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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거리에는 이팝나무가 많다. 

양산 시내에서 35번 국도를 따라 언양 방면으로 10㎞쯤 가다보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

계리를 지나 왼쪽 편에 신전리로 들어가는 길이 보인다. 신전리(新田里)라는 이름은 ‘새로 

만든 밭’이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주변 용소골에 살던 사람들이 강기슭인 이곳에 대나무와 

소나무를 심고 ‘도륜대’라는 이름의 휴양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아직도 마을 회관 앞에는 

1700년경 밀양에서 건너온 수원 김 씨들이 세운 ‘도륜대’라는 표석이 있다. 그들은 용소골

에 사람이 많아지자 ‘도륜대’ 주변을 개간해서 신전리라 이름 붙이고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는 천연기념물 제234호인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가 팽나무와 함께 너른 공터를 지키

고 서있다. 이 나무는 한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밑동에서부터 가지가 둘로 갈라진 

모양이라 마치 두 그루로 보인다. 그리고 해마다 5월이면 순백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양산 시민의 순박하고 티 없는 심성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듯 그 자태를 뽐낸다. 양산시에

서는 1981년 6월 15일, 이팝나무를 아예 시목(市木)으로 지정하여 양산시청 부근이나 신도

신전리 이팝나무, 쌀밥에 맺힌 한이 

꽃으로 피다
종목 천연기념물 제 호

명칭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梁山 新田里 이팝나무)  

분류 자연유산·천연기념물·문화역사기념물·민속 

수량·면적 주/ ㎡(보호구역)

지정(등록)일  

소재지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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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팝나무를 알리고 있다.  

신전리 이팝나무는 높이가 16m이고, 둘레가 4.5m에 달한다.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

만 350년 동안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가져오는 당산나무로 마을 사람들과 양산시의 극진

한 보호를 받고 있다. 물을 좋아하는 습성을 지닌 이팝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논이나 

저수지, 하천 등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도 통도사를 거쳐 내려오는 

양산천의 물이 영산계곡의 물과 합쳐져 이루는 삼각지의 논 아래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논을 없애고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 때문인지 신전리 이팝나무는 밑동에 구멍

이 생겨 속이 비는 등 자칫하면 고사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팝나무의 이름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이밥은 ‘쌀로 지은 밥’이란 뜻인데 

춘궁기(春窮期)인 보릿고개가 닥치면 때맞춰 이 나무에서 마치 하얀 쌀밥 같은 꽃이 무더

기로 피어난다. 그래서 이밥나무라 부르던 것이 음운변화를 일으켜 ‘이팝’으로 변이되었다

는 설이다. 조팝나무, 밥테기나무 등 귀하고 소중한 쌀에 대한 희망을 나무 이름에 붙여 눈

으로나마 포식(飽食)하고자 했던 욕구를 드러낸 것이다. 또 하나는 24절기의 일곱 번째로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立夏)’ 무렵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입하나무라 부른 것이 지금의 

‘이팝나무’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쌀이 곧 농사고, 농사가 곧 쌀이었던 시절에 쌀밥을 닮은 

꽃의 양을 보고서 그해 풍년과 흉년을 갈음했던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진 이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씨(李氏)의 밥’이란 말이 줄어서 이밥나무라 부르던 것이 이팝나무로 바뀌었

다는 설이 있다. 이씨 왕조에서 임금이 내리는 쌀밥을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벼슬에 오른 

이팝나무 꽃 세부신전리 이팝나무



양반이나 가능했기 때문에, 매일 죽도 없어 못 먹던 백성들은 그 간절한 쌀밥에 대한 희망

을 ‘이밥나무’라 이름을 붙여 위안을 삼았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모든 설(設)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쌀밥’이라는 점이다. 배고픔과 

가난에 대한 아픔이 절절이 묻어 있는 이름 이팝나무. 그 한(恨)은 전설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쌀밥에 맺힌 한이 꽃으로 피다. 

순심은 오늘도 새벽녘 동이 트기도 전에 고단한 몸을 일으켰다.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

온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어쩐 일인지 간밤에는 남편이 다른 때와 달리 순심에게 

온갖 시비를 걸거나 매타작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잠을 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순심은 남편이 깨지 않도록 옷 부스럭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방문을 열

고 부엌으로 나왔다. 그리고 곧장 가마솥에 보리쌀 한줌과 고구마를 넣고 죽을 끓이고, 장

독에서 된장을 꺼내 시래기를 넣고 국을 끓였다. 쌀독에 쌀이 떨어진지는 이미 오래였고 

그나마 남은 보리쌀도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노름에 미쳐 집안 

꼴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시부모님은 쌀이 떨어져도 며느리 책임이고, 

남편이 노름과 술에 절어 사는 것도 모두 며느리 잘못 들어온 때문이라며 매일같이 구박을 

일삼았다. 그렇게 시집살이 시달린 지 어언 3년이 지나가고 있었다.

순심은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넣다 말고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를 떠올렸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딸자식을 열여덟에 시집보내고 혼자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어

머니를 떠올리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뭔, 식전부터 눈물이여. 눈물이.”

순심은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시어머니가 앙칼진 모습으로 부엌문 앞에 

서서 순심을 노려보고 있었다. 순심은 얼른 앞치마로 눈물을 찍어내고, 아궁이 불 단속을 

하면서 에둘러 변명을 했다.

“예,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연기가 매워 그만 눈물이 나왔나보네요.”

“오늘 네 시조부님 제삿날인거는 잊어먹지 않았겠지? 우리 집안이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

는 것은 다 네 시조부님 덕이니 제사상은 그에 맞춰 차려야 되느니라.”

시집살이 없는 살림에 제삿날은 수시로 돌아왔다. 순심은 제사상을 어찌 차려야 되나 벌써

부터 걱정이 앞섰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쌀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



경남·부산·울산 문화유산 이야기 여행 ˗  양산

침밥을 먹는 대로 이웃동네 참판 댁에 가서 잔치 음식이나 장만해주고 쌀이나 한 되 정도 

얻어 오리라 생각했다.

“아이고!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떡 두꺼비 같은 손주라도 낳아야 조상님 면전에 낯짝이 서

는 법인데 저 년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우리 집안 대를 끊을 참이여.”

또다시 시작되는 푸념이었다. 시어머니는 부엌문을 나서다 말고 순심이가 애를 갖지 못하

는 탓을 해대면서 손으로 그녀의 등짝을 한 대 후려갈겼다.

‘그래,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지. 어머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저러실까.’

집안 형편이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양반집 3대 독자인데 자신이 대를 잇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시부모님 뵙기에 죄스러울 따름이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아침밥을 

물리고 나자 자신은 언제나 그래왔듯 물 한 모금만 겨우 마시고 참판 댁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품삯으로 쌀 한 되를 얻어 집으

로 돌아오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순심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시조부님의 제

사상에 메를 올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순심은 가마솥에 조심스럽게 쌀을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때기 시작했다. 시집와서 매일

같이 잡곡밥이나 죽만 끓이다가 너무 오랜만에 쌀밥을 해서인가 솥뚜껑에서 김이 모락모

락 나는 것을 보는 내내 걱정이 앞섰다. 혹시나 어렵게 얻어 온 흰쌀밥이 타기라도 하면 제

사상에 올리지도 못하거니와 시어머니께 구박을 당할 것이 뻔했던 것이다. 순심은 밥이 잘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 솥뚜껑을 열고 밥주걱 끝으로 밥알 몇 개를 떠서 입 안에 넣었다. 그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등짝을 부지깽이로 내리쳤다. 

“이, 이년이. 이제는 네가 조상님 전에 올릴 메밥까지 손을 대.”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쉬지도 않고 매타작을 해대고 욕지거리를 해대었다. 무슨 일

인가 싶어 부엌문 앞을 기웃거리던 시아버지와 남편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려 버렸다. 순심

은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라고

는 없었다. 

“네 이년! 썩 나가라. 없는 집 자식 데려다가 이날 이때까지 재워 주고 먹여주었더니, 고작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하는 병신이 어디서 못 된 것만 배워서는……. 쯧!”  

순심은 집에서 쫓겨나자 무작정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그리고는 눈앞에 보이

는 나무에 광목천으로 줄을 걸고 자신의 목을 매었다. 순심이 목을 매 숨이 끊어지는 순간

까지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소리는 ‘배고파’였다. 

순심이 죽자 시부모와 남편은 조부님 제삿날에 죽은 못된 것이라며 지관(地官)의 반대도 

물리치고 물이 많은 논 한가운데 그녀의 묘를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해부터 

순심이의 무덤가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릿고개가 닥치는 5

월이면 그녀의 한(恨)이 서려 있기라도 한 듯 하얀 쌀밥 같은 꽃이 나무 가지마다 풍성하게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모두들 그 나무에 핀 꽃을 보면서 이밥나무라 부르기 시작했고, 혹

시나 제대로 먹이지 못해 죽은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나무 밑에 묻으면서 “아가야, 살아서 

굶었던 몸, 죽어서라도 배불리 먹거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가는 자식의 길을 눈물로 보냈

다고 한다.

관련문화재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관련이야기 소스  이팝나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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