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 채우고 부릉

눈 내린 덕유산. 해발 1,520m 설천봉까지 곤돌라를 타고 오를 수 있다. 

잊지 못할 겨울 여행길 

무주
겨울 여행의 진수를 경험하려고 전북 무주로 떠난다. 새하얀 눈꽃 

송이로 가득한 덕유산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흥분된다. 

스키나 보드 마니아라면 두세 번 여행 계획을 세울 만하다. 입이 

즐거운 식도락 여행에도 제격이고,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 

여행을 계획한다면 태권도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자. 

글 편집실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으로 향하는 길. 설천봉에서 20여 분만 더 걸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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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이 활짝 핀 덕유산

겨울 여행의 목적지로 무주를 떠올리는 이유는 덕유산 때문이다. 

겨울 레포츠를 좋아하지 않아도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덕유산 

절경은 꼭 한번 경험해볼 만하다. 새해 새롭게 다짐하며 향적봉에 

올라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다. 

무주로 향하는 길, 매서운 날씨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울렸지만 

충분히 감내할 자신이 생겼다. 오히려 며칠 전 내린 눈 덕분에 새하얀 

설원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커졌다. 덕유산 리조트 입구에 도착해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의 생기 넘치는 표정을 마주하니 ‘스키든 

보드든 진작 하나라도 배워놓을걸’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곳 스키장은 난이도에 따라 코스가 다양해 남녀노소 누구라도 

실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겨울 레포츠에 도전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산에 올랐다. 덕유산에는 관광 곤돌라가 있어 정상 

아래 설천봉까지 쉽게 오를 수 있다. 곤돌라를 타고 해발 1,520m 

설천봉까지 꼬박 20분이 걸린다. 설산을 가로질러 오르는 길, 황홀한 

겨울 왕국의 풍광을 놓치지 않으려 시선이 분주하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감탄사도 절로 나온다. 설천봉에서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까지는 

20여 분만 더 올라가면 닿을 수 있다. 발밑에서 뽀드득거리는 눈길을 

야무지게 밟으며 해발 1,614m의 정상에 올랐다. 누군가 일부러 

뿌린 것처럼 나무마다 하얀 눈꽃 송이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말라 있는 고목에도 눈송이가 내려앉으니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해사해 보인다. 멀리 내다보니 어깨를 기댄 이름 모를 

산이 끝없이 이어져 낭만을 더한다. 겨울 덕유산의 명성을 실감할 수 

있는 풍경이다.

무주를 추억할 또 다른 즐거움 

무주호를 따라 드라이브하는 것도 겨울 무주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바깥 날씨는 매섭지만 굽이굽이 산자락에 둘러싸인 모습이 

포근하게 느껴져 추위도 잊게 한다. 특히 무주양수홍보관 주변에서 

적상산을 마주하는 풍광은 사진으로 담아 두고두고 간직할 만하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면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여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적상산은 우리나라 명산 중 하나다. 겨울에는 비록 

산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무주호와 어우러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잊지 못할 감동을 준다. 

무주호 인근에 무주 특산품인 산머루 와인을 체험할 수 있는 

머루와인동굴이 있다. 무주는 산지가 많고 날씨가 서늘해 예부터 

질 좋은 산머루 산지로 명성이 높다. 이 특산품으로 만든 와인을 

숙성하고 저장하는 머루와인동굴에서는 와인을 직접 시음하고 

판매하는 매장과 와인을 이용한 족욕장이 있어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산머루 와인 외에 무주에서 꼭 먹어볼 음식은 어죽과 

민물매운탕이다. 금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넣고 푹 끓인 어죽은 

이곳에서 즐겨 먹는 향토 음식. 식욕이 없을 때라도 뜨끈한 어죽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 기운이 난다.

무주를 대표하는 명소 중에는 태권도원도 있다. 드넓은 공간에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경기장과 우리 태권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체험관이 조성돼 있다. 시간 맞춰 방문하면 하루 

두 번 펼쳐지는 태권도 시범 공연도 볼 수 있다.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꼭 들러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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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적봉에서 바라본 일출. 덕유산은 일출 명소로 손꼽힌다. 

2 태권도원에는 경기장과 박물관, 체험관, 모노레일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3 무주 특산품인 산머루 와인을 체험할 수 있는 머루와인동굴. 

4 덕유산에 위치한 스키장은 난이도에 따라 코스가 다양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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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덕유산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59

 063-322-3174

적상산과 무주호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788

      (무주양수홍보관)

 070-4000-2143

머루와인동굴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359

 063-322-4720

태권도원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063-3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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