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8호

지정(등록)일 1962. 12. 07.

소재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

화피(樺皮)에서 피안앵(彼岸櫻)으로,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화엄사는 각황전, 각황전 석등, 4사자 3층 석탑, 영산회괘불탱 등 국보 4점과 동·

서 5층 석탑, 대웅전, 원통전 앞 사자탑, 화엄석경 등 보물 8점 이외에도 이색적인 나

무 두 그루로 유명하다. 하나는 각황전과 원통전 사이에 있는 홍매화이고, 다른 하나

는 지장암 앞에 있는 올벚나무다. 이 화엄사의 올벚나무는 나라를 지키려는 조상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나무이며, 생물학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38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물 23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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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이르게	피어나다

‘올 ―’이 접두사로 쓰이면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낸다. ‘올벼’에서는 

‘설익다’는 뜻이고, ‘올무’에서는 ‘작다’는 뜻이며, ‘올서리’에서는 ‘이르

다’는 뜻으로 쓰여 다른 해에 비하여 일찍 오는 서리를 뜻한다. 이 ‘올’

이 벚나무 앞에 붙은 올벚나무는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더불어 다른 

벚나무보다도 꽃이 일찍 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올벚나무는 황해도, 지리산, 보길도 및 제주도에서 자라는데, 꽃은 

4월에 피고 홍색이며 2∼5개가 산형으로 달리고 열매는 6∼7월에 검

게 익는다. 벚나무류는 그 외형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종을 식

별하기가 어려우나 올벚나무는 가지가 가늘고 잎과 더불어 잔털이 있

고 꽃은 암술대에 털이 없고 산 형상으로 달리는 것이 특이하다. 따라

서 가지·잎·꽃의 형태 등 부분적인 특색만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올벚나무 중에는 가지가 밑으로 처

지는 종류가 있는데 이를 처진올벚나

무라고 하며 관상수로 흔히 심고 있다.

▲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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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에서의 벚나무는 일반적인 관상수로 여기기보다 인간의 번뇌

에서 벗어나 열반세계로 이르게 하는 나무라 하여 ‘피안앵(彼岸櫻)’이

라고 부르는데, 천년고찰 구례 화엄사에는 다른 사찰보다 유난히 피

안앵이 많다.

화엄사 계곡은 올벚나무의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봄의 정

취가 무르익는다. 벚꽃은 화엄사 경내뿐만 아니라 하동에서부터 화엄

사에 이르는 19번국도 35km에 만발하여 매년 봄 전국에서 많은 상춘

객들이 찾아온다. 절정기를 지난 벚꽃은 바람에 날려 허공을 메우듯 

쏟아지는데, 마치 꽃비가 내리는 것처럼 환상적이다.

그러나 오랜 옛날 이들 벚나무는 지금처럼 꽃구경에 넋을 빼앗기는 

‘꽃놀이 나무’도, 그렇다고 ‘불가의 피안앵’도 아니었다. 그 옛날 벚나

무는 껍질을 벗겨 군수물자로 이용하는 무기산업의 첨병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무인(武人)이 숭상하는 것은 벚나무 껍질로 만든 활이다. 활은 중국의 

제도에 비하면 조금 짧다. 그러나 화살은 매우 잘 나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1권, 「경도 상(京都上)」

『목민심서』에서도 벚나무의 껍질을 화피(樺皮)라 하여, 활을 만드는 

데나 그 밖에 여러 곳에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병자호란(조선 1636) 이후 인조는 오랑캐에게 짓밟혔던 기억

을 되새기며 전쟁에 대비하고자 활을 만드는데 쓰이는 벚나무를 많이 

심게 했다. 이에 호응하여 벽암대사(碧岩大師)가 화엄사 근처에 올벚

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중 한 그루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라 한다. 

또 다른 설화에 의하면 벽암대사가 불교의 사홍서원(四弘誓願)을 표

시하기 위해 심은 것이라 하며 그래서 이 나무를 ‘사홍목(四弘木)’이라

고도 부른다.

안타까운 일은 원래 이보다 더 큰 올벚나무가 한 그루 더 있었으나 

1900년 초에 화엄사의 적묵당(寂墨堂) 건물을 수리할 때 베어 써 버렸

다고 한다. 얼마나 큰나무이었던지 적묵당의 안마루를 깔고도 남았다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올벚나무는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38호로 

•사홍서원

모든 부처와 보살의 네가지 큰 서원

[바라는 바를 밝히고 그 달성을 맹세

함]

▲			구례	화엄사	전경

·사적 제505호

·소재지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

사로 539 등 (황전리)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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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세부

지정되었다. 나무높이 15m, 가슴 높이 줄기둘레 5m, 가지퍼짐은 동쪽 

4m, 서쪽 5m, 남쪽 7.5m, 북쪽 2m으로 1945년 태풍으로 줄기 가운데

가 분질러져 버렸으나 이제는 모양새가 많이 회복되었다. 나무의 나

이는 병자호란(1636)이후 어느 날로 계산하여 약 35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이 나무 근처에는 서어나무, 동백나무, 팽나무, 갈참나

무, 수리딸기 등의 수종이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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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485호 구례 화엄사 매화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
- 2007. 10. 08.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12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황전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황전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국보 제5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806-16, 

연곡사 (내동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국보 제54호 구례 연곡사 북 승탑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806-16, 

연곡사 (내동리) 
고려시대 1962. 12. 20.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황전리) 
조선시대 1962. 12. 20.

보물 제132호 구례 화엄사 동 오층석탑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황전리)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133호 구례 화엄사 서 오층석탑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황전리)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151호 구례 연곡사 삼층석탑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354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152호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806-16, 

연곡사 (내동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15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비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806-16, 

연곡사 (내동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154호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806-16, 

연곡사 (내동리) 
조선시대 1963. 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