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창한 산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품어 온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을 비롯한 16명의 국사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승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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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글 홍아름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갈대	소리	바람에	휘날리면,	순천만습지

바람이 부는 날, 갈대들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몸을 흔든다. 봄철 파릇한 새순은 

무더운 시간을 이겨내고 가을날 아침 안개에 자신을 성숙시킨다. 마침내 겨울이 

돼서야 하늘을 향해 하얗게 꽃피우는 순천만 갈대. 하늘만큼 높이 자라는 갈대

와 안개 가득한 포구는 김승옥 작가의 소설 『무진기행』의 무대이기도 하다.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순천만에 이르기까지 약 10리의 갈

대밭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갈대 군락지다. 갈대의 복슬복슬

한 씨앗 뭉치가 햇살에 따라 은빛과 잿빛, 금빛 등으로 모습을 달리하며 보는 이

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순천만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연공간은 자연스럽게 하천과 개울로 이어져 서로를 

보듬으며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넓게 펼쳐져 있는 갯벌과 맑은 강물, 

나지막한 산이 함께 하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순천만의 특징이다.

갈대밭을 따라 걷는 것도 좋지만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다. 자전거에 몸을 싣고 하천 둑 아래 둔치로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귓가를 타고 흐르는 갈대 소리와 가을바람에 몸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멈춘듯하다.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곳에서 마주한 갈대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 전라남도 순천은 

인제산과 봉화산, 해룡산이 둘러싸여 있고 동천과 옥천이 시내를 타고 흐른다. 

가을바람 따라 부는 갈대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걷다 보면 

순천이 주는 여유로움에 몸을 맡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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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과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

며 살아가는 순천에서의 삶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과거로	떠나는	여행,	낙안읍성	

500년 전, 조선의 숨결을 간직한 낙안읍성은 소박

한 조선시대 마을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다. 왜

구가 넘볼 수 없도록 흙 대신 돌을 쌓아 올린 성곽은 

1626년 인조 4년, 낙안군수로 부임한 임경업 장군이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고한 석성 덕분에 낙안

읍성은 원형의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낙안읍성 안에 자리 잡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된 

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

하고 있다.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

정갈한 초가지붕 사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소박한 주변풍경에 정겨움이 묻어난다.

마을 한 가운데 자리한 마당에선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사물놀이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시대의 한 부분에 들어

와 있는 것만 같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218채의 소

담스러운 초가집과 성안에 있는 낙민루, 동헌, 객사 

등은 소박해서 오히려 정겹게 느껴진다. 지금도 성 

안팎에서 98세대, 228명의 주민들이 아궁이에 불을 

때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송광사와 선암사 등 유구한 역사를 품은 사찰도 순

천에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선암사는 후사가 없던 

정조가 100일 기도를 통해 순조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기운이 넘친다. 선암사를 따라 이어지

는 가을의 단풍 숲길은 사색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

다. 자연과 역사를 그대로 간직해온 순천, 이곳에서

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고 여유롭게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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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  순천만습지 입장권으로 순천만국가정원

까지 관람할 수 있다. 

•  순천만습지에는 별을 관찰

할 수 있는 천문대도 있다. 

사전예약을 통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족이 

함께 별을 체험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방문하면 무료

로 관람할 수 있다.

•  그 밖에 순천만 선상투어, 어린이 생태교실, 

햇빛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

http://www.suncheonbay.go.kr

Tip 2

순천과	갈대의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2018	정원갈대축제

일시┃2018년 9월 21일(금)~

                  10월 28일(일)

야간개장┃18:00~21:00

장소┃순천만국가정원 일원

주요행사┃

•  한	평	정원	페스티벌

•  레트로&디스코	퍼레이드	쇼

•  양서·파충류	기획전시,	동물교감체험	등

•  ‘fall	 in	감성’	콘서트 : 순천만국가정원 

동천갯벌공연장 18:30~19:30

•  공포체험	‘귀+신과	함께’ : 지옥열차 탑

승자에 한해 체험 가능하며, 서문 입구 

‘지옥열차 탑승하는 곳’에서 18시 40분

부터 운행(18:00 ~18:30 : 귀신무 공연/ 

서문 한식당 옆 광장)

///

문의	:	순천만국가정원	1577-2013

http://garden.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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