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알프스의

갈대를

만나러 가다!
글·사진 울산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팀 김지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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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가을 햇살 아래 단풍이 곱게 

물든 11월의 첫 금요일, 농익은 홍시처

럼 짙은 색채를 만끽하기 위한 가을 산

행을 떠났습니다.

울산산업보건센터는 매년 추석이 지나

고 나면 석유화학단지의 정기보수공사

로 업무가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분

주한 와중에도 나무들이 곱디고운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하늘이 쪽빛으로 깊어

질 때 즈음이면, 가을 야유회가 기다려

지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운영지원팀에서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김밥과 간식, 과일을 든든히 챙겨들고 

센터에서 출발한지 한 시간 쯤을 달려 

배내골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

졌기에 어묵 국물로 간단히 속을 데우고 

삼삼오오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정상에 도착해서 쉬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30분 정

도 지났을까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

를 잡아 세운 건 영남알프스의 자연이었

습니다. 살랑대는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안부를 전하고 있었고 햇살은 수려한 단

풍의 색채를 돋보이며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힘든 것도 잠시 잊은 채 산

에 몸을 맡기고 걷기를 1시간 남짓, 탁 

트인 갈대밭의 광활하고 따뜻한 풍경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두런두런 앉아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일상에 지쳐 미

처 느끼지 못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

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땀이 식어 

약간 한기가 느껴질 즈음, 집결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이왕 산에 오른 이상 정

상을 정복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와 기사님들, 방사선과 선생님과 함께 

길을 올랐는데 웬걸요, 휴게소에서는 

너무도 가까워 보였던 정상이 시작하자

마자 가파른 계단으로 저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에 지쳐 

미처 느끼지 못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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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이 식으면서 다리에 통증이 왔고 

‘굳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인생에서 이 순

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

각에 마음을 고쳐먹고 부지런히 올라

갔습니다. 산행을 자주 해보셨던 기사

님의 진두지휘 아래 열심히 오르고 나

니 간월산 능선에 도착했고 등산로 옆 

소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

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소나무

로 보였는데 막상 나무 아래 앉아있으

니 적당한 바람과 그늘, 언양과 울산까

지 보이는 탁 트인 전경이 저희를 반겨

주었습니다.

잠시 목을 축이고 정상으로 오르는 길,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산행

을 오셔서 서로 인사를 건네다 문득 어

린 시절 기억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따

라 등산을 많이 가곤 했는데, 제가 헉헉

대고 힘들어하면 늘 다른 등산객분들이 

‘다 와갑니다! 힘내세요!’라는 선의의 

거짓말로 위로해주었습니다. 선의의 거

짓말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던 어느 산

행길. 아무리 올라도 정상은 나오지 않

았고 오히려 내리막길이 나오더니 더 

커다란 산이 눈앞에 나타나버렸고, 저

는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때 저

는 결국 산 중턱 절에서 일행들을 쉬면

서 기다렸고, 아직도 산행을 하러 가면 

‘다 와갑니다’라는 웃픈 해프닝을 떠올

리곤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며 능선을 

따라 바윗길을 오르내리기를 몇 차례, 

드디어 간월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

습니다. 정상까지는 저희 팀만 온줄 알

았는데, 팀장님과 센터장님께서도 정

상까지 올라오셨고 간월산 정상을 함께 

정복한 인증샷을 남겨 드렸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하산한 뒤, 기다렸던 

삼겹살 회식과 회식보다 기다리던 제비

뽑기 경품추첨 행사가 바로 진행되었는

데요, 먼저 1등을 뽑기로 했습니다. 

두근두근두근… 51번!! 아… 제 번호는 

아니어서 아쉬워하는 찰나, 1등에 뽑히

신 환경위생팀 김도희 과장님께서 흥

분하며 종이쪽지를 찾기 시작하셨습니

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종이는 나오

적당한

 바람과 그늘, 

언양과 울산까지 

보이는 

탁 트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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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제한시간 초과에 따라 최영

인 사원이 2번째 1등 주인공으로 경품

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바로

는 과장님의 호주머니 어디선가 종이쪽

지가 끼어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해프닝 후 경품추첨이 다시 

진행되었고, 여러 당첨자들이 나왔지

만 1등의 저주가 있었던 것인지 환경위

생팀에서는 결국 당첨자가 1명도 나오

지 못했고 위로금으로 자체 경품추첨을 

하여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훈훈한 소식

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당첨된 사람, 아쉽게 당첨이 되지 않는 

사람 모두가 환히 웃으며 오랜만에 하

나 된 자리에서 식사를 즐기다 보니 어

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

습니다. 

오랜만에 터울 없는 공간에서 마주한 울

산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의 웃음꽃은 가

을 햇살만큼이나 밝았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는 우리의 마음 또한 풍성하고 넉

넉한 가을의 계절을 닮아있었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직원을 인솔하느라 고

생하신 김동운 차장님과 운영지원팀 식

구들, 푸짐한 경품행사를 위해 물심양

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변정식 

센터장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밝은 웃

음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시는 권한

아 차장님, 그리고 건강진단팀 모든 식

구들! 

이번 가을에도 모두 밝은 모습으로 자

연 속에서 마주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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