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결 뽀얀 하얀 나무숲으로 
떠나는 힐링 트레킹 

하얗다 못해 은빛을 낼 정도로 살결 뽀얀 나무들이 큰 키와 곧은 몸매를 뽐내며 손님을 맞아주는 숲이 있다. 팅커벨 같은 

작은 요정이 살 것 같기도 한 신비로운 숲,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에는 하얀 절경에 반한 트레킹족들의 발길이 

사계절 이어진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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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미소짓게

산들바람

글. 이규현 자유기고가 / 주말여행 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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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겨울에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입구에는 ‘1년 후 받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엽서와 우편함이 있다. 1년 전 이 숲에 다녀갔음을 기억하기 위해, 또 1

년 후 나에게 작은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 가볍게 엽서 한 장 적어 넣

었고 신비의 숲을 떠나 왔다. 

임도(3.2㎞)를 지나 탐방로 1코스(자작나무숲)를 둘러보고 탐방로 3

코스(1.2㎞)로 내려와 다시 자작나무숲 안내소로 돌아오는 데에 약 3시

간이 걸렸다. 3코스는 작은 계곡을 따라 난 길로 되어 있다. ‘졸졸~’거

리는 물소리를 벗 삼아 내려오니 심심할 틈이 없었다. 

여름이면 푸른 잎이 하늘을 가려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가을

이면 노란 낙엽으로 물들며 겨울이면 더욱 하얀 설국이 되어 버리는 자

작나무숲. 자작나무의 꽃말이 ‘당신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니 자꾸 더욱 

가고 싶어지는 숲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겨울에 입산 금지 기간이 있었지만 올해 겨울에는 전

면 개방한다고 한다. 물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니 겨울철 트레킹을 

위해서는 아이젠은 필수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 가능하나 

오후 2시까지만 입산이 허용되기도 하니 되도록 오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새하얀 동화 속 풍경,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사진으로만 봤던 하얀 자작나무숲을 찾아 강원도 인제를 찾았다. 자작

나무숲 안내소(원대삼림감시초소)를 지나 자작나무를 등지고 풀을 뜯어먹

고 있는 인근 승마장의 말들도 구경하고 금빛 머릿결 자랑하는 갈대도 구

경하며 구불구불 잘 닦인 길을 걷고 걸었다. 둘이 또는 셋이 걷기 좋은, 아

담한 길이었다. ‘이 코너만 돌면 하얀 숲이 나올까?’ 설레는 마음 가득한 

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자작나무 숲이 눈에 훅 들어왔다. 

한 눈에 늘어온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빼곡

히 들어선 수천 그루의 자작나무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왔다. 몇 시간이고 

이 숲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사했다. 여기저기서 사진 찍기

에 바쁜 사람들이 많았다. 어떻게 찍어도 신비로운 느낌어서 그랬을까? 다

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해 보였다. 3.2㎞의 임도를 걸어와야 만날 

수 있는 이 귀족적인 절경은 카메라에 많이 담아갈수록 남는 장사인 것 같

았다.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알려진 자작나무는 껍질에 기름기가 

많아 불에 탈 때 ‘자작자작’ 소리를 낸다고 해서 자작나무라고 불리게 되었

고, 박달나무만큼이나 단단하고 해충에도 강해 건축재료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그림의 원재료도,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

경도 자작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자작나무 가지 사이로 올려다 본 하늘이 새삼 신선했다. 유치하게 느껴

지기도 하지만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라는 옛 영화 제목이 떠올랐다. 확

실히 빌딩숲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으니 심신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박인환 문학관

원대리 자작나무숲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박인

환 문학관>은 숨은 명소이다.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 등 주옥같은 시를 발표한, 한국 모

더니즘 시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히는 박인환(1926년~1956년)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박인환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장

소들을 세트장처럼 정성스럽게 재현해 놓아 그의 시를 읽으며 그 

시대를 되돌아보기에 좋았다.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박인환 문학관> 옆에는 국내 최고 산촌민속 전문 박물관인  

<인제 산촌민속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사라져가는 인제군의 민속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기 위해 세워졌다. 1960년대 산촌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모형과 실물, 영상 등을 통해 전시되고 있다. 

산촌의 수렵도구, 농기구, 먹을거리 등을 부담 없이 둘러보며 옛날

을 회상하기에 좋았다.

박인환 문학관  인제읍 인제로 156번길 50

문의 033-462-2086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인제읍 인제로 156번길 50

문의 033-460-2085

그 외에 가 볼만한 곳

원대리 자작나무숲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763-4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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