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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더 아름다운 둔산!
둔산은 행정구역상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의 금산군, 그리

고 논산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충청남도의 둔산도립

공원과 전라북도의 둔산도립공원으로 나뉜다. 

1980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둔산도립공

원은 오 산(569m), 월성봉(649m), 비랑산(555m), 태고사 계

곡의 갓바위, 고깔바위, 선녀폭포 등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곳이 많다. 특히 침식된 화강암 암반이 드러나 봉우리마다 절

벽과 기암괴석을 이루고 있으니 가히 한국 8경의 하나로 꼽힐

만 하다. 

1977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둔산도립공원은

관광객들을 위한 케이블카와 금강구름다리로 더 잘 알려진 곳

이다. 길이 81m 너비 1m 인 금강구름다리는 임금바위와 입석

사이를 가로질러 놓은 것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호남평

야와 더불어 군산과 장항 너머로 그림 같은 서해 바다를 감상

할 수 있다. 사계절 중 어느 계절에 찾아와도 자연의 아름다움

을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다. 

정상인 마천 (878m)는 시원하게 뻗어 있는 산줄기와 삼선

바위, 용문굴, 금강문 등 기암괴석이 수려하다. 마천 에서 북

쪽 능선을 따라 조금 가다 보면 낙조 에 이르게 되는데 낙조

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 또한 장관이다.
(문의 : 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63-263-9949)

따끈따끈한 둔산 온천
둔산도립공원 관광단지 내에 있는 둔산온천은 둔산

온천관광호텔 내에 온천이 위치하고 있어 산행을 겸한 온천욕

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지하 620m의 암반층에서 끌어올린

온천수는 약알칼리성 유황 온천수이며, 칼륨, 칼슘, 염소, 규

산, 철, 아연, 나트륨, 마그네슘, 황산염, 유황, 망간, 불소 등

이 함유돼 있다. 

내부에 설치된 일라이트 맥반석 사우나는 이곳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데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증가시켜 성인병 예방과 치

료에 효능이 있고 암 예방 및 치료, 피부미용과 부인병 예방,

당뇨병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 피로회복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중탕을 비롯해 진흙한방사우나, 쑥탕사우나 일라이트 맥

반석 사우나, 유황온천 사우나 등이 갖춰져 있으며 특히 둔

산 등산 후의 피로를 씻는데 그만이다. 

◉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서 전 분기점 → 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안 IC → 금산

방향 635번 지방도 → 곡남3거리 우회전 → 둔산 / 둔산 온천

∙경부고속도로 서 전 분기점에서 남부순환고속도로 안 IC로 나와 금산

방향 635번 지방도를 타고 곡남3거리 우회전을 하면 둔산과 둔산 온

천이 나온다.

여행정보 | 그곳에 가고싶다!

12월의여행, 겨울바람도잠시
쉬어가는 둔산
12월, 1년을 정리하는 달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여행으로는 산행이 좋다. 여행이 주는 느낌도 제법 받으면서 겨

울에 가기 좋은 산으로 충남과 전북의 경계에 있는 둔산을 권한다. 둔산은 겨울 산행의 백미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산으로 해발고

도가 878m로 높지 않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추운 겨울날에도 힘들지 않게 산을 오를 수 있다. 둔산의 설경은 둔산의 4계 가운

데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힐 정도로 차디찬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산자락에는 산행 후 몸에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풀 수 있는 온천

이 있어 겨울산행지로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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