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88호

지정(등록)일 2007. 11. 26.

소재지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700년간 은은한 향을 피우다,  
순천 선암사 선암매

순천 선암사 경내에는 수령이 350~650년에 이르는 오래된 매화나무 50여 그루가 

서식하고 있다. 담장을 따라서 피어난 23그루 매화나무는 3월 말경에 만개하여 장관

을 이룬다. 이들 매화나무를 가리켜 선암매(仙巖梅)라고 부른다. 선암매 여러 나무들

의 높이는 5~12m까지 다양하다. 이들 중 흰 매화 1그루와 분홍 매화 1그루가 천연기

념물 제488호로 지정되었다.

매화 밑동에는 이끼가 붙어 있고, 일부 나무껍질이 일어나서 한눈에도 나무가 견뎌 

온 오랜 세월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선암매의 매화는 색이 깨끗한데다 단아하고 

기품이 있으며, 향기도 은은해서 매화 중에서도 ‘명품’에 속한다.

식물 33 	순천	선암사	선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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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	향을	듬뿍	머금은	사찰

순천 조계산은 소백산맥 줄기의 끝부분이며, 해발 889m의 높지 않

은 산이다. 그러나 이 산은 동쪽에 선암사, 서쪽에 송광사라는 두 개

의 큰 절을 품고 있는 불교의 성지이다.

조계산 동쪽 계곡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선암사는 들어가는 길이 고

즈넉하여 고찰의 정취가 그대로 묻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백 년 된 고매(古梅) 여러 그루가 함께 자라는 매화의 고향이기도 

하다.

선암사의 매화가 언제 심어졌는지 문헌에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수

령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선암사는 헌강왕 5년(875) 도선국

사(道詵國師)가 창건하고 신선이 내

린 바위라 하여 선암사로 불렸다고 한

다. 이후에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

이 중창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중창

과 중건을 하였다. 

▲	순천	선암사	선암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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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고려 대각국사 의천이 선암사를 중창할 때 와

룡송(臥龍松)과 매실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당시의 상량문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매실나무의 나이를 600년으로 추정하더라도 대각국

사가 심었다는 사실과는 맞지 않으므로 이 나무를 비롯한 이곳 매실

나무들은 그 후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내의 여기저기에 늙은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중 흰 매화 1

그루와 분홍 매화 1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흰 매화는 원통

전 뒤쪽 공간에 홀로 자란다. 나무의 규모는 높이 8.2m이고, 둥그스름

한 안정된 모양새를 이룬다.

매년 3월 25일 전후에 꽃이 활짝 필 때는 검은 기와지붕과 대비되

어 풍광이 일품이다. 은은히 퍼지는 매화 향기와 함께 고즈넉한 산사

의 정취를 한층 돋아주는 품격 높은 나무다.

분홍 매화는 대웅전 북동쪽에 자리 잡은 무우전 옆, 운수암으로 올

라가는 길의 돌담을 따라 늘어선 10여 그루의 매화 중 맨 가운데의 가

장 큰 나무이다. 땅위 40cm 쯤에서 네 갈래로 갈라져 타원형으로 아름

답게 가지가 뻗었는데 선명한 분홍빛의 매화가 일품이다.

이 같은 선암사 매화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으리라.

선암사 매화에 마음을 뺐긴 시인 황동규는 이곳의 매화를 두고 다

음과 같이 읊었다.

▲			선암사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죽학리)

·사진 출처 : 문화재청

◀	순천	선암사	선암매	꽃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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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매화 처음 만나 수인사 나누고

그 향기 가슴으로 마시고

피부로 마시고

내장(內臟)으로 마시고

꿀에 취한 벌처럼 흐늘흐늘대다

진짜 꿀벌들을 만났다.

벌들이 별안간 공중에 떠서

배들을 내밀고 웃었다.

벌들의 배들이 하나씩 뒤집히며

매화의 내장으로 피어……

나는 매화의 내장 밖에 있는가,

선암사가 온통 매화,

안에 있는가?

황동규, 「풍장」40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36호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전남 순천시 승주읍 평지길 5 - 1962. 12. 07.

제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전남 순천시 송광면 천자암길 105  - 1962. 12. 07.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42호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국보 제43호 혜심고신제서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고려시대 1962. 12. 20.

국보 제56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조선시대 1962. 12. 20.

국보 제314호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조선시대 2009.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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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263호 순천 송광사 하사당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395호 순천 선암사 동·서 삼층석탑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통일신라시대 1963. 09. 02.

보물 제400호 순천 선암사 승선교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48-1, 

선암사
조선시대 1963. 09. 02.

보물 제1044호
순천 선암사 대각국사

의천 진영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48-1, 

선암사 
- 1990. 09. 20.

보물 제1117호 순천 선암사 대각암 승탑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1 고려시대 1992. 01. 15.

보물 제1184호 순천 선암사 북 승탑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선암사 
고려시대 1993. 11. 19.

보물 제1185호 순천 선암사 동 승탑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선암사 
고려시대 1993. 11. 19.

보물 제1311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선암사 
조선시대 2001. 06. 08.

보물 제1419호 

순천 선암사

석가모니불괘불탱

및 부속유물일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선암사 
조선시대 2004. 11. 26.

보물 제1506호 
순천 선암사 선각국사

도선 진영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선암사성보박물관 
조선시대 2006. 12. 29.

보물 제1553호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감로왕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선암사성보박물관 
조선시대 2008. 03. 12.

보물 제1554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선암사성보박물관 
조선시대 2008. 03. 12.

보물 제1558호 순천 선암사 동종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선암사성보박물관 
조선시대 2008. 03. 12.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299-1 
조선시대 1983. 06. 14.

사적 제507호 순천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등 - 2009. 12. 21.

명승 제41호 순천만 전남 순천시 안풍동 1176 등  - 2008. 0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