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07호

지정(등록)일 1982. 11. 09.

소재지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85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하얀 꽃,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하얀 꽃이 무리지어 피어난다. 타원형의 알알이 피어난 꽃은 배나무의 흰 꽃과는 

또 다른 정취가 있다. 무리지어 소복하게 모인 모양새가 마치 갓 지은 쌀밥을 연상시

키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이었을까, 이팝나무에는 유독 쌀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

해 내려온다. 이 같은 전설을 지닌 김해 천곡리의 이팝나무는 알려진 이팝나무 중 꽃

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다. 더불어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기에 천연기념물 제307호로 지정

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물 50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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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을	점치다

이팝나무는 육도목(六道木), 유소수(流蘇樹), 니팝나무, 다엽수(茶

葉樹)라고도 부르고 니암나무, 뻣나무라고도 한다. 주로 산골짜기나 

들판에서 자라는데 약 20m 높이로 큰다. 나무껍질은 잿빛을 띤 갈색

이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약간 난다. 잎은 마주나고 잎자루가 길며 타

원형이고 길이 3∼15cm, 너비 2.5∼6cm이다. 가장자리가 밋밋하지만 

어린 싹의 잎에는 겹톱니가 있다.

꽃은 암수딴그루로서 5∼6월에 피는데 꽃잎은 흰색이다. 열매는 타

원형이고 검은 보라색이며 10∼11월에 익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자라지만 해안을 따라 

인천 앞바다까지 올라간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서림에는 50여 

그루가 집단으로 자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크고 오래된 이팝나무에는 거의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

•이팝나무의 열매를 탄율수(炭栗樹)

라고 부르는데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

에 말려서 약으로 쓴다. 중풍으로 마

비된 데, 치매, 가래, 말라리아에 말린 

것 10g을 물 700㎖에 넣고 달여서 마

신다.

▲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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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것은 이팝나무의 꽃이 많이 피고 적게 피는 것으로써 그해 농

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칠 수 있다는 것이다. 

못자리를 시작할 때 이팝나무의 꽃이 한꺼번에 활짝 피면 풍년이 

들고, 잘 피지 않으면 흉년, 시름시름 피면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팝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므로 비의 양

이 적당하면 꽃이 활짝 피고, 부족하면 잘 피지 못한다. 물의 양은 벼

농사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오랜 경험을 통한 자연관찰의 결과로서 

이와 같은 전설이 생겼다고 본다. 이렇듯 이팝나무는 농민들이 오랫

동안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 삼았기에 보호가 잘 되어 노거수들이 많

이 있다.

김해 천곡리의 이팝나무 또한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서 오랫동안 마

을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확실하지는 않지

만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07호로 지

정되었으며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해당 나무는 높이 17.2m, 밑동둘레 6.9m로서 지상 1m 높이에서 가

지가 2개로 갈라진다. 가슴 높이 줄기둘레는 동쪽의 것이 4.2m, 서쪽

의 것이 3.5m이고 가지가 동쪽으로 10.2m, 서쪽으로 8m, 남쪽으로 

9m, 북쪽으로 11m 퍼져 있다.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천곡리에는 성, 

지석묘, 패총 등 선사시대의 유적이 많다. ▼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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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밥을	연상시키는	하얀	꽃

이팝나무라는 이름의 연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론이 있다. 첫째

는 여름이 시작될 입하(立夏) 무렵에 꽃이 피므로 ‘입하목(立夏木)’이

라 부르다가 입하가 이팝으로 변음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꽃이 

만발하면 벼농사가 잘 되어 쌀밥을 먹게 되는 데서 이팝(이밥, 즉 쌀

밥)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꽃이 필 때 나무가 흰 꽃으

로 덮여서 쌀밥을 연상시키므로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쌀밥을 연상시키는 생김새 때문인지 이와 관련된 효부와 효자

에 얽힌 두 전설이 전하고 있다.

먼저 효부 전설을 살펴보자. 옛날 시어머니에게 구박 받던 착한 며

느리가 살았는데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모처럼 쌀밥(이밥)을 지으려

니 걱정이 많았다. 밥이 제대로 되었는지 가마솥 뚜껑을 열어 밥알 몇 

개를 입에 넣고 확인하던 찰나 시어머니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시

어머니는 조상께 드리는 밥을 미리 맛보았다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

설과 함께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했다. 결국 며느리는 시름시름 앓다

가 세상을 떠났다. 이후 며느리가 묻힌 산소 옆에 한 그루 나무가 자 ▼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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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나서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이 마치 쌀밥을 실컷 먹고 싶었던 며느리

의 소망처럼 하얀 쌀밥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이밥(쌀밥)나무’라고 부

르게 되었다.

둘째로 효자 전설이다. 병든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살

았다. 병석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하루는 흰 쌀밥이 먹고 싶다고 하

였다. 어머니께 밥을 지어 드리려고 쌀독을 보니 한 사람 몫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아들은 자신의 밥이 없으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염

려되어 마당에 있는 나무에 올라 하얀 꽃을 듬뿍 따서 자기 밥그릇에 

담았다. 어머니에게는 흰쌀밥을 드리고 자신은 이팝나무의 꽃을 담

아 쌀밥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다. 그 효심이 임금에게 알려져 효자는 

큰 상을 받았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 나무를 이밥

(이팝)나무라 불렀다고 한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40 - 1967. 07. 18.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961-1호 묘법연화경 권4~7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529번길 

83, 원명사 (초정리) 
조선시대 1988. 12. 28.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 외 청동기시대 1963. 01. 21.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경남 김해시 가야로405번안길  

210-162 (어방동) 
삼국시대 1963. 01. 21.

사적 제73호 김해 수로왕릉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서상동)
가야시대 1963. 01. 21.

사적 제74호 김해 수로왕비릉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 가야시대 1963. 01. 21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구산동 120 가야시대 1963. 01. 21.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 가야시대 1978. 06. 23.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대성동 418-2, 외 24필지 가야시대 1991. 01.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