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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우산을 받쳐 든

용의 형상
종목 천연기념물 제321호

명칭 연기 봉산동 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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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등록)일 1982.11.04

소재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128 외 1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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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향나무에서 은은히 번지는 마음의 향기

연기 봉산동에는 특이한 모습을 한 향나무가 있다. 마치 꿈틀거리는 용처럼 올라가던 나

무가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뻗어나간 가지에 무성한 잎들이 커다란 우산을

쓰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나무는 조선 중종 때 강화 최

씨인 최중룡(崔重龍)이 심은 것

이다. 그의 아버지 최완은 말년

에 이곳으로 내려와 살다가 죽었

는데, 아버지가 죽자 아들 최중

룡이 한양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묘를 지켰다. 효를 다하기 위해 연기 봉산동 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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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였다. 그러면서 효의 정신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향나무를 심었다. 

“효는 지식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나의 자손들에게 효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향

나무를 심으리라.”

착한 마음을 다해 심은 나무여서인지 향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지킴이가 되

었다. 나무가 무성하면 온 마을이 평화롭고 나무가 병이 들어 쇠약해지면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기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더욱 귀히 여기게 되었다. 

최중룡에게는 최회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최회 역시 아버지를 닮아 효자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남의 잘못을 감싸주는 자상한 성품으로 이웃 어른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런데 13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 최중룡이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최회는 잠

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그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최중룡은 끝내 죽고 말았다. 청천 벽력같은 일이었지만 최희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장례를 잘 치르고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삼 년 동안을 하루같이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는 정성을 보여 주위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였다. 

그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였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노환으로 몸져눕자 최

회는 자신도 늙은 몸이었으나 병시중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부유한 가정 살림으

로 머슴이 있는데도 어머니에 대한 시중은 일체 시키지 않고 손수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

냈다. 또한 어머니의 병에 좋다는 약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구해다 드렸는데, 그래도 병

에 차도가 없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드리기까지 하였다. 추운 겨울에도 어머니

의 쾌유만을 위하여 목욕재계하고 매일 같이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는 극진한 효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 그의 나이 58세였다. 

이처럼 연기 봉산동 향나무에는 최중룡, 최회의 애틋한 효의 향기가 깊이 배어 있다.  

효자 집안 최씨 문중의 상징

연기 봉산동의 향나무는 나이가 약 4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3.2m, 가슴높이의 둘레

2.84m의 크기로 개인집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울 안에서 자라 온 탓인지 400년이란 긴 세

월이 흘렀어도 키는 자라지 못하고, 몸통은 이리저리 비틀려서 마치 용(龍)같은 형태로 되

어 있다. 사방으로 뻗어 수평을 이루고 있는 가지를 여러 개의 받침대가 받쳐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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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동 향나무는 여러 대에 걸쳐 효행을 실천한 최씨 문중을 상징하는 나무로 오랜 세월

을 견뎌왔다. 

위에서 본 향나무 향나무 줄기

직접 관련된 유적(물) 연기 봉산동 향나무

간접 관련된 유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