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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정호수는 흔히 생각하는 고요하고 

한적한 겨울호수의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으로 꼽히며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 포천은 겨울이 무척 매섭기 때문에 

산정호수는 한번 얼면 잘 녹지 않는 

얼음호수가 되고, 눈도 한번 쌓이면 그 해 

겨울을 거의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산정호수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꽁꽁 언 호수를 눈 덮인 평야로 

착각해 알아보지 못하고 헤매기도 한다고 할 정도. 

산정호수의 이런 자연환경은 아이들의 썰매나 팽이치기 등 

겨울놀이를 위해서나 얼음낚시를 즐기는 어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명소가 됩니다. 한번 얼어버린 산정호수의 

얼음두께는 20cm가 넘기 때문에 호수 

한가운데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오리모양으로 된 호수썰매 등의 놀이기구도 

운영됩니다. 오리 한 마리당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것들이 여러 마리로 

연결되어 호수를 관람할 수 있는데, 요금은 

1인당 5천 원이며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찬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맞이한 2017년도 어느새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해 그렇듯이 올해의 마지막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온 것 

같네요. 겨울은 연말(年末)이면서 또한 연초(年初)가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더욱 

오묘하고 특별한 감성을 낳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나들이로 

공군이 선정한 겨울호수 여행지들을 소개합니다.

글·사진
진재훈 
(공감기자)

공군 IN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한겨울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겨울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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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하고 한적한 겨울 호수의 정취  ‘포천 산정호수’ 

문의 : 산정호수 관리사무소(031-540-6350)



일산호수공원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있는 큰 호수를 가운데에 두고 그 

주변을 두르는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운동기구, 정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호수공원은 매년 봄에 개최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개최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통정원, 

인공폭포, 조각공원, 약초섬, 장미원 등의 조경시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산의 중심상업지역인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으로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덕분에 일산호수공원은 현대적인 문명의 화려함과 고요한 

자연적인 정취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가족이나 연인들의 신바람 나는 

나들이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산호수공원에서는 매 겨울마다 ‘고양호수꽃빛축제’가 열립니다. 

고양호수꽃빛축제는 꽃과 빛, 문화의 융복합 축제라는 컨셉 하에 

멀티미디어 아트쇼와 다채로운 빛 LED가 전시되어 겨울과 빛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리로, 겨울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공연 등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입주하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세종호수공원은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세종호수공원은 특히 야경이 매혹적인 것으로 유명하여 해가 일찍 

지는 겨울에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세종시의 모토답게 국립수목원 중앙녹지공간 등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자연광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3년 

전면개장되어 시설과 관리가 매우 깔끔한 편으로, 금강의 본류와 지류의 

물을 끌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종호수공원에는 호수전망대를 시작으로 물꽃섬, 습지섬, 축제섬, 

무대섬, 물놀이섬 등의 인공섬이 있고, 그 외에도 중심수변광장, 은빛해변, 

수변전통공원, 바람의 언덕, 나들 숲, 야생초화원, 감각정원 등등 대한민국 

최대의 인공호수공원답게 둘러보기만 해도 숨이 찰 정도로 수많은 

볼거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등이 호수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거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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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빛 그리고 자연의 정취 ‘일산 호수공원’

한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 ‘세종 호수공원’

문의 : 세종호수공원 관리사무소(044-301-3635)

고양호수꽃빛축제 :  2017. 12. 15.(금) ~ 2018. 2. 18.(일),  

평일 17~22시 · 공휴일 17~23시(무료관람)

부대행사 : 점등식(12/16), 불꽃쇼(12/24, 12/31, 2/15)

문의 : 일산호수공원 관리사무소(031-90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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