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79호

지정(등록)일 2007. 08. 09.

소재지 전남 완도군 보길면 보길로 645-20

나무에서 황금빛 액체가 나오다,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황칠나무는 한국 특산종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에 분포하며, 일본

에는 혼슈 남부, 오키나와까지 분포한다. 그중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는 민가에서 약 

200m 떨어진 산 속에서 독립수로 자란다. 북쪽 줄기의 약 2.5m 높이에 있는 큰 가지

가 고사했지만 전체적인 나무의 모양은 단정하고 아름답다. 나이는 200년으로 추정하

고 있다. 본래 전라남도 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7년에 천연기념물 제47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식물 32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196

	 왕실에서	귀히	여긴	나무

그리스 미다스 왕의 ‘황금 손’ 이야기는 유명하다. 부귀영화를 누리

고 싶어 하는 미다스 왕은 자신의 손에 닿은 것은 무엇이든 금으로 변

하게 해달라고 디오니소스에게 청한다. 그러나 음식들까지도 손을 뻗

는 순간 금으로 변하여 굶주려 죽기 직전의 순간까지 갔다는 우스꽝

스럽지만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모든 권력

을 갖고 있는 왕도 황금은 갈망의 대상이었다.

동서양 막론하고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부와 권력의 상징이다. 만

약 황금이 나무에서 나온다면 어떨까?

믿기 어렵지만, 황칠나무의 줄기에서 황금빛이 나는 액체가 나온

다. 황칠이란 나무 이름도 여기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 황칠은 귀족들

의 고급품에 빠질 수 없는 귀중한 도료였다.

우선 황칠나무에 얽힌 역사부터 찾아보자. 첫 기록은 『삼국사기』 고

구려 본기(本紀) 보장왕 4년(64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해 봄, 당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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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은 명장 이세적을 선봉으로 삼아 직접 요동성을 공격하여 12일 

만에 함락시킨다. 이 작전에 ‘백제는 금 옻칠한 갑옷을 바치고 군사를 

파견하였다. 태종이 이세적과 만날 때 갑옷의 광채가 햇빛에 번쩍거

렸다.’라고 적혀있다. 금 옻칠은 바로 황칠을 말한다.

이외에도 황칠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백제의 서남쪽 바다에 세 개의 섬이 있는데, 여기에서 황칠의 나무가 

난다. 나무는 소종수(小棕樹)와 비슷한데, 더 크다. 6월에 즙을 채취해서 

기물에다 칠을 하면, 마치 황금과 같아서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한다.

『통전(通典)』

고려의 황칠이 섬에서 나는데, 6월에 칼로 찔러서 즙을 채취한다. 색깔

이 마치 금과 같으며, 햇볕에 쬐면 마른다. 본디 백제에서 나는 것인데, 

지금 절강(浙江) 사람들이 신라칠(新羅漆)이라고 부른다.

『계림지(鷄林志)』

•황금으로 도금한 것 같다하여 아예 

금칠(金漆)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줄기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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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보통 6월에 황칠나무의 즙을 채취

하는데 고급 칠 재료로 아주 귀해서 왕실과 귀족 등 소수 계층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황칠나무의 명성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정약용이 쓴 「황

칠」의 시에서도 볼 수 있다.

궁복산에 가득한 황칠나무를 그대 보지 않았던가

깨끗한 금빛 액체 반짝반짝 윤이 나지

껍질 벗기고 즙 받기를 옻칠 받듯 하는데

아름드리 나무래야 겨우 한잔 넘친다

상자에다 칠을 하면 옻칠 정도가 아니어서

잘 익은 치자로는 어림도 없다 하네

글씨 쓰는 경황으로는 더더욱 좋아서

납지고 양각이고 그 앞에선 쪽 못쓴다네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잎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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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무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박물군자도 더러더러 그 이름을 기억하지

…(하략)

정약용,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4권, 「황칠(黃漆)」1)

여기서 궁복산은 완도의 주산인 상황산을 가리킨다. 황칠의 주 생

산지가 완도임을 암시하고 있기도 한다. 당시에도 완도의 특산품이

었던 황칠나무는 오늘날까지 지역의 특산품으로 여겨져 지속적인 보

존·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중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황칠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이며 황칠나무의 맥을 잇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더욱이 황칠나무는 공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 면역력 

증강, 간 질환·당뇨 치료, 가래·기침을 줄이는 진해거담 효과, 신경 

안정 등 몸에도 효능이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 일찍이 『본초강목』에 

따르면 황칠나무는 술 해독, 황달, 화상 및 나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고 한다. 또 나무가 갖고 있는 안식향은 피로를 풀리게 하고, 남성은 

신장 강화, 여성은 생리불순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양한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황칠나무의 끊어져 있는 맥을 

복원하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1) 君不見弓福山中滿山黃 金泥瀅潔生蕤
光 割皮取汁如取漆 拱把椔殘纔濫觴 㔶
箱潤色奪髹碧 巵子腐腸那得方 書家硬黃

尤絶妙 蠟紙羊角皆退藏 此樹名聲達天下 

博物往往收遺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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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8호 완도 주도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 1962. 12. 07.

제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20  - 1962. 12. 07.

제338호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98-1  - 1983. 08. 23.

제339호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 1983. 08. 23.

제340호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370-1, 

4필 
 - 1983. 08. 23.

제428호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28,  

129-1 
 - 2001. 05. 07.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사적 제114호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전남 완도군 고금면 세동84번길 

86-31 
조선시대 1963. 01. 21.

사적 제308호 완도 청해진 유적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734 삼국시대 1984. 09. 01.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  

앞해면 일대 
 - 1972. 07. 26.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길 57 등 조선시대 2008. 01. 08.

전라남도기념물

제131호
완도 법화사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461 통일신라시대 1990. 02. 24.

전라남도기념물

제231호
완도 고금도 지석묘군

가교리 산34-1, 청용리 산17,  

덕암리 산78 가교리 산34-1,  

청용리 산17, 덕암리 산78 

선사시대 2005. 01. 27.

전라남도문화재

제107호
완도향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860-1 - 1984. 02. 29.

전라남도문화재

제108호
읍리 하마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읍리 931  - 1984. 02. 29.

전라남도문화재

제109호
완도객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주도길 3-1 조선시대 1984. 02. 29.

전라남도문화재

제116호
읍리 지석묘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읍리 809-1  - 1984. 02. 29.

전라남도문화재

제163호
우수영전진도첩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337 조선시대 1988. 03. 16.

전라남도문화재

제213호

완도 신흥사

목조약사여래좌상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68-1 조선시대 2000.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