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탐방

오색 국화향에 반하고 취하다

지난 2000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11만 송이의 ‘대향연’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전국 최대의 국화꽃 향연
으로 발돋움했다. '가고파' 노래비는 국화꽃이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화사한 자태를 뽐내는 마산역앞 광장에도 세워
져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든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
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국화로 물든 가을…랜드마크 작품은 '마
산 불종'

경남 마산의 도심공원인 산호공원에 오르니

시 마산합포구 일원은 오색찬란한 꽃 세상으로

저 아래로 은빛 바다가 드넓게 펼쳐졌다. 시조

탈바꿈한다. '가을, 국화로 물들다'를 슬로건으

시인이었던 노산 이은상(1903~1982)의 발자

로 내건 제18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10월

취와 심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 그의 대표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보름 동안 마산가고파

시조 '가고파'를 가사로 한 동명의 가곡은 고

수산시장 앞 방재언덕과 창동·오동동·부림시장

향에 대한 향수를 애련한 시정으로 표현해 감

일원에서 진행됐다. 올해 축제는 국내 최대의 국

동을 불러일으켰다.

화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눈길을 사로잡는 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양한 작품을 곳곳에서 선보였다.

산호공원에는 '가고파' 노래비를 비롯해 동요

와 전통, 문화를 절묘하게 표현해냈다. 올해의

'고향의 봄'의 작곡가 이원수 등 마산 출신의

랜드마크 작품은 중심 축제장인 방재언덕의 입

시비와 노래비가 줄줄이 늘어선 '시(詩)의 거

구에 우뚝 솟은 '마산 불종'이었다. 3·15의거의

리'가 가로수를 따라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

민주정신과 내년의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기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읊조려보는 '가고파'

념해 제작한 것이다. 아치형 조형물에 매달린 높

는 더욱 뭉클한 애향의 시정으로 다가왔다.

이 7.5m, 폭 12m의 '마산 불종'은 하얀색, 노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과 11월이 되면 경남 창원

축제장을 장식한 국화 작품은 무려 9천500여
점. 형형색색의 국화 11만 송이로 마산의 역사

시향(詩香)과 국향(菊香)의 어울림이라고나 할
까. 그리움의 노래 '가고파'가 마산의 대표 꽃
인 국화와 만나 축제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한 해 끝자락을 장식하는 최대 꽃잔치의 주역은 역시 국화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만추(晩秋)에 화려한 오색 향연으로 뭇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울린다.
대표적 국화 향연장인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찾아 사군자(四君子) 중 하나로
인고와 절개의 상징이기도 했던 국화의 서정미를 찬찬히 느껴봤다.
글 임형두 · 사진 전수영 기자

마산역 광장에 있는 가고파 시비

'마산 불종' 작품(위) 등 국화꽃의 향연

충무공 이순신 장군

창원시티투어 버스

공룡모형

색, 빨간색, 분홍색 등 형형색색의 국화로 구성

기, 순지르기, 틀짜기, 꽃배열 등의 과정을 거쳐

돼 웅장함과 화려함이 일품이었다. 마산 불종은

정성스레 재배된 다륜대작은 한 줄기에서 무려

원래 불이 나거나 큰일이 터졌을 때 위급함을 시

1천520송이의 꽃이 동시다발로 피어나 감탄을

민들에게 알렸던 것으로 1999년 창동사거리에

자아냈다.

설치됐다. 마산 개항 100주년을 맞아 3·15의거

진주에서 엄마와 같이 구경온 강현아(27) 씨는

민주정신을 담고, 나아가 창원시민의 소통과 화

"한 줄기에서 이토록 많은 꽃이 피어나다니 얼

합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건립됐다. 이곳 불종거

른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라며 웃음

리는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

과 함께 고개를 갸웃거렸다. 의령에서 마을주민

의 투쟁지이기도 하다.

24명과 단체여행을 왔다는 이병근(70) 씨 역시

1천500여 송이가 한 줄기에서 피어난 다륜대

"말로써 표현이 안된다. 정말 대단하다"며 "마산

작도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놓여 있어 더욱

저도 연륙교, 소싸움대회, 최윤덕 장군상, 국화

돋보인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힐링터널, 충무공 이순신장군과 거북선, 공룡모

풍부한 어족자원의 항구도시 마산이 국화재배

형 등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의 중심지가 된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1961

대구에서 친구들과 축제 구경을 왔다는 황순희

년 여섯 농가가 국내 최초로 국화의 상업재배를

(65) 씨는 "마산 국화축제장에 처음 방문했는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란다. 이후 비약적 발전을

향기 좋고 모양 좋고 작품 모두가 만족스럽다"며

거듭해 1972년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했다. 현

"불종의 내력을 알고 보니 더욱 감동이 깊다"고

재는 전국 재배면적의 13%를 차지한 가운데 연

말했다. 부산에서 온 이주태(64) 씨도 "'마산 불

간 40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종'과 나란히 축제장에 설치된 3·15의거탑 작품

마산 국화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드높인 계기는

에서 그날의 뜨겁고 간절했던 민주항거정신을 느

다륜대작이 신출귀몰하다 싶을 만큼의 대기록

낄 수 있어 뭉클함이 더하다"며 숙연한 표정을

을 세우면서다. 2007년 한 줄기 702송이로 국

지었다.

내 최대 기록을 달성한 마산 국화는 2010년에
1천315송이를 재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영국

한 줄기에 1천520송이 동시다발 '다륜대작'

기네스에 의해 세계적 기록 인증을 받기에 이르

방재언덕 축제장의 바닷가 전망대에는 축제의

렀다. 그리고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며 타의 추

백미 중 하나인 다륜대작(多輪大作) '천향여심

종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가고파국화축

(天香旅心)'이 선보여 축제기간 내내 뜨거운 사

제는 2011년부터 8년 연속 정부의 문화관광축

랑을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삽수채취, 옮겨심

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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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되면 축제장은 환상의 세계로
변모했다. 온갖 조명이 내비치는
가운데 국화 작품이 꽃의 선명함과
다양함을 한결 더한 것이다. 축제장
무대에서는 가을밤의 탱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신바람과 함께
탄성을 불러일으켰다.

속 세계처럼 신비한 느낌으로 거닐게 했다. 이어
지는 아치형의 국화힐링터널도 웃음꽃과 함께
치유와 감명의 즐거움을 듬뿍 안겼다.
여동생과 함께 연신 기념사진 찍기에 바쁜 맹주
자(44·마산) 씨는 "이름 그대로 정말 힐링이 되
는 것 같아요. 우리 고장에서 이렇게 멋진 축제
가 열려 자랑스러워요"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
다. 양산에서 온 정숙희(51) 씨는 "형형색색의
야경이 무척 멋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

화훼전시관 작품들

다"며 "나도 모르게 동심의 나라로 돌아가는 듯

하트 국화(위)와 국화힐링터널(위 오른쪽)의 야경

묘배향공신이 됐던 인물. 전국에 여러 읍성과 산

해 더욱 기분이 좋다"고 미소지었다.

성을 축성해 '축성대감'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국화축제를 찾은 관람객

시집 간 딸과 친정 어머니의 애틋한 그리움과 사

은 지난해보다 10만 명이 많은 160만여 명에 이

는 10월 26일부터 열흘간 전북 익산시 중앙체육

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랑을 표현한 '모녀 상봉상' 역시 뭉클한 감회를

른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축제장 인근 지역주

공원 일대에서 '백제왕도의 꿈! 국화향기로 피어

덧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국화의 계절도 이제

자아냈다.

민과 상인들의 협조로 교통, 환경 정비와 함께

나다'를 주제로 열렸고, 10월 26일부터 11월 11

저물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밤이 되면 축제장은 환상의 세계로 변모했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축

일까지는 전북 고창의 고인돌공원과 전남 영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밤엔 환상의 세계로 변모…여저저기서
탄성

려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장면이다. 작품에서 장

온갖 조명이 내비치는 가운데 국화 작품이 꽃의

제가 원만히 마무리됐다"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

기찬랜드에서 각각 펼쳐진 고창국화축제와 월출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노래한 미당 서

군을 뒤따르는 거북선과 군사들은 절체절명의

선명함과 다양함을 한결 더한 것이다. 축제장 곳

한 볼거리와 특색있는 국화작품으로 축제를 발

산국화축제가 향긋한 국화향을 듬뿍 선사했다.

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의 울림이 저만큼 사라

'금신전선(今臣戰船) 상유십이(尙有十二)'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명량해전의 역사를 전하

곳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7080미니콘서트, 가을

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청남대에서는 10월 20일부터 11

지나 싶자 "국화꽃 저버린 겨울 뜨락에 창 열면

축제장 한가운데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비장

고 있었다.

밤의 탱고, 해상 불꽃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월 11일까지 '단풍(丹楓)의 화려함 국향(菊香)

하얗게 무서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기는 북녘

한 각오를 재현한 국화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

이 지역에서 태어나 무신의 기개와 활약을 보인

진행돼 신바람과 함께 탄성을 불러일으켰다.

전국 곳곳서 국화꽃잔치 '넘실'

의 설레임'이라는 주제로 축제가 열려 다양한 국

을 날아간다"는 작곡가 이수인의 가곡 '고향의

었다. 긴 칼을 옆에 찬 채 결연한 모습을 보인 이

최윤덕 장군 작품도 주목받았다. 일찍이 무과에

또 다른 야간 명소는 저도연륙교와 국화힐링터

국화의 계절이라는 말에 걸맞게 마산 외에도 전

화 작품을 선보였다. 충남 서산군 고북면에서는

노래'가 잔잔히 다가온다.

순신 장군이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

급제한 장군은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한 데 이

널. '콰이강의 다리'라는 별칭을 얻기도 한 저도

국 곳곳에서 국화축제들이 잇따랐다.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화…그 가을

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장계를 선조 임금에게 올

어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4군을 설치해 종

연륙교의 작품은 에머럴드빛 국화 터널을 동화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빛 추억속으로'란 주제로 제21회 서산국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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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평창송어축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지였던 강원도
평창에선 해마다 겨울이면 송어축제가
열려 눈과 얼음, 그리고 먹거리를 만끽하게
한다. 12회째인 올해 축제는 '눈과 얼음
그리고 송어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송어낚시,
송어맨손잡기 등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눈썰매,
얼음카트, 스노우래프팅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 033-336-4000, www.festival70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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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동두천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월

11월 3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12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경기도 동두천시의
중앙도심공원에서 열린다. 연말의 설레는 분위기를 빛으로 느껴보게 하는
축제로, 매주 일요일에는 상설공연 무대를 마련한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이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로만 알려졌던
동두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달라진 매력을 느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031-860-2114

주요 축제

바야흐로 한 해가 저문다. 달력은 12월을 마지막 잎새인 양 외로이 매달고 있다. 이맘때면 안드레아 보첼리와 세라
브라이트먼이 노래한 '타임 투 세이 굿바이(Time To Say Goodbye)'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겨울의
초입인 12월에는 동절기 축제들이 곳곳에서 다투듯 기지개를 켠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청양 칠갑산얼음분수축제가
그렇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보성차밭 빛축제와 인천 정서진 해넘이 축제도 흥미를 끈다. 수산물과 곶감을 내세운 축제들도 나들이객을
유혹한다. 평창송어축제나 영동 햇곶감축제에 가서 맘껏 먹거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크리스마스 시즌 축제들 역시 각양각색의 향연을 펼친다.

❶ 보성차밭 빛축제
전남 보성은 대표적 녹차 고장이다. 봄날에 싱그러운 찻잎을 키웠던 산비탈
녹차밭은 연말연시마다 환상적 빛의 향연장으로 변모한다. 이번 제16회 빛축제는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져 빛의
낭만을 듬뿍 선사하게 된다. 올해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모티브를 얻어 흰
눈 덮인 차밭에 매일 밤 화려하고 따뜻한 불을 밝힘으로써 '빛의 왕국'을 연출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❺ 영동곶감축제
충북 영동은 감의 고장이다. 백두대간의 소백산맥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지형과 물, 기후가 감의 생육에 적합하다. 적정한 밤낮의 기온 차로 생육기 감의
색상이 아름답고 당도가 높다. 이 지역에서 곶감축제가 열리는 것은 당연지사.
축제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상주차장과 영동특산물거리에서 열린다.
산타 곶감 나눠주기, 곶감 따기, 난계국악단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043-745-8917, www.ydft.kr

☎ 061-850-5211~4, www.boseong.go.kr/tour/festivity/light_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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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산정호수, 일동온천지구 등 관광지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에서 열리는 겨울철
체험축제다. 이번 제15회 축제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포천시
도리돌마을에서 열린다. 예년처럼 모닥불, 계곡눈썰매, 송어얼음낚시, 전통연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추억의 도시락, 야외 돼지고기 바비큐파티, 동지팥죽 등
다채로운 먹거리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눈 조각 작품전, 얼음조각 작품전,
산타동장군 소원당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 031-535-7242. www.dongjangk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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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12월 29일~1월 27일)

❸
❹
❺

116 201812

보성차밭 빛축제(12월 14일~1월 3일)

평창송어축제(12월 22일~1월 27일)
동두천 크리스마스트리축제(11월 3일~12월 30일)
영동곶감축제(12월 1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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