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9호

지정(등록)일 1962. 12. 07.

소재지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동삼인길 28-10 

(삼인리)

높은 담길 너머  
굽은 비자나무 한 그루,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비자나무는 오래 전에는 국내에 많이 분포된 기록이 있지만, 지금은 남해안이나 제

주도 등에서 드물게 볼 수밖에 없는 특산나무이기에 대부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가 그중 하나이다.

식물 24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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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들로	북적인	마을,	하멜이	왔다	가다

조선시대 군사가 주둔했던 전라병영성 마을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

직하고 있는 강진 병영 골목길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전라병마절도

사영이 설치됐던 군사 요충지이자 ‘하멜표류기’로 유명한 하멜 일행이 

억류됐던 역사의 현장이다.

이 골목길은 별도의 이름도 있다. 길이 ‘길고 넓다’하여 지은 ‘한 골

목’이 바로 그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병영 골목길은 병영성을 주변으

로 마을 일대 담 10km가 굽이굽이 길게 늘어져 있다. 그래서 외지인

들이 한번 들면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기 일쑤다. 골목이 길기 

때문에 외지인이 병영처녀에게 장가들려면 신부집 대문에 들어서기

까지 부채를 빼앗기는 탈선(奪煽) 등 짓궂은 신고식을 치렀다는 이야

기도 전한다.

또 이 골목길 담장은 일반 시골 담장과 비교해 유난히 높다는 특징

이 있다. 그 이유도 독특하다. 병마절도사를 낀 강진 병영 마을은 유 ▼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전경

▲			강진	전라병영성	치성

·사적 제397호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병영면 병영

성로 175, 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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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히 군사들과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그래서 이곳 마을 사람들은 

병마절도사나 군관들이 말을 타고 순시할 때 담장이 낮으면 말 위에

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것을 우려해 담을 높이 쌓았다고 한다.

또 강진 병영은 ‘북에는 개성상인, 남에는 병영상인’이라는 말이 있

을 정도로 상업에 능한 병영상인을 여럿 배출했는데, 병영 일대에 장

이 열려 병영상인인 남정네들이 집을 비우면 아녀자들만 남아 있기에 

보호차원에서 담을 높게 쌓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같은 강진 병영 골목길은 담장 모양도 일반 담길과 다르다. 이곳

의 담은 흙과 돌이 15도 정도 눕혀져 엇갈리게 지그재그 쌓인 ‘빗살무

늬’다. 지그재그 쌓인 돌은 생선 가시나 비늘 같아 보이기도 하고, 가

마니를 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돌담을 두고 마을 사람들

은 ‘하멜식 돌담’이라고 칭한다.

네덜란드인인 핸드릭 하멜은 병영마을 일대 전라병영성에서 노역

형을 받아 지난 1656년부터 1663년까지 7년간 생활했다. 그 시절 하멜

은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네덜란드식 담쌓기 방식인 빗살무늬 기법을 

전수했다. 빗살무늬 돌담 기술은 작업하기도 편하고, 잘 다져지고, 맞

물려 견고하기까지 해서 8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전

	▲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줄기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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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다.

이러한 강진 병영 골목길은 굽이굽이 이어진 샛 골목길마다 전

해지는 추억과 이야기도 많다. 한국 남종화의 거장인 남농 허건

(1907~1987)이 어린 시절 10여년 살았다는 병영교회 골목부터 천연기

념물 제39호로 지정된 비자나무길, 지로마을 정자 앞 샛골목까지 어

느 곳 하나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역사·문화적 의미를 갖추고 있다.

	 버릴	것이	없는	나무

옥비(玉種), 적과(赤果), 비수나무(撚撚木) 등으로 불리는 비자나무

는 우리나라의 내장산 이남과 일본에서 자란다. 나무의 모양이 아름

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회갈색 또는 적갈색으로 줄기는 사

방으로 퍼지고 세로로 갈라져 조각으로 벗겨진다. 잎은 선형으로 끝

이 뾰족하며 두껍고 광택이 있다.

꽃은 4월에 피는데 수꽃은 여러 개가 모여 1cm 정도의 타원상 꽃

차례를 이루며 잎겨드랑이에 1개씩 달린다. 암꽃은 가지 끝에 2~3개

	▲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	잎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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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달리고 녹색 비늘조각에 쌓이며 길이 6mm 정도의 불규칙한 난형

이다. 구충제 및 변비 치료제로 쓰이는 열매는 길이 2~4cm 정도로 

9~10월에 자갈색으로 익는다.

비자나무는 마치 나이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촘

촘히 있어 쉽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로써 비자나무의 성장이 매우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옛날에는 이 나무로 만든 바둑

판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바둑 애호가라면 한번쯤은 소장하고픈 욕심

을 두었다고 한다.

이 같은 비자나무는 상록침엽교목으로 제주도와 영·호남 지역, 남

부 지역 등지에 분포하며 일본 난대 지방에도 서식한다. 햇빛을 좋아

해 양지에서 잘 자라지만 그늘에서도 생장이 양호한 편이다. 반면 추

위에는 약해 충청이남 지방에서나 키울 수 있다.

	 볼품없기에	살아남다

강진 삼인리의 비자나무는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93㎡이고 수령은 500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로 

천낙주가 소유하고 있다. 나무높이 10m, 가슴 높이 줄기둘레 5.2m이

고, 지상 1.5m 부근에서 커다란 가지가 넷으로 갈라졌다. 가지는 동서

쪽 15m, 남북쪽 13.5m까지 퍼진다.

전체적으로 웅장한 맛을 풍기는 거대한 몸집을 지니고 있다. 북쪽

을 향한 경사지에서 밑을 향하여 자라며 뒷면과 옆은 대나무밭으로 

되어 있다. 비자나무 밑에는 자주괴불주머니가 있어 눈에 띈다.

이 나무가 500여 년 동안이나 벌채를 피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1417년(태종 17)에 이곳에 전

라병마절도사영을 설치하기 위해 주변의 쓸 만한 나무는 모조리 베

었으나, 당시 이 나무는 키가 작고 휘어서 건축용 목재로 부적당하였

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되었으리라는 견해이다. 둘째는 약

재가 변변히 없던 옛날, 비자나무의 열매가 구충제나 변비 치료제 등

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왔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비자 열매

를 하루에 7개씩 7일간 복용하면 체

내 기생충이 녹아서 물이 돼버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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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자나무는 신목으로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면 소리 내어 운다

고 전해오며 8.15 해방 때와 6.25 동란 시에도 울었다고 전해오고 있

다. 현재까지도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매년 음력 1월 15일에 나무 주위를 돌면서 마을

의 평안을 빌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 오랜 세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자연문화재

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강진 삼인리 비자나무에서 거행하는 ‘삼인리 

비자나무 당산제’ 등 민속행사에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처럼 병영면의 비자나무는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

핌 속에 살아온 역사적,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로 지정되었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35호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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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5호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0 - 199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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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