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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모습 드러낸 저수지 ‘만석공원’

사계절 내내 수원의 명소에 이름을 올리는 
만석공원(장안구 송죽동 248). 계절을 막론하
고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겨울철은 
만석거(저수지)를 한층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저수지를 둘러싼 공원이 봄에는 
분홍빛으로, 여름엔 초록색으로, 가
을엔 황금빛으로 화려한 모습을 자랑
하며 겨울에는 저수지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수면을 가득 덮었던 연잎
들이 사라진 덕분에 텍길을 걸으면 물 위를 걷
는 듯한 느낌이다.
■ 수원팔경 중 제1경, 광교적설 ‘광교산’

광교산(장안구 하광교동 400-10 일원)의 
겨울은 특별하다. 수원팔경 중 첫 번째인 흰 
눈이 덮인 광교산, 즉 광교적설(光敎積雪)을 
직접 감상할 수 있어서다. 수원팔경 대부분은 
도시의 발달과 변화로 그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눈 덮인 광교산은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모습
을 보여준다. 특히 새봄 시루봉에 내린 춘설
과 겨울 동안 녹지 않은 적설이 비경이라고 
전해져 온다.
■ 한겨울에 더 빛나는 푸르름 ‘노송공원’

노송공원(장안구 이목동 794)은 자연이 색
을 잃은 겨울에도 홀로 푸르른 소나무들을 감
상할 수 있는 ‘독야청청(獨也靑靑)’의 실사판
이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소나무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 사이로 맑고 푸른 겨울 하늘이 
보이면 계절감을 잊을 만큼 다채로운 색감이 
펼쳐진다. 직선으로 400m 넘는 산책로를 걷
다가 드문드문 놓인 벤치에 앉아 독특한 수형

을 자랑하는 노송을 자세히 감상하면 호젓
한 겨울 산책의 재미가 더해진다.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이 오기 전에 맘껏 푸르름을 감상
해보길 추천한다.
■ ‘얼음거울’에 비친 도시 ‘일월공원’

북수원 권역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일월
공원(장안구 일원천로 77)도 겨울에 그 진가
를 발휘한다. 저수지를 둘러싼 산책로는 포장
되지 않은 흙길이라 추울 때는 얼고, 날이 풀
리면 녹아 발바닥으로 자연을 느끼는 신비를 
경험한다. 최근에는 일월공원 옆으로 조성 중
인 수목원의 가림막이 걷혀 더 탁 트인 개방감
을 느끼며 각종 물새와 함께 겨울 추위를 만
끽할 수 있다. 특히 영하의 온도가 지속되는 
추운 날이 이어지면 얼어붙은 저수지 수면이 
마치 거울처럼 주변 아파트 건물 등 도시를 반
사해 겨울만의 풍광을 눈에 담을 수 있다.
■ 추위 잊는 가벼운 산행 ‘칠보산’

정상이 238m로 비교적 낮고 산세가 험하
지 않아 평소에도 가족 단위 등산객에게 인
기가 좋은 칠보산(권선구 칠보로88번길 260 
일원)은 겨울 산행도 부담스럽지 않은 산이
다. 편도 1㎞ 내외의 등산코스가 다양한 편이
어서 눈이 와도 가볍고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용화사 입구에서 시작하는 등산로는 
칠보치마 서식지 등을 지나 생태와 자연환경
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 눈 덮인 성곽 정취 ‘수원화성 서장대’

수원화성 서장대는 설경 맛집이다. 수원화
성 성곽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과거에는 
군사훈련 지휘본부 역할을 했으며, 요즘도 매
년 해맞이 행사를 하며 시내의 가장 높은 곳
의 의미를 이어가는 장소다. 하얀 눈이 소복
이 덮인 서장대와 성곽은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고, 내려다보는 수원시내 설경 역시 겨
울에만 볼 수 있다.
■ 수원화성의 절경 ‘방화수류정’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명소 중 백미로 꼽히
는 방화수류정과 용연은 겨울에도 운치가 넘
친다. 젊은이들의 피크닉 장소로 각광받으면
서 용연 주변에 가득했던 피크닉 테이블과 매
트 대신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
는 시기다. 겨울에 방화수류정에서 내려다보

는 용연, 용연에서 방화수류정을 올려다보는 
것 모두 빼어나게 아름답다. 여기에 눈이 내
리면 풍광의 고즈넉함은 배가 된다.
■ 철새와 함께 즐기는 낙조 ‘서호공원 제방’

서호공원도 겨울철만의 정취가 있다. ‘천년
만년 만석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을 가진 대
규모 저수지 축만제는 정조대왕의 애민정신
이 녹아 있는 공간으로, 수원팔경 중 제7경인 
서호낙조(西湖落照)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특
히 저수지 중심부에 조성된 인공섬에서 겨울
을 지내러 온 철새들이 많아져 겨울이
면 노을과 철새가 완벽한 컬래버레이
션으로 멋진 풍광을 만들어낸다.
■ 독일풍 겨울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광교호수공원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 전
망대(영통구 광교호수로 75)는 수원에서 독일
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명소다. 지난 2015
년 자매결연을 한 독일 프라이부르크 제파크 

공원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2019년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전망
대 건물은 눈이 오면 더욱 도드라지고, 카페
에 자리잡고 유리창으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다.
■ 가로수도 따뜻하게 ‘망포역 음식특화거리’

망포역 인근에는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 음
식특화거리 가로수들이 한겨울에도 화려한 
꽃을 피우고 시선을 사로잡는다. 망포역 7번 

출구를 나오면서 8번 출구를 지나 큰길에 
이르기까지 300m가량 구간의 60
여그루의 가로수가 꽃무늬 옷을 입

고 겨울을 나고 있는 것. 화려하게 장
식된 뜨개옷은 영통2동 마을공동체

인 벽적골자봉이 회원들이 상권 활
성화를 염원하며 만들었다. 덕분에 거리를 

오가며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다양한 뜨개옷
을 입은 가로수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정민기자·사진=수원특례시 제공

연잎 사라진 본연의 ‘만석공원’ 만끽

푸르른 소나무 매력 품은 ‘노송공원’

시내 설경 맛집 ‘수원화성 서장대’ 등

수원 겨울명소 10곳 비경 감상 재미

수원특례시가 추위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겨울 명소 10곳을 선정했다. 절정의 

추위는 지나갔으니 오히려 적당히 추위 속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시기다. 막바

지 추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도 겨울을 이대로 보내기가 못내 아쉽다면, 

밖으로 나가 겨울의 풍광을 느끼고 돌아오면 어떨까.

이대로 보내기 아쉬워

겨울 배웅 가볼까요

 눈이 내리고 있는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눈 쌓인 서장대와 서장대에서 볼 수 있는 수원 구도심의 설경. 해질녘 서호공원에서 겨울 철새들이 날고 있다.

   얼어붙은 일월저수지 수면 위로 아파트 등 도시의 풍경이 반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