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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지 가는 길

지리산 자락이 길게 누워 멈춘 옥녀봉 아래인 산청군 단성면 운리 마을 한가운데 단속사

(斷俗寺) 터가 있다. 그 옛날 절을 찾는 신도들이 단속사의 입구인 광제암문에서 미투리를 

갈아 신고, 절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어느덧 미투리가 닳아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

해올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지금은 흔적만 남아 옛 영화를 짐작케 한다.

진주에서 시원스럽게 뚫린 대전간 고속도로를 타고 20분 남짓 가면 단성 나들목이 나온다. 

나들목을 빠져나와 우회전하면 지리산 가는 길이다. 지리산 길을 따라 500미터쯤 가다보

면 먼저 문익점 목화시배지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조금만 더 차를 타고 가다보면 곧은

길 양편으로 경지정리가 잘된 넓은 들판이 펼쳐지면서 제법 큰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옛 

돌담길로 유명한 남사마을이다. 이 마을을 벗어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으로 청계리 

안내판이 서 있고 호암교라는 다리가 나타난다. 여기서 우회전해 들어가면 단속사로 가는 

길이다. 

종목 보물 제 호

명칭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山淸 斷俗寺址 東 三層石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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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포장된 길을 따라 들어가면 입석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선사시대 고인돌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 마을에는 3기의 고인돌이 남아 있다. 입석마을을 지나 3킬로쯤 가면 

길 왼편으로 마을 가운데 2개의 탑이 보인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단속사지의 동·서 석

탑이다. 지금은 탑만 남아 있어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없으나, 옛날에는 이 절에서 아침, 저

녁으로 쌀을 씻던 물이 10리 밖 냇물까지 미쳤다고 하는 실로 대단한 사찰이었음에는 분명

해 보인다. 단속사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로 조선조 학자 김일손이 『두류기행록』에서 ‘절이 

황폐하여 중이 거처하지 않는 곳이 수백 칸이나 되고, 동쪽 행랑에 석불 500구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각기 형상이 달라 기이하기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단속사의 입구는 ‘광제암문(廣濟嵒門)’이라고 새겨진 바위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석에서 

동·서탑이 있는 곳까지 가기 전에 조그마한 고개를 하나 넘으면 용두마을이 있다. 이 용

두마을 뒤쪽에 깍아 지른 바위에 ‘광제암문’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있다. 생각보다 글씨가 

작아서 찾기가 쉽지 않다.

옛날에는 단속사에 신충이 그린 경덕왕의 초상과 황룡사 벽화를 그린 솔거가 그린 유마상

이 있었다고 전하나 그 자취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단속사에는 두 개의 탑비가 있었다고 

전한다. 하나는 법랑에 이어 선종을 익힌 신행선사의 비이고, 하나는 고려시대 최고의 명

필이었던 대감국사 탄연의 비이다. 부서진 것을 수습하여 지금은 동국대학교 박물관과 숙

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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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가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설에 의하면 단속사는 수백 칸이 넘는 대

규모 절로, 식객들이 너무 많아 학승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았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식객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 도인이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이전의 ‘금

계사’였던 절 이름을 ‘단속사’로 고치도록 하였다. 이름을 바꾼 이후 과연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더니 결국에는 절이 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속사 창건설화

지금은 터만 남은 절이지만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 「신충괘관」조에는 단속사의 창건과 관

련한 설화 두 편이 전한다. 

경덕왕 22년(763) 신충이 두 벗과 서로 약속하고 벼슬을 버리고 남악으로 들어갔다. 왕이 

두 번을 불러도 나가지 않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그는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창건하

여 살면서 왕의 복을 빌 것을 원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신충은 금당 뒷편에 왕의 초상

화를 모시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단속사라고 전한다. 

다른 하나는 경덕왕 때 직장 벼슬을 지내고 있던 이순이 일찍 소원을 빌었더니 나이 50이 

되면 출가하여 절을 세우라고 하였다. 그의 나이 50이 되자 조연소사를 큰절로 만들고 이

름을 단속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두 이야기 모두 전해오는 이야기에 불과하나 단속사는 8세기경에 창건된 고찰임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절터에는 당간지주와 삼층석탑이 있으며, 주변에는 금당터를 비롯하여 강당

터등의 초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신라시대의 가람배치를 짐작할 수 있다. 

동·서 삼층석탑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으로 조화되어 아름다워 안정감이 있다. 이밖에도 

절터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와당을 비롯한 석물들이 출토되고 있으며, 주변 민가의 담장

이나 집안에도 많은 석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단속사 정당매(政堂梅)

단속사 삼층석탑을 지나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고려 말 문신 강회백(姜淮伯 

1357~1402)이 단속사에서 공부하면서 심었다는 수령 600년 이상 된 매화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정당매(政堂梅)’라고 부른다. 젊은 시절 단속사에서 공부한 

강회백이 뒤에 고려 조정에서 정당문학의 벼슬을 하게 되자 그렇게 부른 것이다. 강회백의 

문집에는 <단속사에서 손수 심은 매화를 보며>라는 시가 전한다. 



강회백은 세속을 잊고자 지리산 단속사에서 독서에 열중하였다. 어지러운 조정에서 벼슬

하기보다는 지조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매화나무를 심었으리라. 하지만 젊은 시절의 꿈

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강회백은 고려 조정에 나가 벼슬에 올랐다. 이 나무는 강회백이 직

접 심었던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다. 그 해답은 강회백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 후 탁영 김

일손이 단속사에 들러 정당매를 보고 기록한 글에서 찾을 수 있다. 탁영 김일손은 조선 초

기 문인으로 대학자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이다. 

「옛날 실의에 빠져 영남으로 내려가 지리산을 유람하려고 하였는데, 먼저 단속사에 이르렀

다. 그 절 안에는 옛 누대가 있었고, 누대 앞에는 한 길쯤 되는 매화 두 그루가 있었는데 아

래에 썩지 않고 남은 것이 반 자 가량 되는 나무 밑동이 있었다. 절의 중이 그것을 정당매

라고 하였다. 그렇게 불리는 까닭을 물으니 그 중은 이렇게 말했다. “강통정이 어렸을 때 

손수 심은 것인데 그 후 벼슬을 하여 정당문학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강통정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되었으니 매화 또한 늙어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강회백이 심은 매화는 늙어 이미 죽고 나무 밑동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

다. 그리고 「누대 앞에는 한 길쯤 되는 매화 두 그루가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누군가 

정당매 자리에 다시 매화나무를 심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누가 다시 매화나무를 심었을까?  

바로 조선초 문신 강희맹의 아들인 용휴가 

아버지 명을 받들어 다시 심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강희맹은 강회백의 손자이다. 그러

니까 강회백의 증손인 용휴가 아버지 명을 

받들어 원래 정당매 근처에 심은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나무를 통정 
단속사 정당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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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소스  단속사 창건 설화, 매화나무 이야기

강회백이 심은 정당매로 부르고 있다. 지금 단속사는 사라지고 없지만, 정당매는 매년 봄

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며 그 옛날 찬란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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