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20호

지정(등록)일 2011. 01. 13.

소재지 강원 강릉시 사천면 가마골길 22-8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다,  
강릉 방동리 무궁화

아름다운 꽃,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는 무궁화는 『본초강목』에 이르기를 그 꽃잎

을 볶아서 약에 넣어 쓰는데, 달여서 차로 마시면 종기의 통증을 멎게 하고, 달인 물

로 눈을 씻으면 눈이 맑아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름다운 꽃의 생김새나 그 유용한 

성질 때문에 무궁화가 각별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명실상부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로 자리매김했다. 흰색·분홍·빨강·보

라 등 다양한 색과 무늬를 지닌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100여 일간 꽃이 계속 지

속되므로, 정원·학교·도로변·공원 등의 조경용과 분재용 및 생울타리로 널리 이

용된다.

무궁화의 일반적인 수명이 40~50년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강릉시 방동리 무궁

화는 수령이 100년이 넘고 높이가 4.0m, 밑동둘레가 146cm로서 현ㅋ재 알려진 무궁화 

중 가장 굵다. 또한 순수 재래종의 원형을 보유하고 있어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0호

로 지정되었다.

식물 16 	강릉	방동리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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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 국화이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

으로서 국화를 두고 있다. 국화는 법으로 공식화되기도 하지만, 대부

분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을 가진 

꽃이 자연스럽게 국화로 정해지기 마련이다.

무궁화가 국화로 굳어진 역사적 시점은 개화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화를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

한 고증은 있을 수 없으나, 대체로 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문호개방 이후 서구문물이 유입되면서 서양 여러 나라들의 국화

를 사용한 왕실의 문장, 훈장, 화폐 등도 함께 유입되었다. 이에 우리

나라도 국화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나라를 대

표하는 꽃으로 자리 잡고 있던 무궁화가 자연스럽게 국화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1) 이는 그만큼 무궁화가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꽃이었

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원전 8∼3세기 춘추전국시대에 저술되었다고 전해지는 『산해경

(山海經)』에는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 ▼	강릉	방동리	무궁화

1)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3권, 

넥서스BOOK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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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에 진다[君子之國 有薰花草朝生暮死].”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군자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며, 훈화초는 무궁화의 옛 이름이다.

‘무궁화’라는 명칭은 고려 중기의 기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

려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오는 

시는 무궁화에 대한 중요한 자료이다.2)

장로 문공과 동고자(東皐子) 박환고가 각기 무궁화(無窮花)의 이름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는데 하나는 ‘무궁은 곧 무궁(無窮)의 뜻이니 이 꽃

은 끝없이 피고 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하고, 또 하나는 ‘무궁은 

무궁(無宮)의 뜻이니 옛날 어떤 임금이 이 꽃을 매우 사랑하여 온 궁중

이 무색해졌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하여 각기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

하므로 결정을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백낙천(白樂天)의 시운으로 두 

사람이 각기 시 한편씩을 짓고 또 나에게 화답하길 권하였다.

이규보,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14, 「문장로(文長老)와  

박환고(朴還古)가 무궁화를 논하여 지은 시운(詩韻) 차(次)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중국문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무궁화’

라는 명칭이 『동국이상국집』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이르면 무궁화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꽃으로 자

리매김하게 된다. 무궁화로 광복 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분 중 한 분

이 바로 남궁억 선생이다.

남궁억 선생은 1918년에 강원도 보리울(현 홍천군 서면 모곡리)로 

낙향하여 학교를 세우고 일제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학교 뒤뜰에 무

궁화 밭을 일궈 학생들과 7만 그루 무궁화 묘목을 길러서 전국에 나눠

주며 민족혼을 고취시켰다. 그는 또 무궁화 노래를 지어 널리 퍼뜨려 

민족정신을 일깨우기도 했는데, 1923년에 <무궁화 예찬시>와 1931년 

보리울 학생들을 위해 지은 <무궁화 동산>이라는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3)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고려 후기의 문신 이규보(李奎報)의 

시문집으로 총 53권 13책이다. 특히 

전집 권3에 수록된 <동명왕편>은 장편

의 민족서사시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남궁억(南宮憶)

한말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며 

언론인. 독립협회에서 활약하였고, 배

화학당 교사로 있으며 교과서를 편찬

하고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2) 김영만·김정명, 「무궁화의 문헌 고찰」 

『문화예술콘텐츠』7호, 2011, p.39.

3) 김영만·김정명, 「무궁화의 문헌 고찰」 

『문화예술콘텐츠』7호, 2011,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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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예찬시>

금수강산 삼천리에 각색초목 번성하다.

춘하추동 우로상설(우로상설) 성장성숙(성장성숙) 차례로다.

초목 중에 각기자랑 여러 말로 지껄이다.

복사 오얏 번화해도 편시춘(편시춘)이 네 아닌가.

더군다나 벗지 꽃은 산과 들에 번화해도

열흘 안에 다 지고서 열매조차 희소하다.

울밑 황국 자랑소리 서리 속에 꽃핀다고

그러하나 열매있나 뿌리로만 싹이 난다.

특별하다 무궁화는 자랑할 말 하도 많다.

여름 가을 지나도록 무궁 무진 꽃이 핀다.

그 씨 번식하는 것 씨 심어서 될뿐더러

접 부쳐도 살 수 있고 꺾꽂이도 성하도다.

오늘 한국 삼천리에 이 꽃 희소 탄식말세

영원 번창 우리 꽃은 삼천리에 무궁화라.

<무궁화 동산>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春風)을 만난 무궁화 동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 다시 소생하는 이천만(二千萬)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살아라 이천만의 고려족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를 통한 애국운동은 1933년 일제에 의해 발각

되어 선생은 체포되고 7만 그루의 무궁화는 모두 불살라졌다. 당시 이 

사건은 일제에 의해 ‘무궁화 동산 사건’, ‘무궁화 십자당 사건’으로 불

리었다.

이렇듯 남궁억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한편 

이를 전국에 보급하였으며, 무궁화를 통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무궁화가 일제 강점기때 우리 민족의 표상으

로 인식되고, 나아가 광복의 희망을 상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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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우리나라	꽃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무궁화는 우리나라 현존 무궁

화 나무 중 최고령 나무로 수령은 11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밑동

둘레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무궁화 가운데 가장 굵으며, 붉은 꽃잎에 

화심도 붉은빛이 도는 홍단심계(紅丹心系)로 순수 재래종의 원형을 간

직하고 있다. 보통 무궁화는 한 줄기로 곧게 자라는데, 강릉 방동리 무

궁화는 지상 약 50cm부터 세 갈래로 갈라져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과 지앤시바이오 연구팀은 국내에 살아있는 

무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강릉 방동리 무궁화(천연기념물 제520호),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천연기념물 제521호), 홍천 고양산 무궁화에서 

세포내 엽록체 게놈의 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유전체(유전자+염

색체) 지도를 완성했다.

무궁화 엽록체 게놈 염기서열 해독은 우리 고유 무궁화의 유전적 

기원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무궁화 유전자원의 보전과 

복원, 미래 새로운 생물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앞으로 국내 남아있는 무궁화 노거수뿐만 아니

라 인도와 중국의 무궁화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무궁화의 

고유특성을 밝혀낼 계획이다. 즉 강릉 방동리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

화를 대표하고, 그 기준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궁화류는 세계적으로 250여종, 

한국에는 200여종 있다. 색깔의 분류

에 따라 크게 나누면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명의 우수 원예품종에

는 배달계, 단심계(백단심·홍단심·

청단심), 아사달계 등이 있다. 

▲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천연기념물 521호

·소재지 :   인천 옹진군 백령면  

중화길 230-7 외(연화리)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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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66호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643  - 1964. 01. 31.

제437호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50-60 등
 - 2004. 04. 09.

제461호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25 - 2005. 07. 19.

제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 2007. 10. 08.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51호 강릉 임영관 삼문 강원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 고려시대 1962. 12. 20.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 강원 강릉시 운정길 125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강원 강릉시 명륜로 29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602호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1976. 04. 23.

보물 제603호 문무잡과방목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1976. 04. 23.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 관련 유물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1995. 06. 23.

보물 제1625-1호 황기로 초서-이군옥시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조선시대 2010. 01. 04.

사적 제388호 강릉대도호부 관아 강원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 고려시대 1994. 07. 11.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강원 강릉시 연곡면 부연동길  

753-13 등
- 1970. 11. 23.

명승 제74호 대관령 옛길 강원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33 등  - 2010. 11. 15.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 1-0  - 2013. 03. 21.

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  - 2013. 12. 30.

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강릉 선교장 강원 강릉시 운정길 63 조선시대 1967. 04. 20.

강원도유형문화재

제7호
칠사당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45 조선시대 1971. 12. 16.

강원도유형문화재

제99호
강릉향교 강원 강릉시 명륜로 29 - 1985. 0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