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88호

지정(등록)일 1962. 12. 07.

소재지 전남 순천시 송광면 천자암길 105  

(이읍리)

지팡이 나무 쌍향수,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조계산에 삼보사찰(三寶: 불(佛)의 통도사, 법(法)의 해인

사, 승(僧)의 송광사) 중 하나인 송광사 천자암 뒤편에 살고 있는 쌍향수는 곱향나무

가 나란히 자란 모양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길상사, 수선사로도 불리는 송광사의 

쌍향수는 정혜쌍수, 선교일치를 주장한 보조국사 지눌과 그의 제자 담당국사가 중국

에서 수도하고 돌아오면서 짚고 온 지팡이를 꽂아 태어난 나무라는 전설을 담고 있

다. 이러한 전설만 보아도 천자암 쌍향수는 향나무가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송광사의 곱향나무 쌍향수는 앞에서 설명한 전설과 기이한 모습을 

가진 오래된 나무로서 문화적·생물학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88호로 지정·보

호하고 있다.

식물 26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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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잎을	가진	향을	머금은	나무

측백나뭇과의 향나무는 나무에서 향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산

지는 중국으로, 중국에서는 향나무를 둥근 측백나무를 의미하는 원백

(圓柏), 보배 같은 소나무를 의미하는 보송(寶松)이라 부를 만큼 귀하

게 여겼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어떤 나무보다 향나무를 즐겨 심는 

이유도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이 지닌 매력 때문일 것이다.

향나무 종류는 향나무류와 노간주 나무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곱향나무는 이름과 달리 노간주나무류에 속하며 아고산대 바위틈에

서 자란다. 높이 약 8m로 나무껍질이 세로로 얕게 갈라진다. 잎은 줄 

모양으로 3개씩 돌려나고 바늘처럼 발달한다. 잎 겉면 가운데에 흰색 

기공선이 있으며 일반 향나무보다 잎이 더 곱다.

▲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전경	

(곱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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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딴그루이며 6~7월에 꽃이 핀다. 구과는 둥글고 다음해 10월에 

검은빛을 띤 자줏빛으로 익는다. 구과당 종자는 1~3개가 있다. 한국

(함경북도와 양강도), 북미 캐나다, 알래스카, 히말라야, 티베트, 중국 

동북부 지역, 러시아 캄챠카 등지의 아고산지대에 분포한다.

	 두	개의	지팡이가	쌍향수로	변하다

곱향나무는 원래 백두산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알려졌다. 현재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 곱향나무는 천자암의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천

연기념물 제88호로 지정·보호되는 이 송광사의 곱향나무 쌍향수는 

약 800살로 추정되며, 송광사 승보전 벽에 그려진 심우도(尋牛圖)에도 

쌍향수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전체적으로 두 그루가 하나로 뭉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며 키는 

◀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상부	

(곱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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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m, 가슴 높이 줄기둘레가 왼쪽이 3.98m, 오른쪽이 3.2m의 크기

다. 꼬여있는 줄기의 모습이 마치 하늘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두 

마리의 용을 보는 듯 기이하고 이채롭다.

이 쌍향수에는 천자암 창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천자암은 송

광사 산내 암자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데 14세기 초 송광사 담당국사

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국사(湛堂國師)는 고려 조계종

의 제9세 조사(祖師)로, 송광사 16국사(國師) 중 9번째 국사이다. 자세

한 행적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에 얽힌 일화가 《송광사지(松廣寺誌)》

에 수록되어 전한다. 거기에 따르면, 금나라 태자이던 그가 지눌(知

訥, 1158∼1210)의 제자가 되어 고려에 와서 중이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금나라 왕후가 병이 들었으나 백약이 무효하였는데 지

눌이 선정에 들어 이를 관찰하고 신통력으로 날아가서 그 병을 치료

하자, 왕이 제3왕자 담당을 제자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 또다른 일

설에는 금나라 장종(章宗)이 불법을 시험하여 만일 효험이 없을 때

는 불승을 모두 없애겠다고 하였다. 그때 지눌이 이를 관찰하고 날

아가서 불사장(佛事場)에 내리니, 장종이 감탄하여 국사가 귀국할 

때 제3왕자 담당을 출가시켰다고 한다.

담당은 삼일암(三日庵)에서 감로천 샘물을 마시면서 선정을 닦아 3

일 만에 견성(見性)하였다. 그 뒤 암자를 지어 ‘천자암(天子庵)’이라 명

명한 후 머물렀다.

이 천자암 앞에 쌍향수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보조

국사와 담당국사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짚고 온 향나무 지팡이를 이

곳에 나란히 꽂은 것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와 잎이 나서 자랐다고 한

다. 나무의 생김새가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절을 하고 있는 듯하여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습이라 말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 나무에 손을 대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다. 특히 향나무는 예로부터 제사 때 향료로 사용하여 저

승에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조상숭배의 신성한 나무

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길이 잦아지

자 나무 주위에 철책을 쳐서 쌍향수를 보호하고 있다.

▲			송광사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신평리)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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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세부	

(곱향나무)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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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8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죽학리) 
- 2007. 11. 26.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42호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국보 제43호 혜심고신제서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고려시대 1962. 12. 20.

국보 제56호 순천 송광사 국사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조선시대 1962. 12. 20.

국보 제314호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조선시대 2009. 09. 02.

보물 제90호 대반열반경소 권9~1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34호 순천 송광사 경질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263호 순천 송광사 하사당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302호 순천 송광사 약사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조선시대 1963. 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