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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를 지킨 나무,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는 우리 조상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심은 국토방위의 

유물로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탱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인 강화도에 

자리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78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탱자나무는 이곳보다 북쪽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기에 북한지로의 특징은 잃었다지만 

나라를 지켜낸 나무라는 역사적인 뜻만큼은 지금까지 남아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다.

식물 3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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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온	지사이(只沙伊)

15세기 초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서 탱자나무는 향명(鄕名)으

로 ‘지사이(只沙伊)’라고 표기되었다. 다만 ‘지(只)’는 탱자나무 ‘지(枳)’

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탱자의 ‘탱’에 대응되는 뜻글자[訓讀]이며, ‘사

이(沙伊)’는 ‘자’에 잇닿아 있는 소리글자[音讀]로 보인다. 뒷날에 한글 

‘(枳)’로 기록하는데, ‘탱자’란 우리 이름은 탱글탱글한 열매 모양

이 잇닿아 있는 명칭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생울타리로 탱자나무를 널리 이용하며, 고대에 우리를 

통해 전래되었고, 중국(중부, 장강 상류 지역)이 원산이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탱자나무가 중국 원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체를 확인

할 구체적인 학술정보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처럼 야생으

로 자생하는 개체는 확인되지 않는 반고유문화종(Apophyten)으로 주

로 경기도 이남인 영·호남지방에 분포한다.

이러한 탱자나무의 높이는 3∼4m으로 가지에 능각이 지며 약간 

납작하고 녹색이다. 가시는 길이 3∼5cm로서 굵고 어긋난다. 잎은 

어긋나며 3장의 작은 잎이 나온 잎이고 잎자루에 날개가 있다. 작은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향약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인 편

자 미상의 의약서(醫藥書).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가장 오래된 

의방서이다. 이 책의 책명으로 되어 

있는 ‘향약’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향

토에서 산출되는 약재를 의미한다. 고

려 중기 후반경에 해당되는 고종 때 

이 책을 간행하게 된 것은 종래에 많

이 사용되어 오던 외국산 약재들을 우

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향약으로 충당

하고자 한 뜻에서였다. 이때부터 우

리 의약을 자주적 방향으로 발전시키

고자 하는 향약 자립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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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은 타원형 또는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며 가죽 같은 질감

이고 길이 3∼6cm이다. 끝은 둔하거나 약간 들어가고 밑은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탱자나무의 꽃은 5월에 잎보다 먼저 흰색으로 피고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꽃자루가 없고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5개씩 떨어진다. 수술은 

많고 1개의 씨방에 털이 빽빽이 난다. 보통 귤나무류보다 1개월 정도 

먼저 꽃이 핀다.

열매는 둥글고 노란색이며 9월에 익는데, 향기가 좋으나 먹지 못한

다. 이 탱자나무 열매는 건위·이뇨·거담·진통 등에 약으로 쓴다. 

줄기는 가시가 나 있어 울타리로 적합하다. 한편 민가에서는 나쁜 기

운을 물리친다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담아 탱자나무를 심었다고도 

한다.

	 귀신을	막는	나무

옛날에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상스럽게도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

은 오래잖아 죽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흉가집이 되었다. 뭣 모르

고 들어간 사람은 흉가집인 줄 알고서 뛰쳐나오곤 했다. 그러나 집이 

큰데 어찌 버리랴.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을 하면서 눌러 사는 

사람은 영락없이 죽었다.

“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떡하니 차지하고 살아볼까?”

이같이 대가 세고 기운이 억센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

다. 아니나 다를까? 밤만 되면 쨍쨍거리고 토닥토닥거리고 쾅쾅거리

는 소리가 난비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차게 버티기를 며칠 하던 

그는 소란스러운 원인을 알아냈다. 집 울타리가 탱자나무였는데 자세

히 보니 한쪽에 수챗구멍이 나있었다.

“음, 이 수챗구멍으로 귀신이 들어오는군. 그러면 당연히 탱자나무

로 막아야지.” 그러면서 탱자나무로 그 구멍을 막았다. 귀신은 탱자나

무 가시에 찔리면 아프니까 무서워하는 법이다. 그러고 보니 귀신도 

보통사람 같구나.

그날 저녁은 좀 먼데서 쨍쨍, 토닥토닥, 쾅쾅 소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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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나가보자” 하고 울타리로 가보니까 밖에

서 새파란 새댁이 아장대면서 “전에는 이 수챗구멍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 온 놈은 어느새 알고 막아버렸구나. 해코

지를 할 수가 없어서 속상해죽겠네.” 이렇게 구시렁거렸다.

“음, 저것이구먼. 내가 어이 그냥 두랴.”하고 큰 몽둥이로 그 새댁

차림 귀신의 머리를 쳐서 죽여 버렸다.

날이 밝았다.

“도대체 귀신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하고 밖을 나가보니까 이것이 

웬일인가? 복숭아 나무였다.

“원 세상에 복숭아나무가 귀신이라니, 그 맛있고 멋있고 보기 좋은 

것이 귀신이라니. 그리고 귀신을 막는 데는 탱자나무라니.”

▼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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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보다	가시	있는	줄기를	귀히	여기다

강화도는 고려 고종(재위 1213∼1259)이 몽고의 침입을 피해 천도

한 곳이며, 조선 인조(재위 1623∼1649)가 정묘호란(1627) 때 난을 피

했던 장소이다. 그런 만큼 조정에서는 강화도 방위에 관심을 가졌다.

강화도의 방위를 위해 목책을 설치하고 성을 다시 쌓았다는 기록들

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성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가시가 날카로운 탱자나무였다.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탱자나무는 

강화도 지역에서 살기 어려운 나무였으나 다른 축조물보다 빠르게 설

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 방어수단으로서도 매우 효과

적이었다. 그리하여 강화도로 긴급히 가져온 탱자나무들은 성벽 곳곳

에 줄지어 심어졌다.

조선 말기의 문신,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에서도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숙종 18년(1692)에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강화에 토성을 쌓지 

못한 곳이 휴암(鵂巖)에서부터 인화보(寅火堡)까지로서 그 거리가 1만 

4405보(步)인데 이를 이수(里數)로 계산하면 40리 5보가 됩니다. 그런

데 그중에 산꼭대기에 여장(女墻, 성가퀴)만을 쌓아도 될 곳이 2826보

이고, 평지에 성을 쌓아야 할 곳이 1만 1207보이며, 바다 기슭이 솟아

올라서 공력을 들이지 않고도 성을 쌓은 것에 해당되는 곳이 372보나 

됩니다. 그런데 유수(留守)가 각각 임기 중에 6리 241보씩을 나누어 

쌓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여섯 유수의 임기 중

에 이를 완전히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런데 강도(현 강화도)의 군정(軍丁)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승군(僧軍)을 사용하고 삼군문(三軍門)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였다. 또 이인엽(李寅燁)과 민진원(閔鎭遠)을 삼영 당상(三

營堂上)으로 삼아서 서로 번갈아 왕래하면서 이 일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였다. 원경하(元景夏)가 아뢰기를, “심도(沁都, 강도(江都))의 성이 바

닷가를 따라서 벽돌로 쌓은 곳이 50리나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장마

가 지면 벽돌이 허물어져서 성첩(城堞)이 무너져 버리고 마니 헛되이 

▲			강화	외성	초지진

·사적 제452호

·소재지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선원

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강화도 동해안 일대)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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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탐라의 탱자나무 방책

(防柵)이나 왕식(王式)의 가시나무 방책을 본떠서 바닷가를 따라 탱자

나무를 심도록 하되, 달곶이[月串]에서부터 승천보(昇天堡)까지 심는

다면 6, 7년이 못 가서 2백 리의 거리에 석축(石築)도 아니고 벽축(甓

築)도 아닌 하나의 장성(長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제13권

이렇듯 외적(外敵)을 막는 수단으로 강화도에 성을 쌓고, 성 바깥쪽

에 가시가 날카로운 탱자나무를 심어서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더욱이 조정에서는 강화도에 탱자나무를 심을 종자를 

보내주고 그 생육상태를 보고받아서 이 나무의 이용지역을 조사하였

다. 현재 강화도 역사박물관 옆에 있는 갑곶리의 탱자나무 역시 이러

한 이유로 살아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갑곶리의 탱자나무는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78호로 지정

되었으며 장동근이 소유, 강화군이 관리하고 있다. 수령 400년 정도의 

노거수로서 여기저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메운 흔적들이 지나온 세

월을 말하고 있다.

나무의 크기는 높이 4m로 뿌리목의 밑동둘레는 거의 1m나 된다. 

두 갈래로 갈라진 부분의 가슴 높이 줄기둘레가 각각 14cm와 10cm 안

팎이다. 가지 길이는 동쪽 1.5m, 서쪽 4.4m, 남쪽 3.3m, 북쪽 2.2m이

며, 차지하는 면적은 13.2㎡이다.

나이를 먹어 노쇠하였지만 탱자나무의 특징은 여전히 살아있어 손

가락 길이만한 험상궂은 가시가 사방으로 빈틈없이 나있다. 세월은 

무수히 지났으나 이 가시는 여전히 강화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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