사회복지시

설 식구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

다고 했다. 이전까지 주로 유명인의 화보나 광고 촬영만

을 하던 조세현의 카메라 속으로 입양아, 노숙인, 다문화

가정, 위안부 할머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가 조세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불식간에 

무수히 많은 그의 사진들을 보아왔을 것이다. 한석규, 고

소영, 이영애, 서태지, 전지현…. 그가 찍은 광고 속 얼굴

들이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함께하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영정 사진도 그의 작품이다.

“저는 그냥 사진가예요. 제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아요.”

그는 나눔과 봉사 등의 이미지로 자신의 사진이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 말했다. 그러나 

입양아들을 위한 특별한 백일 사진을 찍는 일만큼은 올해

로 13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조세현의 권유로 ‘천사들의 편지’라는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명인들은 그가 찍은 흑백사진 속에서 아기를 안

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응시한다. 천사들의 편지는 자

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온전히 부모들을 만나지 못한 아기

들의 애절한 이야기다. 그가 찍은 아기들의 90% 이상이 

양부모를 만나는데 대부분 해외 입양이라고 했다. 입양아

들의 백일 사진은 그가 줄 수 있는 이 땅의 마지막 선물인 

셈이다. 그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자 아기를 알

몸인 채로 찍는다. 옷을 입는 순간 어떻게든 신분이 드러

나 보이기 때문이다. 조세현이 말하는 자연스러움이란 사

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사

진을 통해 일부러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정치인이든 노숙인이든 연예인이든 시선이나 배경, 

조명, 카메라 눈높이 등을 똑같이 찍는다고 했다. 각양각

색의 사람들을 같은 프레임으로 담아 평등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도 상대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사진가로서 그의 일관된 태도다.

삼성산 성지에서 호압사로 가는 조붓한 오솔길, 야트막

한 고개 하나를 넘던 그가 돌연 가던 길을 되돌아와 이렇

게 부탁했다.

“제가 꼭 찍히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조세현과 함께 걷는 둘레길을 동영상 카메라에 담으며 다

소 긴장하는 듯 보였던 제자뻘의 젊은 촬영감독은 이내 얼

굴이 편안해졌다. 그는 평소 교육 현장에서도 사진 찍는 

사람 스스로 모델이 되어 역할을 바꾸어보라고 강조한다. 

“오늘이 아니면 낙엽 쌓인 이 순간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

요. 날씨도 너무 좋아요.”

실제로 그와 함께 걸었던 날은 비 온 뒤의 스산하고 어둑한 

풍경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 있는 그대로, ‘자연의 빛’

이 좋다고 말했다. 카메라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모델 역할에만 충실하려고 했다. 

“늘 그리워하면서도 잊고 있던 것을 오늘 걸은 길이 일깨

워주었어요.”

조세현은 둘레길을 덮고 있던 낙엽들이 모두 부서지기 전

에 카메라를 들고 다시 산을 찾을 생각이다. 자신이 사진으

로 찍히고 싶었던 그곳에서 누군가의 눈을 오래 들여다볼 

것이다. 그의 렌즈는 사람들의 눈에서 영혼을 읽는다. 

모든 사람과 
평등하게 눈을 맞춘다  

서울시 홍보대사 사진가 조세현

늘 그리워하면서도 
잊고 있던 것을 
오늘 걸은 길이 

일깨워주었어요.

명사와 함께하는 서울둘레길은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TV.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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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길 따라 
쉴 곳을 찾아서

서울둘레길 6코스 안양천(석수역~가양역)

안양천은 의왕  군포  안양  부천  광명의 높고 낮은 산들에서 흘러나온 여러 

개울들이 모여 서울로 흘러들어온다  서울에서는 금천  관악  동작  구로  

양천  영등포  강서구 등이 모두 안양천의 유역이며  한강의 지류 가운데 

중랑천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석수역에서부터 가양역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6코스는 줄곧 안양천 물길과 함께 걷는다  물이 흐르는 대로  뒤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시간에 몸을 맡기고 겨울 천변을 따라 간다    

물길 따라 서울로 흘러들어온 사람들 

안양(安養)은 극락이나 서방정토와 같은 뜻이다. 마음 편

히 몸을 쉴 수 있다는 그곳. 고려 태조 때 삼성산에 들어선 

절집 안양사로부터 안양이라는 지명이 생겨났고, 안양천

은 그 땅을 가로질러 유유히 흘러온 물길이다. 지금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김중업박물관 자리에 천 년 전 안양사의 규

모를 짐작케 하는 주춧돌들이 남아 있다. 

둘레길 6코스는 석수역에서 안양천 둑방을 따라 걷기 시

작한다. 둑방 아래 둔치로 길게 이어진 자전거길과 갈대밭 

너머 물길을 건너면 광명시 소하동이다. 요절한 시인 기형

도의 <위험한 가계·1969>에 나오는 “방죽에서 나는 한참 

기다렸다. 가을밤의 어둠 속에서 큰누이는 냉이꽃처럼 가

늘게 휘청거리며 걸어왔다. 이번 달은 야근 수당까지 받았

어. 초록색 츄리닝 윗도리를 하나 사고 싶은데. 요새 친구

들이 많이 입고 출근해. (중략)” 같은 이야기들이 천변에 무

성한 풀들처럼 자라던 동네. 공장으로 가기 위해 안양천을 

건너다닌 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방죽에서 누이를 기

다리던 소년은 유고 시집만 남기고 떠났지만, 그 또래 사

내들은 초로의 가장이 되었다. 어린 누이들이 밤낮없이 불

을 밝히던 구로공단은 이제 가산디지털산업단지가 되어, 

이름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도 바뀐 지 오래다. 죽어서 떠오

를 물고기라도 있으면 반갑다고 할 만큼 오염이 심했던 안

양천에도 물새들이 자맥질하고 있다. 젊은 시절 차비를 아

낄 목적 말고는 좀처럼 걸을 일이 없던 이들도 이제 살을 

빼고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부지런히 천변을 따라 걷는다. 

물길 따라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것이다.

금천 한내를 따라 철따라 꽃길이 이어진다

금천구의 천변 풍경은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으로 이어진

다. 한강 이남의 서울이 모두 영등포구였다가 구로구(1980

년)와 금천구(1995년)가 분구 되고 안양천 너머는 광명시

가 되었다. 하지만 금천은 옛날부터 영등포구·구로구·

관악구·광명시 일대를 아우르던 오래된 이름이다. 삼국

시대에는 잉벌노현(仍伐奴縣), 고려 초에는 금주로도 불

렸다. 둘레길 5코스에서 만난 낙성대의 강감찬 장군 본관

이 바로 금주다. 

금천구를 지나는 안양천은 ‘금천 한내’라고도 부르는데, 둘

레길은 한내 장미원을 따라 이어진다. 장미원은 석수역에

서 금천구청역까지 서해안고속도로 고가 아래 만든 화단

으로, 서른 가지 이상의 ‘사계장미’가 봄부터 가을까지 백

만 송이 넘게 피고 진다고 한다. 길 위에는 한겨울인데도 

철모르고 피어 있는 장미 꽃송이들이 더러 눈에 띈다. 우리

들 인생이 비록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는 아닐지라

도, 맑은 물 흐르는 천변의 꽃길이라도 자주 걸어보면 어

떨까.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해줄 마음과 몸의 근육이 차오를 

테니까 말이다. 

이어지는 시흥대교에서 철산교까지도 이름난 꽃길이 기다

리고 있다. 시흥동 ‘벚꽃십리길’과 나란히 둘레길에도 벚꽃

서울둘레길

1 서울 남서부 지역의 대동맥인 안양천은 중랑천 다음으로 규모가 큰 한강의 지류다.   

2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안양천 둘레길 구간의 겨울 풍경.   3 광명시 하안동과 금천

구 독산동 사이에 놓인 안양천의 징검다리.1 3

2

서울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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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이어진다. 겨울 나목들 사이로 걸으면서, 봄날 그 곁

을 지나는 전동차 소리에도 파르르 몸을 떨며 꽃잎을 쏟아

놓았을 꽃길을 떠올려본다. 연분홍 꽃비가 쏟아질 때 다시 

올 수 있을까. 기약 없는 다짐을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처

럼 걸어두고 걸음을 재촉한다. 

둘레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는 빠르게 달리는 철길

과 자동차전용도로가, 왼쪽으로는 유유자적한 자전거길

과 물길이 흐르고 있다. 하류 쪽에는 김포공항으로 들고나

는 하늘길까지 머리 위로 겹쳐진다. 

천변으로 난 길에는 막힘이 없지만 속도만이 미덕인 길 위

에서는 종종 정체와 사고가 일어난다. 장미와 벚꽃으로 단

장을 한 둘레길이지만 철길 안전사고 경고 표지판이나 서

부간선도로의 정체된 차량들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걸어야 

한다. 그러나 왼편으로 흘러가는 안양천 물길과 둔치의 사

람과 자전거는 경쾌한 리듬을 타고 앞으로 나아간다. 과정

보다는 결과를 향해 빠르게 직선으로 나아가는 길이 매사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오직 두 다리의 힘만으로 걷거

나 뛰는 사람들이 묵묵히 일러주는 것 같다.  

목감천과 도림천을 만나 깊고 넓어지는 물길

18km에 이르는 안양천 코스의 중간 지점에 있는 구일역 앞

에서 둘레길의 쉼표와도 같은 스탬프를 찍는다. 구일역은 

1995년 안양천철교 위를 지나던 경인선 구로역과 개봉역 

사이에 만든 새 역으로 구로1동에서 이름을 따왔다. 구일

역 너머로는 2015년 11월에 문을 연 고척스카이돔의 은빛 

지붕이 저무는 햇살 아래 반짝거리고 있다. 구일역 역사가 

있는 안양천철교 아래쪽으로는 시흥시 목감동으로부터 흘

러온 목감천과 안양천이 만난다. 지금까지 광명시와 서울

의 경계를 따라 북쪽으로 흘러온 안양천은 목감천과 합류

하면서부터 천변 양안 모두를 서울의 품 안에 두고 흐른다. 

이내 깊고 넓어진 물줄기는 고척교와 오금교를 지나고 신

정교에 다다라 관악산에서부터 흘러온 도림천과 만나면서 

다시금 크게 몸집을 불린다. 둘레길은 도림천 합수부를 지

나면서 ‘영등포 수변둘레길’과 일부 겹쳐진다. 지나온 구로

구 구간에서는 ‘구로올레’와 포개지기도 했다. 안양천의 둘

레길은 이처럼 여러 자치구의 이름난 길과 길 사이를 조각

보처럼 잇다보니, 중간중간 둑방 위쪽과 아래쪽으로 여러 

차례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흙길에서부터 우레탄과 아스

팔트 포장도로까지 지나온 길의 표면도 다양하고, 벚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플라타너스 등 줄지어 늘

어선 길가 가로수의 표정도 자치구마다 변화무쌍하다. 

도림천 합수부를 지나자 물길도 둔치도 세력이 불어나고, 

천변의 아파트와 빌딩들 키도 훌쩍 높아졌다. 집 문을 열고 

나가 바로 산책할 수 있던 개울에서 일부러 나들이 삼아 찾

아가야 하는 곳으로, 천변에 대한 심리적 거리도 조금 멀

어지는 느낌이다.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 사이 

고수부지에는 물놀이장, 눈썰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같

은 놀이시설부터 소규모 축구장, 야구장 같은 체육공원들

이 잘 갖추어져 있다. 과거 안양천이 서울 남서부 공장지대

를 움직이는 산업의 동맥이었다면, 지금은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건강에 꼭 필요한 숨길처럼 보인다. 쌀쌀한 날씨에

도 천변에는 방한모와 마스크를 쓰고 걷는 사람들로 제법 

붐빈다. 

소금배가 드나들던 곳에서 한강과 만나다

오목교를 지나면서 물길은 동쪽으로 급하게 물굽이를 튼

다. 안양천 건너편에 목동아이스링크와 종합운동장이 보

이기 시작하면 저 멀리 북한산 산줄기도 눈길에 들어온다. 

한강이 멀지 않았다는 기별이다. 목동교를 지나면서부터

는 물길이 다시 서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북한산은 한강

에 다다라서야 다시 만날 수 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기아대교를 시작으로 그간 지나쳐 온 

크고 작은 다리들이 이정표처럼 길안내를 해왔다. 이제 남

은 다리는 한강을 목전에 둔 양평교, 양화교 그리고 올림

픽대로와 이어지는 염창교뿐이다. 이름에서부터 한강으로 

이어진 먼 바다의 냄새가 묻어나는 다리들이다. 양평교와 

양화교 모두 조선시대 3대 나루터 가운데 하나였던 양화나

루에서 비롯되었고, 염창교는 서해안 염전으로부터 한강

을 거슬러 올라온 소금을 보관하던 창고 때문에 생긴 이름

이다. 서울로 올라오던 소금배는 천변의 ‘누이와 소년’들보

다 아득한 전설이 되어버렸다. 

어둑어둑 이내가 깔리고 물길 위로 흔들리는 불빛들이 강

물에 스며들 무렵 드디어 한강이 모습을 드러낸다. 둘레길 

3코스에서 광진교를 건너며 마주친 강물을 안양천이 끝나

4 오목교에서 목동교에 이르는 안양천 주변은 철새보호구역으로 겨울 탐조 여행 코스로 인기가 있다.   5 목동 아이스링크와 종합운동장 앞쪽으로 안양천이 흐르고 있다.

는 곳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분명 같은 강물인데도 광활

한 바다를 만난 것처럼 가슴이 탁 트인다. 천변을 따라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왔을 뿐인데도 한강에 다다랐다는 사

실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난 

물줄기들이 한강으로 모여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유역을 가진 한강변에 팔도 사람들이 다

들 어울려 삶을 밀고 가는 것처럼 말이다. 

강 건너에는 북한산에서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북쪽의 우

람한 산줄기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다. 어느덧 가양대교에

도 무지갯빛 불이 켜졌다. 저문 강물 위로 서울의 불빛들이 

출렁인다. 둘레길 6코스는 한강을 따라 가양대교를 향해 

조금 더 이어지다가 염창나들목에서 황금내근린공원으로 

나와 가양역에서 끝을 맺는다. 그러나 강물은 서쪽으로 계

속 흘러간다. 강물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바다가 멀지 않았

기 때문이다. 

김선미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책으로 쓰고 있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산이 아이들을 살린다  등을 펴냈다.

4 5

6 버드나무 가로수가 늘어선 영등포 수변둘레길과 겹쳐지는 안양천 둘레길 구간.    

7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서 멀리 둘레길 7코스 시작점인 가양대교가 보인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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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휴일에는 짜릿한 홈런을!  

고척스카이돔 

서울둘레길 6코스인 안양천 구간은 석수역에서 시작해 구일

역을 지나 가양역에서 끝난다. 이 중 두 번째 역인 지하철 1호

선 구일역 인근에는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 화제를 모았

던 고척스카이돔이 자리하고 있다. 

구일역 1번 출구로 나와 고척교를 건너다보면 거대한 구름처

럼 역동적인 외양에  돔 전체가 은빛으로 빛나는 고척스카이

돔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곳은 휴일이 되면 각종 경기나 행사

가 열려 주민뿐 아니라 멀리서 경기를 보러 찾아오는 이들에

게 짜릿한 휴일을 선물한다.   

주소 구로구 경인로 430
홈페이지 www.sisul.or.kr/open_content/skydome 
문의 02-2128-2300    

신선들의 쉼터 

선유도공원

육지와 섬을 잇는 역동적인 곡선의 긴 다리를 건너면 무지개

를 가까스로 건너 신선들의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공간이 

펼쳐진다. 선유도는 양화대교 개통 이후 1968년 한강 개발

이 본격화되면서 섬이 된 곳이다. 이곳에 들어섰던 옛 선유정

수장 건축 시설물을 최소한의 개조 과정을 거쳐 공원으로 만

든 것이 지금의 선유도공원으로  건물 터와 숲의 자연스러운 

뒤섞임이 전형적인 공원에서는 볼 수 없는 묘한 인상을 준다. 

마치 폐허가 된 공간을 숲이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이어서인

지 이곳을 배경으로 웨딩 촬영을 하러 온 예비 부부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공원 안 풍경도 제각각이다. 녹색 기둥의 정

원  시간의 정원  물을 주제로 한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같

은 다양한 주제를 가진 공간이 볼거리를 제공해 시간을 들여 

천천히 걸어 다녀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주소 영등포구 선유로 343
홈페이지 parks.seoul.go.kr
문의 02-2631-9368 

영등포 올레길 속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도심 속 이상적인 숲길이 이

런 모습일까  싶을 만큼 넓은 대지에 펼쳐진 풍성한 수목이 

볼 만하다. 수초수로  생태연못  저습지  관찰마루  관찰로  

버드나무하반림  건생초지 등 공원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

록 시원하게 뻗은 여러 갈래의 길 외에 다듬어진 것은 없다. 

연못가에서 한가롭게 털을 고르고 있는 오리나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지저귀는 낯선 모습의 새들을 어렵지 않

게 볼 수 있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은 영등포 올레길 에 속하는 여의도 생

태순환길을 걸으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둘레길과는 다른 도

보여행을 해보고 싶다면 염창교에서 출발해 여의도를 한 바

퀴 둘러 나가는 여의도 생태순환길도 좋겠다. 

주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의 02-3780-0570 
여의도 생태순환길 총길이 11.3km(한강여의도공원 4.0km  샛강생

태공원 3.7km  한강양화공원 3.6km) 
영등포 올레길 문의 02-2670-3758(영등포구 푸른도시과 공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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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6코스인 안양천 구간은 산을 둘러가는 앞선 

길들과 달리 한강 지류인 안양천을 따라 걷기에 시원한 

풍경이 특징으로 꼽힌다  둘레길 주변의 가볼 만한 명소 

또한 천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안

양천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비껴갔던 모든 풍광이 한

강의 물길이 빚어놓은 자연의 풍요임을 깨닫게 된다  고

층 빌딩의 열기를 식히듯 넉넉히 자리한 숲은 시민들의 

일상에 여유를 선사한다     

안양천 품에 끼고  
서울의 숲을 거닐다
서울둘레길 6코스 안양천 구간 인근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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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 봄소식처럼   

봄 기별은 남녘으로부터 올라온다. 서울둘레길 7코스도 한강을 건너 북쪽으로 올라간다. 쓰레기 매립장이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난지도를 거쳐 잠시 불광천 변으로 이어지다가 봉산, 앵봉산 마루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 길을 따라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며 봄소식을 전해올 날도 머지않았다.

서울둘레길 문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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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른 한강 하구에서 가양대교를 건너다

강동에서 강서까지, 서울의 남쪽 지경을 돌아온 둘레길이 

가양대교에서 다시 한 번 한강을 건너 북으로 향한다. 하구

의 강물은 장엄하다. 서울 시계에서만 34개의 크고 작은 하

천이 강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이제 바다가 멀지 않았다. 

강물은 이내 행주대교를 지나 임진강과 뒤섞여 서해로 흘러

들 것이다. 

가양대교는 강서구 가양동에서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어진

다. 다리 이름은 옛날 공암나루가 있던 자리여서 공암대교

가 되려던 것이 주민들 반대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는 상암동은 과거 고양군에 속해 있을 때 수상리와 휴암이

란 지역이 합쳐져 생긴 이름이다. 가양동 역시 김포군의 가

마동과 고양리가 하나가 되어 탄생한 새로운 지명인 것을 

보면 두 곳 모두 경계에서 부침이 많았던 모양이다.  

    

쓰레기 산이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난지도 

가양대교에서 강을 건넌 둘레길은 난지도로 들어선다. 더 이

상 섬도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도 아닌 커다란 생태공원, 난

지한강공원·노을공원·하늘공원·난지천공원·평화의공

원으로 나뉜 월드컵공원 전체가 바로 오늘의 난지도다. 둘

레길은 제일 먼저 난지한강공원의 생태습지원을 따라 이어

진다. 자전거 행렬이 펼쳐지는 길 옆으로 강변 습지를 따라 

오직 걷는 이들을 위한 조붓한 길이 갈대와 부들 사이로 모

습을 드러낸다. 자유로를 질주하며 바람을 가르는 자동차 

소음만 아니면 도심 속에 이런 오솔길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습지원을 지나 자유로 아래를 통과하는 난지나들

목을 건너면 노을공원에서 하늘공원 쪽으로 둘레길이 이어

진다. 노을공원 정상부까지 지그재그로 뻗은 노을계단이 하

늘로 이어진 모습을 보면 이곳을 난지산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어 보인다. 난지도가 모래밭 위에 난초와 지초가 우거지던 

아름다운 섬이었다는 옛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었다. 난지

도를 둘러 흐르던 샛강을 막고 서울시의 생활 쓰레기를 쏟

아붓기 시작한 것은 1978년부터다. 그전에는 서울 여러 곳

에, 주로 하천변 같은 데에 매립장이 있었다고 한다. 조성된 

뒤 15년 동안 서울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 더미 위에 노을

공원과 하늘공원이라는 인공 산이 형성되었다. 쓰레기를 복

토해 만든 생태공원은 우공이 산을 옮긴 것만큼이나 놀랍

다. 악취와 침출수로 죽어가던 땅 위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

를 내린 풀과 나무들의 강인한 생명력도 눈물겹다. 현재 서

울 시민들의 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쌓이고 있다. 난지도처

1 남에서 북으로 한강을 건너는 서울둘레길 7코스가 지나는 가양대교. 

2 하늘공원 아래 메타세쿼이아 길 사이로 이어지는 둘레길.

3 하늘계단.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하늘공원으로 오르는 길이다. 

31

고 한다. 가양대교 둘레길은 고가 램프 위에서 두 차례나 횡

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다리 끝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각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등 걷기에는 다소 불편한 길이

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광활한 풍광은 그런 불편함을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너른 강물에 몸을 띄운 카약이 흘러

가는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이 보인다. 걸어

서 강을 건너는 일은 익숙한 풍경도 낯설게 만든다. 

다리 끝에는 정수리가 평평한 산처럼 솟은 난지도가 무심

한 듯 버티고 있다. 난지도의 원주민인 풀과 나무들은 다리 

이름이 무엇이든 관심조차 없다는 모습이다. 난지도가 있

2

서울둘레길 7코스 봉산~앵봉산 구간(가양역~구파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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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아름다운 섬이 이미 여럿 사라진 자리에 다시 현대인의 패

총 같은 산이 여기저기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둘레길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쳐 오른 하늘공원 메타세쿼이아 사이로 

이어지다가 하늘공원으로 오르는 하늘계단 아래서 증산로

를 가로지른다. 

불광천 물길 거슬러 물이 태어난 산을 향해   

평화의공원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지난 둘레길은 불광천 

변으로 내려선다. 본래 불광천은 난지도를 거쳐 곧장 한강

으로 흐르던 것을 1977년 난지도 제방 축조 공사 때 마포구 

성산동에서 홍제천에 합류하도록 물길을 틀었다. 굽이마다 

여울과 모래톱을 만들던 하천은 수변공원이 되어 반듯하게 

흐른다. 천변은 걷거나 달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늘 

붐빈다. 맑은 날이면 북한산을 품에 안 듯 마주 보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불광천은 옛날에는 연서내, 연신내, 까치내 등으로도 불렸

다. 조선 시대 때 이 부근에 연서역(延曙驛)이 있었기 때문이

다. 인조반정에 참여한 장단부사 이서(李曙)가 약속보다 늦

게 도착하는 바람에 인조가 애타게 신하를 기다렸다고 해

서 연신천(延臣川)이 되었다고도 한다. 불광천과 만나는 홍

제천 상류의 세검정 역시 반정을 주도한 이들이 이곳에서 칼

을 씻었다고 하니, 역사의 굽이를 틀어놓은 풍운아들의 사

연이 이 일대 지명에 스며 있는 셈이다. 둘레길은 증산역 방

향으로 ‘해 담는 다리’ 앞까지 천변으로 이어지다가 도로 위

로 올라가 증산동 마을을 통과한다. 이 다리 위에 서면 서울

시에서 선정한 ‘우수 조망점’답게 북한산의 우람한 산줄기들

이 손에 닿을 듯 다가선다. 응봉, 의상봉, 향로봉, 비봉, 승

가봉, 문수봉, 보현봉 등 11개에 이르는 북한산 봉우리를 모

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불광천은 그중 비봉 골짜기에서 

발원했다.  

붉은 봉산 팥배나무 숲 사이로  

둘레길은 증산체육공원을 거쳐 봉산 산마루로 향한다. 증산

은 비단 증(繒) 자를 쓰는데, 처음에는 산 모양을 따라 시루산

[甑山]으로 불렸다. 하지만 시루 밑으로 재물이 물처럼 빠져나

간다는 생각에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증산에서 봉산 산마

루로 가는 길은 고양시와 은평구 구산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

어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양쪽을 함께 내려다볼 수 있다. 

봉산은 정상에 있던 봉수대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봉산 산

악 기상관측소를 지나면 옛 봉수대를 재현해놓은 산정에 이

른다. 봉수대에서는 과연 북한산부터 북악산, 인왕산, 남산, 

안산, 청계산까지 훤히 내다보인다. 이곳에서 피운 횃불과 

연기는 안산에 있는 무악봉수대로 전해졌다. 이러한 신호 

체계는 12시간 안에 전국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봉

수대 뒤편 서남쪽으로는 둘레길이 지나온 가양대교와 노을

공원, 하늘공원 그리고 멀리 망월산, 행주산성까지 조망할 

수 있다. 봉수대 앞에는 이동통신 중계탑이 서 있다. 먼 산마

루를 지켜보며 횃불과 연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을 봉졸들을 

떠올리게 된다.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연결되는 스마트폰을 

손에 든 우리는 산정에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던 옛사람들

에 비해 더 잘 소통하고 덜 외로워졌는가. 

봉산 산마루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길 곳곳에는 팥알 모양

의 팥배나무 열매들이 무채색의 겨울 숲을 붉게 물들였다. 

오뉴월이면 팥배나무에서 배꽃을 닮은 흰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날 것이다. 봉산 팥배나무는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군락

지를 이루고 있어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앵봉산 너머 통일로를 가로질러 구파발로 

팥배나무 숲 아래 봉산의 동쪽 산기슭에는 세조가 스무 살

에 죽은 맏아들을 위해 세운 수국사가 있다. 그의 아들은 사

후에 덕종으로 추존되었고, 봉산 북쪽으로 이어지는 앵봉산 

서쪽 기슭의 서오릉에 묻혔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

한 막강한 군주에게도 어쩔 수 없는 애환이 있었을 것이다. 

서오릉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선 경릉이 덕종과 왕비의 묘다. 

봉산에서 내려와 다시 앵봉산으로 올라가려면 은평구에서 

고양시로 넘어가는 서오릉로의 벌고개를 건너야 한다. 풍수

상 경릉의 ‘좌청룡’ 자리인 벌고개가 너무 낮아서 허물어질 것

을 두려워해 함부로 지나다니는 자들에게 큰 벌(罰)을 내렸

다고 한다. 그런데 뒤에 지명이 벌[蜂]고개로 바뀌면서 경릉 

터를 잡은 지관이 벌에 쏘여 죽었다는 전설도 덧붙여졌다. 자

동차 도로가 뚫린 벌고개는 이미 완만한 구릉이 된 지 오래

고, 고양시와 경계에는 서울 북방 경계 지점이 으레 그러하듯 

육중한 콘크리트로 만든 전차 방호벽이 들어서 있다. 오늘 

우리에겐 살풍경한 분단의 현실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 아

닐까. 앵봉산은 효경산, 매봉, 서달산 등으로도 불린다. 

둘레길은 앵봉산의 서쪽 기슭 서오릉의 경계를 따라 오르

고, 정상에서 은평뉴타운으로 내려간다. 산줄기는 불광동 

박석고개에서 향로봉을 거쳐 비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봉

산에서 시작해 앵봉산까지 걷는 동안 시야가 트이는 곳마다 

북한산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느낌이다. 앵봉산이 서울의 북

쪽방어선이라는 사실은 산을 내려와 건너야 하는 도로의 통

일로라는 이름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통일로를 건너면 7코스의 마침표를 찍는 구파발역이다. 봉

산의 봉수대가 변방의 동태를 빠르게 도성으로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파발은 중앙정부의 공문서를 지방으로 전달

하는 수단이었다. 역에서 기운을 정비한 파발마들이 평양, 

의주 등 거침없이 북쪽 벌판으로 내달리던 광경을 상상해본

다. 힘 좋은 파발마들이 머물던 구파발역은 지금 지하철 3호

선 서울시 구간의 마지막 역이다. 통신수단은 빛처럼 빨라졌

는데, 끊어진 봉수와 파발처럼 단절된 북쪽으로 가는 길은 

아직 너무 멀다. 그래도 봄 기별은 변함없이 북상할 것이다.

김선미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삶의 이야기를 꾸준히 

책으로 쓰고 있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산이 

아이들을 살린다> 

등을 펴냈다.    

오뉴월이면 팥배나무에서 배꽃을 닮은 흰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날 것이다. 

봉산 팥배나무는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넓은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 평화의공원과 

서울월드컵경기장.

2 봉산에 대규모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팥배나무의 열매. 

늦봄에는 배꽃을 닮은 

흰 꽃이 무리 지어 

핀다. 

3 불광천 변을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은 

북한산을 마주 보며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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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사원 자태의 왕실 원찰

수국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금으로 칠한 황금 

법당이 있는 곳이다. 1459년 세조 5년에 왕명을 

받들어 창건했고, 1471년 인수대비의 지시로 

중창했다. 수국사는 왕실의 비호를 받았으며, 서울과 

가까운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 정인지·최항 등 이름 

있는 학자와 문필가들이 이곳을 찾아 많은 글을 

남겼다. 황금보전 법당은 외9포, 내15포, 108평 

규모에 청기와로 이루어진 전통 목조 법당이며, 기와를 

제외하고 법당 안팎을 100% 순금으로 개금불사했다. 

황금보전 앞에는 연못을 조성해 물에 비친 황금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소 은평구 서오릉로23길 8-5 

홈페이지 suguksa.org 문의 02-356-2001

도심 속 평화로운 생태 낙원

난지한강공원

난지도는 50여 년 전만 해도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1978년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서 망가졌다가 

생태 환경 복원을 통해 난지한강공원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도심 

속 자연에서 피크닉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난지캠핑장과 

쓸모없던 습지에 강물을 유입하고 탐방로를 만든 생태습지원은 

몸과 마음의 힐링을 돕는다. 습지원 입구의 난지한강공원 

수변생태학습센터 옥상에서는 한강과 습지원이 이룬 아름다운 

풍광도 감상할 수 있다. 동그란 원형 탐방로인 ‘링 워크(Ring 

Walk)’를 따라 돌면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가양대교, 아파트가 

즐비한 강변 풍경이 펼쳐진다. 

탁 트인 경치 속의 하늘 산책 

하늘공원

지상과 하늘공원을 지그재그로 연결한 291개의 계단을 

오르면 서울의 풍광이 한눈에 펼쳐진다. 북쪽으로는 

북한산, 동쪽으로는 남산과 63스퀘어, 남쪽으로는 

한강,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보인다. 빼어난 조망 

조건을 살려 경사진 면에 전망대를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쉬고 머물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설치했다. 하늘 높이 

솟은 메타세쿼이아길과 희망의 숲길에서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다. 바람에 흔들리는 드넓은 억새밭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면 하늘공원의 대표 조형물인 ‘하늘을 담는 

그릇’에 올라가면 된다. 

아름다운 노을과 서울 야경  

노을공원 

하늘의 노을은 붉게 

타오르고, 어둠에 잠기기 

시작한 도시의 인공조명이 

무지갯빛 은하수를 이룬다. 

노을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볼 수 

있고 조각 작품, 전망 덱,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문화·예술 공원이다. 노을 카페, 

어린이 놀이 공간, 파크 골프장, 가족 캠핑장 등을 갖춘 노을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생태 문화 공원으로 거듭났다. 또 노을공원은 고라니, 삵,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 생태 보고로 꼽힌다. 

홈페이지 월드컵공원 worldcuppark.seoul.go.kr 

문의 02-300-5501~2(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둘레길 명소

서울둘레길 7코스

생태 숲과 억새밭 따라 걸으며 자연과 하나 되다

가양역에서 월드컵공원-불광천-봉산-앵봉산을 지나 구파발역으로 연결되는 서울둘레길 

7코스는 주로 산 능선의 숲길을 따라 조성되었다. 산 능선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 난지한강공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수국사, 불광천, 봉수대 등 코스 안에는 매력적인 볼거리가 많다.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쉬면서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황금 사원에서 소망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둘레길 7코스 봉산~앵봉산 구간 인근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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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문화 읽기

맑은 물 넘치던 화계로 가는 흰구름길 

사대문 안을 ‘시내’로 칭하던 시절에 비하면 서울은 무척 넓

어졌다. 동서남북, 강 건너로도 밀집 주거지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산과 도봉산은 서울의 정점이다. 숱한 세

월이 흘러도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온 한북정맥이 한강 북쪽

에서 도봉산 북한산으로 솟구쳐 서울의 진산이 된 것도 변

함없다. 성북구를 거친 둘레길은 솔샘길에서 흰구름길로 접

어들며 강북구로 이어진다. 시내에서 혜화문 넘어 삼선교 돈

암동부터 의정부와 만나는 서울 동북부는 모두 성북구였다. 

1973년 도봉구가 분리되고, 여기서 1995년 미아동·번동·수

유동·우이동 등이 다시 강북구로 분구되었다. 북한산에 기

댄 자치구는 여럿이지만 역시 강북구가 북한산에 종주 의식

을 가질 만하다. 3개의 뿔처럼 우뚝 솟은 인수봉, 백운대, 만

경봉이 이룬 삼각형은 이 산이 삼각산으로도 불린 이유를 확

인하게 해주고, 예나 지금이나 우이동이 대표적인 북한산 등

산로 초입인 점도 그렇다.    

흰구름길은 빨래골에서 수유동 쪽으로 이어진다. 계곡물에 

흰 빨래를 주무르며 시름도 걱정도 씻어냈을 옛사람들의 눈

길이 가 닿았을 산봉우리와 계곡을 떠올려본다. 빨래골에서 

길을 건너 오르막을 올라가면 이내 구름전망대를 만날 수 있

다. 이곳에서 칼바위능선부터 인수봉까지 이어지는 북한산 

주 능선과 이웃한 도봉산의 오봉, 만장봉, 자운봉까지 예사

길을 여는 도봉산, 
다시 처음으로 가는 길

서울둘레길 종주의 마지막 구간은 북한산을 지나 도봉산 자락에서 마무리된다. 

높고 큰 암봉을 우러르며 인체에 빗대자면 발등께에 해당하는 산자락을 골골이 넘나드는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첫발을 뗀 도봉산역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 

그곳에는 또 다른 출발점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둘레길 8코스 북한산 4·5 구간 빨래골~도봉산역

롭지 않은 서울의 눈부신 바위들을 바라볼 수 있다. 둘레길 

아래쪽은 오밀조밀 크고 작은 집이 모여 있는 일상의 공간이

지만 산 쪽은 신의 거처인 양 구름을 이고 있는 산정의 광경

이 시공을 초월한 공간처럼 그윽하다. 서울둘레길은 이렇게 

서울의 둘레면서 일상의 변두리다. 그래서 둘레길을 걷다 보

면 비로소 중심을 낯선 눈길로 돌아볼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고 묵묵히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이 길의 미덕이

다. 뜬구름처럼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전망대를 내

려오면 길은 화계사에 다다른다. 화계사는 조선 시대 말에는 

‘궁절’이라 불릴 만큼 왕실 사람들의 출입이 잦아서, 인근 빨

래골로 궁녀들이 빨래를 들고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에도 고

개를 끄덕이게 된다. 흥선대원군의 친필이 걸린 명부전뿐 아

니라 가람마다 대가의 글씨가 담긴 현판이 걸려 있는 것으로

도 유명하다.  

진달래능선 아래 솔숲으로 이어지는 순례길

화계사를 지나면 둘레길은 통일교육원 앞에서 잠시 산길을 

벗어난 뒤 순례길로 이어진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묘

소와 4·19 민주묘역까지 격랑이 일던 우리 근현대사에 뜨

거운 흔적을 남긴 선열을 떠올리며 걷게 되는 길이다. “죽어

도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다. 그릇 살

면 죽음만 같지 못하고 잘 죽으면 도리어 영생한다. 살고 죽

는 것이 다 나에게 있나니 모름지기 죽고 삶을 함께 알지어

다.” 이 구간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준 열사 묘역에 새겨

진 글귀다.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 파견된 그는 조국의 운

명을 국제사회에 하소연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일제의 방해

로 뜻대로 되지 않자 할복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네덜란드

에 있던 그의 유해를 북한산 양지바른 기슭으로 옮긴 것은 

1963년의 일이다. 왕릉 앞에나 있을법한 홍살문까지 세우며 

당시 정부는 열사의 묘를 치장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조차 

망국의 치욕과 통한의 기록을 희미하게 지우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열사는 어떤 눈길로 지켜보고 있을까. 

순례길은 북한산 진달래능선 아래 양지바른 산자락이다. 굳

이 순례길이라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해마다 4월이 되면’ 진

달래 꽃길을 순례하는 이들이 꾸역꾸역 몰려든다. 길은 이

내 우이동 솔밭근린공원을 지나는 솔밭길로 접어든다. 덕성

여대 맞은편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한 솔밭공원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뻔했으나 2004년 서울시와 강북구에서 사유

지를 매입해 가까스로 벌목을 피하고 근린공원으로 살아남

았다. 솔밭공원에서 새 떼처럼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

리를 들으면 주택가에 섬처럼 남아 있는 솔숲이 새삼 고맙

다. 소나무 숲길은 산자락 끄트머리 손병희 선생 묘소를 지

나 등산객으로 붐비는 우이동 등산로 들머리에서 잠시 숲을 

빠져나온다.
4

32

1

서울둘레길 8코스

1 흰구름길 구름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산과 도봉산.

2 흰구름길이 지나는 강북구 

수유동의 화계사. 

해외 포교 활동이 활발한 

국제선원이 있다. 

3 소나무 1,000여 그루가 

우거진 우이동 

솔밭근린공원에서 솔밭길이 

이어진다. 

4 순례길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이준 열사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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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서 도봉산으로, 사연 많은 왕실 묘역 따라

우이동에서 미아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삼양로다. 삼각

산 아래 양지바른 동네 삼양동, 서울이 무한 팽창하던 

1960~1970년대 대표적인 달동네의 지명은 이제 길 이름으

로만 남았다. 더는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삼양로 북쪽은 북한

산과 도봉산 사이로 경기도 양주시 교현리에 닿는 우이령으

로 뻗어 있고, 두 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은 우이천으로 모

여 강북구와 도봉구를 가르며 중랑천을 향해 흘러간다. 우

이동에서 삼양로 건너 방학동 야트막한 산자락을 오르면 왕

실묘역길이 시작된다. 방학동 원당마을에는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 서른한 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연산군의 묘

가 있다. 글씨와 그림에 능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빼어났다

는 젊은 군왕을 무너뜨린 것은 상처와 분노였을 것이다. 왕

릉이 되지 못한 연산군 묘 앞에서 잠시 다리를 쉬다 보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불교 경전을 떠올리게 된다. 처음 

상처는 타인이 입힌 것이지만 몸과 정신을 무너뜨리며 스스

로에게 화살을 쏜 것은 분노에 사로잡힌 자신이었을 테니 

말이다. 연산군 부부의 묘 아래 태종의 마지막 후궁 의정궁

주가 묻혀 있고, 그 아래에는 연산군의 딸과 사위 묘가 있다. 

의정궁주 역시 이미 늙은 태종의 비로 간택되었으나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과부가 된 비운의 주인공이다. 누구나 제 몫

의 고난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겠으나 왕실의 영화가 화려

한 만큼 드리운 그늘도 그만큼 짙고 깊었을 것이다. 연산군 

묘 앞에는 550세도 더 된 은행나무가 방학동 아파트 숲을 

배경으로 장엄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서울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성균관 명륜당 은행나무 다음으로 오래된 나무다. 

나이로 보아 인근에 의정궁주 묘가 들어선 1454년경에 심은 

것 아닐까 추측된다. 옛사람들이 아들을 점지해달라거나 산

모의 젖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빌던 나무라는데, 1990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근처에 있던 암그루를 벤 뒤 나무

는 홀아비 신세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홀로 남은 수나무

라도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끝에 새로 짓던 아파트 

단지 설계를 변경하고 주변 빌라를 철거해 주변을 원당샘공

원으로 만들었다. 공원에서 나오면 왕실묘역길 끝자락에 세

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와 남편 양효공 안맹담의 묘도 있다. 

총명했던 정의공주는 한글 창제에도 공헌했다고 한다.

근심 없는 골짜기, 무수골 너머 도봉을 나오다

둘레길은 사연 많은 무덤을 뒤로하고 시루봉 기슭을 따라 

도봉산 우이암과 보문능선 사이에 있는 무수골을 향해 이

어진다. 무수골은 ‘물골[水谷]’에서 유래한 지명일 텐데, 사

람들은 ‘근심이 없는(無愁) 골짜기’라는 뜻으로 기억하고 싶

어 한다. 산굽이를 돌아들 때마다 나무 사이로 도봉산 바위 

봉우리들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왔다 사라졌다 한다. 마침 능

선 전망이 시원한 지점에 나선형 계단을 쌓아 올린 두 기둥

을 연결한 쌍둥이전망대가 우뚝 솟아 있다. 장쾌하게 솟구

친 도봉산 암봉들이 봄볕을 튕겨내며 희부연 꽃처럼 빛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서울의 진산은 북한산이지만 경

복궁의 주산인 북악산 산줄기는 도봉산에서 시작된다. 그래

서 도봉(道峰)이라는 이름을 조선 왕조의 길을 연 봉우리라 

풀이하기도 한다. 길은 야트막한 산자락을 넘나드는 숲길 

끝에서 도봉사, 능원사 일주문 앞 넓고 평탄한 길을 따라 내

려가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산을 빠져나간다. 터벅터벅 도

봉산 들머리를 걸어 내려오다 보면, 이 산자락에서 닭을 키

우며 살던 시인 김수영이 떠오른다. 도봉계곡 입구에는 그의 

시 ‘풀’을 새겨 넣은 시비도 서 있다. 도봉산에서 쏟아져 내려

온 등산객들이 식당마다 왁자하게 이야기판을 벌이고 있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받은 자잘한 상처로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결국 ‘바람보다 먼저 웃는’ ‘풀’ 같은 이웃들. 그들이 

지나온 북한산과 도봉산을 힐끔 뒤돌아보고 도봉산역 너머

에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듯 서 있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다

시 만난다. 이제 둘레길은 서울을 한 바퀴 다 돌았다. 그새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세 번 바뀌고, 세상에는 또 많은 사연

이 피어나고 스러졌다. 사람들은 다시 그 길 위에 새 길을 내

며 저마다의 삶을 밀고 가고 있다.   

1 왕실묘역길이 지나는 방학동 원당마을에 있는 연산군 묘역.

2 우이령 남쪽 북한산과 도봉산 골짜기로 흘러내려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로 흐르는 우이천.

3 연산군 묘역 앞을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수령이 오래된 나무다.    

4 무수골로 가는 둘레길 중 방학동길 구간에 있는 쌍둥이전망대는 도봉산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다.

5 근심이 없는 골짜기라는 뜻의 무수골에 조성된 생태체험학습장에서 바라본 도봉산.

김선미 자연과 

사람에게서 배우는 

삶의 이야기를 꾸준히 

글로 쓰고 있다. 

<소로우의 탐하지 

않는 삶>, <외롭거든 

산으로 가라>, <산이 

아이들을 살린다> 

등을 펴냈다.    

3

41 2 5

왕릉이 되지 못한 연산군 묘 앞에서 잠시 다리를 쉬다 보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불교 경전을 떠올리게 된다. 처음 상처는 타인이 입힌 것이지만 몸과 정신을 무너뜨리며 스스로에게 

화살을 쏜 것은 분노에 사로잡힌 자신이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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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중, 시에 대한 열정을 만나다  

김수영문학관 

2013년에 개관한 문학관으로 1960년대 한국 

문학의 시적 양심으로 평가되는 김수영 시인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 김수영문학관이 

위치한 도봉구에는 김수영의 생가 터와 묘가 

있다. 문학관은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 위치하는 제1전시실에서는 김수영 

시인의 연보와 작품, 시대 배경과 관련한 자료를 함께 전시해 시인의 

작품을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그 밖에 각종 문학 자료와 기록을 보존하는 수장고, 사무실이 

위치한다. 2층 제2전시실은 김수영의 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공간으로, 그의 삶과 일상에서 남긴 자료를 통해 시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작은 도서관과 아동 열람실, 

세미나와 시 낭송회 등을 위한 대강당이  있다. 

주소 도봉구 해등로 32길 80 문의 02-2091-5673

민주주의 발원을 기리는 성지 

국립4ㆍ19민주묘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부정과 부패, 독재 권력에 항거하다 

희생된 이들이 잠들어 있는 성소다. 묘역, 참배로, 유영 봉안소, 

기념관, 다목적 광장, 연못, 주차장 그리고 잔디밭과 산림, 기념탑을 

비롯한 11종의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한가운데 자리한, 

4·19혁명의 기상을 상징하는 높이 약 2m의 탑주, 영정과 위패를 

모신 유영 봉안소, 4·19탑, 상징문, 상징 조형물로 이루어졌다. 

진입로 앞에 세운 ‘민주의 뿌리’는 기둥 9개로 구성된 화강암 

조형물로, 이곳이 민주주의 발원지임을 뜻하고, 중앙 양측에 마련된 

청동 재질의 ‘자유투사’는 독재 정권에 맞서는 모습을 담았다. 

화강암 재질의 ‘정의의 불꽃’은 높이 9m의 불꽃 형상으로 

4·19 정신을 뜻한다. 

주소 강북구 4·19로8길 17 문의 02-996-0419 

영험한 마애불이 있는 천년 사찰 

도선사 

신라 말 유명한 도승 도선국사가 명산승지를 두루 답사하다 

삼각산에 이르러 산세가 절묘하고 풍경이 청수해 이곳에서 천년 후 

말세 불법이 재흥하리라 예견하고 건립한 사찰이다. 도선국사는 

또한 신통력으로 옆에 우뚝 서 있는 큰 바위를 반으로 잘라 

그 한 면에 약 9m에 달하는 관세음보살상을 주장자로 새긴 후 

사찰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된 

이 석불은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새벽부터 찾는 이들로 늘 붐빈다. 

석불 앞에는 석탑과 석등이 있다. 대웅전 옆 뜰에는 보리수가 

있는데, 2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온 고승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주소 강북구 삼양로 173길 504 문의 02-993-3161

아름다운 산길에서 만나는 역사

물길과 흙길, 숲길, 마을길로 이루어진 북한산 둘레길은 코스에 따라 특징이 다양하다. 북한산 코스 중 소나무숲길, 순례길, 

흰구름길은 북한산 둘레길의 베스트 구간이라 불러도 될 만큼 인기가 좋다. 경사가 평탄하고 나무 덱이 깔려 있어 남녀노소 부

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하다. 이준 열사와 손병희 선생 등 12기의 독립 유공자 묘역, 계곡과 어우러진 숲을 걸을 수 

있다. 또 국립4·19민주묘지도 이 코스에서 볼 수 있으며 근처에는 김수영문학관이 자리한다. 북한산 둘레길 21구간 중 마지

막 구간이자 북한산을 가로지르는 우이령길에서 봄을 맞아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만끽해보자. 

서울둘레길 8코스 북한산생태숲공원 흰구름길 시작점~도봉산역 

자연 생태계가 보존된 아름다운 길   

우이령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과 경기도 양주시 교현리를 연결하는 작은 산길을 일컫는 

이곳은 도봉산과 북한산 경계에 자리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군사적인 이유로 무려 40년 가까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온 지역이라 자연 

그대로의 싱싱한 생명력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경기도 양주와 서울 강북구는 

북한산과 도봉산으로 막혀 있다. 그래서 한참 돌아가야 하지만 우이령을 이용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통해 

예약하면 탐방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숲길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하루 탐방객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한다. 우이령길은 전체 6.8km다. 그중 북한산국립공원 

우이탐방지원센터에서 교현탐방지원센터까지 약 4.5km가 본격적으로 숲길을 

걷는 구간이다. 우이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1시간 남짓 걸으면 오봉산 석굴암 

표지판이 나온다. 우이령길에서 살짝 샛길로 빠져야 하는 곳이지만 웅장한 

산자락을 병풍 삼은 사찰의 풍경이 아름다우니 잠시 걸음을 돌려도 좋다. 

이름 그대로 커다란 바위 아래 석굴을 파고 나한을 모신 이곳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주소 강북구 삼양로181길 349(우이탐방지원센터) 문의 02-998-8365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둘레길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기사는 <서울사랑> 홈페이지

(love.seoul.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