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84호

지정(등록)일 1967. 02. 17.

소재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68

산불을 막은 붉은 꽃,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대낮에도 선운사 뒤쪽 숲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먹구름이라도 몰려오는 듯 주위가 

어두컴컴해진다. 그 정도로 나무갓이 빽빽하고 잎이 가죽처럼 두툼해서이리라. 이곳

이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선운사 동백나무 숲이다. 남부지방에는 동백나무가 여

러 군데서 자라고 있으나, 이와 같이 하나의 아름다운 숲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리 흔

하지 않다. 그리하여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 제184호로 지정하였다.

식물 27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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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의	불길한	꽃이	서양의	정열의	꽃으로

제주도에서는 동백나무를 심으면 집안에 도둑이 든다 하여 꺼렸고, 

일본에서는 싱싱한 꽃이 뚝 떨어지는 모습에서 갑자기 생기는 불행한 

일을 춘사(椿事)라고 하였다. 이러한 동백나무는 동양의 꽃나무이지

만, 서양에 소개되어 많은 인기를 모았고 정열의 붉은색으로 많은 노

래와 시, 소설의 소재가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뒤마의 소설 『춘희』

와 이를 변형하여 오페라로 한 베르디의 『춘희』가 있다.

불길한 징조에서 정열의 붉은색까지 그 의미를 넘나드는 동백나무

는 대체로 높이가 7m에 이르고, 회갈색의 나무껍질은 평활하며 잔가

지는 갈색이다. 잎은 어긋나고 물결형의 잔 톱니가 있다. 잎 표면은 

짙은 녹색이며 윤채가 있고 뒷면은 황록색이다. 2~4월에 붉은색 꽃이 

1개씩 잎이 붙어 있는 자리나 줄기의 맨 끝에 피며, 꽃자루가 없고 반 ▼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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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벌어진다. 열매는 10월에 맺는데, 짙은 갈색 종자가 들어 있다.

특히 동백나무의 꽃은 산다화(山茶花)라 하여 약으로도 쓴다.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하여 불이나 볕에 말려 쓴다. 지혈 작용을 하고 소종에 

효과가 있으며, 멍든 피를 풀거나 식히는 작용을 하고 피를 토하거나 

장염으로 말미암은 하혈, 월경 과다, 산후 출혈이 멎지 않을 때 물에 

달이거나 가루로 빻아 쓴다. 그 밖에도 화상이나 타박상에 가루로 빻

은 약재를 기름에 개어 상처에 바른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을	그리다

선운산의 동백숲은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선운산가〉의 주인공인 ‘망부(望夫)의 여인’이 남편

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죽어서 그 넋이 동백꽃으로 피었다고 한다.

『고려사』「악지(樂志)」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선운산

가에 관한 짧은 기록이 있다. “장사(長沙) 사람이 정역(征役)에 나갔는

데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그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여 

선운산에 올라가 부른 노래”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남아있다.

선운산(禪雲山) 선(禪)을 선(仙)으로도 쓴다. 현에서 북쪽으로 20리 떨

어져 있다. 《고려사》 악지에, “선운산곡(禪雲山曲)이 있는데 백제 때에 

장사(長沙) 사람이 싸움에 나갔다가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

의 아내가 그리워서 이 산에 올라가 바라보며 부른 노래이다.”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제36권

집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을 읊은 점에서는 〈정읍사(井

邑詞)〉와 같다. 다만 〈정읍사〉는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인데 비해서 〈선운산가〉는 국방 경비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의 노래이다. 그 애절한 노래가 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1910년 이홍구(李洪九)가 지은 기행가사인 〈선운사 풍경가〉에서는 

그 정경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선운산의 동백숲은 내륙에 분포하

는 동백 중 지리산의 화엄사 경내에 

자라고 있는 것과 함께 가장 북쪽에 

있는 편이어서 남해안의 동백보다는 

늦게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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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하온 후에 선운산고(禪雲山高) 하였으니

고려사 악지에 선운산곡(禪雲山曲) 재재(載在)하고

백제시 장사인이 정역원방(征役遠方) 하올적의

과기불반(過期不返) 하락이면 기처사지(其妻思之) 하난 마음

등시산이(登是山而) 망가(望歌)터니……

지금은 선운사 입구에 ‘선운산가비(禪雲山歌碑)’만 서 있다. 그 비

석에는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에서〉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이 시는 

1968년 서정주가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을 배경으로 지은 현대시로 민

중서관에서 나온 다섯 번째 시집 『동천』(1968)에 수록되어 있다. 시인

은 이 작품을 즐겨 써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었으며, 일부는 현재 미

당시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시는 다음과 같다.

▼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전경



172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것만 향기로 남았읍데다.

그것은 목이 쉬어 남았읍데다.

현재 고창군 선운사에서는 매년 5월에 동백연(冬柏燕)이란 축제가 

열린다. 1976년부터 고창문화원 주최로 열리는데, 선운사 동백숲의 

정취를 군민들이 함께 즐기고 기리는 데 뜻이 있다고 한다.

▲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근경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173

	 가장	북쪽에서	숲을	이루다

면적 16,529㎡으로 조성된 선운사의 동백나무 숲은 선운사 뒤쪽 산

자락 비탈 아래쪽에 수령이 500년에 달하는 동백나무 3,000여 그루가 

30m의 너비로 순림(純林)을 이루고 있다. 내륙 지방의 동백나무 자생

지로는 북방 한계선을 이룬다. 동백나무의 평균 높이는 약 6m에 이르

고 밀도가 높아서 아래쪽은 식생의 발달이 빈약한 편이다. 큰 개체는  

밑동둘레가 80cm, 가슴 높이 줄기둘레가 30cm쯤에 이른다. 꽃은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사이에 절정을 이룬다.

이 동백나무를 언제 심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577년 백

제 위덕왕 때 선운사가 세워진 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백기

름을 짜고 산불을 막을 목적으로 심은 인공림으로 여겨지며, 화마(火

魔)가 절에 미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 사찰 경계에 띠 모양으로 심

었다.

동백나무가 무성한 숲속에는 다른 식물종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

나, 사찰 경내에서 흔히 가꾸고 있는 수선과에 속하는 다년초인 석산

(石蒜)이 무성하고, 송악·차나무·조릿대·맥문동·실맥문동이 있

으며, 마삭덩굴 및 줄사철나무가 바윗면을 덮고 있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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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 

(삼인리) 
- 1988. 04. 30.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7-1 - 199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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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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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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0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삼인리)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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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전북 고창군 선운사로 250

(아산면, 선운사 대웅보전) 
조선시대 2012. 0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