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9호

지정(등록)일 1962. 12. 07.

소재지 서울 종로구 명륜3가 53

공자가 지나간 자리에  
은행나무가 서다,  
서울 문묘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유교와 

불교 관련 유적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유교와 불교의 수입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중 서울 문묘의 은행나무는 유교와 깊게 관계

된 나무로서 천연기념물 제59호로 보호되고 있다.

식물 2 	서울	문묘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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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을	상징하는	나무

은행나무는 은행나뭇과에 하나뿐인 나무로서, ‘은빛 살구’를 의미

하는 은행(銀杏)이라는 이름은 중국 북송 때 구양수와 매요신의 시에 

처음 등장한다. 따라서 은행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은 지금부터 1000

년 전의 일이다. 은행은 송나라 때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제공하는 

조공품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은행나무는 잎이 오리발과 닮았다 하여 ‘압각수(鴨脚樹)’로 

불리기도 했다. 또 다른 이름인 ‘공손수(公孫樹)’는 열매가 손자 대에 

열린다는 뜻에서 지어졌다. 공손수처럼 열매를 강조한 또 다른 이름

으로는 백과(白果)가 있는데, 이는 열매의 껍질을 벗기면 흰색이 드러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은행나무는 잎이 싹트는 모양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고, 

나무가 밤에 울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거나 도끼질을 하면 피가 나온

다는 등의 속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전염병이 돌면 이 나무에 기도를 

드려 퇴치하기도 하고, 자식이 없으면 치성 드려 자식을 얻을 수 있다

고 믿는 신목(神木)이기도 하다.

이같은 은행나무는 유학의 전래와 관계가 깊다. 문묘와 향교에는 

은행나무의 노거수가 많이 심어져 유학을 상징하며, 성균관 등 유교

관계 학교 및 단체의 상징으로 은행잎을 도안화하기도 한다.

	 행단(杏壇),	살구나무가	은행나무로	바뀌다

문묘(文廟)는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나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

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을 말한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에 있는 문묘(서

울 문묘)는 1398년(조선 태조 7)에 처음 세우고 1400년(정종 2)에 불에 

탄 것을 1407년(태종 7)에 다시 지었으나, 이 역시 임진왜란으로 타버

렸다. 지금 있는 건물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지은 것이다.

문묘는 크게 대성전을 비롯한 동무, 서무 등 제사를 위한 공간인 

‘대성전 구역’과 명륜당, 동재, 서재 등 교육을 위한 공간인 ‘명륜당 구

역’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치성(致城)

신적 대상에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하여 비는 

행위

▲			서울	문묘(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삼문)

·보물 제141호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명륜3가)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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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大成殿)은 1601~1602년(선조 34~35)에 지은 건물로, 공자

를 비롯해 증자, 맹자, 안자, 자사 등 4대 성인과 공자의 뛰어난 제자

들인 10철, 송조 6현, 그리고 설총과 최치원 등 우리나라 명현 18인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대성전 앞에 마주해 있는 동무와 서무는 1603~1604년(선조 36~37)

에 세웠다. 동무와 서무 끝에서 시작하여 주위로 담장을 둘러 대성전 

구역과 명륜당 구역을 나눈다.

교육 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은 대성전의 뒤편에 있다. 1606년(선조 

39)에 지은 건물로 가운데 중당과 양옆에 있는 익실로 구분하는데, 중

당은 옆면에서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고 익실은 팔작지붕으

로 중당보다 조금 낮게 구성되어 위계(位階)를 나타내 주고 있다. 지붕

과 처마의 높낮이와 전체적인 건물의 균형이 우리나라 건축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명륜당 앞에 마주하여 남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

는 동재, 서재는 기숙사 공간으로 성균관(成均館)이라 알려져 있다.

서울 문묘의 은행나무는 바로 이 문묘의 명륜당 경내에 서 있다. 임

진왜란(1592) 당시 불에 타 없어졌던 문묘를 다시 세울 때(1602)에 함

께 심어진 것으로 생각되어 나이가 약 400살 정도로 추정된다. 높이 

26m, 가슴 높이 줄기둘레 12.09m에 이르는 사뭇 웅장한 나무로 가지 

발달이 왕성하다.

1760년(영조36) 1월부터 1910년(융희4)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인 『일성록』에도 문묘에 있는 

은행나무가 언급된다.

종묘와 문묘에 위안제를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

묘 북원(北苑)의 안쪽 담 1칸 가량과 북쪽 계단의 안쪽 담 반 칸 가량

이 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위안제는 날을 잡지 말고 이달 28일에 설

행하며, 개수(改修)하는 일은 맑게 개거든 날을 잡아 거행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어젯밤 비바람에 대성

전(大成殿) 동쪽 계단 아래 봉황 꼬리처럼 생긴 초목이 쓰러졌고, 서

쪽 담장 밖의 은행나무가 부러질 때 서무(西廡) 처마의 기와가 많이 부

서졌으며 남쪽 뜰에 있는 은행나무 한 그루는 가지가 부러져 떨어졌습

니다. 위안제는 날을 잡지 말고 이달 28일에 설행하며, 서무 처마의 기

▶	서울	문묘	은행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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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를 개수하는 일은 맑게 개거든 날을 잡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하여, 윤허하였다.

『일성록(日省錄)』 정조16년 6월 26일 기사

조선 말기의 문신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문집인 『임하필기』

에서도 문묘 앞에 심어진 은행나무를 언급하는 구절이 있다.

옛날 사람들이 행단(杏壇)의 제도를 모방하여 문묘 앞에 두 그루의 은

행나무를 마주하여 심었는데,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냄새가 나서 가

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반관(泮官 성균관 관원)이 나무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후로 다시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를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제1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주목할 점은 문묘 앞에 은행나무를 심은 이유가 바로 ‘행단(杏壇)’

의 제도를 모방했다는 것에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그의 시문집인 『약천집(藥泉集)』에서 문묘를 배알하며 

시를 읊었는데, 여기에서도 ‘행단’이 언급된다.

엄숙하게 앞 행랑을 바라보며

우뚝한 뒷봉우리 우러러보노라

도는 여러 성인의 으뜸이 되었고

제사는 백신의 종주(宗主)로 기재되었네

벽에는 서적을 보관한 듯하고

행단(杏亶)에는 아직도 예용을 베푼 듯하여라

봄바람 부는 시냇가 길에

노래하고 시 읊으며 몇 사람이나 따르는고

『약천집』제1권, 문묘를 배알하다1)

‘행단(杏壇)’은 과연 무엇을 이르는 말일까.

중국 춘추시대 말, 공자는 살구꽃이 필 즈음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

로 나왔다. 일종의 야외수업인 셈이다. 공자가 공부를 가르친 곳에는 

1) 肅肅瞻前序 巖巖仰後峯 道爲群聖首 

祀載百神宗 壁似藏書籍 壇猶設禮容 春

風川上路 歌詠幾人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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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나무가 있었다. 공자는 그곳에 단을 만들어 제자들을 앉게 했다.  

그래서 공자가 살구나무 단에서 제자를 가르친 곳을 행단이라 한다.

공자가 제자들을 야외에서 가르친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이

었다. 공자 시절의 공부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사물을 관찰하는 것

도 중시했으며, 둘째로 당시에는 건물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자 시절에는 아직 종이가 없었다. 그래서 경전의 내용을 대나무

에 기록했다. 대나무에 기록한 것을 죽간(竹簡)이라 부르는데, 죽간은 

학생들이 모두 지니고 다닐 만큼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대부분 선생의 말씀을 기록하기보다는 암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니 구태여 건물 안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

다.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공부가 가능했던 것이다. 공자의 제자들이 

편집한 『논어』의 내용이 문답 형식인 까닭도 당시의 학습 여건 때문

이었다.

•행단의 고사 “공자가 치유의 숲 속

에서 노닐며, 행단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나니, 제자들은 글을 읽고 공자는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는 『장

자』 어부(漁父)의 말에서 유래한다. 

▲	서울	문묘	은행나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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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묘가 공자를 모신 사당이니만큼, 이 행단의 고사가 함께 전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춘추시대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더욱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먼 거리를 거쳤지만 ‘행단’의 그 의미만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었다. 『여헌선생속집』에서도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계묘년(1603, 선조36)에 선생이 본현(本縣, 의성(義城)을 가리킴)에 부

임하셨는데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문묘에 배알하였는바, 닭이 세 번

째 울면 이미 향교에 이르셨는데, 제생(諸生)들은 행단아래에서 공경히 

맞이하곤 하였다.

『여헌선생속집(旅軒先生續集)』제9권,  

배문록(拜門錄) 문인 신열도(申悅道)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묘의 경우에서 보듯 살구나무 대신 은행나무

를 심었다.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살구나무의 ‘행(杏)’과 은행의 

‘행(杏)’이 같아서 기왕에 오래 살지 않는 살구나무보다 천년 이상 살 

수 있는 나무를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	서울	문묘	은행나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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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옛날에는 나무를 이해할 때 분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

에 사정에 따라 간혹 원산지 나무와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

다. 중국의 측백나무를 잣나무, 회화나무를 느티나무로 인식한 것처

럼 살구나무를 은행나무로 대체한 것도 일종의 문화적 격의(格義)로 

볼 수 있다. 격의는 번역과 같은 의미이고, 한 나라의 문화를 수입할 

경우 수입국의 상황에 따라 뜻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살구나무를 의미하는 ‘행(杏)’을 은행나무로 

받아들였다. 은행나무의 또 다른 이름인 ‘행자목(杏子木)’은 공자가 학

문을 가르치는 행단(杏壇)이란 뜻에서 붙여졌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서원과 향교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은행나무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서

원이나 향교 등지에 ‘은행나무’를 심은 것은 공자가 ‘살구나무’ 아래서 

제자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	서울	문묘	은행나무	줄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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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9호 서울 조계사 백송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수송동) - 1962. 12. 07.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와룡동) 
- 1968. 03. 09.

제251호 창덕궁 다래나무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비원내) (와룡동) 
- 1975. 09. 05.

제254호 서울 삼청동 등나무 
서울 종로구 삼청로 95

(삼청동, 106-11) 
- 1976. 08. 10.

제471호 창덕궁 뽕나무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 (와룡동)
- 2006. 04. 06.

제472호 창덕궁 회화나무 군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 (와룡동) 
- 2006. 04. 06.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서울 종로구 종로 99 (종로2가) 조선시대 1962. 12. 20.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견지동, 조계사) 불교중앙박물관 
통일신라시대 1967. 09. 16.

국보 제223호 경복궁 근정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경복궁 (세종로) 
조선시대 1985. 01. 08.

국보 제224호 경복궁 경회루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경복궁 (세종로) 
조선시대 1985. 01. 08.

국보 제225호 창덕궁 인정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와룡동) 
조선시대 1985. 01. 08.

국보 제226호 창경궁 명정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와룡동, 창경궁) 
조선시대 1985. 01. 08.

국보 제227호 종묘 정전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종묘 (훈정동) 조선시대 1985. 01. 08.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서울 종로구 종로 288 (종로6가)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3호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3 탑골공원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서울 종로구 난계로27길 84 (숭인동)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77호 사직단 대문 서울 종로구 사직동 1-38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2-1 고려시대 1963. 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