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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백운계곡…경기 북부 최고의 단풍 계곡 
포천 백운산은 산림청이 100대 명산으로 꼽을 만큼 수려

한 산세를 자랑한다. 광덕산·국망봉·박달봉과 같은 높은 봉

우리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산군을 이루고, 절벽이 많

아 계곡의 볼거리를 더해 산꾼들에게는 이미 유명하다. 

사계절 아름답지만 가을이면 붉게 지는 단풍 비가 산 곳

곳을 물들인다. 험난한 산행을 원치 않는다면 백운계곡 관

광단지 쪽을 들머리 삼아 천천히 백운계곡을 끼고 올라야 

가장 무난한 단풍 길이다. 

한탄강 지질공원의 일부인 백운계곡은 백운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모여 이룬 10km의 골짜기

다. 계곡 입구엔 천년고찰 흥룡사가 있다. 단풍 옷을 입은 

산을 배경으로 안겨 있는 사찰을 감상하며 경내를 한 바퀴 

둘러봐도 좋다. 이곳에는 세종대왕의 친필이 보관돼 있어 

보는 의미도 있다. 

발길을 돌려 계곡을 따라 산을 오르면 비로소 단풍이 익

어가는 길이 열린다. 선유담과 금광폭포·취선대 등 곳곳에 

물이 조각해 놓은 작은 연못과 폭포가 있어 심심치 않다. ‘구

름 가운데 신선이 앉았다’는 이름처럼 신선이 즐겼을 만한 

단풍 빛이 늦가을(晩秋)을 불태우고 있다.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www.hantangeopark.kr(한탄강 지질공원·031-538-2312)

■양주 장흥관광지…참나무 그윽한 가을빛
양주 장흥관광지는 ‘추억의 유원지’다. 서울·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1980년대~1990년대 MT장소와 피서지로 인

기를 모았다. 울창한 숲을 끼고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환경

에 가족 단위의 물놀이객도 즐겨 찾았다. 

2003년 이후 문화 예술 공간과 다양한 카페가 곳곳에 들

어서면서 데이트 코스로 주목받았다. 올들어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리했다는 소식이 반가움을 더한다. 불법 시설물

에 가려져 있던 자연이 비로소 제 모습을 회복해 한층 예쁜 

가을을 드러냈다. 

장흥관광지는 개명산을 정점으로 왼편으로는 황새봉과 

앵봉이, 오른편으로는 일영봉 사이로 석연천이 굽이굽이 

돌아 흐른다. 골짜기 주변으로는 밤나무와 갈참나무·소나무

가 어우러진 숲이 있다. 

산 정상부터 계곡까지 부드럽게 타고 흐르는 능선에 알록

달록 단풍이 들면 장관을 이룬다. 장흥관광지의 단풍 빛은 

부드럽고 은은하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단풍을 보면서 산

책을 하고,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즐기기에도 

좋다. 요즘같은 늦가을(晩秋)에는 낙엽이 길과 

도로·계곡을 뒤덮어 더욱 장관이다. 선선한 가

을바람으로 온몸을 휘감으며 날리는 낙엽을 보

려면 지금 가도 늦지 않다.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장흥관광지)

- www.yangju.go.kr(양주 문화관광·031-8082-5650)

■양평 용문산…천년세월 품은 은행나무
전국구로 소문난 가을 단풍 명소로 용문산을 빼놓을 수 

없다. 용문산 단풍여행은 용문산관광지에서 시작한다. 대

개 10월 중순부터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11월 초 절정을 이

룬다. 관광지 입구에는 열 맞춰 선 은행나무 가로수가 가장 

먼저 여행객을 맞는다. 샛노란 은행나무 물결을 지나 눈을 

들면 웅장한 용문산이 버티고 서 있다. 한여름의 짙푸른 녹

음은 온데간데 없고, 수줍은 듯 온 산을 붉히고 있다. 

산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깨끗하게 흐르는 계곡을 끼고 용

문사로 발길을 돌린다. 오솔길 양편으로 오색빛깔 단풍이 

요란하다. 길옆 계곡으로 눈을 돌려도 물빛이 오색빛깔이

다. 단풍이 비춰서도 그렇고, 낙엽이 떨어져서도 그렇다. 보

이는 모든 것이 붉다.

300m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길이지만 눈과 마음에 가을을 

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난다. 용문사에 다다르면 용문산 

단풍여행의 백미인 천연기념물 30호 은행나무와 마주하게 

된다. 높이 42m·수령 1100년 된 이 은행나무는 늦가을이면 

천년이나 그래왔듯이 황금빛 은행잎을 우수수 쏟아내 많은 

사람을 덮는다. 이 절경이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가을 용문

산을 찾는 이유다.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15-2(용문산관광단지)

-tour.yp21.go.kr(용문산 관광단지 안내소·031-773-0088)

■가평 운악계곡…경기 소금강 고운 단풍꽃
‘구름을 뚫은 봉’이란 이름처럼 기암괴석으로 된 운악산

은 화악산·관악산·감악산·송악산과 함께 어려운 산, ‘경기 5

악’으로 불린다. 하지만 ‘경기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산세

가 빼어나기도 하다. 형형색색의 꽃처럼 물든 가을 운악산

을 보기 위해 단풍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고운 단풍을 보려면 꼭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 운악

계곡을 따라 현등사까지만 걸어도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충

분하다. 주차장 매표소를 지나면 일주문이 바로 반긴다. 우

거진 숲의 느낌이 완연한 가운데 나무마다 앞다퉈 단풍을 

피우고 여행객을 맞는다. 단풍에 눈길 한 번 주면 자연스레 

물길에도 눈이 간다. 

현등사까지 2km에 걸쳐 있는 계곡은 현등사계곡으로도 

불린다. 이 계곡의 바위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바위로 된 듯 

매끄럽게 이어진 모습이 독특하다. 오르는 길에는 100년을 

변함없이 흐른다는 백년폭포와 20m 길이의 무운 폭포도 만

날 수 있다. 계곡을 느끼려면 물가로 내려가 보자. 맑은 물에 

떠내려가는 붉은 단풍잎을 보면서 가을에 흠뻑 젖을 수 있

다. 
-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등사길 7-48

-www.gptour.go.kr(운악산 관광안내소·070-7719-7763)

만추(晩秋)의 단풍 계곡…

홍류(紅流)가 고요히 흐른다

청정계곡 복원…백운·장흥·운악 계곡 단풍색 절경

오솔길 오색빛 단풍 요란한 용문산도 필수 코스

경기도·경기관광공사, 늦가을 ‘단풍 품은 계곡’ 추천

코로나19에 마스크 등 개인방역으로 무장하고 가야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다. 사실 입동이 지난지도 오래다. 겨울이 오기에 가을이 저만치 달아난다고 한다고 해도 아쉬워
할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니다. 아직 계절 끄트머리에서 가을을 잡고 있는 단풍이 남아 있기에 그렇다. 바로 만추(晩秋)의 계절
이다. 그렇기에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도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개인방역으로 무장하고 나서야 할 때다. 오
색찬란한 단풍색이 산을 물들이다 못해 온통 붉은 컬러로 채색하는 계곡이 바로 저기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
사에서 경기지역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재발견된 늦가을 ‘단풍 품은 계곡’을 추천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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