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50호

지정(등록)일 1962. 12. 07.

소재지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2-1

물건리 마을의 수호신,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물건방조어부림은 강한 바닷바람과 해일 등을 막아 농작물과 마을을 보호하기 위

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숲이며, 물고기가 살기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 물고기 떼를 

유인하는 어부림의 구실도 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 숲이 파괴되면 동네가 피해를 

입는 사실을 알고 숲의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물건방조어부림은 우리 선조

들이 자연을 이용한 지혜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문화적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제150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물 45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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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만든	초승달

70개의 크고 작은 섬과 302km에 이르는 해안선으로 산과 바다가 조

화를 이루고 있는 곳, 경남 남해에는 300년 동안 거친 파도와 바람에 

맞서 마을을 지켜주고 고기를 모이게 하는 물건방조어부림(勿巾防潮

魚付林)이 있다.

남해 12경중 10경인 물건방조어부림은 길이 1,500m, 너비 약 30m

의 초승달 모양으로 면적이 무려 23,438m나 되며 부락민들의 공공소

유로 되어 있다.

물건방조어부림을 이루고 있는 식물들로는 높이 10∼15m인 팽나

무·푸조나무·참느릅나무·상수리나무·느티나무·이팝나무·무

환자나무 등의 낙엽활엽수와 상록수인 후박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밖에 소태나무·때죽나무·가마귀베개·구지뽕나무·모감주나

무·생강나무·검양옻나무·초피나무·윤노리나무·갈매나무·쥐

똥나무·붉나무·보리수나무·예덕나무·병꽃나무·두릅나무 등의 

낙엽활엽수와 배풍등·청가시덩굴·멀꿀·복분자딸기·계요등·노

박덩굴·송악·마삭줄 등의 덩굴식물류가 자라고 있다. 

수종만도 100여 종류에 달해 마치 나무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빼곡

하게 들어선 1만여 그루 나무는 깊은 산중의 느낌을 자아낸다. 더욱이 ▼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전경

•남해	12경

제1경 금산과 보리암, 제2경 남해대교

와 충렬사, 제3경 상주은모래Beach, 

제4경 창선교와 남해지족해협죽방렴, 

제5경 남해관음포이충무공유적, 제6

경 가천암수바위와 남면해안, 제7경 

노도, 서포김만중선생유허, 제8경 송

정솔바람해변, 제9경 망운산과 화방

사, 제10경 물건방조어부림과 물미해

안, 제11경 호구산과 용문사, 제12경 

창선-삼천포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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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숲에는 말채나무·가마귀밥여름나무·누리장나무·화살나무 등 

좀처럼 보기 힘든 나무에, 비속·청미래덩굴·댕댕이덩굴·개머루 

등이 이리저리 엉켜 있어 그 자체가 식물교육장이기도 하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동글동글한 몽돌밭을 따라 펼쳐진 해안이 

활처럼 한껏 휘어져 장관을 이루며, 남해 바다를 향해 가지를 뻗은 나

무들은 남해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당당한 모습이다.

	 바람을	막고	물고기를	부르다

‘물건방조어부림’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첫째, 거칠고 거센 바닷바람을 막아준다고 하여 방풍림(防風林)이

며, 둘째, 쉴 새 없이 달려드는 파도에 의한 해일이나 염해·조수를 

막아 준다고 하여 방조림, 셋째는 초록색 숲이 남해에 떠도는 물고기 

떼를 불러들인다 하여 어부림(魚付林)이다.

독일마을이 위치한 물건리는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사

람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일출을 보거나 저녁 해질 때 와서 월출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동해안에서 일출이라면 정동진을 떠올리지만 

남해안에서의 일출은 물건리 일출이 유명하다 한다. 그래서 새해 첫날 

•물건리는 방조어부림을 경계로 등

대가 있는 포구와 논밭이 있는 물건마

을로 나뉜다. 독일마을에서는 물건마

을과 방조어부림, 그리고 포구를 한꺼

번에 펼쳐 볼 수 있다.

▼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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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은 일출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물건리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물건리 방조어부림의 역사는 300년 전쯤으로, 고기떼를 부르고 바

람을 막을 요량으로 심었다고 한다. 나무숲이 고기떼를 부른다 함은 

녹색을 좋아하는 고기들의 습성과 관련 있는 말이다. 물고기의 이런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은 숲을 ‘방조어유림(防潮魚游林)’이라 불

렀는데 언제부터인가 방조어부림으로 고쳐졌다고 한다.

방조어부림은 파도와 바람을 막고 물고기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고기잡이를 위한 작업장이며, 씨름, 그네, 윷놀이, 돌 던지기 등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 예전에는 숲이 마을까

지 연결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규모가 퍽 줄었다.

숲의 들목에는 “이 숲을 해치면 부락이 망한다”고 쓰여 있는 작은 

팻말이 서 있다. 19세기 말 마을 숲의 일부를 벌채한 뒤 폭풍으로 상

당한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마을 원로들이 모여 이 

숲을 해치는 자에게 5원씩(백미 5말에 해당) 벌금을 물리기로 의논해 

규약을 만들었다. 그 후부터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숲을 지켜

▲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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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말엽 일본인들이 목총을 만들기 위해 이 숲에서 7그루

의 느티나무를 자르려고 했을 때 마을사람들은 ‘숲을 없애겠다면 차라

리 우리를 죽여라’고 맞서 이 숲을 보호한 일도 있다.

숲 속에 서 있는 노거수 이팝나무는 서낭당나무로, 음력 10월 15일

에는 제사를 올려 마을의 평안을 빌고 있다. 농업보다는 어업을 중심

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 숲이 풍어를 기원하는 신앙 대

상물이 된 것이다. 1933년 남해안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을 때도 물

건리는 이 숲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9호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21 - 1962. 12. 07.

제152호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산99 - 1962. 12. 07.

제299호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69-1, 

8필 
- 1982. 11. 09.

제499호 남해 가인리 화석 산지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60-20, 

산230-1 등 
- 2008. 12. 29.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1849호 남해 용문사 대웅전 
경남 남해군 용문사길 166-11 

(이동면) 
조선시대 2014. 12. 29.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 조선시대 1973. 06. 11.

사적 제233호 남해 충렬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 조선시대 1973. 0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