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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엄한백운산은정상인상봉에서서쪽으로는따리봉

도솔봉형제봉 동쪽으로는 매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뻗치는 4개의지맥이있다 지리산과는섬진강하류를사

이에두고남북으로마주하고있다 4개의능선이남과동

으로 흘러내리면서 10여가 넘는 4개의 깊은 물길이 만

들어졌다 백운산을 대표하는 성불동곡어치금천계곡

등 4대계곡이다

봉강면의 백운산 봉우리인 형제봉과 도솔봉 사이에서

발원한 성불계곡은조령리의성불교에서성불사위쪽까

지 2가량물길을뻗고있다 원시림이풍성한이곳에는

기암괴석 사이로 평평한 바위가 많아 가족단위로 찾기에

좋다 형제봉과 도솔봉 사이를 통과하는 등산로가 잘 정

비돼있어걸음을걷기에도좋다 계곡상류에는고려시대

불교문화 중심지인 성불사가 자리하고 있고 산자락에

는임진왜란당시의병을일으켜큰공을세운강희보강

희열 형제 의병장의 위패를 모신 사당 쌍의사(雙義社)가

있다 백운산성불사의맑은물을담은백운저수지에서는

수상레포츠를즐길수있다계곡근처산장에서는흑염소

구이닭불고기 닭백숙등자연건강식을맛볼수있다

울창한원시림사이에물길을낸진상면어치리의 어치

계곡은 7에 이른다 한낮에도 이슬이 맺힐 만큼 시원

하다는 오로대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천마

의 전설을 가진 구시폭포가 있다 계곡 주변에는 각종 펜

션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른 봄에는 고로쇠 약수를 마시기

위한사람들의발길이이어지는곳이기도하다백운산남

쪽주봉인억불봉과백운산 정상까지도토리나무군락지

가 이뤄졌으며 3040m 높이의 수목이 덮고 있어 시원

하다 못해 한기가 느껴진다 봄마다 꽃축제가 벌어지는

섬진강 매화마을과는 약 10분 거리다 산세를 즐기면서

지역주민들이재배한친환경농산물도구입할수있다

옥룡면동곡리에있는 동곡계곡은 10가 넘게뻗은

백운산계곡중가장크고긴계곡이다 백운산과한재 따

리봉 참샘이재 도솔봉 남쪽 사면을따라 흐르며 계곡주

변에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민박집들이 많다 백운산 정상

과 따리봉 사이의 한재에서 시작된 동곡 계곡은 광양읍

동천을거쳐광양만으로향한다 학사대 용소 선유대등

의비경(秘景)을만날수있다 가을에는울긋불긋단풍이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백운란 백운 쇠물푸레 백운

기름나무 나도승마털노박덩굴등백운산에서만자생하

는다양한식물을만날수있는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기

도하다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에는 선녀가 내려와 베를 짰다는

옥녀봉이있다 이곳이 금천계곡의발원지점이다 옥녀봉

에서발원한 금천계곡은백운산뒤편능성이를따라 2

3의 길이로 펼쳐져 있다 인근 섬진강의 절경과 어우러

진풍경이눈부시다 섬진강의맛까지더할수있는 맛길

이기도 하다 계곡을 따라 곳곳에참게탕 매운탕 재첩회

및재첩국등을맛볼수있는식당이위치해있다 금천리

마을입구에는백운산을뒤로 섬진강물줄기를앞에두고

있는메아리 휴양소가 있다 다압초등학교 분교를 꾸민

이곳은광양을찾는이들의하룻밤쉼터가되고있다

한나절로 백운산나들이가부족한 이들을위한 휴양림

시설도 준비되어 있다 체험과 힐링의 공간인 옥룡면 백

운산자연휴양림은 36규모로숙박시설 26동 33실야영

장 76면 물놀이장 1개소 운동장 2개소등편의시설이마

련되어 있다 식물생태숲에는 생태체험관 야생화단지

생태습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 휴양과 자연학습장으로도

좋다 인근에는선각국사도선이 35년간수도하던옥룡사

지(국가사적 제407호)가 있다 산림문화휴양관도 개장을

해서더많은이들의백운산의품을느낄수있다 산림문

화휴양관은 연면적 810의 규모로 원룸 형태의 객실 11

개 다용도실테라스등을갖추고있다온몸으로자연을

만나고 싶다면 오토캠핑장을 선택하면 된다 (문의 

0617972655 bwmtgwangyanggokr)

6월광양이더욱푸른것은주렁주렁매실이익기때문

이다 지난달 중순 매실이 첫 출하하면서 광양에 매실의

계절이 찾아왔다 매화마을 나들이를빼놓을 수 없다 광

양다압면에위치한광양매화마을은백운산과지리산계

곡 사이로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섬진 다사 소학정마을

로 이뤄져 있다 길이가 28에 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면으로꼽힌다백운산과섬진강이감싸고있는이곳은

봄이면 하얀 매화꽃밭이 된다 꽃이 지고난 뒤에는 토종

매실이통통하게살이오른다 6월에는매실수확철을맞

아직접매실을따고 가공체험도할수있는매실체험큰

잔치가 진행된다 고사리를 꺾고 섬진강 재첩을 잡을 수

있는 체험행사도 준비됐다 문의 0617729494 mae�

hwainviorg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광주일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녀가 내려와계곡에서베를 짰다지

광양 백운산을 대표하는 4대 계곡 중 하나인 성불 계곡 푸른 숲을 가르는 골짜기 사이로 물줄기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다

광양시청 제공

2016년이부지런히달려서 6월로왔다진해지는햇살에맞춰신록은더욱푸르러지고있다푸른계절푸

른광양으로가보자 광양에숲속의힐링이있다 봄에는철쭉 여름에는녹음 가을에는단풍겨울에는설

경으로사계절언제나매력적인백운산 진짜매력은여름에있다 수려한 산세를자랑하는광양백운산이

품고있는 4대계곡이여름을부르고있다

한반도남단중앙부에솟은해발 1222미터의백운산은봉황 돼지 여우의신령한기운을가지고있는영

산으로불린다 백두대간에서갈라져나온백운산은호남벌을향해뻗어내리면서호남정맥을완성하고 섬

진강 550리물길을거두고있다울창한숲길에는온대에서한대에이르기까지 980여종이넘는식물이분포

해있다 정상에오르면장쾌한지리산의주능선과남해안의한려수도그리고광양만을내려다볼수있다

광양 백운산이 품은 4대 계곡

전남

광양 매화마을

엉덩이 바위

성불계곡

평평한 바위 많아 가족단위 안성맞춤

동곡계곡

용소선유대 비경자연생태계 보고

어치계곡

낮에도 서늘구시폭포 가뭄은 없다

금천계곡

옥류봉서 발원섬진강과 환상 조화

숲 유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