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거리는 태양은 그 얼굴을 정면으로 바

라볼 필요가 없다. 무심하게 외면하고 살짝

숲속으로 비켜 가자. 연일 폭염특보가 재난

문자로도 전해지는 요즘, 더위를 피해 숲속

으로 들어가면 뻐꾸기의 청량한 울음소리

가 반긴다. 오름으로 살짝만 발을 내디뎌도

시원한 바람이 발등을 타고 올라와 얼굴을

간지럽힌다. 큰키나무 숲이 태양을 가려주

고, 바람도 솔솔 부는 나지막한 오름길을

걷는다. 그늘과 바람을 벗 삼아 숲길과 오

름을 걷는 에코투어는 여름의 더위를 잊어

버리고 오롯이 자연의 품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호강을 선사한다.

지난 9일 진행된 한라일보의 2022년 제

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4차 행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미래로에서 출발해 족은방

애오름을 한 바퀴 돌아 방애오름 남쪽 능선

을 지나고, 초지를 건너 선흘리 민오름 둘

레길을 따라 민오름 정상에 오른다. 그 다

음 오름 숲길을 돌아내려 다시 대천이오름

둘레길을 돌고, 초지를 지나 방애오름 북쪽

능선을 가로질러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

로 진행됐다. 이번 투어 역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불안한 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에코투어는 오름을 4개나 거치는

코스이지만 민오름을 제외하고는 오름의

높이는 높지 않다. 동네 뒷동산을 오르는

기분으로 넉넉히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방

애오름 남쪽 삼나무가 도열하고 있는 임도

를 따라 조금 가면 족은방애오름으로 접어

든다. 그리 넓지 않은 탐방로를 따라 오르

면 족은방애오름 정상에 이른다. 정상이래

야 나무가 빼곡하고 높지 않아 채 느끼기도

전에 그곳을 지나친다. 족은방애오름을 내

려오면 바로 방애오름의 남쪽 능선으로 이

어지고,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면 오름

을 벗어나며 초지를 만난다.

방애오름은 굼부리를 포함한 오름의 모

양이 방에(방아) 와 같이 생겼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오름은 교래리 북동쪽에 있

다. 가운데 굼부리를 5개의 크고 작은 봉우

리가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그

남쪽 귀퉁이에는 족은방애오름이 붙어있

다. 족은방애오름 남쪽에는 천미천이 흐른

다. 천미천은 제주도에서 가장 길이가 길고

가지가 많은 하천이다. 민오름과 대천이오

름은 방애오름과 서로 이웃해 있지만 선흘

리에 속한다. 방애오름은 굼부리를 포함해

주변이 전부 목장이다. 목장 초지에 들어서

니 풀을 뜯던 말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이방

인을 바라본다. 무시하고 목장길을 따라 민

오름으로 향한다.

선흘리 민오름은 다른 곳의 민오름과 같

이 예전에 나무가 없이 풀밭으로 덮인 민둥

산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지금은 조림한

삼나무가 빼곡하게 무성한 오름이 됐다. 북

쪽으로 무너진 굼부리의 능선을 따라 돌면

정상에 닿는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커다란 감동이다. 번영로를 따라 조천읍에

서 구좌읍으로 이어지는 오름의 군락이 파

노라마로 다가온다. 풍광에 취한 마음을 오

름 위에 부는 시원한 바람에 실려 보내며

걸음을 재촉한다. 능선을 한 바퀴 돌아 굼

부리 밑으로 내려서면 숲길이 반긴다. 숲길

은 목장길을 따라 대천이오름으로 이어지

고, 대천이오름 둘레길을 따라 한 바퀴 돌

면 다시 만난다. 숲길을 지나 방애오름으로

향하면 초지를 만난다. 초지에는 가을꽃 쑥

부쟁이가 벌써 피기 시작했다. 참 성질도

급한 녀석이다. 쑥부쟁이의 배웅을 받으며

방애오름 북쪽 능선으로 들어섰다. 방애오

름은 다섯 봉우리 중 북쪽 봉우리가 가장

높다. 하지만 도긴개긴

이다. 능선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심은 삼나무

사이로 매트가 깔려 있

다. 탐방로를 따라 오름

을 내려오면 초지를 만

나고, 오름 기슭 목장길

은 입구까지 이어진다. 양영태 제주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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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로 다가오는 풍광이 바람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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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나무숲을 거쳐 마치 뒷동산을 오르듯이 걷다보면 나무들이 울창한 족은방애오름 정상을 지나게 된다. 양영태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