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516호

지정(등록)일 2009. 12. 24.

소재지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28

장군의 마을 사랑이 담기다,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는 밑동둘레 170cm, 키 5.5m, 가지 펼침은 동서 7.6m, 남

북 8.4m 정도로 제법 고목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높이 85cm에서 줄기가 두 갈래로 갈

라지며, 이 부분의 둘레도 130cm나 된다. 가지를 잘라낸 흔적이 여러 군데 보이나 전

체적으로 훼손된 곳이 거의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나무의 나이는 임진왜란 직

후에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약 400년이다.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는 호랑가시나무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오

득린 장군이 마을에 정착하며 심은 식재유래와 마을의 기운을 돋우는 풍수적 의미도 

있는 등 조상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기에 천연기념물 제

5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식물 35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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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측면	 장군이	선택한	나무

호랑이가 등이 가려울 때 잎에다 문질러 댄다는 뜻에서 호랑가시나

무란 이름이 붙여진 이 나무는 흔히 나뭇잎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갸름

한 모양새가 아니라 긴 오각형에서 육각형으로 모서리마다 가시가 튀

어나와 괴상하게 생긴 잎을 가졌다.

4~5월에 흰 꽃이 피고, 가을에 붉은 열매가 열리며, 추위에 약해 

주로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남부서해안의 양지 바른 곳에 자란다. 대

부분의 우리나라 수목도감에 호랑가시나무는 ‘상록관목으로서 키 

2~3m’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 1리 마을회관 

앞의 호랑가시나무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크다.

특히 이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운 오득린(吳得隣, 1564~1637) 장군의 이야기가 서려있다. 그는 전

쟁이 나자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모집하여 남해안으로 이순신 장군을 

찾아가 왜군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운다.

•오득린 장군은 노량전투에서 이순

신 장군이 전사하자 공대립, 나대용 

장군 등과 함께 부하를 독려하여 전쟁

을 승리로 이끈다. 이 공로를 인정받

아 장락정(掌樂正)이란 벼슬을 제수 

받기도 했다. 

▲			부안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	잎

·천연기념물 제122호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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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마을이 좌청룡 우백호

의 지형이나 오른쪽 지세가 약한 것을 보고, 이를 보안하고자 마을 입

구에 숲을 만들었다. 이때 그는 마을 가운데 특별히 호랑가시나무를 

심는다. 지금은 호랑가시나무와 팽나무 10여주만 남아 있다.

그러나 어째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와 같은 흔한 나무를 두고 호랑

가시나무를 선택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어린 시절이나 전쟁

에 참여하면서 콩알 굵기로 수없이 달리는 빨간 열매를 인상 깊게 본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열매가 달리는 12월에 찾아가 보면 나무의 수관을 반으로 갈라 동

쪽만 열매가 잔뜩 달린다. 호랑가시나무는 암수가 명확히 다른 나무인

데, 암수 두 그루를 함께 심어 일부러 연리목(連理木)을 만든 것이다.

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상징함과 동시에 좋은 일과 화합을 나타

내기도 하므로 부부간은 물론 마을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의좋게 함

께 살아가라는 장군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된다.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는 이처럼 오득린 장군이 마을에 정착하

▲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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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심은 유래와 마을의 기운을 돋우는 풍수적 의미도 있는 등 조상들

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515호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전남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금사정 - 2009. 12. 24.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295호 나주 신촌리 금동관
전남 나주시 고분로 747, 

국립나주박물관
삼국시대 1997. 09. 22.

보물 제49호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50호 나주 북망문 밖 삼층석탑 전남 나주시 건재로 41-1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전남 나주시 향교길 36-11 조선시대 1963. 09. 02.

보물 제461호 나주 철천리 마애칠불상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산124-11 고려시대 1968. 06. 10.

보물 제462호 나주 철천리 석조여래입상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산124-11 고려시대 1968. 06. 10.

▲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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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279호 죽림사세존괘불탱
전남 나주시 풍림죽림길 255, 

나주죽림사극락보전
조선시대 1998. 06. 29.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전남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224-142 조선시대 2001. 04. 17.

보물 제1343호 다보사괘불탱 전남 나주시 금성산길 83, 다보사 조선시대 2002. 07. 02.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 외 고려시대 1990. 10. 31.

사적 제404호 나주 복암리 고분군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73-17, 

외 
삼국시대 1998. 02. 20.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전남 나주시 금계동 일원 조선시대 2007. 07. 31.

중요민속문화재

제11호
나주 불회사 석장승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2-1 조선시대 1968. 12. 12.

중요민속문화재

제12호
나주 운흥사 석장승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49 조선시대 1968. 12. 12.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26호
남평향교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161-1  - 1985. 02. 25.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28호
나주향교 전남 나주시 교동 32-1  - 1985. 02. 25.

전라남도기념물

제29호
나주미천서원 전남 나주시 안창동 383  - 1977. 10. 20.

전라남도기념물

제145호
만호정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343-1  - 1992. 11. 30.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6호
정수루 전남 나주시 금계동 13-18 조선시대 1984. 02. 29.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7호
다보사대웅전 전남 나주시 금성산길 83 - 1984. 0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