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 트

2

1
3

1 신정호수공원 2 충남 아산 외암마을 3 세계꽃식물원

“코로나 블루에 지친 당신, 아산으로 봄나들이 떠나요”
혼자 떠나도 괜찮고, 함께 떠나도 괜찮은 ‘아산’ 치유 여행
혼자 여행하면 모든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사람과 일

도심 속 휴식처가 되어준다.

정에 쫓겨 당장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없으니 천천히 걷게 되고, 천천

신정호수공원 주변으로 예쁜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신정호

히 구경하고,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 느림의 미학을 제대로 느껴 볼

카페거리가 조성돼 SNS에서 검색(#신정호카페 #신정호맛집)만 해

수 있는 ‘나 홀로 여행’(혼행) 관광지가 아산에 기다리고 있다.

도 약 10만 개 이상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아산 외암마을

세계꽃식물원

자연과 전통, 조상들의 지혜와 삶을 엿볼 수 있는 충남 아산 외암마

세계꽃식물원은 다채로운 색상과 향긋한 봄 내음으로 오감을 사로

을(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설화산을 배경

잡는 3천여 종의 원예종 관상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

으로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모의 실내 온실 식물원이다.

조선 시대부터 예안 이씨 집성촌으로 형성돼 현재까지도 80여 채

사시사철 이름 모를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식물원 덕분에 아산에

전통 가옥이 그 모습을 그대로 마을을 지키고 있다.

는 365일 매일같이 따사로운 봄기운을 느낄 수 있다.

그중 조선 시대 영암군수 이상익 선생이 살던 건재고택은 마을을

원예와 정원문화가 발달한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었

대표하는 고택 중 하나다. 1869년 건축한 이래 150년간 그 모습을 유

던 ‘네덜란드식 가든 센터’를 본떠 만든 공간을 2004년 한국에 처음

지하며 1998년 국가민속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됐다. 사랑채, 문간

도입해 다양한 원예 체험 행사를 개설했다.

채, 안채, 정원을 조화롭게 구성해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전형을 보
여준다.

자연 관광농원 ‘피나클랜드’
봄 향기 가득한 자연 관광농원(수목원) 피나클랜드는 서울에서 약 1

신정호수공원·카페거리

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신정호수공원은 1926년 조성된 아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온양온

아산만 방조제 매립을 위해 채석장으로 사용된 곳을 이창호 선생

천역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거제 외도 보타니아 설립자)이 자녀들과 함께 손수 가꿔 만든 곳으

산책로와 가로수 공원, 연꽃단지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로 지난 2006년 7월에 첫 개관 했다.

볼 수 있는 웰빙공원으로 야외음악당, 잔디광장, 음악분수공원, 생

지난해 ㈜피나클랜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새롭게 시작한 피나

태수상공원 등 다양한 테마 시설을 갖췄다.

클랜드는 식물 자원을 직접 재배하고 전시적 기능과 공원적 기능

또 문화예술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을 동시에 제공해 자연이 주는 쉼과 치유를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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