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채우고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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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참 예쁘다

단풍도 하늘도 바람도 참 예쁜 가을이 어느새 떠날 채비를

단양

추억할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자연을 벗 삼아 거닐 산이 있고,

하고 있다. 떠나가는 계절을 붙잡는 최고의 방법은 두고두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멋진 풍광이 펼쳐지는 곳, 단양을 찾았다.
곱게 물든 단풍과 도담삼봉을 비춘 따스한 햇살, 사인암의 비경과
온달관광지의 이야기, 해 질 녘 양방산 전망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첩 가득 담았다. 마늘 풍미 가득한 먹거리는 조만간 다시 단양을
찾을 이유가 되었다.
글 편집실

마늘 풍미 가득한 떡갈비. 단양구경시장에서 마늘로 맛을 낸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단풍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보발재 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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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의 절정

이야기가 깃든 여행

울긋불긋 절정을 맞은 단풍은 단양 여행의 발걸음을 더 황홀하게

사인암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둘러싸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 같은

한다. 볼거리가 많은 소백산과 월악산국립공원, 단양과 제천의

형상에 오색 단풍이 어우러진 비경은 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경계에 위치한 금수산,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이름을 올린 도락산

한다. 조선시대 최고의 화원으로 인정받은 김홍도가 사인암을

등 단양에는 가을 여행을 풍요하게 해줄 명산이 많다. 코스 선택지가

그리려고 붓을 잡았다가 1년여를 고민했다는 이야기는 이곳의

많아 ‘등린이’라도 한 번쯤 도전할 만하다. 백암산이라고도 불리던

매력을 대변한다. 김홍도뿐 아니라 수많은 옛 문인이 아름다움을

금수산은 퇴계 이황이 단양 군수로 부임했을 당시 마치 비단옷에

칭송하며 시구와 글씨를 새겨놓은 흔적이 하늘을 향해 쭉 뻗은

수놓은 것처럼 단풍이 아름답다고 해 이름이 바뀌었을 만큼 빼어난

암벽 위에 선연하게 남아 있어 멋을 더한다. 온달관광지로 향하면

가을 절경을 선사한다. 도락산은 장중한 바위 사이사이에 우람한

고구려의 명장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위엄 있는 멋이 느껴진다. 등산

온달전시관과 온달오픈세트장, 온달산성, 온달동굴 등을 돌아볼

마니아에게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코스는 다리안관광지에서 출발해

수 있다. 입구 세트장은 <천추태후>, <연개소문>, <육룡이 나르샤>,

비로봉과 국망봉을 지나 늦은맥이를 거쳐 내려오는 코스다. 구슬땀을

<태왕사신기> 등 재미있게 본 사극 촬영지여서 더 흥미롭다. 드라마

식혀주는 다리안계곡과 어의계곡의 투명한 물에 비친 단풍은 가을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러 온 듯 옛

산행의 낭만을 더한다. 산행에 하루를 꼬박 투자해도 후회하지

소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유가 있으면 왕복 1시간 30분

않았겠지만 더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 욕심에 도담삼봉으로

정도 소요되는 온달산성을 산책하는 일정도 추천한다. 온달산성은

발걸음을 옮겼다. 단양팔경을 대표하는 명승지 도담삼봉은 남한강

고구려와 신라의 전투가 치열했던 전적지이자 바보 온달과

상류 한가운데에 바위 세 개가 우뚝 솟은 섬이다. 조선의 개국공신

평강공주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온달산성에 오르면 멀리

정도전이 자신의 호인 삼봉을 이곳에서 취했다고 전해질 만큼

남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전망에 피로와 스트레스까지 싹

정도전에 관한 전설과 역사적 사실이 혼재하는 흥미로운 장소다.

풀리는 기분이 든다.

신비로운 자태의 섬과 그 안에 놓인 정자 그리고 남한강이 휘돌아

출출한 배를 채우려고 찾은 단양구경시장에서는 단연 마늘이

흐르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운치를 자아내 사진가가 즐겨

주인공이었다. 통마늘 닭강정과 마늘떡갈비, 마늘만두, 마늘순대….

찾는 명소로도 유명하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유람선이나

관광객의 미각을 사로잡는 유명한 메뉴에는 마늘이 빠지지 않는다.

황포돛배, 모터보트를 타고 그림 같은 풍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단양 마늘은 석회암 황토밭에서 자라 맵고 단단하며 저장성이 좋은

특별한 추억이 된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는 수고로움이

것으로 유명하다. 저물녘 양방산 전망대에 오르면 단양 여행의

필요하지만 석문에 오르면 또 다른 환상적인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대미를 후회 없이 장식할 수 있다. 붉은 석양이 드리운 산등성이와

석문은 남한강을 바라보는 언덕에 커다란 구멍을 뚫은 것 같은

도시 풍광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두고두고 단양의 멋진 가을을

형상의 돌문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추억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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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도담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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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을 이룬 단양. 가을 여행을 풍요하게 해줄 명산이 즐비하다.
2 붉은 석양이 드리운 양방산. 활공장이 있어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수 있다.
3 깎아지른 절벽과 단풍이 어우러져 한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사인암.
4 단양팔경을 대표하는 명승지 도담삼봉. 바위 세 개가 우뚝 솟은 모습이 신비롭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
043-421-3796

4

석문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33
043-422-3037(도담삼봉관광안내소)

사인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2길 42
043-422-1146

온달관광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043-423-8820

단양구경시장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5길 31
043-422-1706

양방산 전망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50
043-420-3035(단양군관광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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