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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 고  싶 은  길

전북 장수 장안산 서남쪽 기슭에는 길이 5.4㎞의 계곡 길이 있다. 길이 3.2㎞의 방화동 계곡과 

2㎞의 덕산계곡이 이어지며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길을 형성하고 있다. 계곡길을 따라 걸으면

시원스러운 물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기암괴석과 용소(龍沼),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Korean Trail 61st Story

장수 장안산 방화동 생태길
물소리 청량한 계곡 따라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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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광경 선사하는 방화폭포

방화동자연휴양림을 출발점으로 삼아 생태길을 걷기 시작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상순의 휴양림에는 가족 단

위 관광객이 계곡 따라 즐비하게 텐트를 치고 휴가를 즐기고 있다. 차가운 계곡 물에 발이나 몸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는 사

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캠핑카야영장을 지나자 계곡과 주변으로는 수풀이 가득 우거지고 녹음이 짙다. 평균 해발 고

도가 500m 정도이고 시원한 계곡물이 계속 흘러서인지 한낮인데도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무 데크가 계곡 오른쪽

을 따라 이어져 발걸음도 가볍다. 한여름에 유모차를 끌고 걸어도 될 만큼 평탄하고 시원한 길이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길을 통과한 후 휴양림 맨 안쪽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관을 지나면 탐방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맞

은편 숲속의집 옆 팻말에는 '산책로·용소 2.4㎞'라고 적혀 있다. 팻말 오른쪽으로 탐방로가 이어진다. 임도를 따라 조금 걸

어가면 돌연 산 사면을 따라 폭포수가 시원스레 떨어져 내린다. 물줄기가 110m나 되는 방화폭포다. 계곡 상류 덕산제(용림

제)의 물을 끌어다 오전과 오후에 한 차례씩 가동하는 인공폭포다. 비록 인공폭포지만 세 개의 물줄기는 바위 절벽을 튕기고 

흘러내리며 경쾌하고 시원한 광경을 선사했다. 맞은편 언덕 위에 마련된 쉼터에 오르자 세 줄기 폭포가 한눈에 들어온다. 보

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풍경이다.

폭포에서 임도를 따라 조금 걷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여울목교를 건너면 산림욕장이 나타난다. 소나무가 하늘을 가릴 정도

로 빽빽한 숲 속에 나무로 만든 비치 베드 모양의 의자가 놓여 있다. 의자에 드러눕자 초록빛 나무 사이로 손바닥만 한 하늘

이 마주 보인다. 숲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정신까지 맑아지게 한다. 산림욕장 옆으로는 자생화체험원이 조성돼 있다. 

편백, 산딸나무, 쪽동백나무, 화살나무, 생강나무 등이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봄이면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장수 장안산(해발 1,237m)은 전국 8대 종산(宗山) 중 하나다. 종산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수맥과 

산맥이 잘 어우러진 산을 말하는데 백두, 한라, 지리, 덕유, 장안, 설악, 치악, 오대산이 이에 속한

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산 중에서 최고의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안산은 가을이면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변으로 산봉우리가 첩첩이 숲을 이룬 장안산의 서남쪽 기슭에는 길이 

5.4㎞의 방화동 생태길이 조성돼 있다. 거리는 제법 되지만 경사가 거의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

게 걸을 수 있다. 왕복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다. 

생태길 탐방은 하류에 있는 방화동자연휴양림이나 상류의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들머리

로 삼는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하면 계속 내리막이어서 걷

기가 더 편하다. 문제는 원점회귀 코스가 아니고 양 끝 지점을 잇는 대중교통편도 없어 생태길을 

완주하려면 왕복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탐방객은 보통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에서 출발해 아랫용소까지 왕복 2.8㎞(약 40분)를 걷는다. 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용소(왕복 8.4

㎞)까지 다녀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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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윗용소가 위치한다.

이곳 용소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윗용소에는 아빠 용이, 아랫용소에는 엄마와 아들 용이 살았다. 아빠 용

은 승천했지만 용 모자(母子)는 사람들이 아랫용소 암벽에 글자를 새기려고 나무를 베 소를 메우는 바람에 하늘로 오르지 

못했다. 그 이후 용소에 매년 마을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용이 해코지한 것으로 생각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아랫용소는 

아들 용이 승천하려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깊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설에서처럼 아랫용소 암벽에는 군데군데 한자가 커

다랗게 새겨져 있다. 아랫용소에서는 영화 '남부군'에서 빨치산 500여 명이 목욕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다. 

윗용소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삼삼오오 물속에 들어가 몸을 반쯤 잠겨 더위를 쫓거나 물가 바위에 앉아 차가운 물 속에 

발을 담그며 휴식을 취한다. 너른 바위에는 신선이 와서 놀았는지 바둑판이 새겨져 있다. 물속에 잠긴 매끈한 바위에 걸터앉

자 등골이 서늘할 정도의 차가운 기운이 구석구석 파고든다. 시원한 바람이 계곡을 지나고 숲 속에서는 새들이 맑고 고운 

목소리로 지저귄다. 여름철에 이곳보다 더 좋은 피서지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윗용소에서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까지는 다시 임도가 이어진다. 다시 폭이 넓어진 계곡에서는 튜브를 타고 노는 아이

들을 볼 수 있다. 주변으로는 계곡 바깥에 평상을 놓은 식당이 있다. 관리사무소 뒤편으로는 사계절 이곳 계곡에 풍부한 물

을 공급하는 덕산제의 둑이 웅장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내리막과 평지가 이어져 

발걸음이 훨씬 경쾌해졌다. 

용 가족 이야기 깃든 용소

방화폭포로부터 700m 지점에서 임도가 끝나고 계곡을 따라 좁은 숲길이 이어진다. 길은 계곡 양쪽으로 조성돼 있다. 중간

중간 돌다리도 놓여 있어 길을 선택해 걸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계곡의 폭이 좁아지면서 물소리가 더 세차게 들려온다. 세

찬 물소리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청아하다.

숲길을 따라 1㎞를 걸었을 무렵 왼쪽으로 데크 산책로가 나타났다. 물소리는 대화가 힘들 정도로 우렁차졌다. 물은 바위와 

바위 사이를 지나고 넘으면서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아래쪽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곧 웅장한 바위 가운데로 물줄기가 소(沼)

를 향해 장쾌하게 쏟아지는 아랫용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진녹색 물빛이 용소의 깊이를 가늠하게 한다. 이곳에서 조금 위쪽

여치 칡꽃굴피나무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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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생태길의 본격적인 시작점인 

산림문화휴양관. 이곳부터 약 2.2㎞에 

걸쳐 임도가 이어진다.

❶

물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아랫용소. 영화 '남부군'에서 

빨치산 500여 명이 목욕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❻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면 

멀리 덕산제 둑이 건너다보인다.
❽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산림욕장에는 비치 베드 모양 의자가 

설치돼 있다.

❸

110m 높이에서 물줄기가 떨어져 내리는 

방화폭포. 계곡 상류의 덕산제 물을 끌어와 

만든 인공폭포다.

❷

윗용소의 커다란 바위 

위에 바둑판이 새겨져 있다. 
❼

탐방로 한쪽에 

장승들이 서 있다.
❹

아랫용소 인근에서 숲길이 

끝나고 계곡 왼쪽을 따라 나무 

데크 탐방로가 이어진다.

❺

방화동 
자연휴양림

용소계곡

1

2

3

4

6
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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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이  부 른 다

Tip 

방화동 자연휴양림·가족휴가촌은 장수군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자연휴

양림에는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집, 산림욕장과 방화폭포, 산림욕장

이 들어서 있다. 가족휴가촌에는 가족휴양동, 다문화동, 오토캠핑장, 야

영 데크, 목재문화체험장이 마련돼 있다. 

자연휴양림 숙소는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집으로 나뉜다. 계곡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숲속의집은 12인용 통나무집으로 장안산, 팔공산, 봉

화산, 남덕유산 등 인근 산의 이름이 붙어 있다. 숲속의집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관은 6인용과 8인용 8실씩을 갖추고 있다. 특히 2층

은 천장이 높은 복층 구조여서 시원스럽다. 숙소 바로 옆에는 물놀이장

이 있어 여름에 가족 여행객이 이용하기에 좋다.

가족휴가촌의 숙소는 더 다채롭다. 계곡과 좀 떨어진 곳에 4~12인용 가

족휴양동(20실)과 6인용 다문화체험동(4동)이 있다. 휘도는 물길을 따

라 나무그늘 아래에 3.5x4.5m 크기의 야영데크(31면)와 오토캠핑장(66

면)이 조성됐다. 평상(3x3m) 34면, 캠핑카야영장 5면, 텐트를 자유롭게 

칠 수 있는 일반 야영장도 갖추고 있다. 야영 데크, 평상, 캠핑카야영장, 

일반 야영장은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에 캠핑하고 싶다면 

물가에 있는 야영 데크, 평상,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숙박시

설 이외의 공간을 이용할 때는 별도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캠핑장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고 전기시설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휴가촌의 목재문화체험관은 가족 체험시설로 좋다. 내장재와 외장

재, 몰딩류 등 국산 목재 생산가공품, 각종 나무가 전시돼 있다. 스트레

스를 풀어주는 목재, 화재에 강한 목재, 곤충으로부터 안전한 목재 등 

목재에 관한 다양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북카페와 어린이놀이방, 나무 

악기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한쪽에서는 실물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를 볼 수 있다. 목걸이, 시계, 책꽂이, 독서대, 편지꽂이 등을 만드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재료비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시원한 계곡 품은 가족 휴양지
장안산 방화동생태길의 하류 쪽 들머리에는 계곡을 따라 방화동자연휴양림과 가족휴가촌이 나란하게 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자연휴양림으로 가고 캠핑과 목재문화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가족휴가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  이용 방법 & 요금  ]

휴양림 숙소는 www.jangsuhuyang.kr/Banghwa1/에서 가족휴가촌 

숙소는 www.jangsuhuyang.kr/Banghwa2/에서 예약할 수 있다. 

사용일 직전의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 신청을 받는다. 

사용 당일이라면 정오까지 예약해야 하고, 이후에는 관리사무소

(☎ 063-353-0855)로 문의하면 된다. 오토캠핑장을 제외한 

가족휴가촌의 캠핑장은 선착순으로 이용한다. 숙박시설에는 전기밥솥,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침구류가 구비돼 있다. 냄비, 식기, 칼, 

가위 등 취사도구는 투숙 인원에 맞게 갖춰져 있다. 비누를 제외한 수건과 

치약, 칫솔 등 세면도구는 이용객이 준비해야 한다. 

자연휴양림

▲ 숲속의집 12인실(4동) 비수기 10만5천원 / 성수기 15만원

▲ 산림문화휴양관 6인실(8실) 5만6천원 / 8만원, 8인실(8실) 7만원 

    10만원

가족휴가촌

▲ 가족휴양동 4인실(6실) 4만9천원 / 7만원, 8인실(2실) 7만7천원 

    11만원, 10인실(10실) 10만5천원 / 15만원, 12인실(2실) 11만2천원 

    16만원

▲ 다문화체험동 6인실(4동) 9만1천원 / 13만원

▲ 일반 야영장 1만원     ▲ 야영데크 2만원

▲ 평상 1만5천원          ▲ 캠핑카야영장 2만원(전기료 포함)

▲ 오토캠핑장 1만5천원(전기료 포함)

[  가는 길  ]

산서, 임실

남원

장계, 무주

통영·대전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장수IC

13

19
방화동자연휴양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