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11호

지정(등록)일 1982. 11. 09.

소재지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43 (수영동)

안전을 기원한 푸조나무,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망미동 일원에는 조선시대의 성지인 좌수영성지가  

있다. 한때 조선을 지킨 이 성지는 무구한 세월이 흘러 수영 사적 공원으로 조성되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오래된 나무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바로 그 오랜 옛날, 전투에 나간 이들과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한 부산 좌수영성지의 푸조나무이다.

부산 좌수영성지의 푸조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

아왔으며, 민속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311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좌수영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의 성지이나 1636년(인조 13)에 다시 감만리포에 옮겼다가 1652년(효

종 3)에 또다시 동래 남촌의 옛터로 옮겨와서 1895년(고종 32) 7월에 군제개혁으로 수영이 혁파되기까

지 243년간 이곳에 있었다.

식물 51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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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기�머금은�바람에도�잘�자라니

푸조나무는 곰병나무 혹은 팽나무와 비슷해서 곳에 따라서는 개팽

나무 또는 검팽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줄기가 곧고 수관은 느티나무

처럼 우산 모양으로 넓게 퍼지며 수피는 회색빛을 띤 흰색이다. 높이 

20m, 지름 1m에 달하며 새 가지에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또는 좁은 달걀 모양이며 끝이 길게 뾰족

하다. 잎 밑부분은 다소 찌그러지고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으

며 측맥은 톱니에 닿는다. 표면은 매우 거칠고 양면에 회색 털이 있

다. 잎이 거칠기 때문에 건조시킨 잎으로 그릇 등의 표면을 닦아 광택

을 내기도 한다.

꽃은 5월에 피고 연한 녹색이다. 수꽃은 새 가지 밑부분에 달리고 

5개의 수술이 있다. 암꽃은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 1∼2개씩 달리고 

암술머리가 2개로 갈라진다. ▼�부산�좌수영성지�푸조나무�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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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는 달걀 모양 구형의 핵과로써 지름 12mm이고 자줏빛을 띤 검

은색으로 9∼10월에 성숙하며 맛이 달다. 목재는 건축재·조선재·기

구재 등으로 쓴다. 수액에는 독성분이 있다.

난대성 나무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을 따라 경기도에 걸쳐 

따뜻한 지방에서 자란다. 곰솔, 팽나무와 함께 소금기가 섞인 바닷바

람을 잘 견디기 때문에 해안에 심어 바닷바람을 막아 주는 방풍림에 

적당하다. 수세(樹勢)가 강건하고 맹아력(萌芽力)도 좋으며 성장이 빠

르다. 그러나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서 도심지에서는 잘 자

라지 못한다.

� 안녕을�빌다

현재 부산 좌수영성지는 공원이 조성되어있다. 좌수영이 있던 성터

는 1895년 폐영될 때까지 경상좌도 해군본부가 있던 곳이다. 좌수영

은 경상도 동쪽 해안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이곳에는 두 그루의 고목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바로 곰솔과 

푸조나무이다. 천연기념물 제270호인 곰솔은 출전하는 병사들이 살아

오기를 빌었던 군신목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편 수영공원의 동쪽 비탈에 바로 천연기념물 제311호인 부산 좌

수영성지 푸조나무가 있다. 나이가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1.08m 높

◀�부산�좌수영성지�푸조나무�세부

▲���좌수영성지�발굴현장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8호

·소재지 :   부산 수영구 망미동  

광안동 일대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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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남·북으로 기운 가지는 6.30m, 위로 솟은 가지는 3.88m로 마

치 2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다.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옆으로 기

울어져 자라는데, 줄기에는 상처의 흔적이 있고 혹이 발달해 있다. 줄

기의 끝은 죽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위엄 있는 모습이다.

언뜻 보면 뿌리 부분에서 둘로 갈라져 솟아올라서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비스듬히 서서 정담을 나누는 듯한 모습이다. 두 그루의 나무

가 연리목처럼 붙어 자라서, 북쪽 것은 할아버지, 남쪽 것은 할머니 

나무라 하여 노부부목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나무의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고, 마을을 보호해 주는 신으로 여겨져 마을의 당산목으로서 

신이 깃든 지신목(地神木)이라고도 부른다.

이 나무와 조금 떨어진 곳에는 조그마한 서낭당건물이 있다. 일명 

송씨 할머니당으로 불리는데 이 건물에서 음력 정월 보름마다 한 해

의 무사안녕을 비는 마을제사를 지낸 후 푸조나무 고목 밑으로 옮겨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신목이라고 하며 할머니

의 넋이 깃들어 있어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치는 일이 없다고 알려

져 있다.

좌수영지에 있는 두 그루의 고목은 모두 몸이 다치지 않는 것을 바

라는 나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전투에 나간 사람, 마을에 

있는 사람 모두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을사람들의 기원이 서려있기 때

문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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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조선시대 2013.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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