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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오랑캐 땅에서 가져온 복숭아 모양의 열매

충남 천안의 광덕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두나무가 있다. 이 광덕사 호두나

무는 고려시대 사람 류청신이 심은 것이라 전해진다. 류청신은 몽골어를 잘해 여러 차례 원

나라에 다녀오며 외교에 수완을 보여 충렬왕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700년 전인 1290년(고려 충렬왕 16)에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호두를 먹어보고는 그

맛에 감탄하여 고국으로 그것을 가져가고자 했다. 

“고려에도 이 호두나무를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침내 그는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돌아올 때 호두나무의 어린 나무와 열매를 가져와 어린

나무는 광덕사에 심고, 열매는 자신의 고향집 뜰 앞에 심었다. 열매의 생긴 모양이 복숭아

씨처럼 생긴 데다 원나라(胡地)에서 가져온 것이라 하여 ‘호도(胡桃)’라 칭했다. 이것이 우

리나라에 호두가 전래된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며 이곳을 호두나무 시배지(처음

심은 곳)라 부르고 있다. 



012

이 한 그루의 호두나무가 시초

가 되어, 현재 광덕면 일대는 전

국 최고의 호두 집산지를 이루

고 있다. 이것은 류청신의 후손

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이다. 류청신은 비록 고려

보다는 원의 세력에 기운 친원파

인물이었지만 그가 심은 호두는

민초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큰

산업이 되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도 이러한 내력으로 관광 상품이 되었으며 많은 관광

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오랑캐 까자, 오랑캐 까자!”

류청신 선생이 심었다는 호두나무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광덕사 호두나무는 나

이가 약 4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8.2m이고, 지상 60㎝의 높이에서 두 개 줄기로

갈라져 가슴 높이의 둘레가 각각 2.62m, 2.50m이다. 호두나무 3m 앞에는 이 나무의 전

설과 관련된 ‘류청신선생 호도나무 시식지’란 비석이 세워져 있다. 

호두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이남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약 20m까지 자란다. 꽃은 4∼5월에 피고, 9월에 둥근 열매가 익

는다. 

우리나라에는 정월대보름에 잣, 밤,

호두를 먹으며 ‘부스럼 깨문다’는 민

속이 있어 왔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백성들

이 호두가 오랑캐 땅에서 온 과실이

라 해서 호두알을 방망이로 두들기

며 “오랑캐 까자, 오랑캐 까자!” 하

면서 분풀이를 했다고 한다. 

류청신선생 
호도나무 시식지비

호도전래사적비

광덕사 호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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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산 자락의 대찰, 광덕사 

호두나무가 있는 광덕사는 652년(진덕여왕 6) 자장율사가 창건하였고, 832년(흥덕왕 7)

진산화상이 중수하였으며, 1344년(고려 충혜왕 5)에 중창되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충

청도와 경기도 지방에서 가장 큰 절 중의 하나로서, 사찰 소유 토지가 광덕면 전체에 이르

렀고, 89개에 달하는 부속암자가 있었다. 또한 누각이 8개, 종각이 9개, 만장각이 80칸,

천불전도 3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뒤 1598년(선조 31) 희묵이 중수하였고, 1665년(현종 6) 석심이

불상과 종을 개수하였으며, 1679년(숙종 6) 상민이 중창하였다. 대웅전과 천불전만이 중

건된 채 1980년까지 사세가 계속 기울었다. 

1981년에 대웅전과 종각 등을 신축하고 천불전도 증축하였으며, 그 앞으로 석교도 가설

하였다. 1996년 철웅이 15년 동안의 불사를 마무리하여 대웅전·천불전·명부전·범종각·적

선당·보화루 등을 중창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천불전은 1998년에 소실되었다.

대웅전은 1983년 해체·복원 과정을 거쳐 기존 건물보다 크게 하였으며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창호는 격자살문이다. 내부에는 조선후기 것으로 추정되

는 석가여래와 약사여래, 아미타여래 불상이 모셔져 있다. 불상 뒤쪽에는 1741년(영조 17

년)에 제작된 탱화가 있다. 

대웅전 앞에는 삼층석탑이 있는데,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 위층 기단

과 탑신부의 각 몸돌에는 기둥모양을 조각하였고, 특히 탑신의 1층 몸돌에는 문모양 안에

자물쇠를 새겨 놓았다. 지붕돌은 밑면에 4단씩의 받침을 두었으며, 윗면에는 급한 경사가

흐르고, 네 귀퉁이는 위로 치켜 올라갔다. 꼭대기에는 노반(露盤 : 머리장식받침)과 복발

광덕사 대웅전 광덕사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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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覆鉢 : 엎어놓은 그릇 모양)이 남아 머리장식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의 일반

적인 석탑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아래층 기단의 기둥장식이 생략되고 지붕돌 받침이 4단으

로 줄어드는 점 등으로 보아 고려 전기에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간접 관련된 유적(물) 광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