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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 보면 누구나 시인 되는 남도 삼백리길
선암사와 송광사 잇는 ‘9코스’ 천년불심길
전남 순천의 남도 삼백리길은 산과 바다, 강과 호수, 문화유산을 벗 삼아 걷는 총 11코스로
구성됐다. 9코스인 천년불심길은 광주 무등산, 영암 월출산과 함께 ‘호남 3대 명산’으로 불리는
조계산 자락에 터를 잡은 선암사와 송광사를 잇는 고갯길로, 계곡 물소리가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선암매와 편백숲, 보리밥 한 그릇은 걷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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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척불로 핍박받던 스님들이 선암사 경내로 양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ｍ 걷다 보니 생태체험야외학습장이고, 천년불심길의 현판이 걸려 있

강선루를 지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는 리본 터널을 통과하니 60∼70년생 편백나무들이 연출하는 '수직세

천년불심길은 강선루를 지나 연못인 삼인당에서 왼쪽으로 나 있다. 가던

상'이 나타난다.

길을 잠시 멈추고 선암사를 둘러본다. 일주문을 통과하면 범종루, 대웅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나무가 도열한 편백숲은 '와우'라는 감탄사가

전, 만세루, 설선당, 심검당 등이 단아하면서도 장중하게 들어서 있다.

절로 나오는 풍경이다. 천연 향균물질인 피톤치드를 가득 품은 편백숲

어느 건물도 튀지 않는다. 선암사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천연기념물 제

으로 들어간다. 피톤치드를 맘껏 들이켠다. 눈을 감고 숲을 관통하는 햇

488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토종 매화인 수령 600년의 선

살과 바람을 맞이한다. 시나브로 몸은 물론이고 마음마저 정갈하게 씻

암매(仙巖梅)다. 원통전 담장 뒤편의 백매화와 각황전 돌담길의 홍매화

기는 듯하다.

는 3월 말이면 어김없이 순백의 꽃망울을 터뜨린다.

편백숲을 지나면 큰굴목재까지 1.3㎞ 구간은 제법 가파르다. 흙길보다

유도열 해설사는 "선암매를 보기 위해 선암사를 찾는다는 말이 있을 정

는 돌너덜이 많고, 오르면 오를수록 고개의 경사는 급해진다. 호젓한 숲

도로 선암매의 고고한 자태와 아늑한 절집이 잘 어울린다"며 "우리나라

길이 아닌 그야말로 가파른 등산로다. 계곡 양옆으로 졸참나무, 갈참나

해우소 중 가장 오래된 뒷간도 선암사의 명물인데 둘러보는 데 그치지

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가 뿌리 박고 있고, 참나무 사이로 서어나무, 고

말고 반드시 쭈그리고 앉아봐야 한다"고 귀띔한다.

로쇠나무, 때죽나무, 산벚나무, 쪽동백나무 등이 눈에 띈다. 숯가마터를

정호승 시인은 '선암사'라는 시에서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지나면 초록빛 이끼가 덮여있는 호랑이 턱걸이 바위를 만난다. 전설에 따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르면 옛날 호랑이가 이 바위에 턱을 괴고 있다가 착한 사람이 지나가면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

그냥 보내주었지만 나쁜 사람이면 해코지를 했다고 한다.

다"고 읊었다. 선암사 뒤편의 야생차밭에는 엄동설한을 거뜬히 이겨낸

산길은 점점 가팔라진다. 돌계단은 끝나는가 싶으면 휘어져 다시 이어지

차나무들이 푸르게 윤기를 발산해 봄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 호흡도 빨라진다. 장딴지도 뻐근해지고 발걸음도 고되다. 중간중간
땀을 훔치며 숨을 고른다. 나무계단을 지나면 큰굴목재에 닿는다. 잠시

끝나는가 싶으면 다시 이어지는 돌계단

다리쉼을 한 뒤 고개 아래 보리밥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평상에 앉

맑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지친 심신을 쉬게 한다.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5

절을 빠져나와 천년불심길로 들어선다. 부도밭과 임선교(臨仙橋)를 지

아 보리밥에 된장과 각종 나물을 비벼 먹는다. '시장이 반찬'이어서 그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

시간이면 충분한데 두 절집을 꼼꼼하게 둘러보면 6시간 넘게 걸린다.

나자 대승암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 세워진 이정표(선암사 0.6㎞, 송

지 꿀맛이다. 보리밥집은 모두 3곳인데, 가격은 세 집 모두 6천원이다.

그네."

유도열 문화관광해설사는 "남도 삼백리길은 인위적으로 길을 정비하기

광사 6.1㎞, 대승암 0.5㎞)에서 송광사 가는 길로 방향을 잡는다. 100

자동차를 선암사에 두고 온 사람들은 대개 여기서 원점 회귀한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시 '나그네'에는 그리운 삶의 서정이 온전히 담겨

보다는 기존의 길을 잇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길을

있다. 이 시의 '남도 삼백리'에서 모티브를 얻은 순천의 남도 삼백리길은

조성했다"며 "천년불심길은 그 옛날 스님들이 선암사와 송광사를 오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벗으로 삼아 걷기 좋은 길이다.

며 수행하면서 걸었던 굴목재 숲길"이라고 말한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걷다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되는 남도 삼백리길은 순천만갈대길(해룡와온
∼별랑화포, 16㎞), 꽃산넘어동화사길(별랑화포∼동화사, 20㎞), 읍성

선암천 계곡 위에 날아갈 듯 걸린 승선교

가는길(동화사∼낙안읍성, 14㎞), 오치오재길(낙안읍성∼접치재, 20

두 절집 중 선암사를 들머리로 삼는다. 주차장에서 매표소를 거쳐 측백

㎞), 매화향길(접치∼계월이문, 22㎞), 십재팔경길(심원∼구례구역, 15

나무·전나무·참나무·고로쇠나무 등이 줄지어 서 있는 비포장도로를 쉬

㎞), 과거관문길(서문성곽터∼심원, 19㎞), 동천길(서문성곽터∼순천만,

엄쉬엄 올라간다. 선암사 일주문까지 1㎞ 남짓의 평탄하고 널따란 길은

12㎞), 천년불심길(선암사∼송광사, 12㎞), 이순신백의종군길(선평삼

2006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숲길이다. 아직 동장군

거리∼구례구역, 25㎞), 호반벚꽃길(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관리센터,

은 떠나지 않아서 그런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찬 바람이 불고 하늘

45㎞)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은 유난히 파랗게 보인다. 얼음 밑으로 졸졸 흐르는 계곡 물소리는 봄의

남도 삼백리길은 11개 코스에 220㎞로, 세계 5대 습지인 순천만과 상사

전령사처럼 다가온다.

호,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동화사 등을 두 발로 걸어서 만나볼 수 있

부도밭과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전통야생차체험관을 지나면 왼쪽 선암

다. 11코스인 호반벚꽃길은 조계산을 가운데 두고 주암호와 마주하고

천 계곡 위에 날아갈 듯 걸려 있는 승선교(昇仙橋·보물 제400호)가 시선

있는 인공호수인 상사호를 순환하는 힐링 자전거길로, 걷기에도 좋다.

을 붙잡는다. 조선 숙종 39년(1713)에 축조한 승선교는 홍예교(무지개

9코스인 천년불심길은 남도의 명산인 조계산(曹溪山·887ｍ)에 가부좌

다리)다. 우리나라의 홍예교 중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한 석교로 꼽힌다.

를 튼 두 절집을 오가는 길이다. 1979년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조계

하선교를 지나 승선교 아래 계곡 자연 암반으로 내려가면 홍교의 반원이

산은 주봉인 장군봉을 중심으로 연산봉, 깃대봉 등이 어머니 품처럼 넉

물에 잠긴 그림자가 되어 위의 홍예교와 하나의 원을 이루고, 팔작지붕

넉하게 펼쳐져 있다. 동쪽 기슭의 선암사(仙巖寺)와 서쪽 기슭의 송광

의 2층 누각인 강선루(降仙樓)가 반원형 속에 앉아 있다. 승선교와 계곡

사(松廣寺)를 잇는 고갯길은 계곡과 편백숲을 끼고 있어 경쾌한 물소리와

의 암반, 강선루가 어우러진 풍경은 선계와 속세를 들고 난다. 조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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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주를 곁들인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걷는다. 호젓한 산길과 배도사 대
피소, 송광사 주변 마을 사람들의 소득원이었던 숯가마터를 지나면 송
광굴목이재다.'해발 720ｍ'가 새겨진 표지석에서 왼쪽 길을 따르면 천
자암(天子庵)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 길은 장군봉으로 이어진다. 이
곳에서 1.7㎞ 떨어진 천자암엔 두 그루의 곱향나무 '쌍향수'(雙香樹·천
연기념물 제88호)가 있는데, 이 길을 따라 송광사로 내려가면 40여 분
더 걸린다.
송광사로 곧장 내려간다. 계곡과 조릿대를 끼고 걷는 길은 계속 내리막
이다. 토다리 삼거리를 지나면 보소가 반긴다.
안내판에 따르면 영·정조 때 승려들의 신분은 팔천(8가지 천민)에 해당
하여 노예나 다름없이 공역을 해야 했다. 노역에 동원돼 지칠 대로 지친
송광사 스님들이 관아를 짓는 데 사용할 대들보용 나무를 힘들게 운반
하며 이곳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스님이 눈짓을 했다. 뜻을 알아차린 스님
들은 감독이 없는 틈을 타 낭떠러지 '소'를 향해 대들보를 힘껏 밀었더
니 '소'로 빨려 들어간 대들보는 영영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나무가 없어
진 걸 알게 된 감독은 스님들을 괴롭히며 찾아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견디기가 힘든 스님들이 기원했더니 10리 밖 동강(桐江) '곡
천' 다리 밑의 '삼밧소'로 대들보가 떠올랐다고 적고 있다.

'무소유' 법정 스님이 수행했던 송광사 불일암
평평한 산길에서 평지로 내려서 남새밭과 운치 그윽한 대숲을 거쳐 송
광사에 든다. 맨 먼저 개울 옆 침계루(枕溪樓)가 눈길을 끈다. '시내를
베고 누워 있다'는 누각은 운치 있는 이름처럼 길이가 제각각인 기둥이
개울의 경사에 맞춰 기다란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바로 옆 우화각(羽化
閣)은 대웅보전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능허교(凌虛橋) 위
에 놓인 집이다.
능허교는 승선교와 마찬가지로 무지개다리 아래 물을 통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해 주는 용머리 석상이 달려 있다. 특히 용이 엽전 세
닢이 꿰인 줄을 물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조선 숙종 때 신도들의 시
주를 받아 돌다리 불사를 벌였는데 당시 쓰고 남은 시줏돈이라고 전해
진다.
'모든 것을 비우고 허공으로 건너 오르는 다리'라는 능허교와 우화각,
잔잔한 개울이 어우러진 모습은 송광사 최고의 풍경이다.
능허교를 건너면 사천왕문이고, 이곳을 지나면 석탑이 없는 대광보전이
다. 불보(佛寶)사찰 통도사, 법보(法寶)사찰 해인사와 더불어 삼보(三
寶)사찰로 손꼽히는 승보사찰(僧寶寺刹) 송광사는 고려 무신정권 때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주도한 보조국사 지눌을 포함해 16명의 국사를
배출했다. 보조국사는 1201년 고려 희종 6년(1201)에 열반
했는데, 희종이 직접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

무 밥통 '비사리구시' 등 세 가지 명물뿐만 아니라 목조삼존불감(국보 제

면 천년불심길의 종착점이자 시발점인 송광사 매표소까지의 흙길은 호

호와 '감로탑'이라는 탑호를 내렸다. 관음전

42호), 혜심고신제서(국보 제43호), 국사전(국보 제56호), 금동요령(보

젓하고 밟는 촉감도 부드럽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송광

뒤편에 지눌스님의 부도탑인 감로탑이 있다.

물 제176호), 하서당(보물 제263호), 약사전(보물 제302호), 영산전(보

사 뒷산 불일암에서 은둔 수행을 했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생각해본

송광사는 천자암 쌍향수와 공양그릇 '능견난

물 제303호) 등을 보유한 사찰 문화재의 보고다.

다.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천년불심길, 텅 빈 충만으로 가득해지는

사'(能見難思), 쌀 7가마의 밥을 담을 수 있다는 나

승보종찰조계총림(僧寶宗刹曺溪叢林)이란 편액이 걸린 일주문을 나오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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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

2
토다리

3

❷ 선암사는 수령 600년의 선암매(仙巖梅)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해우소인 뒷간으로 유명하다.
3월 말경 꽃망울을 터뜨리는 선암매는 꽃과 열매가
작지만 일반 매화에 비해 향이 진하다.

4

6

❶ 천년불심길의 들머리는 선암사다.
매표소에서 조금 오르면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전통야생차체험관 입구가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찻잎으로 차를
만드는 것부터 다도, 다례 등 차를 마시는
예절을 배울 수 있다.

송광굴목재

5
큰굴목재

❻ 송광굴목재에서 길이 갈린다.
왼쪽은 천자암을 거쳐 선암사로 가는
길이고, 곧장 내려가면 송광사로
이어진다. 오른쪽 길은
장군봉으로 가는 길이다.

❺ 큰굴목재 아래의 보리밥집을 거쳐
경사가 완만한 숲길을 얼마간 걸으면
배도사 대피소에 닿는다.

❹ 조계산에는 100여 곳의 숯가마 터가 있다.
선암사와 송광사는 산 전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매년 한 골짜기에서만 숯을 구워 나무를
보호했다.

❼ 송광사는 '시내를 베고
누워 있다'는 침계루(枕溪樓),
능허교(凌虛橋)와
우화각(羽化閣), 지눌스님의
부도탑인 감로탑, 국사전,
하서당, 나무 밥통 '비사리구시'
등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❸ 편백나무가 거칠 것 없이 하늘로 쭉쭉 뻗은
모습이 웅장하다. 천연 향균물질인 피톤치드를
가득 품은 편백숲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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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1

작은굴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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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부른다

Tip

지·감국·천일홍·비비추·구절초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잔디광
장에 조성된 민속놀이 체험장에서는 윷놀이·비석치기·투호
놀이·널뛰기를 즐길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관에서 궁굴재를 거쳐 금전산 정상까지는 2.1

[ 이용 방법 & 요금 ]
낙안민속 자연휴양림은 순천 여행의 베이스캠프로 안성맞춤이다. 객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정오다. 침구, 식기, 밥솥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 정원에 맞춰져 있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숲속의 집 6인실 10만4천원(성수기와 주말)/5만8천원(비수기 평일)
산림문화휴양관 4인실 6만8천원/3만9천원, 7인실 11만9천원/8만7천원
야영덱 7천500원/6천원(입장료와 주차료 별도)

㎞로, 왕복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금전산 정상에서 금
강암을 거쳐 지하 830ｍ에서 용출되는 물을 그대로 사용하

낙안민속 자연휴양림

는 낙안온천으로 내려가면 20여 분 더 걸린다. 낙안온천에서

휴양 · 등산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쉼터
순천의 관광명소인 낙안읍성 민속마을 뒤편 금전산 자락에 자리한 낙안민속
자연휴양림은 휴양과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쉼터다.
인근에 선암사와 송광사,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주암호와 상사호 등이 있어
순천 여행의 베이스캠프로 삼을 만하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자연휴양림까지는 2.6㎞로 자동차로 4분 거리다.

[ 문의 ]
낙안민속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 061-754-4400
[ 가는 길 ]

자연휴양림 인근에는 조선 시대 역사와 전통이 오롯이 살아

주암I.C

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 잡지 '뿌리깊은나무'를 창간한 고

18

한창기 선생이 평생 모아온 민속품과 책을 만날 수 있는 뿌
리깊은나무박물관,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생태계의 보물이

서순천I.C
선암사

낙안읍성

15

라 할 수 있는 순천만, 전통고찰인 선암사와 송광사, 댐과
산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상사호와 주암호 등 관광명소들

승주I.C

보성
고흥

국립낙안민속 순천
자연휴양림
낙안

2

이 즐비하다.
오봉산(591ｍ)과 함께 낙안(樂安)의 2대 진산으로 불리는 금전산(金

맑은 공기를 마시며 푹 쉴만한 휴양공간이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錢山·668ｍ)은 햇빛을 받으면 다양한 형상을 갖춘 화강암 바위들이

58번 지방도로를 따라 1.5㎞ 정도를 가다 보면 '낙안민속 자연휴양림'

금빛으로 빛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0년 전에는 '쇠산'으로

입간판을 만난다. 이곳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관리사무소 겸 매표소다.

불렸던 이 산은 호남정맥의 조계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 상에

도로를 따라 400ｍ를 더가면 계곡 옆으로 야영장과 숲속의 집, 산림

위치한 바위산이다.

문화휴양관, 숲체험 교실, 민속놀이 체험장, 치유정원 등이 들어서 있

마치 수석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금전산은 거대한 바위틈 사이 움푹

다. 매표소를 지나면 숲의 푸른 기운이 눈과 마음을 맑게 한다.

들어간 곳에 자리한 금강암과 하늘로 통하는 금강문, 회백색 바위벽

숲속의 집은 벚나무·소나무·참나무 등 3동으로, 다락을 갖춘 6인실이

에 관음보살상을 새긴 원효대, 일명 '쌀바위'로 불리는 구능수 등 기

다. 산림문화휴양관은 7인실 4동(금낭화·노루귀·은방울·물레방아)과

암괴석과 비경들로 가득 차 있다. 정상에 서면 낙안읍성과 낙안 들녘,

4인실 8동(장독대·조롱박·사랑방·반딧불·꽃신·옥잠·붓꽃·비비추)으로

순천만 갈대밭과 벌교읍내, 참꼬막의 산지로 유명한 여자만, 상사호

구성돼 있다. 관리사무소 바로 옆 계곡에는 17개의 덱과 취사장, 화장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 처녀 폭포가 기암 사

실 등을 갖춘 야영장이 있다. 야영장에는 종려나무가 심겨 있어 볼거리

이로 폭포수를 힘차게 내뿜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를 더한다.

낙안민속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 중에서 작은 규모에 속하지만

치유정원에서는 사철 푸른 크리핑로즈마리를 비롯해 국화·체리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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