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67호

지정(등록)일 1991. 11. 27.

소재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7-1

국내 최대의 늘 푸른 덩굴,  
고창 삼인리 송악

전라북도 고창군 삼인리 송악은 선운사 입구 개울 건너편 절벽 아래쪽에 뿌리를 박

고 절벽을 온통 뒤덮고 올라가면서 자라고 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크기로 

보아 적어도 수백 년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창 삼인리 송악은 그 크기가 보기 

드물 정도로 크고, 고창 삼인리 지역이 송악이 내륙에서 자랄 수 있는 북방한계선에 

가까우므로 천연기념물 제36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물 28 	고창	삼인리	송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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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푸른	덩굴

송악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덩굴식물로 국내에는 내륙으로 전북 

김제까지, 서해안으로 인천까지, 그리고 동해안으로 울릉도까지 분포

하고, 일본과 대만에도 분포하고 있다.

흔히 중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담쟁이덩굴은 낙엽성인데 반해서 

송악은 상록성이다. 어린잎은 가장자리가 깊게 갈라지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둥근 삼각형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지 않고 공중 뿌리를 내어 다른 물체에 흡착시켜서 올라간다. 

잎은 광택이 있는 진한 녹색이고 꽃은 10월에 녹색으로 피며, 열매는 

다음해 5월에 둥글고 검게 익는다.

송악은 대부분 숲속에서 큰 나무에게 신세를 지지만, 바닷바람을 

마주하는 시골집의 담장에 흔히 심기도 한다. 자라면서 튼튼하게 담

을 감싸게 되므로 강풍에 담이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이름은 ‘담장나무’이고, 소가 이 잎을 잘 먹으므로 남부지방에서

는 순 우리말로 ‘소밥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잎과 줄기에는 헤데린이라는 사포

닌 성분의 물질이 있어 한방에서 각혈

을 멈추게 하는데 쓰이지만, 유독 성

분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	고창	삼인리	송악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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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가장	큰	송악

고창 삼인리의 송악은 선운사 입구의 절벽을 타고 자라고 있다. 가

장 멀리 북으로 올라와 추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굵기나 길이, 나

이를 비롯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송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 송악은 개울가 작은 절벽 밑에 뿌리를 박고 절벽에 붙어 그 위를 

온통 뒤덮었다. 바위에 오랫동안 붙어있다 색깔마저 바위처럼 닮아버

린 줄기는 아래서부터 구불구불하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땅위 약 5m

정도부터 비로소 가지가 나와 잎이 달린다. 갈래줄기를 합친 땅에 닿

은 밑 둘레는 90cm, 가슴 높이 줄기둘레는 50cm에 이른다. 뿌리에서 

절벽 꼭대기에 걸치는 나무의 길이는 약 15m이고, 가지가 퍼져 있는 

너비는 사방 13m 정도이다. 눈대중으로 봐도 송악이 빌려 쓰는 절벽

의 넓이는 족히 100여 m²는 된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줄기에 외부 상처나 썩은 곳이 없는 건

강한 상태이다. 도솔천이라 부르는 개울 건너편에서 자라지만, 개울

▲	고창	삼인리	송악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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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20m 가량 떨어져 있고, 개울보다 높아서 흙이 씻겨나가거나 

쌓인 흔적이 없다. 배수가 양호하고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아 보호가 

잘 된 상태이다.

이 같은 고창 삼인리 송악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

까지 없다. 다른 곳에서 송악 줄기를 잘라 조사한 현미경 사진을 보니 

1년에 1mm 자라기도 바쁘다. 이를 근거로 삼아, 나이를 ‘200~30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운사와	3개의	천연기념물

선운사(禪雲寺)는 577년(백제 위덕왕 24)에 검단선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다. 신라 24대 임금인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도 있으나, 당

시는 서로 전쟁상태의 적국이었으니 믿기 어렵다. 선운사는 1,400년

의 세월을 훌쩍 넘어서는 오랜 세월을 묻어둔 절이다.

이 천년 고찰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가 3개씩이나 있다. 제367호 

송악, 제184호 동백나무 숲, 제354호 장사송이 바로 그것이다. 예부터 

숲이 깊고 고목들이 잘 보존됐던 곳임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이 송악의 나이가 불확실한 것처럼 

여러 종류의 속설이 있다. 송악 밑에 

있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

는가 하면, 정반대로 머리가 나빠진다

는 이야기도 있고 송악의 줄기를 잘라

서 그 진이 상처에 묻으면 ‘정신 이상’

이 된다는 이야기 또한 전해진다.

▲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보물 제803호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사진 출처 : 문화재청

▲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천연기념물 제385호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

·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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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83호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3-1 - 1967. 02. 17.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68 - 1967. 02. 17.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 

(삼인리) 
- 1988. 04. 30.

제463호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산190-1 
- 2005. 09. 09.

제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446, 외 - 2008. 05. 01.

제503호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내 

(교촌리, 고창군청) 
- 2009. 09. 16.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279호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삼인리)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삼인리)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803호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선운사 (삼인리) 
조선시대 1984. 11. 30.

보물 제1200호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 

선운사 (삼인리) 
고려시대 1994. 05. 02.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6 조선시대 1965. 04. 01.

사적 제250호 고창 분청사기 요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11 - 1977. 01. 22.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 외 

8필지 
고려시대 1991. 02. 26.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 외 조선시대 1991. 02. 26.

사적 제391호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산63, 외 - 1994. 12. 21.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 47 - 2015. 09. 24.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 등 

(삼인리) 
- 2009. 09.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