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98호

지정(등록)일 2008. 12. 11.

소재지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밤나무 중 최고의 밤나무,  
평창 운교리 밤나무

밤나무는 주로 산기슭이나 밭둑에서 자란다. 다른 과일나무에 비하여 저절로 잘 자

라고, 산간지에서도 비교적 쉽게 재배할 수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운교리에 위치한 밤나무는 땅에서 약 1.5m 정도 높이에서 큰 가지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으며, 나무 높이는 16m, 가슴 높이 줄기둘레가 6.5m 정도 된다. 

수령은 약 500년 정도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밤나무 중에 가장 크고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생육이 양호하여 재래종 과일나무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천연기념물 제498호로 지정되었다.

식물 15 	평창	운교리	밤나무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89

	 처음으로	인정받은	밤나무

밤나무골, 밤나무고개, 율동(栗洞), 율목동(栗木洞), 율전동(栗田

洞) 등 밤나무가 들어간 지명은 흔하다. 밤나무는 열매와 목재 모두 

쓰임이 많아 1천여 종에 이르는 이 땅의 나무 중에 우리와 가까이 지

낸 나무로 따지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친숙하였던 탓이다.

이렇듯 밤나무는 오랫동안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 항상 있어 왔지만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이름을 올린 것은 최근 지정된 강원도 평창 운

교리 밤나무 밖에 없다.

평창 운교리 밤나무를 마주하게 되면 흔히 만나는 재배 밤나무와는 

다른 엄청난 굵기에 놀란다. 고목으로서의 의젓한 품위와 주위를 압

도하는 당당함이 돋보인다.

•원래 밤나무 중 천연기념물 97호로 

지정되었던 주문진 교향리의 밤나무

가 있었으나 혹벌의 피해로 나무가 거

의 말라죽어 1991년 해제된 바 있다.

▼	평창	운교리	밤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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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교리 밤나무가 자란 앞 도로는 과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밤나무 앞에는 과거 운교역창의 마구간을 갖춘 주막집도 

있었다. 이런 곳에 우뚝 서 있었으니 운교리 밤나무는 명실상부 옛 운

교역(雲橋驛)을 상징하는 나무였을 것이다.

운교역은 이름 그대로 문재에 걸린 구름다리를 건너면 금방 만나는 

역이란 뜻이다. 옛날의 나들이 길이 힘들기는 사람이나 말이나 마찬

가지, 지친 말에게 먹이를 주고 이 밤나무 아래서 잠시 쉬게 하지 않

았나 싶다.

운교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하는 기록으로만 보아도 600년이 

넘었다. 밤나무가 그때부터 자랐다면 나이는 600여년에 이른다. 고종 

때 역사의 뒤안길로 역이 사라질 때까지 수많은 옛 관리들의 애환을 

바라본 역사 현장의 나무인 셈이다.

평창은 세종실록지리지 산물조에 특산물로 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지역에는 현재도 밤골, 밤고개 등의 지명과 아름드리 밤나무가 곳곳

에 산재하여 있다.

그중 천연기념물 498호로 지정된 이 밤나무는 밤의 고장인 평창군에

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조사된 전국의 재래종 밤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 해에 밤 수확량이 3~4

가마에 이를 정도로 생육이 양호하여 학술적으로 보존할 가치도 높다.

•역이란 중앙과 지방의 연결 통로에 

설치된 조선시대의 관공서로서, 공문

서의 전달, 관리의 왕래에 필요한 숙

박과 마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

된 교통 및 통신기관으로 우역(郵驛)

이라고도 한다.

◀	평창	운교리	밤나무	세부

▶	평창	운교리	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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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방미인,	그	이름은	밤!

밤나무가 이렇게 마방의 한편에서 수백 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두루두루 쓰임새가 넓었기 때문일 것이다.

밤은 탄수화물·단백질·기타지방·칼슘·비타민(A·B·C) 등이 

풍부하여 오늘날에도 거의 완벽한 식품 중의 하나이다. 그러니 먹을

거리 부족에 시달리던 옛 사람들에게 이런 영양 만점의 밤은 귀중한 

식량자원이었다.

『본초강목』에 따르면 밤은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것을 낫게 하고, 

어혈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밤은 조상

들이 관혼상제의 예를 갖출 때 감, 대추와 함께 상에 올린 3대 과일 중

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밤은 가시 돋은 껍질 안에 밤알이 세 개씩 들어 있다 해서 삼

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함께 있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런

•본초강목(本草綱目)

중국 명(明)나라 때의 본초학자(本草

學者)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이 

엮은 약학서(藥學書). 약용(藥用)으로 

쓰이는 대부분의 것을 자연분류를 주

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총계 1,892종

의 약재가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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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면 밤이 싹틀 때 밤 껍질을 땅 속에 남겨두고 싹만 올라오는데, 

그 껍질이 오랫동안 썩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인 조상

을 잊지 않는 나무라고 여겨 제사상에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밤나무 목재는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므로 사당의 위패, 제사상 등 조

상을 숭배하는 제사 용품에 빠지지 않았다.

현재 밤은 가정에서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군밤·통

조림·과자의 원료로 쓰인다. 밤나무의 목재는 가구재·건축재·철

도갱목·조선재 및 버섯재배용으로 사용되며, 목재 및 수피에 함유된 

탄닌은 화학제품 연료로 이용된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외 1필 
- 1979. 02. 10.

제510호 평창 섭동굴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20번지 외 
- 2009. 12. 15.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

50, 상원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국보 제48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고려시대 1962. 12. 20.

국보 제22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

50, 상원사 
조선시대 1984. 10. 15.

국보 제292호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월정사 성보박물관
조선시대 1997. 01. 01.

보물 제139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793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월정사성보박물관 
조선시대 1984. 10. 15.

보물 제1375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장엄구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성보박물관 
고려시대 2003. 06. 26.

보물 제1811호
평창 상원사 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강원 평창군 오대산로 1211-92 조선시대 2014. 01. 20.

보물 제1812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조선시대 201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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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855호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강원 평창군 조선시대 2015. 03. 04.

사적 제37호 평창 오대산사고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 조선시대 1963. 01. 21.

중요민속문화재

제219호
세조대의 회장저고리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조선시대 1987. 11. 23.

강원도유형문화재

제28호
월정사 적멸보궁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  - 1971. 12. 16.

강원도유형문화재

제29호
탑동 삼층석탑 강원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204 고려시대 1971. 12. 16.

강원도유형문화재

제53호
월정사 육수관음상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조선시대 1976. 06. 17.

강원도유형문화재

제54호
팔만대장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조선시대 1976. 06. 17.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1호
평창향교 강원 평창군 평창읍 향교길 148 조선시대 1985. 01. 17.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8호
삼척 영은사 괘불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길 1162 조선시대 1986. 1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