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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도항에 도착하니 인근 바다에서 잡은 병치, 삼치, 민

어, 갈치 같은 생선들이 막 경매를 끝내고 소매를 시작했다.

나로도 인근바다에서는 봄에는 병치, 가을에는 삼치가 많이

잡힌다. 특히 가을철이면 나로도항에서 삼치파시가 열릴 정

도로 삼치의 집산지로 알려져 있다.

쑥섬행 배를 탄다. 나로도항에서 바라보니 손에 닿을 듯 가

까운 곳에 쑥섬이 길쭉하게 늘어서 있다. 쑥섬 옆에는 사양도

가 자리하고 있다. 사양도에는 207m높이의 산봉우리가 뾰족

하게 솟아 있지만, 쑥섬은 83m밖에 안 되는 산줄기가 완만하

게 이어져 소가 누워있는 것 같다.

나로도항을 출발한 여객선은 5분 만에 쑥섬 선착장에 도착

한다. 쑥의 질이 좋아서 쑥섬이라 했고, 한자로 쑥 애(艾) 자

를 써서 애도(艾島)라고도 부른다. 쑥섬 선착장에 도착하니

울긋불긋 지붕을 한 쑥섬마을이 소박하고 정겹다. 쑥섬에는

현재 12가구 15명만이 살고 있다.

평범한 어촌주택 사이에 갈매기 모양의 하얀색 2층 건물인

갈매기카페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갈매기카페 옆길을 따라

오르는 길은 ‘헐떡길’이다. 븮헐떡길븯이라는 이름처럼 가파른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길을 3분 정도 오르니 원시림이 기다

리고 있다.

2017년 (사)생명의 숲과 산림청이 주관한 븮제17회 아름다

운 숲 전국 회븯에서 븮누리상븯을 수상한 난 원시림이다. 숲

에서는 후박나무, 육박나무, 푸조나무, 동백나무 같은 난 원

시림이 숭엄한 기운을 내뿜어준다. 이곳 원시림은 쑥섬마을

당숲으로 신성하게 보호됐다가 2016년 400년 만에 개방됐다.

어둑한 난 원시림을 빠져나가자 환상의 풍경이 연출된

다. 바로 ‘환희의 언덕’이라 부르는 전망 다. 우리는 이곳에

서서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풍경화에 취한다. 나로도항과 외

나로도의 풍경이 부드럽게 다가오고, 지척에서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쑥섬 남서쪽 끝을 이루고 있는 수십m 높

이의 기암절벽은 천혜의 비경이다. 금계국이 회색 암벽을 노

랗게 물들이고, 푸른 바다는 아름다운 풍경화의 바탕이 돼준

다.

외나로도 남서쪽으로는 망망 해가 펼쳐지고, 망망 해에

떠 있는 소거문도 거문도 손죽도 초도 같은 섬들이 그림처럼

다가온다. 북서쪽에서 바다와 만나면서 리아스식 해안을 이

룬 고흥반도는 멀리서 육지의 존재감을 과시한다.

환희의 언덕을 지나 ‘몬당길’을 걷는다. ‘몬당’은 ‘산마루’

를 일컫는 전라도 방언이다. 븮몬당길븯을 걷다보면 사방에서

바다와 나로도 등 다도해 풍경이 가슴에 안겨온다. 븮몬당길

븯을 통과하면 ‘비밀 꽃정원’이다. 바다 위에 비밀스럽게 꽃을

피웠기에 ‘비밀 꽃정원’이다. 전남도 민간정원 제1호인 이곳

꽃정원은 쑥섬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노랑, 빨강, 분홍, 보라 등 수많은 색상의 화려한 꽃들이 파

란 하늘, 푸른 바다와 어울려 색의 향연을 펼친다. 꽃밭 속 사

람들은 나비가 돼 꽃향기를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꽃길

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의 꽃이 활짝 피었다. 쑥섬

꽃정원은 400여종의 꽃이 계절을 바꿔가며 피어 무릉도원을

연출한다. 쑥섬과 나로도 사이에 형성된 해협은 호수처럼 잔

잔하고 평온하다.

쑥섬 북쪽에 다다르자 사양도가 좁은 바다를 가운데 두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가파르게 솟아있는 사양도의 산봉우리

와 완만한 쑥섬의 모습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쑥섬 북쪽

끝 벼랑 위에는 성화등 가 서 있다. 모양이 성화를 닮아 성

화등 라고 부른다.

성화등 에서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눈길을 사로

잡는 비경이 기다리고 있다. 널따란 너럭바위와 수직을 이룬

해안절벽이 푸른 바다와 어울린 모습이 그것이다. 너럭바위

는 하늘에서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거나 거문고를 타면

서 놀았던 곳이라 해서 신선 라 불렀다.

신선 옆 깎아지른 기암절벽은 안으로 동굴이 뚫려 바닷

물이 들락거린다. 이 굴을 중빠진굴이라 부른다. 신선 와 성

화등 는 고흥반도 남쪽 끝자락과 작은 섬들 사이로 지는 해

를 감상할 수 있는 일몰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쑥섬은 동쪽은

지 가 완만해 마을과 포구가 자리하고 있고, 서쪽은 기암절

벽을 이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성화등 로 되돌아와 쑥섬마을로 내려선다. 해변으로 내

려서기 직전 두 개의 우물을 만난다. 쑥섬마을 북쪽 끝에 있

다고 해서 ‘우끄터리 쌍우물’이라 한다. 해변 시멘트길을 따

라가는 길은 ‘동백길’이다. 200-300년 된 동백나무들이 군락

을 이루고 있어 동백꽃이 피는 계절에는 나무와 땅에 핀 동백

꽃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길을 걷다보면 발아래에서 바닷

물이 출렁이고, 동백숲이 만들어준 그늘은 햇볕을 가려준다.

쑥섬마을에 들어서자 돌담길이 정겹다. 자연석으로 높게

쌓은 돌담은 낮은 처마와 붉은 지붕을 한 가옥들과 소박하게

어울린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각기 다른 작은 돌들을 정교

하게 짜 맞춘 돌담은 섬 주민들이 만든 예술품이다. 돌담길은

골목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든다.

사람들은 이 길을 ‘사랑의 돌담길’이라 부른다.

마을 앞 포구에는 작은 배 몇 가 정박돼 있다. 섬을 한 바

퀴 돌고나서 처음 출발했던 갈매기카페에 도착했다. 갈매기

카페 옆 쑥섬 로컬푸드매장에서는 쑥섬에서 생산된 농산품

을 판매하고 있다. 주로 쑥을 이용한 제품들이다. 배를 타고

나로도항으로 돌아가는데 쑥섬과 사양도가 나란히 서서 배

웅을 해준다.

[장갑수와함께걷는길]

고흥반도는 여러 섬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중에

서도 대표적인 섬이 나로도와 거금도다. 오늘은

나로도의 부속섬 쑥섬을 만나러간다. 나로도는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로 이뤄져 있다. 육지와 가

까운 안쪽 섬을 내나로도, 바깥쪽 섬을 외나로도

라부른다.

나로대교를건너내나로도에들어서자차창밖으

로 형제섬이 모습을 드러낸다. 쑥섬을 만나기 전

형제섬을 만나러간다. 마침 썰물이 돼 형제섬은

모세의기적이 일어난 것처럼내나로도와 연결됐

다. 형제섬 뒤로는 바다 건너 멀리 고흥반도의산

들이올망졸망솟아있다.

형제섬을나선우리는외나로도에있는나로우주

센터로향한다.나로우주센터는자체기술로인공

위성을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리기 위해 건설한

한국최초의우주발사체발사기지로, 2009년 6월

완공됐다. 나로우주센터의준공으로 한국은 세계

에서 열세 번째로 자체 발사장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바다위은밀하게핀꽃밭에서행복을노래하다

뱚고흥쑥섬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

쑥섬 꽃정원은 400여종의꽃이 계절을바꿔가며피어무릉도원을연출

한다.노랑,빨강,분홍,보라등수많은색상의화려한꽃들이파란하늘,

푸른바다와어울려색의향연을펼친다.

바다위에비밀스럽게꽃을피웠기에 ‘비밀꽃정원’이다.전남도민간정원제1호인이곳꽃정원은쑥섬에서만 볼 수있는이색적인풍경

이다.

나로도항에서바라본 쑥섬, 쑥섬은83m밖에안 되는산줄기가완만하

게이어져소가누워있는것같은모양을하고있다.

성화등대에서가파른계단을따라내려가면너럭바위와수직을이룬 해안절벽이 푸른바다와어울린모습이 비경을이룬다. 너럭바위

는하늘에서신선들이내려와바둑을두거나거문고를타면서놀았던곳이라해서븮신선대븯라불렀다.

내나로도에있는형제섬. 썰물이 되면형제섬은모세의기적이 일어난

것처럼내나로도와연결된다.

▶고흥 쑥섬은 나로도항에서

배로 5분이면도착할수있는나

로도 부속섬으로, 바다 위에 비밀스럽게꾸며진꽃정원을

따라걸을수있는환상의섬이다.

▶코스 : 쑥섬 선착장→갈매기카페→난대원시림→환

희의 언덕→비밀 꽃정원→신선대→성화등대→동백길→

쑥섬마을→쑥섬선착장

▶거리/소요시간: 4㎞/1시간30분 소요

※나로도항→쑥섬 배시간: 07:30, 08:50, 10:00-14:00

(매시), 15:30, 17:00(5분 소요)

※쑥섬→나로도항 배시간 : 나로도

항출발시간10분 후

※여행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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