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299호

지정(등록)일 1982. 11. 09.

소재지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69-1

이순신의 나무,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후박나무는 녹나무과에 속하며 제주도와 울릉도 등 따뜻한 남쪽 섬 지방에서 자라

는 나무로 일본, 대만 및 중국 남쪽에도 분포하고 있다. 주로 해안을 따라 자라며 껍

질과 열매는 약재로 쓰인다. 나무가 웅장한 맛을 주고 아름다워서 정원수, 공원수 등

에 이용되고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용으로도 심어지고 있다.

그중 마을 앞 농경지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남해 창선도의 왕후박나무는 오랜 세월동

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 민속적·문화적·생물학적 보존가

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299호로 지정하였다.

식물 48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287

	 후박나무의	쌍둥이,	왕후박나무

남해 창선면의 왕후박나무는 창선도 섬마을의 들판 한가운데에

서 단독으로 자란다. 키 8.6m, 밑동둘레 11.10m, 수관 폭 동서 방향 

16.1m, 남북 방향 19.5m에 달한다. 지정 당시에는 완벽한 반원형에 

가까운 아름다운 수형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5년 태풍 제니스의 피

해로 모양이 크게 훼손되어 지금은 사다리꼴의 수형을 가지며, 동쪽 

가지가 길게 자라고 있다. 원줄기는 오래 전에 죽고 밑동에서 움이 돋

아 11개의 줄기로 갈라져 사방으로 퍼져 자라며, 각 줄기의 가슴 높이 

줄기둘레는 1.24~2.70m로 다양한 굵기이다.

왕후박나무는 후박나무의 변종으로서 후박나무와 비교하여 잎의 

길이가 짧으면서 잎의 끝부분이 넓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넓은잎후박

나무라고도 한다. 일제강점기 때 나까이 교수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

졌다.

•왕후박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대표적 늘푸른나무인 후박나무와 쌍둥

이만큼이나 가까운 사이다. 둘은 너무 

비슷해 잎이 조금 더 넓은 것을 두고 

‘왕’이란 접두사를 붙였을 정도이다.

▲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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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약 500년 전 이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노부부가 어느 날 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의 뱃속에 씨앗이 있었다. 

이상해서 씨를 뜰에 뿌렸더니 지금의 왕후박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매년 마을의 평안과 왕성한 

고기잡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순신이	쉬어가다

남해 창선면의 왕후박나무는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장군과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순신 나무’라고도 한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따르면, 1592년 5월 29일 이른 새벽, 

장군은 좌수영을 출발해 지금의 남해대교가 있는 노량에서 원균을 만

나 사천항에 정박하고 있던 왜군을 쳐부순다. 바로 사천해전, 전쟁 발

발 후 두 번째 승리였다. 이 전투에 처음으로 거북선이 참전했다.

•이곳은 격전지였던 사천·당포해전 

터가 가까우며, 마지막 싸움에서 이순

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 입구가 가물가

물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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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만에서 빠져 내려오면 바로 지금의 왕후박나무가 있는 대벽항

에 이를 수 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될 무렵이니 새벽부터 시작된 전

투에 군사들도 지쳐 있었을 것이다. 장군은 상륙 후 이 나무 주위에서 

군사들을 쉬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숨 돌린 장군은 다시 전투 준

비를 한 후 6월 2일 통영시 산양면 당포에서 왜군을 대파한다.

그 외에 1592년 7월 6일 한산도로 가는 중에 창선도에서 하룻밤을 

머문 기록도 있다. 또 1594년 1월 18일 조정에 올린 장계(狀啓)에도 ‘진

주땅 창선도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 밤을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

전설과 함께 여러 기록으로 보아 왕후박나무 주변은 장군이 승전의 

기쁨과 패전의 쓰라림을 추스르던 ‘쉼터’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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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호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12-1 - 1962. 12. 07.

제152호
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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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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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6호 남해 용문사 괘불탱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길 166-11, 

용문사 (용소리) 
조선시대 2005. 09. 06.

보물 제1736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
경남 남해군 보리암로 693

(상주면, 부소암) 
고려시대 201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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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 등 - 2005. 01. 03.

명승 제39호 남해 금산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91 등 

(상주리) 
- 2008. 05. 02.

명승 제71호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해협 일원 - 2010. 08.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