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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만족 달빛 조각섬 ‘거제 산달도’
1
1 연륙교와 산달도 2, 3 예쁜 그림들로 채워진 산달도 벽담 4 산달도 포차 내부

이름만으로도 낯설고 설레는 오묘한 매력이 있는 섬으로 떠나보자.

물들이 빨간 고무 대야에 담겨 보는 이를 반겨준다.

행정구역상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에 속한 산달도는 거제만 중앙에

포차 내부는 깨끗이 씻은 가리비 조개껍데기들이 방문객의 소중한

있다. 예전에는 본섬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 속의 섬이었지만

추억을 한 아름 담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메뉴판은 양은 냄비와

2018년 연륙교가 생겨 지금은 차로 왕래가 가능하다.

은색 쟁반 바닥으로 대신한다.

연륙교 위에서도 섬 꼭대기와 해안도로 절반이 보일 정도로 아담

해물 모둠을 시키면 바다가 한 상 나온다. 인근 바다에서 잡은 해산

하면서도 조용하다. 연면적 2.97㎢에 해안선 길이는 8.2㎞에 이른

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으니 살이 쫄깃하고 탱글탱글해 맛이 일

다. 산달도에는 삼봉(三峰)으로 불리는 3개의 산봉우리가 있다. 철

품이다.

따라 세 개의 봉우리 사이로 달이 솟아오른다고 해서 산달도로 일

배를 든든하게 채운 후 등산로에 올라보자. 산달도에는 당골재산

컬어졌다고 전해진다.

(235ｍ), 뒷들산(217ｍ), 건너재산(209ｍ) 등 세 개의 작은 산을 잇는

연륙교를 따라 내려가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이 나온다.

등산로가 있다.

차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입구에 주차하고

제대로 섬 전체 산행을 한다면 총연장 4.1㎞에 3시간 남짓 걸리는

산책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코스지만, 산 한 개만 등정해도 성취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섬 주변의 물빛은 하늘빛이 그대로 물에 잠긴 듯 유난히도 파랗다.

산 고개를 한 번 올라서면 탁 트인 바다 풍경이 눈앞에 바로 펼쳐진

섬 해안도로와 방파제에는 낚시를 하며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

다. 바다가 반짝거려 눈이 부신다. 정상에 놓여 있는 벤치에 앉아 바

들도 많다.

람에 몸을 싣고 자연에 흠뻑 빠져 보는 것도 하나의 낭만이다.

여행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맛집 탐방. 출출한 허기를 달래면서

산달도 이곳저곳에 발길을 옮기며 작고 예쁜 포구마을을 둘러보는

함께하는 이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는 곳을 찾는 것만

재미가 쏠쏠하다. 산비탈에서 관광객에게 손짓하는 꽃양귀비와 예

으로도 여행의 절반은 성공이다.

쁜 그림들이 그려진 벽담들, 갯벌 내음을 더 해주는 가리비 더미, 폐

듬성듬성 식당과 펜션이 있는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니 이색적인

교된 분교를 리모델링한 산달분교 펜션 등 발길 가는 대로 부담 없

포차들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수족관 쪽으로 가까이 가면 주인장

이 풍경을 즐기다 보면 저절로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

이 직접 잡았다는 자연산 멍게, 조개, 뿔소라, 낚지 등 신선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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