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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엽편주를 타고 대륙의 숨은 풍경을 찾다
산은 물이 없으면 수려하지 않고 물은 산이 없으면 맑지 못하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산이 돌아가고, 봉우리 봉우리마다 물이
감아돈다. 수천 년 숨겨진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대륙에 산과 물이 서로 껴안고 여행객을 유혹하는 절경이 한둘이겠느냐
만 예로부터 중국 10대 명산이자 동남방에서 경치가 으뜸이라 꼽혀온 푸젠(福建) 성의 우이(武夷)산과 주취시(九曲溪)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절경’이었다. 그곳을 떠날 때 대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 두었다.
사진·글 김주형 기자, 협찬 중국국가여유국

우이산

우이산은 한대(漢代)에 명산으로 봉해져 유ㆍ불ㆍ도 삼교의 자취
가 남아있다. 특히 바위 기슭에서 이슬을 먹고 자란 우이암차는
중국 4대 명차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명품이다. 그중에서 아홉 번
을 우려도 향과 맛이 변함없다는 대홍포(大紅袍)가 가장 유명하다.

신선의 꿈처럼 황홀한 여정
중국인의 오랜 무릉도원인 우이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ㆍ자연 복합유산 중 하나로 옥같이 맑은 물
과 비치같이 푸르고 붉은 산이 한 몸으로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고, 바위틈에서 자라는 우이암차로
이름 높은 곳이다. 남송의 대학자 주자(朱子)는“이곳이 바로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이니 더 이상 별
천지를 찾으려 하지 말라”고 노래했다.

우이산 최고의 절경, 천유봉
신이 노닌다는 천유봉(天游峰)은 천길의 절벽 위에 암봉이 우뚝 솟은 우이산 최고의 절경으로, 정상에 올
라서면 절세가경이라는 우이구곡의 절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산이 돌아가고, 봉
우리 봉우리마다 물이 감아 돈다. 새파란 하늘, 하늘거리는 소나무, 봉곳봉곳 자태를 뽐내는 바위봉우리,
노젓는 뗏목선까지 한 폭의 산수화다. 선경(仙境)이 따로 없다.‘천유봉에 오르지 않으면 우이산을 보았
다고 하지 마라’는 중국인들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우이산의 천유봉과 주취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대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움의 극치다. 36개
의 큰 봉우리와 99개의 암봉, 8개의 고개, 11개의
골짜기, 13개의 샘이 있어‘산은 물이 없으면 수
려하지 않고 물은 산이 없으면 맑지 못하다’는 말
이 잘 어울리는 명승지다. 정상에는 천유정과 일
람대가 있다

고 아찔한 느낌이 들지만, 탄성은 절로 난다. 도끼로 찍은 듯한 천 길의 절벽은 마치 흰색천을 걸어 말리는
듯 수천 개의 폭포 흔적이 남아 있고, 바위 위에는 주자가 달을 보며 시정(詩情)에 취하고 술을 마셨다는 수
월정(水月亭)이 얹혀있다.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구곡의 옥빛 물길이 휘돌아 가고, 옥빛 물결 위로는 뗏목
이 점점이 꼬리를 문다. 한 폭의 진경산수화다. 쉼 없이 펼쳐지는 풍경화 속을 걷고 쉬기를 반복하며 정상
에 오르면 숨이 목까지 차지만 우이산과 주취시(九曲溪)가 모두 다 발아래다. 감탄사를 연발하다 보면 무

그러나 천유봉 정상은 오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천유봉 입구에서 정상까지 약 2시간 정도로 바위를

이산에 살았다던 신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파서 만든 실같이 이어진 838계단을 걸어 오른다. 경사가 67도 정도의 지그재그 계단 길은 정상으로 갈수

특히 주자는 우이정사(武夷精舍)에 은거하며 성리학을 집대성했으며, 우이산을 사랑하여‘우이구곡가(武

록 폭이 점점 좁아지고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면 이마엔 송골송골 땀이 맺히

夷九曲歌)’란 유명한 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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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절승 별천지, 우이구곡
우이산 관광의 백미는 뗏목 유람이다. 주자가
그토록 좋아했다는 주취시 감상에 이보다 좋은
건 없다. 이 지방 특산 대형 대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주파이’에 오르면 배는 굽이굽이 물길을
따라 돌며 인간세상에 작별을 고하고 무릉도원
으로 여행자를 인도한다. 상류인 구곡에서 시작
해 아홉 굽이를 돌아 하류인 일곡까지 뱃사공이
노를 저어 내려가는데, 1시간 반 남짓 걸린다.
일엽편주를 타고 한 굽이 한 굽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전설과 이름을 간직한 절벽과 바위들이
열병하듯 도열해 여행객을 맞아준다. 주취시라
는 이름은 강이 산을 둘러싸고 아홉 굽이를 이
루며 흐르는 모습에서 유래했듯이 바닥까지 모
두 드러나 보이는 잔잔한 코발트색 물빛과 함께
굽이굽이 절경이 흐른다. 여인의 젖가슴을 닮았
다는 쌍유봉(雙乳峯), 비가 오면 절벽의 수천 개
물줄기가 비단실처럼 흩날린다는 포쇄암, 수려
함을 뽐내는 옥녀봉(玉女峰), 우뚝하게 솟은 대
왕봉(大王峰), 그리고 사자, 낙타, 코끼리, 거북
이 따위를 닮은 바위들이 입을 쩍 벌어지게 한
다. 태초의 시간과 마주하는 느낌이 들 때는 숨
이 탁 막힌다. 36개 봉우리마다 전설을 담고 있
지만 옥녀봉과 대왕봉에 얽힌 사랑 이야기는 애
틋하다.
유유자적, 강산유람이란 말이 따로 없다. 세상
사 모두가 구곡의 흐름처럼 하염없고 이곳이 바
로 인간 세계의 별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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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년 전 삶의 현장

.

.
‘

푸젠(福建)성 서부와 남부의 높은 산과 험한 고개에 위치한‘토루(土樓)’는 독특한 건축 풍경과 유구한 역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국의 5대 민가 건축양식 중 하나다. 원형, 장방형, 팔각형, 반월형, 타원
형 등 여러 가지 양식으로 표현된 토루는 주거와 방어 기능은 물론 미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
다. 토루는 송(宋)ㆍ원(元) 나라 때 생겨나기 시작해 명(明) 왕조 초ㆍ중기에 가장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600〜700년 전의 가옥에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져 현재까지 살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수백 년 전의 현장과
역사의 흔적을 더듬으며 중국인의 진한 삶의 체온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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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무이한 민가의 보물
샤먼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달려 난징(南
靖)현을 찾아가면 세계 유일무이한 향촌 마을
토루(土樓)에 이른다. 토루를 보러 가기까지
굽이굽이 올라간 산길은 대관령을 뺨칠 정도
로 가파르고 험악했다. 산기슭 아래 오롯이 자
리한 흙집 토루는 비행접시 같기도 하고 거대
한 버섯 같기도 한 기묘한 형상을 띄고 있다.
생김새 덕에 과거 미 정보국 원격 탐지위성에
포착됐을 때 핵탄두 발사 기지로 오인도 받았
지만 한족의 한 갈래인 객가인(客家人)들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사는 삶의 터전이자 푸젠
성의 관광자원이다. 객가인은‘타향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원래 중국 황허강 북부
에 살았으나 전란을 피해 중국 각지로 이동해
푸젠성까지 이르렀다.
원형 토루 중 큰 것은 높이 20여m에 지름 100
여m, 둘레 260여m로 웅장한 외관을 자랑한
다.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쉽게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은 오직 하나다. 외부에서 보면 폐쇄적
이지만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중국 영화에
서 보았던‘익숙하지만 낯선 풍경’과 마주한
다. 가운데가 뻥 뚫려 푸른 하늘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내부는 목조물로 짜 맞춰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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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푸젠성 토루는 특이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촌락으로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주택 구조를 갖고
있다. 겉으론 흙으로 만들어진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나무를 사용한 다층 구조의 원형 집단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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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루의 조형 구조는 원형 및 방형 모두 폐쇄식이며 오직 큰 대문 하나로 출
입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런 구조는 외부 적의 침입을 비교적 용이하게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토루는 하나의 작은 사회인 셈이다.

토루 인근의 원숴이 요우는 아
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가 골골
이 어우러져 있다. 마을 이곳저
곳을 기웃거리다 보면 어릴 적
멱 감고 천렵하던 추억이 떠오
르고 세월의 까만 때가 묻은 건
물들은 해질 무렵 황금빛 잔물
결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
을 펼쳐낸다. 인기 있는 영화 촬
영지답게 중국 무술영화에서 흔
히 봤던 배경들도 눈에 띈다.

3~5층 규모의 집합주택이다. 방이 서로 빈틈없이 연결돼 있는 구조로 1층은 주방, 2층은 창

회인 셈이다. 객가어를 사용하는 객가인 후손들이 남아 지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극히 평화

고, 3층은 침실 등으로 활용하는데, 1~2층은 창문이 없고 3층 이상부터는 작은 창문을 냈

로운 향촌의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 농사, 관광 수입 등으로 살아간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

다. 이는 과거 외적의 침입이 많았을 때는 출입문을 봉쇄하고 창문을 통해 활을 쏘면서 저

간 듯한 신비감을 품은 채 이곳저곳 가판을 기웃거리며 흥정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항하는 등 철저하게 방어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안내원은“토루 형태가 원형, 타원형, 사각형인 것은 5행 학설을 기반으로 했고 특히 원형은 같

토루는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더불어 순박하게 살아가는 객가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은 씨족끼리 모여 살며 단결하고 외부 침입에 함께 맞서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면서“건

세계문화유산이다. 공동체 형태로 살아가는 독특한 문화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토루

축 예술의 걸작인 토루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점에서 학계와 건축계 등

안에는 사당과 학당, 서재, 조당, 우물 등이 갖춰져 있다. 토루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사

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78 201002

201002 79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은 청정마을
토루 인근의 원숴이 요우(元水搖)는 산자 수려
한 자연환경과 유구한 전통문화를 간직해 온 유
서깊은 고장이다. 토루 뿐만 아니라 원숴이 요
우도 아직 한국 관광객에게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다. 개방 중국의 빛과 그림자를 찾
을 수 없는, 평평한 돌로 다진 골목길을 따라 시
골 정취를 되새기며 순수한 사람들의 정을 그대
로 느낄 수 있는 청정고을이다.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느긋하게 마을을
돌아봤다. 세월의 풍파가 오히려 멋스러운 나무
와 흙으로 만들어진 가옥, 마을의 어귀에 옹기
종기 모여 있는 순박한 사람들, 아직 얼굴에는
앳된 모습이 남아 있는 아기엄마, 허름한 이발
소에서 머리를 깎는 노인의 잔잔한 미소, 냇가
에서 빨래하는 아낙네,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찻
잎을 손질하며 수다를 떠는 여인들,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과 물레방아 등이 정겹게 다가
온다. 마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는 듯이 바쁜 일상 속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하
나하나 흘리고 온 추억들을 다시 떠오르게 한
다. 마을 골목길을 기웃거리다 보면‘살면서 맛
보는 행복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발견된다. 그
리고 마음이 넉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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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역사 속의 풍상 고초를 대변해준다.
구랑위란 이름은 밀물 때 암석을 치는 파도소리가 마치 북 치는 소리 같다고 해서 붙여졌지만

구랑위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해상화원
우이산의 관문 격인 샤먼(廈門)은 중국 5대 경제특구의 하나로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관광도시다. 대만과 마주 보는 따
뜻한 기후로 겨울 골프가 유명하다. 하지만, 샤먼에서 최고의 관광지를 꼽는다면 단연 구랑위(鼓浪嶼)를 빼놓을 수 없다. 샤먼의 남서쪽 방
향으로 약 700m 떨어진 작은 섬 구랑위는 샤먼의 이국적인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국 속의 또 다른 중국이다.

섬에 들어섰을 때 귓가를 두드리는 것은 은은한 피아노 소리다. 구랑위에는 약 2만 명의 섬 주민
모두 음악을 즐기고 피아노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피아노 섬’이라고 불린다. 이름에 걸맞게 숙
장화원에 위치한 중국 유일의 피아노 박물관에는 세계 최초로 제작된 4각 피아노를 포함해
18~19세기 클래식 피아노 100여 대가 전시돼 있어 피아노의 발전 과정과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샤먼에서 뱃길로 10분 거리인 구랑위는 도보여행지다. 타박타박 발길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중
국 속의 또 다른 중국의 매력에 빠져든다. 구불구불한 길과 우거진 숲이 많기도 하지만 환경 보

일광암 정상에 오르면 구랑위의 아름다운 풍경과 샤먼의 고층빌딩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진다. 맑은
날씨에는 멀리 타이완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구랑위에는 일광암 이외에도 바다와 마주해 있는 숙장화원
(菽庄花園),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표본관과 해양관 등으로 구성된 해저세계 등 볼거리가 많다.

자전거도 탈 수 없는 도보 여행지
바다를 사이 두고 샤먼과 마주한 구랑위에는 나무가 울창한데 특히 붉은 기왓장과 푸른 나뭇잎
들이 서로 어울려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뽐낸다.‘구랑위를 보지 못하면 샤먼에 왔다고 할 수 없
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볼거리도 많고, 불리는 이름도‘해상화원’
‘만국건축박물관’
,
‘피아노
,
섬’등 여럿이다.
샤먼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강제 개항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이 대거 진출했던 아픈 역
사를 품고 있다. 특히 자연경관이 빼어난 구랑위에는 다양한 외국풍의 영사관저가 들어섰고,
1900년대 초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다. 당시 거주하던 서양인들의 별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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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해 관광용 전동차와 경찰차 이외에는 운행할 수 없다. 심지어 자전거도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

후리산파오타이

다. 부두에 도착해 낯선 유럽식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용두산’이라 불리는 일광암

샤먼다오 남단의 후리산(胡里山)에 위치한 후리산파오타이는 샤먼항의 방어 요새로

(日光岩)에 이른다. 구랑위의 최고봉인 일광암(92.68m)에 오르면 샤먼의 도시 풍경과 더불어 옹기종

청대(1891년)에 5년에 걸쳐 만들어진 해안포대이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이 포대의 지

기 모여있는 주황색 별장 지붕과 푸른 숲, 아름다운 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일광암과 백조원

하 벙커는 박물관 형태로 꾸며졌고, 매일 화포 시범식이 진행된다. 이곳에는 청나라

(百鳥園)을 잇는 케이블카를 타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구랑위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때 활약했던 대포 등 수십 문의 화포가 남아 있는데 그 중 독일에서 들여온 19세기의

100종의 조류가 있다해서 이름 붙여진 백조원에서는 공작, 백조, 앵무새, 홍학 등 다양한 조류를 살펴

화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위치에 남겨진 화포이자 가장 큰 규모의 해안화

볼 수 있다.

포이다. 타이완의 진먼섬(金門島)을 전망할 수 있는 군사용 전망경도 설치돼 있다. R

샤먼은 온화한 아열대성 기후로 중
국 본토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5
대 경제특구로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안한 도시다. 온화한 기
후와 가로수로 심어진 야자나무는
남방의 정취를 물씬 풍겨 여기가
과연 중국인지 착각할 정도다. 특
히 뱃길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구
랑위는 파도와 남서쪽에 위치한 암
초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지만 오
래전부터‘해상화원’이라고도 불
려왔다.

I n f o r m a T I o n
샤먼항공 샤먼항공은 인천과 푸젠성의 관문인 샤먼을 수ㆍ금ㆍ일요일에 주 3회 잇

골프 여행 샤먼은 가장

샤먼의 박물관 구랑위의 피아노 박물관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피아노를 주제로 한

고 있는 중국의 항공사이다. 출발 시각은 요일에 따라 다른데, 대략 오후 9시를 전후

추운 1월에도 최저 기온

곳이다. 정면이 사다리꼴을 닮은 건물 안에는 호주 출신의 이주민이 수집한 30여

해 인천에서 이륙한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다. 샤먼에서는 같은 요일 오후

이 13도, 최고 기온이

대의 진귀한 피아노들이 전시돼 있다. 건반악기의 대표인 피아노의 발전사를 엿

3시 20분쯤 출발한다. 겨울에는 부정기적으로 부산-샤먼, 무안-샤먼, 인천-푸저우

17도에 달할 만큼 따뜻

보고 음악 지식을 충족시킬 수 있다. 구랑위는 예부터 피아노 연주자를 많이 배출

노선에 전세기를 운항하기도 한다.

하다. 그래서 겨울철 골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구랑위 북쪽에는 미국의 백악관을 모방한 저택을 박

국제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샤먼항공은 1984년 중국 최초

프 여행지로 많은 인기

물관으로 전용한 샤먼 박물관이 있다. 구랑위의 건축과 샤먼의 역사에 관한 자료

의 기업 형태 항공사로 설립됐다. 본사는 샤먼에 있으며 푸저우, 항저우(杭州), 난창

를 얻고 있다. 카이코우

를 만나볼 수 있다. 오로봉(五老峰) 기슭에 자리 잡은 남보타사(南普陀寺) 인근의

(南昌), 톈진(天津)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베이징은 물론 상하이, 광저우(廣州), 창

(凱歌) 골프장과 둥팡(東

화교박물관도 들러볼

사(長沙), 청두(成都), 충칭(重京) 등 중국의 대도시에 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方) 골프클럽은 샤먼의

만하다. 1959년 화교

현재 샤먼항공은 보잉 737-700/800과 757-200을 중심으로 40여 대의 항공기를 보

골프장 가운데 시설과 코스가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카이코우 골프장은 호주의 전

가 세운 박물관으로

유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안전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주력해 1987년부터 매년 흑자

설적인 골프 선수인 그렉 노먼이 설계했으며 기복이 심한 산비탈에 위치해 있다. 주

11세기 이후 화교의

중국 남동부 타이완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푸젠성은 면적이 12만3천603㎢

를 기록하며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흑자를 달성한 항공사로 유명하다. 또한 중국

변에 높다란 화강암이 둘러싸고 있어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라운딩을 할 수 있다.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로 남한보다 넓고, 인구는 약 3천600만 명으로 더 적다. 이곳 출신으로 해외에 거

민항의 최고 안전상인‘금안배(Golden Swan Cup)’를 3년 연속 수상했다.

둥팡 골프클럽은 246만㎡의 부지에 18홀 표준 골프장과 미니 18홀 레저 골프장, 별

5개 분야로 구분해 설

주하는 화교와 후예가 700여만 명에 이르며, 타이완의 경우 푸젠성에서 넘어간

샤먼항공은 올해 말까지 항공기를 69대로 늘려 수송력 및 수송량을 현재의 두 배로

장 지구 등이 들어서 있다. 샤먼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

명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이 약 30%를 차지한다. 위로는 저장(浙江)성, 서쪽으로는 장시(江西)성, 아래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2015년에는 네 배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도 뛰어나다. 본래의 지형과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해 독특한 라인이 돋보인다는 평

의 차이나타운 사진이

로는 광둥(廣東)성이 위치한다. 푸저우(福州)가 성도이며 해안이 발달했음에도 산

이를 통해 샤먼항공은 향후 중국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공

가다. 둥팡 골프클럽은 샤먼 이외에도 베이징, 상하이, 닝보(寧波), 다롄(大連), 칭다오

걸려 있고 거주지가

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교통망을 형성할 방침이다.

(靑島) 등에서도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www.kkgolf.com, www.orientgolf.com

복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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