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85호

지정(등록)일 1997. 12. 30.

소재지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0

고향을 그리워한 하멜의 은행나무,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오랜 세월 마을의 한 자리를 지켜온 강진 병영면 은행나무는 주민들의 관심과 보

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 역사적·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오래된 큰 

나무로서 생물학적 보존가치도 크므로 1997년 12월 30일 천연기념물 제385호로 지

정·보호하고 있다.

식물 29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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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한복판에	우뚝	선	은행나무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은 1417년(조선 태종 17) 병마절도사 마천

목 장군을 시켜 백제 때부터 있던 성을 고치고 필요한 곳은 새로 쌓아 

병영을 설치해 병마절도사를 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있는 병영면 

성동리의 은행나무는 병영성을 축조할 때 심고 가꾸었을 가능성이 높

으므로 약 600여 년 정도로 나이를 추정한다.

이 나무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이곳에 부임한 한 병마절도

사가 폭풍으로 부러진 은행나무 가지를 사용해 베개를 만들어 자다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명의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백약이 무효하였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은행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베개를 나무에 붙

여주면 병이 나으리라”고 한 말을 따라 그대로 하였더니 병이 나았다

•은행나무는 원래 종자가 무거워서 

멀리 전파되지 못한다. 원산지는 중

국인데, 중국 내에서도 인간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유

교의 전래와 함께 들어 왔으며, 일본

에는 불교와 함께 들어 왔다는 기록이 

있다.

▲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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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2월 15일 자정 무렵에 은행나

무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으며 지금도 이어

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 강진 병영면 성동리의 은행나무는 마을의 상징목으로 동성마

을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으며, 주변에 민가 8채가 있다. 은행나무 뿌

리가 민가의 부엌, 방 밑까지 뻗어나가 왕성한 수세를 나타낸다. 뿌리 

부근에는 큰 바위가 놓여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며 동성부락 

마을회관이 있다.

이 은행나무는 키 32.0m, 밑동 둘레 9.3m, 가슴 높이 줄기둘레 

7.2m, 수관 폭 동서 방향으로 24.9m, 남북 방향으로 23.1m에 달한다. 

나이는 약 800년으로 알려져 있다. 잎의 양은 많은 편이며, 원줄기는 

약간 비스듬히 자라 올라가서 지상 2.1m부터 4.5m 사이에서 네 개의 

▲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세부

▲			강진	전라병영성	전경

·사적 제397호

·소재지 :   전남 강진국 병영면  

병영성로 175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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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가지로 갈라져 사방으로 퍼져 있다. 가지들이 옆 방향보다 위쪽 방

향으로 더 많이 자라서 수관은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직사각형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인	하멜,	고향을	그리다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은 네덜란드 출신 하멜 일행이 1657년부터  

7년간 억류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멜은 억류기간동안 밀린 월급을 받기위해 조선에서의 생활을 기

록한 『하멜보고서』를 쓴다. 우리에게는 흔히 『하멜표류기』라고 번역된 

그의 저서는 폐쇄국가인 조선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전남 강진군 병영에서의 억류기간 중 그는 이 은행나무 밑 고인돌

에 걸터앉아 뼈에 사무치게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이 은행나무 옆에는,

‘이 지역은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1656~1663년까지 약 7년간 억류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일행 33명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몇몇은 결혼도 

했으며, 생계를 위해 잡역을 하거나 나막신을 만들어 팔았고, 춤판을 

벌여 삯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나막신이 일본 나막신과 달리 네덜란

드 나막신과 같이 통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이들이 나막신을 전래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또한 이 지역 일부에 남아 있는 담장 

중 빗살모양으로 쌓인 담장이 있어 하멜 일행이 잡역을 하면서 쌓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멜 일행은 이곳 은행나무 밑에서 고려 

말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인산성을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을 했다

고 한다.’

는 팻말이 붙어 있다.

물론 은행나무 관련 내용이 『하멜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멜보고서』는 말 그대로 월급 청구를 위한 공식 보고서이었으니 고

향을 그리워하는 개인의 감정 표현 글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

만 그들이 머물던 전라도 병영 터와 은행나무는 불과 500m 남짓한 거

•1653년(조선 효종 4)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은 동인도회사 무역선 서

기로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하고 있었

다. 8월 중순 타이완을 출발한 배는 

태풍을 만나 제주도 대정읍 해안으로 

떠밀려온다. 그는 정확하게 13년 28

일간 서울, 강진, 순천, 여수 등으로 끌

려 다니면서 억류생활을 했다. 그러다

가 1666년(현종 7) 9월, 그들 중 7명

이 여수에서 일본으로 탈출해 고국으

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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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며, 고향 마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모습의 나무였기에 이 

은행나무에 관심이 없었을 리가 없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35호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51-1 - 1962. 12. 07.

제39호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동삼인길 28-10 

(삼인리) 
- 1962. 12. 07.

제151호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25 

(만덕리) 
- 1962. 12. 07.

제172호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산191 - 1966. 01. 13.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308, 

무위사 (월하리) 
조선시대 1962. 12. 20.

국보 제3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94 조선시대 2009. 09. 02.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1길 106-1 

(월남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507호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308, 

무위사 (월하리) 
고려시대 1969. 06. 16.

보물 제829호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전남 강진군 군동면 까치내로 261-21, 

금곡사 (파산리) 
고려시대 1985. 01. 08.

보물 제1396호 강진 백련사 사적비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백련사 (만덕리) 
고려시대 2004. 01. 26.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 외 고려시대 1963. 01. 21.

사적 제107호 강진 정약용 유적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103-2 조선시대 1963. 01. 21.

사적 제397호 강진 전라병영성 
전남 강진군 병영면 병영성로 175,  

외 (성동리) 
조선시대 1997. 0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