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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 윤선도의 유적을 품은 산 격자봉

보길도는 하나의 커다란 자연공원이다.

동서12km 남북 8km로 15개의 부속도서를 거느리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숨겨둔 보석으로 남아있는 섬이

다.

그 중심에 적자봉(425m)이 있다, 실질적으로 보길도를 이루는 섬이 적자봉이다. 적자봉이라는 이름은 산 자체

가 상록활엽수로 이루어져 해가 비치면 나뭇잎이 햇볕을 반사해 산이 붉은색을 띤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적

자봉을 중심으로 광대봉(廣⼤峰 311m), 망월봉(望⽉峰 350m)이 둥근 원을 그리듯 펼쳐져 있고 안쪽으로 고

산 윤선도의 적거지였던 부용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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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리 → 큰길 재 → 수리봉 → 적자봉 → 425봉 → 뽀래기재 → 망월봉 → 선창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중에 하나인 예송리 마을 뒤편에서 시작된다. 마을뒤편에 예송마을 당집이 있

다, 여기가 산행의 기점이다. 초입에 보옥리 10km라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으나 실질적인 거리인지 도상거리인

지는 알 수 없다. 초입부터 나무계단이 시작된다. 이곳도 낙서재에서 오르는 길처럼 숲이 울창하다. 나무만 바라

보며 30여분을 오르면 큰길재와 만난다. 이후 수리봉, 정상, 누룩바위, 뽀래기재를 거쳐 망월봉 능선으로 오른

뒤 망월봉으로 올라서면 된다. 망월봉 능선은 짧지만 곳곳에 바위가 있어 좌우로 바다를 바라보며 망월봉으로

갈 수 있다. 망월봉에 올라서면 선창리와 걸매도, 미역섬, 모래섬, 닭섬, 넙도, 서넙도등, 아름다운 다도해를 볼

수 있다. 하산은 선창리로 하면 된다.

보옥리 → 뽀래기 재 → 425봉 → 누룩바위 → 정상 → 수리봉 → 큰길 재 → 낙서재

이 길은 최근 들어 산악인들로부터 각광받기 시작한 길이다. 부용동의 반대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바다가를 끼

고도는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따라 보옥리에 도착하여 보죽산(뾰쪽산)을 등반하고 마을 뒤 골짜기로 접어들면

등산이 시작된다. 보죽산은 국립지리원이 사용하는 공식 이름이나 이곳 사람들은 지금도 뾰쪽산이라 부른다. 보

옥리 마을앞에 우뚝 선 보죽산은 초입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비록 봉우리는 낮으나 경사가 가파르고 정상까지

나무 터널로 이어져 있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과 함께 가쁜 숨을 몰아쉬면 정상의 상쾌함이 여러분을 반길 것이

다, 이후는 상상속에 맞긴다.

보죽산 등반을 마치고 마을 가운데 길을 통해 오솔길로 접어들면 보옥리재로 가는 등반이 시작된다. 곳곳에 크

고 작은 바위가 널려있다. 25분여를 오르면 폐사지가 나타난다. 백련사지다. 주변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너럭바

위라 부른다. 50여명은 넉넉하게 않을 수 있는 바위인데 이곳에서 보옥리 마을과 함께 추자도가 훤히 내려 다

보인다. 너럭바위에서 10여분을 오르면 뽀래기재고 이후부터는 425봉을 거쳐 적자봉, 수리봉, 큰길재를 거쳐

부용동(낙서재)으로 내려서면 된다.

낙서재 → 산신당골 → 큰길 재 → 정상 → 425봉 → 뽀래기 재 → 선창리 재 → 남은사 → 구렁목 골 →

낙서재

이 길은 원점회귀 산행으로 적자봉을 종주하는 길이다. 먼저 부용동의 고산 적거지였던 낙서재가 산행의 기점이

다. 낙서재는 고산의 생활공간으로 지금은 돌담과 함께 터만이 덩그렇게 남아있다. 낙서재의 바로 옆으로 곡수

당이 있는데 곡수당 옆을 흐르는 조금한 개울이 차낭골이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차낭골을 따라 큰길 재를 오르는 산길은 대낮에도 어두울 만치 울창한 숲이 터널을 이룬다. 경사는 완만한 편이

나 다소 답답함이 있다. 20여분을 오르면 큰길재 정상이 나온다. 여기서 곧장 가면 예송리이고 좌측으로 오르면

광대봉이다. 광대봉을 뒤로하고 우측으로 접어들어 수리봉 능선으로 들어선다. 50여분을 걸어 수리봉 정상에

오르니 보길도가 사방으로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남쪽의 해안이 아름답다. 능선을 바라보니 정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정상까지는 40여분이 소요된다. 지극히 평범하고 순탄한 길이다. 주변으로는 회양

목과 소사나무가 군락을 이룬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태고의 신비를 간직, 이끼와 콩

란으로 가득했던 원시림이 어느 때부터 인가 사람의 발길이 닿기 시작해 지금은 고속도로가 되어버렸다.

적자봉 능선에서 전망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다. 바위에 대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높이가 10여m이상은 족히 되

는 커다란 바위이다. 누룩바위 정상에서 보는 전망은 압권이다. 발아래는 연꽃이 피는 형국이어서 고산이 이름

을 붙였다는 부용동이 펼쳐진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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