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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곡성관광 9 경 >  봉두산과 태안사

구산선문 태안사를 품은 봉황의 날개를 걷다
봉두산

태안사 일주문에 동리산이라 씌어 있는 것을 보면 봉두산(736m)의 옛이름은 동리산이었던 것 같다.

동리산과 봉두산 모두 봉황을 상징하고 있어, 봉황이 자주 등장하는 곡성의 풍수지리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듯 하다.

북쪽으로는 대황강, 동쪽으로는 섬진강을 품고 있는 봉두산은 인근에 올망졸망 펼쳐진 산군들 사이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봉두

산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천년고찰 참선도량 태안사

태안사는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 동리산파의근거지로서 변혁의 중심에 있었다. 숱한 전쟁의 참회가 휩쓸고 지나갔음에도 오늘날까지 꿋꿋하

게 남아서 수행도량의 법통을 이어오고 있다.

천년을 버텨온 보물을 비롯한 9점의 문화재를 차근차근 만나보는 것도 태안사 탐방의 묘미이다.

태안사는 참선도량이므로 절대 정숙 해야한다.

봉두산과 태안사

(http://www.gok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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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 061-363-6669

요금 : 일반 1,500원(단체1,200원), 학생 1,000원(단체 800원), 단체는 30인 이상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태안사 단풍 대웅전 태안사 계곡

은빛모래와 하늘이 비치는 맑은 물의
섬진강을 끼고

곡성읍에서 17호선의 국도를 따라 16km가다보면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하는 압록유원지가 나온다.

이곳에서 보성강을 끼고 국도 18호선을 따라 6km정도 가다보

면 태안사로 들어가는 태안교를 접하게 되고 다리를 건너 다시

6km정도 가다보면 죽곡면 원달리에 위치한 태안사에 다다를

수 있다.

동리산 자락에 위치한 태안사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년)에 동

리산파를 일으켜 세 선승에 의하여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처음에는 대안사로 불리웠으며 이 나라 불교의 선문 아홉가

지의 하나인 동리산파의 본산지로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쌍

계사 등을 거느리고 꽤 오랫동안 영화로움을 누렸던 사찰로 혜

철선사와 도선국사가 득도한 정량수도의 도량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광자선사가 32칸으로 넓혀 지었으나 고려시대 중기에 송광사가 조계종의 본산지로 지위를 굳혀 따로 제금났

고,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누르는 정책 바람을 탈 수 밖에 없었으나 효령대군이 머물며 왕가의 원당으로 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를 거치면서 줄곧 옛날의 영화로움을 되찾지 못한 채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식민지 시대에는 도리어 화엄사의 말사 신세

로 떨어졌다.그나마 6.25전쟁때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절에 딸려 있던 건물 다섯채가 불에 타 버렸고, 지금의 대웅전은 최근에 옛

모습을 본따서 새로 지은 것이다. 그러나 뜰에는 돌로 만들어진 혜철스님의 부도와 광자선사를 기리는 탑과 비가 이끼 낀 채로 남아

있어 이 절의 연조가 오래됨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태안사는 문화재 자료 23호로 지정되어 있고 경내에는 태안사 바라 등 9점의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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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로 들어가는 2km의 계곡은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녹음,

가을에는 짙게 물들은 단풍이 아름다운 산책로로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다.

대웅전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근래 새로

중수하였으며 4벌대의 장대석을 쌓아 기단

을 삼고 원형 초석위에 원형기둥을 세우고

창방과 기둥 위에서 결구한 다포양식의 겹처

마 팔작지붕 집이다.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

에는 주간에 2구의 공포를 얹고 나머지 칸에

는 주간에 1구씩 내 3출목의 공포를 얹었다.

전면의 중앙칸에는 4분합 솟을 빗살문을 달

았고 나머지 4칸에는 2분합 솟을 빗살문을

달았다.

곡성태안사 적인선사탑(보물 제273

호)

부도와 탑비를 함께 모신 태안사 창건주인

혜철스님의 부도탑이다. 부도는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팔각을 고수하고 있으며 건립 연

대는 경문왕 원년(861년)으로 추정된다.

곡성태안사 광자대사탑(보물 제

274 호)

고승 광자대사의 부도당으로 높이는 약3m

에 달하고 지대석 상륜부의 보개까지 8각평

면을 이루고 있으며 기단부위에 탑신을 차례

로 놓은 전형적인 8각원당형이다.

(http://www.gokseong.go.kr)



태안사의 연못

사찰 입구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삼층석탑이 연못 한중간에 있다.

주변 산새와 어우러져 사계절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곡성태안사 광자대사탑비 (보물 제

275호)

해동금석원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 5.2척, 너

비 3척으로 나타나 있는데 언제인가 비신이

깨져 오른쪽 상부와 하부가 멸실된 비편이

귀부와 이수 사이에 놓여져 있으나 판독이

가능하다.

능파각 (도 유형문화재 제82호)

5량 구조 맞배지붕 형태의 누각으로 영조

13년인 1737년에 세워져 그 뒤에 여러 차례

고쳐 이어졌을 걸로 짐작된다. 보기 드문 옛

나무다리로 계곡의 맑고 시원한 물은 한여름

에는 한기를 느낄 정도이다.

태안사바라(보물 제956호)

바라는 승가에서 범패같은 행사에 사용되는

불구로서 취타와 무악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효령대군이 세종과 왕비, 왕세자 등의 수복

을 빌기 위하여 발원하여 제작되었으며 지름

이 92cm로 국내에서는 가장 크다.

일주문 (도 유형문화재 제83호)

내3출목, 외4출목으로 겹처마 맞배지붕이

며 앙설로 살미첨차들과 화려한 단청과 기둥

상부의 용머리 장식이 눈길을 끈다. 전면에

는 「동리산 태안사」라는 현판이 걸려있

다.

태안사 동종 (보물 제134 9호)

대웅전 안에 놓인 이 동종은 1457년(세조 3

년)에 주조한 것을 종이 깨져 금 400근을 넣

어 1581년(선조 14년)에 만들었다는 문귀

가 새겨져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

된 것으로 조선초기 동종양식을 엿볼 수 있

는 귀중한 자료이다.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70호)

높이 4.17m인 석탑은 옛 부재에다 일부 탑

재를 만들어 복원된 것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균형감을 살려 고려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며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http://www.gokseong.go.kr)



독도사진과 우리나라 산과 들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섬

진강문화학교와 조태일시인의 유품과 시인을 기리는 문학작품이 전시되고 있

는 조태일 시문학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다.

조태일 시문학관과 태안사를 둘러보고 봉두산 기행까지 더하면 매우 특별한 곡

성여행이 될 것이다.

산행은 태안사 입구 또는 조태일 시문학관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간이

쫒긴다면 태안사 계곡 트레킹을 생략하고 차를 타고 올라가 능파각에서부터 시

작 할 수도 있다.

추천코스 1  약 8~9km, 5시간 30분 소요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 능파각 → 외사리재 → 봉두산 → 북봉 → 농장 → 절재 →
태안사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추천코스 2  4.6km, 휴식포함 3시간소요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 외사리재 → 봉두산 → 북봉 → 농장 → 절재 → 태안사 능

파각

섬진강문화학교 카페  조태일시문학기념관

C O P YR IG HT ⓒ G O KS EO NG -G UN. ALL R IG HTS

R ES ER VED.

(http://www.gokseong.go.kr)

http://cafe.daum.net/photo626
/tour/tourist/park?mode=view&idx=59


javascript:fncGoAfterErrorPage();

	봉두산과 태안사
	구산선문 태안사를 품은 봉황의 날개를 걷다 봉두산
	천년고찰 참선도량 태안사
	은빛모래와 하늘이 비치는 맑은 물의 섬진강을 끼고
	대웅전
	곡성태안사 적인선사탑(보물 제273호)
	곡성태안사 광자대사탑(보물 제274호)
	곡성태안사 광자대사탑비 (보물 제275호)
	능파각 (도 유형문화재 제82호)
	태안사바라(보물 제956호)
	일주문 (도 유형문화재 제83호)
	태안사 동종 (보물 제1349호)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제170호)


	태안사의 연못
	태안사관광코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