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넓은 벌판에는 일렁이는 억새 위로 따스

한 늦가을의 햇살이 쏟아진다. 햇살이 간지

러운 억새는 하늘을 향해 연신 재채기를 해

대고 그 소리에 놀란 새들은 불현듯 날아올

라 건너편 나무로 자리를 옮긴다. 들판에

사슴이 뛰어놀고 말들이 살을 찌우던 그 시

절의 풍광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늘을 가

로막는 높은 산도 없고 시야를 가리는 넓은

숲도 없는 길은 그저 뚜벅뚜벅 걷기 좋은

곳이다. 오름 위든 들판이든 걷는 내내 따

라다니는 아련한 풍광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한라일보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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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주차장에서 시작했다. 주차장을 떠나 소

록산 남쪽 기슭을 따라 둘레길을 거쳐 소록

산 정상을 오른다. 소록산을 내려 다시 대

록산을 오르고 대록산을 내리면 갑마장길

로 들어선다. 목장길을 지나 초지를 지나면

새끼오름을 오를 수 있다. 새끼오름을 내려

서면 다시 목장을 만나고 갑마장길로 들어

설 수 있다. 갑마장길 옆 삼나무 숲길을 지

나면 유채꽃프라자와 만나고 단지를 가로

지르는 길은 대록산 주차장까지 이어진다.

세 개의 오름을 오르고 드넓은 들판을 가로

지르며 말과 사슴이 뛰어놀던 옛 풍광을 상

상하며 걷는 즐거움이 가득한 투어다.

길옆에는 돌담을 의지해 한가득 피어있

는 산국이 노란 얼굴로 반긴다. 소록산 남

쪽 기슭의 소하천으로 접어드니 아직도 하

얀 꽃을 뽐내고 있는 궁궁이와 마주친다.

소하천을 넘어 삼나무 가득한 숲길과 솔밭

길을 지나면 임도를 만나고, 임도는 소록산

정상을 향해 이어진다. 소록산(족은사슴

이)은 높이가 102m로 남북으로 길게 누워

있는 모습이다. 북동쪽으로 벌어진 굼부리

가 있는데 남서향으로도 두 가닥의 등성이

사이로 굼부리로 보이는 지형이 있다. 이를

쌍둥이 화산체로 표현한 책도 있다. 정상으

로 이어지는 길에는 석송이 햇빛을 받아 반

짝인다. 숲이 주위 풍광을 막고 있지만 키

작은 나무 사이로 한라산 방향의 경치를 볼

수 있다.

소록산을 내려 대록산 동쪽 가파른 비탈

길을 따라 정상을 향한다. 숨이 찬 나그네

를 하얀 물매화가 반긴다. 물가에 자라 물

매화인데 억새 가득하고 건조한 비탈에서도

그 모습은 청초하다. 대록산(큰사슴이)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높이 152m

의 오름이다. 서쪽으로 붙어있는 소록산과

함께 표선면 북서부 드넓은 벌판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둥근 모양의 대록산은 원형

화구를 가지고 있다. 오름 이름은 지형지세

가 사슴을 닮아 붙여졌다고도 하고, 예전에

사슴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주변의 드넓은 평탄

면의 초지는 가시리 목축산업의 원류인 녹

산장과 갑마장을 만들었다. 오름은 분화구

주위를 따라 둘레길이 한 바퀴 돌아간다.

정상 근처 나무 의자 쉼팡에서 잠시 쉬고

다시 길을 나선다. 팥배나무가 열매를 떨구

지도 않은 채 꽃을 피우고 있다. 요즘 기후

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가 보다. 분화구

를 돌아내려 갑마장길로 향한다. 낮게 이어

지는 능선에서는 성불오름을 비롯해 비치

미, 개오름, 영주산 등 한눈에 담을 수 없는

오름들과 드넓은 초원의 모습을 볼 수 있

다. 보랏빛 앙증맞은 용담꽃이 고개 내민

길을 내려 갑마장길을 가로지른다.

목장길 따라 억새밭을 가로지르니 가을

걷이로 베어낸 초지엔 새로 돋아난 파란

싹이 가득하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겨

울 목장의 모습이다. 초지를 지나 새끼오

름으로 들어섰다. 전체적으로 말굽형 모

습인 오름은 다소 완만하고 길게 구부러

져 있고 위는 펑퍼짐하다. 정상에는 겨울

딸기의 빨간 열매가 지천이다. 오름을 내

려 다시 초지를 지나 삼나무 숲길로 접어

들었다. 삼나무 숲길은 중잣성 옆 갑마장

길과 이웃해 있다. 촘촘히 심어 있는 삼나

무 사이를 곡예를 하듯 지나간다. 숲이 끝

나갈 즈음 담을 넘으면 유채꽃프라자를

지나는 길을 만난다. 풍

력발전기 날개가 느릿

느릿 돌아가는 단지 내

유채밭에는 어린 유채

가 한창 자라고 있고, 길

옆 억새는 늦가을 오후

의 햇살을 받으며 살랑

댄다. <끝> 양영태 제주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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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과 드넓은 초원 거닐며 말들이 뛰놀던 풍광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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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축문화의 원류인 녹산장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 일대 드넓은 말 생산지였다. 조선시대 최고의 말을 길렀던 갑마장 터를 걸으며 말들이 뛰놀던 옛 풍광을 떠올리게 된다. 양영태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