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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충남 당진군 송산면 삼월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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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큰 인물이 나오는 가문 만들고자

당진군 송악면 삼월리에는 한 농가의 마당 밖에 한 그루의 나무가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다. 굵직굵직한 가지가 위와 옆으로 골고루 퍼져 있어 그늘 밑에서 올려다보면 나무의 하늘

인 양 신비롭다. 이 나무는 약 500년 전 조선시대의 문인 ‘이행’이라는 인물이 심은 것으로 전

해진다. 이행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찬진하였던 인물이다. 

1517년(조선 중종 12) 이행은 관직을 그만두고 이곳 삼월리로 내려와 집을 지으며 마당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것이 이 회화나무였다. 

“자손들이 번영하고 가문을 빛낼 학자와 선비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벼슬길에서 영화도 있었지만 크고 작은 파란도 많이 겪은 이행의 가슴에는 가문에서 학자

와 선비, 나라에 큰일을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연산군 시절에 벼슬길에 올라, 연산군 생모인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하여 충주에 유배되

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임용되어 대사헌까지 올랐다. 그러나 왕의 신임을 받는 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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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의 신진사류로부터 배척을 받아 좌천되었다. 자신의 소신을 펴지 못하고 좌천되자

그는 아예 사직하고 충청도로 내려와 버렸다. 

“내 비록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지만 자손들만큼은 번영하고 창대한 길을 열어가야 하리

라.” 

자손 번영의 뜻을 담아 심은 나무의 기운을 받아서였는지 이행은 그 후 조정에서 기묘사화

가 일어나 조광조 일파가 실각하자 다시 벼슬길에 올랐고, 훗날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까

지 출세하였다. 그 후로 이 나무의 꽃이 많이 피면 마을에 풍년이 들고, 적게 피면 흉년이

들었다고 전해진다. 

이행은 조정에서 조광조가 실각한 후 다시 등용되었다. 『동국여지승람』의 신증(新增)을

책임 맡아 끝내고 좌의정까지 되었으나 권신 김안로의 전횡을 논박하다가 오히려 그 일파

의 반격을 받아 좌천되고, 이어 평안도 함종에 유배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출세를 상징하는 학자수(學者樹)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는 나이가 약 500살 정도이며, 높이 32m, 가슴높이 둘레 5.94m로

가지가 위와 옆으로 골고루 퍼져 있어 아름답다. 

삼월리 회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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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나무는 콩과에 속하며 원산지는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높은 지위에 올라 유명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여, 벼슬을 하게 되거나 승진할 때 기념으로 이 나무를 심었다

고 한다. 예로부터 집안에 회화나무를 심어야 그 집안에 큰 학자가 배출되고, 국가와 민족

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 것으로 믿어왔다. 그리고 이 나무를 문 앞에 심어

두면 잡귀의 접근을 막아 그 집안이 내내 평안할 수 있고 이 나무의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들고, 적게 피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도 있다. 

현재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는 평범한 한 농가 앞에 서 있다. 그 집주인에 따르면 예전에는

나뭇가지가 훨씬 풍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무가 잘 자라라고 집주인이 거름을 너무 많

이 준 탓에 일부 가지가 고사를 했다고도

한다. 

한편, 삼월리 회화나무가 있는 곳에서 5분

거리에는 또 수령이 550년인 도문리 회화나

무가 있다. 예부터 신목으로 불리었으며 배

를 매어 두었다고도 한다. 삼월리 회화나무

에 비해 보존상태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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