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원주 
글 홍아름   사진 김소연 

산천에 살어리랏다

“내가 원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산천을 사랑한다는 얘기다.” 

故 박경리 선생이 장편소설 『토지』를 완간하며 덧붙인 말이다. 

본질적인 땅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원주(原州)에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정겨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Wonju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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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쏟아지는	가을

푸른 하늘에 어울리는 노랗고 붉은 단풍, 그리고 낙엽 밟는 소리까지. 11월, 치

악산의 풍광이다. 등산로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

면 눈앞에서 가을이 쏟아진다.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느끼며 느리게 걷기 시

작한다. 행구동 탐방지원센터에서 보문사를 지나 향로봉까지 가는 코스는 원

주 시내와 가장 인접하고 짧은 코스이다. 코스 중간에는 보문사가 있는데, 중

간에는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3호인 청석탑이 있다. 아기자기하고 고즈넉한 

보문사를 둘러보며 휴식을 취한 뒤 향로봉에 올라 시내를 바라본다. 이제야 원

주에 왔음을 실감한다.

치악산이 위에서 떨어지는 가을이라면, 소금산 출렁다리는 발밑에 가을을 담

는다. 간현관광지에 있어 출렁다리를 걸어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다. 마침내 높

이 100m, 길이 200m의 출렁다리를 걷고 있으면 발 위아래로 펼쳐진 풍경에 

할 말을 잊는다. 흔들리는 다리를 걸어가며 느끼는 풍경은 그 어떤 것보다 역

동적이다. 다리 밑바닥에는 구멍이 뚫려있어 하늘을 걷는 기분이다. 출렁다리

를 지나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오는데, 굴곡진 섬강의 모습이 아찔하게 펼

쳐진다. 일반은 3,000원, 원주시민은 1,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

는데, 일반의 경우에는 원주사랑 상품권 2,000원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

권은 간현관광지 일대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데, 상품권으로 산 음료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힌다.

▲ 가을을 품은 치악산비로봉 [출처 : 원주시 시정홍보실]

▶ 소금산 출렁다리의 모습

◀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뮤지엄 산(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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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마주하는	작품

문학과 예술작품을 조망하기에도 좋은 원주에서는 

박경리 선생의 삶과 작품세계도 엿볼 수 있다. 박경

리문학공원은 박경리 선생이 거주하며 『토지』를 집

필했던 옛집과 정원, 집필실 등을 원형대로 보존하

고 있다. 주변에는 소설의 배경을 옮긴 3개의 테마

공원이 있어 『토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것 같

은 착각에 빠진다. 옛집 앞에는 박경리 선생의 동상

이 있다. 그 옆에는 책과 호미가 놓여있는데, 글을 

쓰다 내용이 막히면 밭으로 향했다고 한다. 밭을 매

면 어지럽던 생각이 정리되어 다시 글을 쓸 수 있었

다는 박경리 선생의 정감 있는 삶이 느껴진다. 

소통을 위한 단절(Disconnect to connect). 건축

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뮤지엄 산(SAN)은 자

연과 예술을 통해 잊고 있었던 삶의 여유와 휴식

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여기에서 SAN은 

Space, Art, Nature를 의미하는데, 고유의 지형을 

보존하면서 예술 작품과 조화를 이룬다. 오솔길을 

따라 마주하는 웰컴센터를 시작으로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스톤가든, 제임스 터렐관 등으로 이어지

는 길은 산과 자연으로 둘러싸여 아늑하다. 일상과

의 단절을 통한 자연, 예술과의 소통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 일상을 떠나온 원주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친다. 

1.   뮤지엄 산의 스톤가든

2.   뮤지엄 산에서 바라본 전경

3.   전 5부 16권으로 완간한 대하소설 『토지』

4.   박경리 선생 옛집 앞에 있는 안내판

5.   박경리 선생의 조각상

6.   뮤지엄 산의 워터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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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Tip 2

※   단체(20인 이상)는 500원 할인되며, 국가유공자·장애인과 동

행하는 보호자 1인, 7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은 무료로 관

람할 수 있다.

함께 들리면 좋은 곳, 직무능력향상과 일상 속 쉼표를 동시에!

원주한지테마파크 치악산	호텔

한지의 본고장인 원주를 방문했다면, 원주한지테마파크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 국내 최초 한지문화복합공간인 이곳

에는 연중 다양한 전시와 교육, 체험, 학술행사를 진행하

고 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인형, 나무등, 목걸이 

등 다양한 한지 예술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교육과 휴식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다.

최대 120명까지 수용 가능한 1층 연회장 세미나

실은 소규모 연회는 물론 단체모임·간담회·

연수 및 세미나 등 가능하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관람료  어린이, 청소년, 군인 : 1,000원

 성인(19세 이상) : 2,000원

 • 1층 : 한지역사실 무료, 

 • 2층 : 기획전시실 유료(특별 기획전 무료)

주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555-1

문의  ☎ 033-731-7931

문의   033-73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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