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숲 내음 가득한 산책로와 탁 트인 자전거 도로를 갖춘 힐링 플레이스

강변을 산책할 수 있는 행주나들길과 전망대인 행주 물 사랑 테크와

로 떠오르고 있다.

평화의 염원을 담은 평화정이 자리 잡고 있으며, 행주산성역사공원, 행

한강 민물과 서해 바닷물이 만나 강물이 매일 두 차례 역류하는 한강

주산성 등과도 이어진다. 평화의 염원을 이어가는 희망의 공간으로 자

하구에 인접한 이 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 보고로도

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하다.

시는 프로그램 운영 기간 ‘SNS 공유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특히 말똥게와 붉은발 말똥게는 기수역에 서식하는 대표동물로, 산책

평화자전거를 이용한 뒤 체험 후기와 사진을 해시태그(#고양특례시 #

로 곳곳에서 이동하는 게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야생화 마당’,

가볼만한곳 #명소 #관광 #체험 #힐링) 2개 이상 함께 올리면 추첨을

‘물억새 군락’ 등에서는 다양한 식물이 눈에 띈다.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 갈대군락, 용치 탐조대, 물망초 다리, 잉어 다리, 제2돌다리 등 공원

특히 고양시티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가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

곳곳에는 ‘인생샷’을 남길 포토존이 있다.

하고 고양관광정보센터의 시민참여 체험행사와 더불어 고양시 관광

한강평화공원 코스도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한다. 이후 현충전시

특구를 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관에서 가이드 해설과 고양한강평화공원에서 평화자전거 체험을 한다.

예약 및 고양시티투어 노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티투어 홈페

고양한강평화공원은 한강하구라는 생태적 가치와 전쟁과 분단의 흔

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적을 엿볼 수 있는 평화의 상징 장소다. 고양시 한강하구 생태와 역사,

고양시 관계자는 “자연과 생태를 담은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이 코로나

평화의 이미지가 어우러졌다. 전쟁의 아픔이 서린 이곳은 고양시 한강

19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알려지지 않은 고양시의 아름다운

하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평화를 여는 곳이 됐다.

자연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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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자전거, 자연 속으로 스며들다”

고양시, 대덕생태·고양한강평화공원 자전거 탐방코스 운영
올여름은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자원을 연계한 ‘평화자전거, 지역 속으로 스며들다’ 프로그램을 진행

주말 가족과 함께 당일치기로 나들이할 만한 서울 근교 관광지는 어

한다.

디가 좋을까?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출발하는 평화자전거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수도권에서 힘들이지 않고도 초록빛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대덕생태

13일까지 매주 금·토·일(1일 2회) 운영한다.

공원과 고양한강평화공원을 추천한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췄지만,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대덕생태공원

경기 고양시는 도보 관광코스와 자전거 코스 확대를 위해 지역 관광

과 고양한강평화공원 두 개 코스를 집중적으로 탐방하는 프로그램

4

이다.
평화 자전거 라이더의 해설과 함께 두 공원의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다.
대덕생태공원 코스는 고양시 관광 중심인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기념
품(북마크) 만들기 체험으로 시작한다. 이후 고양시티투어 버스를 타
고 고양 관광특구인 관광 거점에 대한 해설을 듣고, 평화자전거로 대
덕생태공원을자연 속으로 관람한다.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덕생태공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에 오른 곳으로 서울 끝자락
경기 북부 동남쪽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한강 변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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