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이 있는 여행

한라산에
흰 노루(白鹿)가 있다고?
김환승 /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과

국립기상연구소가 지난 3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

의 못’ 즉, 백록담(白鹿潭)이라고 한 것이다.

격적인 ‘제주 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

한라산 정상을 오르는 등반길로는 동쪽 성판악에서

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한라산은 가봤느냐고 묻곤

진달래밭 대피소를 지나는 9.6km(4시간 30분 소요)

하여 어서 올라가 봐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마침

거리의 완만한 코스가 있다. 또한, 북편의 관음사에

내 남재철 소장님을 비롯하여 최병철 과장님, 조진

서 탐라계곡을 지나는 8.7km(5시간 소요) 정도 되는

현 과장님, 박순천 연구관, 조창범 연구사, 함인경

급경사 코스도 있다. 우리 등정은 성판악을 출발하여

연구사, 강경식 연구원이 함께할 등반 대원으로 뭉

백록담 정상에 오르고 관음사 코스로 내려오는 것으

쳤다.

로 정했다.

한라산은 고려시대인 1007년, 마지막 화산 분출을

드디어 등반하는 날, 아침 일찍 성판악에서 기념사진

했다는 기록이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휴화산으로

을 찍고 삼삼오오 숲길을 따라 올라갔다. 초반 등산길

1950m 높이에 백록담(白鹿潭)이 있다. 백록담에 관한

은 숲속을 지나서 덥지 않아, 속밭 대피소까지 4.1km

전설을 소개하면, 매년 복날이면 하늘의 선녀가 내려

를 단숨에 갔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가지고 간 음

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고 한다. 그때마다 한라산

료수와 과일을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하였다. 속밭 대

산신령들은 방선문(訪仙門; 제주시 한라수목원 옆) 아

피소에서 약 1.8km 올라가면 해발 1,300m인 사라오

래에 숨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한 산신령이 선녀의

름 입구가 나타난다. 표지판에 왕복 40분 소요로 되

옷 벗는 모습을 보고 그만 황홀경에 빠져 넋을 놓고 만

어 있어서 대부분의 등반객들이 사라오름에 가기를

것이다. 이를 본 선녀가 기겁을 하고 옥황상제에게 일

포기하는데, 나는 조창범 연구사와 함께 달리듯 올라

러바치자, 이에 노한 옥황상제가 산신령을 흰 사슴으

갔다. 정말 한라산 중턱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로 변하게 하였다. 그 후 매년 복날이면 흰 사슴이 나

것에 놀랐다. 가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정도로 아주 멋

타나 울고 있다고 하여, 한라산 정상의 못을 ‘흰 사슴

진 곳이었다.

❶
하늘사랑_ 2014. 08. August

❶ 한라산 등정대 출발 ❷ 사라오름 ❸ 한라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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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시간에 맞춰 진달래밭 대피소에 도착하였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드디어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 정

컵라면, 김밥 등 각자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맛

상에는 자동기상장비가 운영되고 있었다. 한라산 정

있게 나누어 먹었다. 정상이 이제 2.3km 남은 시점.

상에서 백록담을 바라보며, 혹시나 하고 흰 노루를 찾

급경사인 깔딱고개가 있어 힘든 등정이 시작되었다.

아보기도 하였다. 오늘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정상에

하지만 정경이 무척 아름답고, 야생화도 볼 수 있어서

오른 기쁨을 나누면서 힘든 호흡을 식히고 있었다. 이

즐겁기도 했다.

젠 내려가는 일이 남았는데, 올라오는 것보다 더 힘들

한라산 구상나무는 기후변화로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고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관음사로 가는 북쪽 한라

한다. 구상나무는 고산에서 자라는 것으로 ‘살아서 천

산의 풍광은 더 아름다웠다.

년, 죽어서 천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저온에서 아
주 천천히 자라며, 죽어서도 잘 썩지 않는다. 하지만

9시간 30분 동안의 등정을 마치고 관음사 휴게소로

이젠 기온이 올라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갔다. 심신이 피곤했지만, 정상에 오른 기쁨과 뿌듯

이러한 구상나무의 보존을 위해 산림과학원과 제주도

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수고한 대원들과 파전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였다.

에 막걸리 한잔하며, 이번 한라산 등정을 기분 좋게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과에서도 협조하고 있다.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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