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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서 자연의 푸르름을 즐기세요”
대원사 계곡길·두류생탐방로 등 걷기 좋은 힐링길
짙푸른 녹음의 계절을 맞아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이 선물하는 맑은

상하며 걸어볼 수 있다.

공기를 마시며 휴식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행지가 눈길을 끌고

중산 두류생태 탐방로의 시작점은

있다.

지리산중산산악관광센터로 1.2㎞

경남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걷기 좋은 힐링길’을 소개했다.

길이 구간이다. 중산관광센터는 지

힐링길은 다른 관광객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 속에서 휴식

리산 천왕봉까지 직선거리로 약 5㎞

을 취할 수 있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에 불과하다. 지리산 등산이 아니더

먼저 소개할 곳은 ‘대원사 계곡길’이다.

라도 천왕봉을 가장 지척에서 느낄

대원사 계곡의 물길은 삼장면에서 흘러내려 시천면 중산리에서 내려

수 있는 길이다.

오는 물과 만나 덕천강이 되는데 이 물길의 흐름이 꽤 빠르다.

우렁찬 계곡 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시천면의 뜻이 화살 시(矢), 내 천(川). 즉 화살처럼 빠른 물이라는

커다란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다.

뜻이니 그만큼 유속이 빠르다는 뜻. 맑은 날이 며칠 계속되면 용소

탐방로 상층부에 닿으면 엄청난 규

등 물이 모이는 곳이 아니면 금세 물이 흘러가 버린다.

모의 돌무더기를 확인할 수 있다. ‘옛

험한 등산로가 아닌 산책길로 조성돼 있어 별다른 준비 없이 가볍게

날 신선들이 놀았다’해서 ‘신선너들’

걷기 좋은 3.5㎞ 길이의 맞춤 길이다.

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천년고찰 대원사, 넓은 주차장 등 편리한 접근

마지막으로 231만㎡ 규모의 대한민

성과 걷기 수월한 탐방로가 주말이면 꽤 많은 사람이 찾는다.

국 웰니스 관광의 메카 동의보감촌이다. 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의

중산 두류생태 탐방로(중산리 계곡)는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이야기를 품은 왕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비롯된 계곡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이기도 하다.

경복궁을 본떠 지은 동의전과 약초 테마공원, 한방 테마공원 등 곳

천왕봉과 중봉 사이에서 발원한 계류가 용추폭포를 거치면서 수량

곳에 한방과 전통을 주제로 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을 더해 써리봉에서 흘러오는 계곡물과 만나면서부터는 우렁찬 물

동의보감촌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허준 순례길은 사철 푸른 소나

소리와 함께 수려한 경관이 펼쳐진다.

무 숲속에 조성돼 힐링에 안성맞춤이다. 나무 데크가 깔려 있어 남

맑은 공기, 싱그러운 숲과 더불어 중산리 계곡을 바로 옆에 두고 감

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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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보감촌
2 증산 두류생태 탐방로
3 대원사 계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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