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k & Stay

Korean Trail 17th Story
‘걷기’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자 지방자치단체마

On the Trail of
Autumn
청양 칠갑산 솔바람길

다 경쟁적으로 숲길과 둘레길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는 크고 작은 산이 4천400여 개나 되기 때문에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국· 도립공원은 물론
동네 웬만한 산의 등산로는 모두 숲길이 된다. 그뿐인
가. 그동안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골 논두렁길, 둑
길도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길로 변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길의 이름을 워낙 잘 짓기 때문에 이
름만 들으면 모두 걷고 싶어진다. 그래서 이름에 혹하
지 말고 코스를 잘 파악해야 한다. 등산을 싫어하는 사
람이 경사가 가파른 산길을 걷는다면 그것만큼 고통스

깊어가는 어느 가을날, 숲길을 거닐다

러운 것도 없다. 반면 산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에게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은 정상의 높이가 해발 561m로 크고 작은 봉우리와 계곡을 지닌
명산이다.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참나무 등 울창한 활엽수림과 수령 수십 년의 소나무 군락이
등산로 주변에 들어서 있다. 특히 국내 최장 ‘출렁다리’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가을, 콩밭 매는 아낙네의 옛 정취가 굽이굽이 깃든 칠갑산 솔바람길로 떠나보자.

3시간 동안 편안하게 걸으려면 5〜7㎞ 길이가 적당하며

글·사진 이진욱 기자

는 산책로 같은 편안한 숲길은 아무래도 심심하다. 2〜
체력에 따라 코스 선택도 잘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도내의 좋은 길을 ‘솔바람길’로 명명하고 재
단장 중이다. 그중 청양 칠갑산의 ‘솔바람길’은 흙을 밟
으며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이다.
차령산맥에 속하는 칠갑산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대치면, 장평면 등 3개 면에 걸쳐 있다. 산꼭대기에서 방
사상으로 뻗은 능선이 면과 면의 경계를 이룬다. 1973
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칠갑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
산’에 걸맞게 산 이름 또한 범상치 않다. ‘칠’(七)은 만물
생성의 근원인 풍수지화공견식(風水地火空見識)을, ‘갑’
(甲)은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으뜸 글자를 딴 것이다.
칠갑산은 ‘콩밭 매는 아낙네야 베적삼이 흠뻑 젖는다’로
시작하는 노래 ‘칠갑산’으로 친숙하다. 작곡가인 조운
파가 1978년 대전으로 가는 길에 칠갑산 부근 콩밭에
서 화전민 아낙네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주병선이 부른 민요풍의 ‘칠갑산’은 농촌 아낙의
정한(情恨)을 탁월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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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에는 청양군이 개발해 놓은 등산로 7개가 있다. 장곡사, 대
치터널, 천장호, 도림사지 등을 기점으로 정상에 이를 수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해도 왕복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단 칠갑산 자연
휴양림에서 출발해 장곡사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길(6.5㎞)은 왕
복 6시간 정도 소요된다.
칠갑산에는 ‘솔바람길’이 두 개 있다. 1코스는 칠갑광장에서 천문
대를 지나 정상까지 가는 길이고, 2코스는 장곡사를 출발해 산형
제봉을 거쳐, 칠갑산 장승공원으로 내려오는 길이다. 칠갑산의 다
양한 풍경을 즐기려면 솔바람길과 등산로를 섞어 경로를 짜는 것
이 좋다.
추천할 만한 코스의 출발점은 칠갑주차장이다. 주차장이 커서 휴
가철에도 쉽게 주차할 수 있으며 매점과 화장실도 있다. 등산로는
주차장 입구 옆의 샛길로 나 있다. 나무들이 도열해 있는 산길을
걷다 보면 칠갑산 천문대와 만난다.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천문대
스타파크(Starpark)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대의 굴절망원
경(304㎜)과 반사망원경, 5D 입체 영상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칠갑산에서는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별
을 감상할 수 있다. 야간 관측은 하루 세 번 운영되며 관측 소요 시
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1 칠갑산은 해발 561m의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서
계룡산까지 볼 수 있다.
2 솔바람길의 마지막에는
255개의 계단이 있으며
이곳을 오르면 정상이다.
3 칠갑산 숲길에 있는 청양
고추 모양의 안내판.
4 칠갑산은 가을 숲길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2

천문대에서 정상까지는 2.8㎞로, 능선이어서 경사가 완만하고 폭
이 넓다. 어떻게 이런 편한 길로 정상까지 이어지는지 신기하기조
차 하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 정상이다. 하산은 솔바람길로 되돌
아오는 것보다는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좋다. 산 밑에 청양에서 제
일 유명하다는 천장호와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이다.
천장호는 인공 저수지로 푸른 물빛을 자랑하는 ‘청양 10대 명소’
다. 천장호에 세워진 길이 207m의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보도용
현수교이다. 최근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칠갑산의 새
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칠갑산 트레킹을 마
무리하게 된다.
청양군에서는 시내·시외버스터미널과 칠갑산을 잇는 구간에 순환
버스를 하루 3편 운행하고 있다. 천장호 주차장에서 순환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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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트레킹 출발지인 칠갑주차장까지 돌아가면 된다. 천장호에서
칠갑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약 8㎞이며 콜택시를 이용하면 1만 원
내외가 든다.
솔바람길이지만 소나무뿐만 아니라 밤나무도 있다. 길을 걷다 보면
주변에서 툭툭거리며 떨어지는 밤송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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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정보 칠갑주차장 ▶천문대 ▶자비정 ▶정상 ▶천장호 ▶출렁다리 ▶천장호 주차장
길이 약 7.7㎞ 소요 시간 2시간 30분 난이도 초급

11

칠갑산 정상

천장로 3.7㎞

자비정

출렁다리

산장로 4.0㎞
전망대

천장호 주차장

❹ 천문대 아래에 있는 칠갑광장가든. 매점과 식당도 있어
걷기를 마치고 허기를 달래기에 좋다.

천장호

❺ 칠갑산은 ‘콩밭 매는 아낙네’로 유명하다.
이곳에 있는 동상은 관광객의 기념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다.

❻ 정상으로 가는 길 옆에는 청양군이 운영하는
천문대 스타파크가 있다. 걷기를 마친 뒤 가을밤
별을 헤는 추억도 만들 수 있다.

천문대
콩밭 매는 아낙네 동상
칠갑광장

36

솔바람길 입구

칠갑문

칠갑주차장

청양 칠갑산 솔바람길 안내도

❾ 올라온 길 반대편에는 천장호 출렁다리로 내려가는

❼ 2㎞ 정도 걷다 보면 칠각형 정자가 나온다. 삼국시대
백제가 만들었다는 정자로 지난 1998년 복원됐다. 솔바람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쉼터로 이용한다.

칠갑산에는 모두 7개의 등산로와 2개의 솔바람길이 있다. 솔바람길은 기존 등산로 가운데
쉬운 코스를 골라서 만들었다.

길이 있다. 길의 폭이 좁지만 내리막이어서 힘들지 않다.

❽ 칠갑산 정상에는 비석과 광장, 그늘막 정자가
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날씨가 괘청할 때면
계룡산까지 보일 정도로 경치가 좋다.

⓫ 천장호 출렁다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도보용 현수교다.

❷
❶ 칠갑산 솔바람길 걷기는 칠갑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칠갑주차장 옆 샛길로
들어서자마자 이런 숲길이 나온다. 경사도
완만해서 걷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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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숲길을 따라 500m 올라가면 차도와 합류된다. 칠갑문을
지나면 본격적인 솔바람길이 시작된다.

❸ 솔바람길은 정상까지 3㎞, 왕복 6㎞
코스다. 경사가 완만해서 2시간 내외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❿ 정상에서 3㎞를 내려가면 천장호와 출렁다리가 보이는

⓬ 출렁다리를 건너면 천장호 주차장이 나온다. 이곳에서

전망대가 나온다. 특히 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단풍이
호수에 비친 절경을 볼 수 있다.

칠갑산 순환버스를 타고 출발지인 칠갑주차장이나 청양
시외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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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 자연휴양림

Tip

숲속 한옥에서의 하룻밤

가는 법
서울에서 청양까지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는 하루 6편,동서울
터미널에서는 3편이 운행된다. 청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휴양림까지 하루 6회 시내버스가 다니며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된다. 자가용으로는 공주-서천 고속도로 청양 나들목으로 나와
칠갑산 방향으로 20분 가면 휴양림 표지판이 보인다.

청양군이 운영하는 칠갑산 자연휴양림은 솔바람길에서 약 8㎞ 떨어져 있다.
한옥과 메타세쿼이아 길이 인기가 높아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

이용 요금
10월부터는 비수기 요금이 적용되지만 금요일, 주말, 공휴일은 성수기
요금을 받는다. 숲속의 집 4인실은 주중 6만 원, 주말 7만5천 원이며
5인실은 주중 6만4천 원, 주말 8만 원이다.
산림문화휴양관 4인실은 숲속의 집 4인실과 요금이 같다.
예약
칠갑산 자연휴양림 웹사이트(www.chilgapsan.net)에서 할 수 있다.
예약은 1일 기준이며, 2박까지 가능하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연립주택 형태의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 데크가 있다.
잔디 광장, 다목적 체육시설, 10인 이상이 묵을 수
있는 방도 있어서 단체도 많이 찾는다.

통나무집이라고 불리는 숲속의 집은 12동으로 4~15인용이 있
다. 연립주택 형태의 산림문화휴양관에는 면적이 30㎡인 5인용
객실 24개가 있다. 휴양관 앞에는 바비큐를 위한 화로와 나무
의자가 준비돼 있다. 모두 20개인 나무 데크는 휴양림 북쪽 물
놀이장 부근에 있으며 데크 사이 공간이 넓어서 쾌적한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동절기인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칠갑산 휴양림의 자랑은 역시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계곡 양쪽
으로 나무들이 200m 정도 줄지어 있다. 규모가 커서 메타세쿼
이아 길로 유명한 전남 담양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아침 산책
길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휴양림으로는 드물게 매점도 운영하
국내 휴양림은 대부분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영리보다는 주민 복지나 산림 연

고 있다.

구를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휴양림마다 차이는 있지만 텐트를 펼 수 있는 나무
데크는 1만〜2만 원, 취사를 할 수 있는 통나무집은 5만〜10 만원이면 하룻밤을 묵을 수 있다.
전국 웬만한 콘도나 펜션의 하루 숙박비가 15만 원을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할 때 무척 저렴한 편이
다. 그러나 휴양림은 대개 숙박시설이 많지 않아 예약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청양군이 운영하는 칠
갑산 자연휴양림도 예외는 아니다. 10월 주말은 대부분 예약이 끝나서 평일에 이용하거나 예약
취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휴양림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두 갈래로 길이 나뉜다. 왼쪽에는 야영장, 다목적 구장, 산림문화
휴양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숲속의 집이 흩어져 있다. 이곳에서 가장 좋은 숙소는 한옥이다. 휴
양림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자리 잡은 한옥은 면적이 42.16㎡로 총 5명이 투숙할 수 있다.
내부에는 거실과 방, 화장실이 있으며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기밥솥이 비치돼 있다. 가격은 성수
기 9만 원, 비수기 7만2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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