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41호

지정(등록)일 2012. 11. 13.

소재지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4-21

대학자 최치원 선생의 손길이 담기다,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전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며, 사시사철 잎이 푸른 상록침엽수이다. 추위에 대한 내

한성이 강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란다. 잎은 4cm정도 길이의 침모양이고, 꽃은 4월 하

순에 피며, 열매는 원통형으로 위를 향하면서 10월초에 익는다. 나무 모양이 아름다

워서 도시 정원의 정원수로 많이 사용되고, 재질이 우수하여 펄프원료나 가구재료 등

으로 선호된다.

합천 학사대의 전나무는 해인사 북서쪽 학사대(學士臺) 근처에 있으며, 통일신라 

말 대학자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 선생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거꾸로 꽂

아놓아 자란 나무라고 전해진다.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는 전나무 고목으로 1998년에 

경상남도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천연기념물 제541호로 지정되

었다.

식물 57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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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해인사가�지닌�또�다른�보물

해인사는 예로부터 ‘조선팔경’의 하나로 손꼽혀온 가야산(1,430m)

에 있다. 그 아름답고 거친 산세 덕분에 통일신라시대인 802년에 지어

진 후 숱한 전쟁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으며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왔

다. 해인사가 건립된 사정은 고운 최치원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사(祖師)인 순응대덕은 신림대사에게서 공부하였고 대력(大曆, 

766~779) 초년에 중국에 건너갔다. 마른나무 쪽에 의지하여 몸을 잊

고 고승이 거처하는 산을 찾아가서 도를 얻었으며, 교학을 탐구하고 선

(禪)의 세계에 깊이 들어갔다. 본국으로 돌아오자 영광스럽게도 나라에

서 선발함을 받았다. …… 정원(貞元) 18년(802) 10월 16일에 동지들

을 데리고 이곳에 절을 세웠다. …… 이때 성목왕태후(聖穆王太后)께

서 천하에 국모로 계시면서 불교도들을 아들처럼 양육하시다가 이 소

문을 듣고 공경하며 기뻐하시어 날짜를 정하여 귀의하시고 좋은 음식

과 예물을 내리셨다. 이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땅에 

의하여 인연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안개처럼 문으로 모여들 

때 스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하여 이정선백(利貞禪伯)이 

뒤를 이어 공적을 세웠다. 중용의 도리를 행하여 절을 잘 다스렸고, 주

역 대장(大壯)의 방침을 취하여 건축을 새롭게 하니 구름이 솟아오르

듯 노을이 퍼지듯 날마다 새롭고 달마다 좋아졌다. 이에 가야산의 빼어

난 경치는 도를 성취하는 터전에 알맞게 되었으며, 해인사의 귀한 보배

는 더욱 큰 값어치를 지니게 되었다.

「신라가야산해인사 선안주원벽기(新羅伽倻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이 해인사의 본전인 대적광전 뒷길을 따라 올라가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있다. 장경판전을 마주보고 왼쪽으로 보면 

나무 둥치부터 웅장함이 느껴지는 한 그루의 전나무가 있는데, 키가 

30m, 가슴 높이 줄기둘레는 520cm에 이른다. 수령이 250년 정도로 추

정되는 노거수이며,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

기념물 제541호로 지정되었다.

이 나무가 바로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이다. 눈에 잘 띄는 곳

•해인사는 불·법·승 불교의 삼보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담

고 있는 법보사찰로서, 불보사찰 통도

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의 3대 사찰로 꼽힌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 및 

영산회항도, 지장시왕도, 석조여래입

상 등 중요한 문화재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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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 않지만 해인사에서 손꼽히는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주위

에 젊은 전나무와 소나무 몇 그루를 거느리고 작은 숲을 이루고 있다.

전나무는 오대산 월정사, 부안 내소사, 청도 운문사 등 오래된 사

찰 입구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다. 이는 사찰을 중창 하거나 새로 지

을 때 기둥으로 쓰기 위하여 일부러 심은 흔적이다. 그러나 학사대 전

나무는 사찰의 기둥감이 아니라 고운 최치원 선생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나무다.

◀�합천�해인사�학사대�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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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해인사�학사대�전나무�세부� 대학자�최치원의�지팡이가�자라난�나무

유명한 사찰들에서는 일명 ‘지팡이 설화’가 내려온다. 대표적으로

는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의상대사의 지팡이가 자랐다는 은행나무가 

있고, 강원도 정선 정암사에는 자장율사의 지팡이와 관련이 있는 주

목나무 등이 있다.

합천 해인사에도 지팡이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데, 앞서 이야기 했

듯 통일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과 관련이 있다.

최치원은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17년 동안 머물면서 장원급

제하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를 지어 뛰어난 글 솜씨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이후 29살 때 귀국하여 여러 벼슬을 거치며 나

라를 위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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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94년(진성여왕 8) 나이 37살 때 아손(阿飡)이란 벼슬을 받

았으나 6두품이라는 그의 신분한계와 부패한 사회상을 한탄하여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방랑생활에 들어간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랑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으로 정착

한 곳이 가야산 일대이다.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들어온 해인사에서 그는 지금 대적광전 자리 

주변에 정자를 짓고 살았는데, 이 정자 이름이 학사대(學士臺)였다. 

최치원은 가야산에서 은거할 때 이곳을 자주 찾아와 지인들과 담론을 

즐기고 시를 지었다고 하며, 가야금을 키며 노닐 때는 수많은 학이 찾

•학사대라는 명칭은 최치원이 29세

의 나이로 한림학사 벼슬을 하였는데 

그 벼슬이름을 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합천�해인사�학사대�전나무�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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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조용히 글을 읽고 시를 읊조리면서 유유자적한 만년을 보내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이 지팡이를 꽂고 갈 것이니 

만약 싹이 터서 잘 자란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 지팡이도 또한 

살아 있을 것이니 학문에 열중하라”

이 말을 남기고 최치원은 지금의 홍제암 뒤 진대밭골로 유유히 홀

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전나무를 일러 고운 최지원의 “지팡이 

나무”라고 부른다.

조선 초기에 편찬한 지리서 『동국여지승람』 ‘고운선생 사적’이란 항

에서는 학사대 전나무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학사대는 해인사 서쪽에 있고 곁에는

높이 1백 척에 이르는 늙은 전나무가 자라며

둘레가 3장(丈)여에 이른다.1)

『동국여지승람』 ‘고운선생 사적’

그러나 조선 중기에 와서는 본래의 전나무에 문제가 생겨 새로이 

심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은 그의 시문집 『백불암집』에 1757년(영

조33년) 해인사를 관람하고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에 이런 글을 남

긴다.

고운 최치원 선생이 손수 심은 소나무가

이미 말라버리고 그 등걸만 남았다.

지금 마침 2월이고 비가 오니 소나무를 심기에 적합하므로

종을 시켜 4그루의 작은 소나무를 캐서 그 곁에 심게 했다.

최흥원, 『백불암집』2)

그가 소나무라고 한 것은 실제로 전나무이며 이 기록에 따르면 원

래 자라던 학사대 전나무는 죽어 버렸고 최흥원 선생이 1757년에 심

은 4그루 중 한 그루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

1) 邊有百尺老檜 腰大三丈餘.

2) 而孤雲手植松已枯 獨其査在矣 余以

爲此行適値二月 天又雨 正合植松 乃命

奴採四小松 植其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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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인 18세기에 화가 정선과 김윤겸의 <해인사도>에 전나무가 그려

져 있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화가의 착각인지 아니면 최흥원이 심고 14년이 지났으므로 제법 크

게 자란 전나무를 그린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지금의 전나

무는 최흥원 선생이 심은 ‘지팡이 전나무’의 후계 전나무임에는 의심

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금 나무는 최치원이 심은 전나무의 손자뻘

쯤으로 실제나이는 258년(2015년 기준)이 되는 셈이다.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89호 합천 화양리 소나무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 

외 1필
- 1982. 11. 09.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고려시대 1962. 12. 20.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 1962. 12. 20.

국보 제206호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고려시대 1982. 05. 22.

보물 제128호 합천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73-4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129호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9-1, 

365-1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222호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85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264호 합천 해인사 석조여래입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85, 

해인사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518호 
합천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2 통일신라시대 1970. 06. 24.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고려시대 1989. 04. 10.

보물 제1242호 합천 해인사 길상탑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85, 

해인사 
통일신라시대 1996. 05. 29.

보물 제1253호 해인사 동종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조선시대 1997. 06. 12.

보물 제1273호 해인사영산회상도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조선시대 199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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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300호 합천 해인사 홍제암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4, 

홍제암 
조선시대 2000. 09. 28.

보물 제1301호 
합천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탑 및 석장비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4, 

홍제암 
조선시대 2000. 09. 28.

보물 제1697호 합천 해인사 감로왕도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조선시대 2010. 12. 21.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경남 합천군 해인사길 132-13  - 2012. 10. 30.

보물 제1799호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길 

132-13 
경남 합천군 해인사길 132-13 조선시대 2013. 04. 29.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 2009. 12. 21.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38호

해인사대적광전비로자나불

삼존상
경남 합천군 해인사길 122 조선시대 1972. 02. 12.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41호
해인사법보전비로자나불좌상 경남 합천군 해인사길 122  - 1972. 02. 12.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254호
해인사삼층석탑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 1985. 11. 14.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 옷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조선시대 1965.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