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D턴·J턴족’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6선

라이프

추석연휴 색다른 풍속도로 ‘D턴족’(귀성 마치고 다른 지역 들려 연휴 즐기기)이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J턴족’(귀성해
고향 부모님과 가까운 지방으로 여행하기)까지 등장했다. 조금 짧은 이번 추석연휴, 귀성이나 귀경길 여유시간을 활
용해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다. 전에는 장거리 이동 중 잠시 들렸다 가는 곳이었
지만 요즘은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여행코스를 갖추고 그 자체로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휴게소들이 등장하고 있
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여행이 가능한 휴게소’라는 테마로 전국의 특색있는 휴게소 6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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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멋·쉼…‘핫스팟 휴게소’ 그냥 가면 섭하지
반려동물·야생화 공원 등 눈길
단순 휴게소 아닌 여행지로 자리
도리뱅뱅이·명품꼬막비빔밥 등
휴게소 시그니처 메뉴도 인기

뀫테마파크만큼 신난다, 이천 덕평자연휴
게소(영동고속도로)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154번길)우
선 시그니처 메뉴인 덕평소고기국밥이
유명하다. 2016년 한 해 60만 그릇 가까
이 팔아 휴게소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중앙정원 옆의 ‘달려라 코코’는 자연 속
에서 반려견과 함께 힐링하는 공간이다.
중앙정원과 인접한 ‘별빛정원 우주’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101m의 ‘터널 갤럭시
101’이 있다. (자가운전:영동고속도로
호평 JC→덕평자연휴게소(인천 방향))
뀫매력적인 풍광과 이색적인 디자인, 인제
내린천휴게소(서울양양고속도로)
(강원 인제군 상남면)휴게소 밑으로 차
가 다니는 국내 최초 상공(上空)형 휴게
소다. 비행기 모양의 V자 디자인 건물이
매력적이다. 버드나무와 메타세쿼이아,
자작나무 같은 수목, 갈대와 애기부들,
창포, 가시연꽃 등 수생식물을 심고 탐
방로를 조성한 생태습지공원이 있다. 가
까운 곳에 방태산자연휴양림도 있다.
(자가운전:올림픽대로 강일 IC 방면→
천호대교 JC서 강일 IC→미사대교→인
제 IC서 인제·내린천휴게소 방면→내린
천휴게소)
뀫국보급 보물과 아찔한 잔교, 단양팔경휴
게소(중앙고속도로)
(충북 단양군 적성면 기동2길(부산 방향)
/단성면 하방3길(춘천 방향))단양 IC를
지나 3∼4분 거리인 상행선(춘천방향) 휴
게소에는 단양 신라 적성비(국보 198호)
와 단양 적성(사적 265호)가 있다. 북단
양 IC를 지나면 나타나는 하행선(부산 방
향) 휴게소에서는 야생화테마공원을 무
료로 즐길 수 있다. 인근에 단양팔경인
도담삼봉을 비롯해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암벽에 조성한 잔교가 있다.(자가

날씨와 생활

운전:단양 IC에서 4.92km→단양팔경휴
게소(춘천 방향)/북단양 IC에서 3.44km
→단양팔경휴게소(부산 방향))
뀫수상 레저도 즐기고, 옥천 금강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금강을 바
라보는 전망으로 유명하다. 이곳 별미는
작은 민물고기를 기름에 튀겨 고추장 양
념으로 조리한 도리뱅뱅이다. MBC ‘전
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가 소개한
뒤 찾는 이들이 늘었다. 휴게소에서 굴
다리로 연결된 조령리 마을에는 민물고
기로 끓이는 생선국수도 유명하다. (자
가운전:경부고속도로→금강휴게소)

뀫타임머신 타고 간 느낌, 삼국유사군위휴
게소와 군위영천휴게소(상주영천고속도로)
(경북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삼국유
사군위휴게소)/산성면 치산효령로(군위
영천휴게소) 상주 방면에 있는 삼국유사
군위휴게소는 내부를 1960∼1970년대
복고풍 분위기로 꾸며 돌아다니는 재미
가 있다. 영천 방면 군위영천휴게소는
‘공장’을 테마로 내부를 꾸몄다. 실제 폐
공장을 재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벽면
콘크리트를 드러내고 벽돌을 쌓아 음수
대를 만드는 등 새 건물을 낡아 보이게
공을 들였다다. (자가운전:상주영천고
속도로 영천 방면→동군위 IC→군위영
천휴게소/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신녕 IC→삼국유사군위휴게소)
뀫먹방 성지가 된 곳, 완주 이서휴게소(호
남 고속도로)
(전북 완주군 이서면)요즘 뜨는 먹방 성
지다. 가성비가 좋은 ‘착한 상품’ 라면과
우동도 인기지만 무엇보다 전주비빔밥
전문점으로 명성이 높다. 명품애호박국
밥과 명품꼬막비빔밥이 대표메뉴다. 순
천 방향 휴게소 야외에는 ‘콩쥐팥쥐’를
테마로 조성한 포토 존이 있다. 인근 이
서면 은교리 앵곡마을이 ‘콩쥐팥쥐’의
배경이다.(자가운전:호남고속도로(순천
방향) 서전주 IC와 김제 IC 사이)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TV 프로그램·오늘의 운세

11일 (수)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11일(수) 음력: 8월 13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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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색:흰색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검정

돛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
는 기운으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하
지만 너무 태만하여 실수하
기 쉬운 날이다. 길방:서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라 자칫 욕심을 부리면
화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 하에 일을 처
리한다면 결과에 대한 보상
을 받는 날이다. 길방:남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
발의 시기가 왔다. 재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복
권당첨이나 의외의 횡재수
가 있다.
길방:북

호화로운 생활을 바라는 욕
망이 강할 때이다. 창의적
인 자세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스스
로 일을 찾아서 움직여야
이루어진다.
길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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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색:적색

행운색:노랑

행운색:청색

행운색:적색

운이 잠깐 왔다가는 날이므
로 이득이 발생하면 바로
손을 떼어야 한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
도 한다. 건강에 신경을 기
울여라.
길방:서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새로운 도약의 계
기가 되는 날이다. 치밀한
계획 아래 의외의 결과를
얻는다.
길방:동

도전적이며 남에게 지기 싫
어하는 기운, 쿠데타의 기
운을 갖는 날이다. 자신이
약하면 타인에게 당하기도
한다. 돼지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하라.
길방:동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
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학업, 연구,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
다.
길방:남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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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색:노랑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흰색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
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
나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
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
다려야한다.
길방:북

욕구분출, 잠재력발휘의
날. 건강·금전에 대한 변동
이 이루어진다. 신중한 계
획으로 일 한다면 주변의
시선을 모으고 충분한 보답
을 받게 된다. 길방:중앙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라. 성급히 나서지
않고 노력 없이 대가를 바
라지 마라.
길방:남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다.현재의 번영은 하늘이
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
어서는 안 된다. 길방: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3,7,8,(6,9)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쥐, 용, 원숭이.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소, 뱀,닭.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