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6  201508  

하늘과 땅이 만나고 구름도 중턱에서 쉬어 간다는 곳,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 안반데기. 이곳은 해발 

1천100ｍ 고산지대에 위치한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동시에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이다. 

지난 2014년 11월 개통된 ‘안반데기 운유(雲遊)길’은 마을 구석구석을 느릿느릿 걸으며 옛 화전민의 삶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로드이다.

글 이창호 기자 ·사진 이진욱 기자

안반데기 운유길
구름도 바람도 노닐다 가는 힐링로드

Korean Trail 24th Story

Walk &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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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반데기’는 백두대간의 우묵한 고지대에 터를 잡은 마을이다. 이

곳은 고루포기산(1,238m)과 옥녀봉(1,146m)을 잇는 해발 1천100m 

능선쯤에 산이 배추밭이고, 배추밭이 곧 산이다. ‘안반’은 떡메로 반죽을 

내리칠 때 쓰는 오목하고 넓은 통나무 받침판을 말하며, ‘데기’는 평평한 

땅을 말한다. 

안반데기는 1965년부터 산을 깎아 개간하고 화전민들이 정착하며 형성

됐다. 화전민은 수십ｍ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가파른 비탈에서 

곡괭이와 삽만으로 밭을 일구어 냈고, 1995년에는 대를 이어 밭을 갈아 

낸 20가구 남짓의 안반데기 주민들이 정식으로 매입하면서 실질적인 소

유주가 됐다. 척박한 땅은 약 200만㎡에 이르는 풍요로운 밭으로 변모

했다. 한낱 드넓은 배추밭으로만 여겨졌던 안반데기의 풍경이 노동의 신

성함으로 다가온다. 

강릉바우길 17구간에 속한 ‘안반데기 운유길’은 강릉에 조성된 길 가운

데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졌다. 총 연장이 350㎞에 달하는 강릉바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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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어진다. 거대한 분화구처럼 움푹 팬 안반데기의 이국적인 풍경 덕에 

길을 걷는 내내 눈이 즐겁다. 안반데기를 유유자적 걷다보면 성황당이 

때맞춰 마중을 나온다. 성황당의 숲과 벤치는 여행자들에게 넉넉한 쉼터

를 내준다. 벤치에 앉아 걸어왔던 길과 안바데기 마을을 바라봤다. 남북

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고랭지 채소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화전민의 

굳은살 박인 손이 포개진다. 자연이 연출하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척박한 

땅을 일궈낸 화전민의 땀과 노력을 생각하면 저절로 경건해진다.

Korean Trail 24th Story

은 백두대간을 따라 경포와 정동진까지 산과 바다를 지난다. 강원도와 

강원도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감자바우’에서 이름을 딴 바우길은 자

연의 깊은 맛이 살아 있다. 화전(火田)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안

반데기 운유길은 안반데기 구간 6㎞, 고루포기산 구간 14㎞를 합쳐 20

㎞에 달한다. 

평창과 강릉의 경계에 있는 안반데기에 가려면 평창에서는 피득령을, 강

릉 쪽에서는 닭목령을 넘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출발하면 평창군 대관령

면 횡계리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

화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바우길

안데반기 운유길은 운유촌에서 멍에전망대를 거쳐 피득령, 일출전망대, 

성황당을 찍고 되돌아오는 6㎞ 거리로 쉬엄쉬엄 느린 걸음으로 3시간 

걸린다. 식당과 숙박, 주차장 시설을 갖춘 운유촌에서부터 시작해 이정

표가 알려주는 곳으로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운유촌을 나오자마자 오

른쪽 편으로 가파른 고갯길이 나타난다. 10여분 산자락을 오르면 길은 

두 갈래로 찢어진다. 곧장 가면 고루포기산 구간이고 오른편이 운유길

이다. 안반데기를 개척한 화전민들과 마을 주민들의 도전 정신을 기념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조성한 ‘멍에 전망대’에 오르자 시야가 터진다. 

탄성이 절로 나온다. 배추밭은 마치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보는 듯하다. 

가히 안반데기 최고의 전망대다. 

전망대를 등지고 피득령으로 향한다. 피득령 정상에는 마을에서 운영하

는 운유 쉼터와 화전민 사료관이 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옥녀봉 쪽으로 

이어진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면 풍력발전기와 마주친다. 햇살이 내리

비치는 길이어서 땀줄기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풍력발전기 날개 소리

만 이따금 바람 끝에 실려온다. 고요하고 평온하다. 

다리에 힘이 풀릴 때쯤 일출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일출전망대 역시 

사방 거칠 것 없는 풍경이 압권이다. 겹겹이 펼쳐진 산자락,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 진초록의 배추밭과 황톳빛 개간지 등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보여준다. 안반데기에는 수시로 구름이 걸

리는데 구름이 능선에 걸리면 그야말로 ‘구름 위의 산책’이다. 전망대 안

내판에는 햇살이 퍼질 때 온통 붉게 물드는 배추밭과 그 뒤로 중첩된 

산자락에 머문 구름이 출렁이는 사진이 새겨져 있다.

일출전망대에서 능선을 따라가면 옥녀봉 헬기장까지 완만한 내리막이 길

1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안반데기 운유길에 운치를 더해준다. 2 화전민들의 애환과 

개척정신을 기리기 위해 밭에서 나온 돌로 쌓은 멍에전망대. 3 안반데기 운유길은 

강릉바우길 17구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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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안반데기 운유길 출발점인 운유촌에 가려면 평창에서는 

피득령을, 강릉 쪽에서는 닭목령을 넘어야 한다.

➋ 운유촌에서 멍에전망대로 

가는 길은 가파른 고갯길이다. 

노지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배추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풍흉이 

결정된다. 

➌ 멍에전망대는 안반데기 여행의 필수 코스다.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에는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자락에 헐벗고 버려진 땅이었다.

➍ 지난해 개통된 안반데기 옥녀봉 구간과 올해 완공될 

고루포기산 구간(14㎞)의 갈림길.

➎ 피득령 정상에서 일출전망대로 가는 오르막길.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서 있어 이색적인 눈맛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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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하늘과 땅이 만나고 구름도 중턱에서 쉬어 간다는 안반데기의 일출전망대. 

맑은 날이면 배추밭의 능선 멀리 강릉의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➒ 화전민들의 삶과 애환을 엿볼 수 있는 화전민 

사료관. 바로 옆 운유 쉼터에서는 감자떡과 컵라면, 

아이스커피 등을 판매한다.

➑ 안반데기 마을 역사와 함께해 온 성황당. 조그만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➐ 일출전망대와 옥녀봉 

사이의 소나무 쉼터. 부채 

바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살갗을 스쳐 지나는 청정 

바람은 상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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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반데기 구간   총 길이 : 6㎞  소요 시간 : 약 3시간

500m 500m 310m 680m 890m

220m2030m770m2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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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바우길이 국내 유명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대관령 자연휴양림이 올 여름철 휴가지로 

인기가 높다.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해주는 계곡 물소리와 피톤치드 가득한 금강송 숲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다.

대관령 자연휴양림 

계곡의 옥류 소리 들리는 숲에서의 하룻밤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유명산 자연휴양림과 함께 지난 1988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조성된 자연휴양림이

다. 전국 3대 미림(美林)으로 손꼽히는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수령이 50〜200여 년 된 금강송 수천 그루로 

이루어진 숲으로 대관령의 기슭에 들어서 있다. 대관령 아흔아홉 구비길의 아래쪽에 위치한 어홀리 마을에서 

한참을 더 가야 닿는데, 사방이 조용하고 평화롭다.

관리사무소를 지나치면 관목으로 꾸민 ‘숲에 온(On)’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갈림길이 나타난다. 대관령 자연

휴양림은 2지구로 나뉘는데 왼쪽 계곡에는 단체를 위한 수련장 시설이, 오른쪽 계곡에는 가족단위 위락시설

들이 들어서 있다. 휴양림 객실 앞까지는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 주차를 한 뒤 오른쪽 길을 걸어가면 금가루

가 낙수에 섞여 흘러내렸다는 금바위폭포, 금바위와 마주친다. 더위를 잊게 해주는 계곡 물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지길 반복한다. 시원한 공기가 들숨에 실려 밀려온다. 

자연휴양림 내 숲 속을 거닐다 보면 어느샌가 

도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힐링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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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맑은 계곡, 바위가 어우러진 대관령 기슭에 조성된 
‘대한민국 1호’ 자연휴양림이다.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어  
산림욕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계곡 주변으로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이 자리잡고 있다. 계

곡 오른편에 모여 있는 숲속의 집은 독채 형태의 숙소로 고라니, 

꽃사슴, 다람쥐, 산토끼, 청설모, 산양, 오소리 같은 동물 이름이 

붙어 있다. 반면 산림문화휴양관의 방에는 자작나무나 소나무, 들

메나무처럼 식물 명칭이 부여됐다. 밤에 통나무집 창으로 밤하늘

을 바라보면 우수수 쏟아질 듯 하늘 가득히 별들이 빛난다.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무엇보다 소나무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숲길이 온통 초록 세상이다. 코끝

을 스치는 산들바람 속에서는 솔향이 느껴진다. 덤으로 계곡의 옥

류 소리, 울창한 송림과 활엽수림을 스치는 바람 소리, 산새들의 

우짖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대자연의 합창을 들을 수 있다. 

대관령 자연휴양림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전통숯가마체험장이 있

어 1~3월, 9월과 10월에 숯꺼내기와 숯가마 찜질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숯으로 공예품, 매듭, 비누 제작하기 프로그램이 운영된

다. 대관령 자연휴양림에는 지리적 이점도 많다. 관동팔경 중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경포대와 경포대해수욕장, 정동진, 대관령 양

떼 목장이 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각종 편의시설과 소나무 숲이 조화를 이루어 가족단위 휴식과 산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Tip 

가는 법 영동고속도로에서 횡계IC로 나와 456번 지방도로에 오른다. 

구 영동고속도로였던 이 길의 강릉 방면으로 내려가다 대관령 

자연휴양림 표지석을 만나면 우회전하여 마을 안길로 들어간다. 

마을회관과 임우교를 지나 삼거리 갈림길에서 이정표를 따라 우측으로 

1㎞ 가면 대관령 자연휴양림 매표소다. 또 강릉시내 구한전 (교보생명) 

앞에서 503번 가마골(어흘리) 버스를 타고 어흘리 종점에서 내린 후 

마을 안길로 1.8㎞ 걸어가면 된다.

이용 방법과 요금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연중 이용객이 몰린다.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금, 토요일, 공휴일)에는 객실이 

대부분 찬다. 객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정오다. 

침구, 식기, 밥솥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 정원에 맞춰져 있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 주말과 비수기가 다르다. 숲속의 집은 5인실 

8만5천원/4만6천원(성수기와 주말/비수기 평일), 7인실 

10만4천원/5만8천원, 10인실은 13만5천원/8만1천원이다. 

산림문화휴양관은 7인실 9만4천원/5만3천원, 8인실 

10만7천원/6만3천원이다. 복층인 연립동(10인실)은 

13만5천원/7만1천원이다. 야영데크는 연중 6천원(입장료와 주차료 

별도)이다.  문의  대관령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33-641-9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