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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대왕의 넋과 함께 자라다,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회양목은 북한 강원도 회양(淮陽)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회양목이라는 명칭이 붙

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황양목(黃楊木)으로도 불렸다.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자라지

만 특히 석회암지대가 발달된 산지에서 볼 수 있는데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황

해도에서 많이 자란다. 음지 및 양지에서도 잘 견디고 습기가 있는 곳이나 건조한 토

양에서도 생장이 잘되기 때문에 정원수·조경수 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목질이 단단하고 균일하여 쓰임새가 많은 나무로써 조선시대에는 회양목으로 목판

활자를 만들었으며, 호패와 표찰을 만드는데도 이용하였다. 한방에서는 회양목의 가

지와 잎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본초강목』에 따르면 해열, 해독 작용은 물론 풍기(風

氣)제거와 제습의 효능이 있다고 한다.

여주 효종대왕릉의 회양목은 효종대왕 영릉(寧陵) 재실 안에 위치하며 주변에 향나

무, 느티나무가 함께 있다. 나무의 나이는 재실의 건축 연대로 추정하여 약 300년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회양목 가운데 가장 큰 나무로 추정되므로 

학술적 대표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영릉의 재실 마당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온 역사

성이 높이 평가되어 2005년 천연기념물 제459호로 지정되었다. 

식물 6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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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년	동안	효종과	함께	하고	있는	나무

회양목이 위치하고 있는 영릉은 조선 제17대 효종대왕(재위 

1649~1659)과 인선왕후 장씨(1618~1674)의 쌍릉으로 원래 양주의 건

원릉 서쪽에 있었으나, 1673년(현종 14)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특히 

영릉의 재실은 현존하는 조선조 왕릉 재실 중에서 건물의 공간 구성과 

배치가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인정받아 보물 제1532호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은 재실 공간 내에 회양목과 향나무, 그리고 나이가 재실 건

축연대보다도 오래된 5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함께 어우러

져 재실의 역사성을 한 층 높여주고 있다. 

영릉의 회양목 키는 약 4m로 현재 한국에서 자라는 회양목 중에서 

가장 큰 개체로 인정받고 있다. 본래 회양목은 밑동에서 여러 개의 줄

기로 갈라져 자라기 때문에 키가 별로 크게 자라지 않으며, 영릉의 회

양목처럼 곧추서서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릉의 회양목은 밑동에서 줄기가 둘로 갈라졌는데, 키 4.4m, 가슴 

높이 줄기둘레는 동쪽 줄기가 29cm, 서쪽 줄기가 43cm, 수관 폭은 동

서방향 4.4m, 남북 방향 4.7m로서 반구형으로 균형 잡힌 수형을 갖고 

있다. 나무가 위치한 곳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공중 습도가 높은 듯 

수피에 이끼류가 많이 착생해 있고, 수관에도 병충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대변하는	회양목

사찰과 왕릉 재실에 심어졌던 회양목은 문학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다음의 시에서 살펴보자.

소년 시절 헛된 명성은 문장에 의한 것이라

녹록하여 이룬 것 없이 귀밑만 세어버렸네

사업은 사책에 남기기를 감히 기약하랴만

공명은 황양처럼 줄어듦이 스스로 우습네

생전에 호걸한 선비를 반연하지 못했으니

•회양목 중에서는 경기도 화성군 송

산리에 있는 용주사 내의 회양목이 

천연기념물 제264호로 지정된 바 있

으나 나무가 죽어가는 위기에 있어 

2002년 해제되었다.

▲			여주	효종	영릉재실

·보물 제1532호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산83-1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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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전경
사후에 좋고 나쁜 이름 남기길 어찌 논하랴

거대한 회포는 아직도 예전과 같아서

날마다 술 마시고 소리 높이 노래하네

서거정, 『사가시집(四佳詩集)』 제50권, 「감회를 읊다」	1)

위의 시에서 ‘공명은 황양처럼 줄어듦이 스스로 우습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곤경에 처한 것을 비유하고 있다. 황양은 곧 회

양목을 가리키는데, 전설에 의하면 회양목은 1년에 겨우 1촌(寸)씩만 

자라다가 윤년을 만나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1촌이 줄어

든다는 데서 전하여 이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다음 시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

우로처럼 길러 주는 성상의 은혜 입어

재주라곤 없는 몸이 서쪽 변방 맡았는데

큰 집을 지탱하는 동량 구실 못한지라

황양목이 윤년 맞은 재앙 끝내 빚었구나

모든 백성 상심하여 하늘을 부르는데

1) 少年虛譽倚文章 碌碌無成鬢已霜 事

業敢期留碧簡 功名自笑縮黃楊 生前不得

攀豪傑 死後何論有臭芳 磊落襟懷猶似舊 

高歌日日酒澆腸 

2)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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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에는 냉이꽃이 눈처럼 덮였구나

부끄럽네 살찐 말에 고기반찬 먹는 내가

떠도는 자 아사(餓死)한 자 작년보다 늘었는데

「소회(所懷)를 적다」,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 제14권	3)

여기서 ‘황양목이 윤년 맞은 재앙 끝내 빚었구나’라는 구절은 전년

도에 평안도 지역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상

황을 표현한 말로 해석된다. 이해 1488년(성종19)은 1월에 윤달이 든 

윤년이었다.4) 이렇듯 회양목은 문학 속에서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에 

있는 상황을 비유하는 데 많이 쓰였다. 

3) 身荷栽培雨露天 謬將樗櫟鎭西邊 難

支大廈爲梁棟 終作黃楊厄閏年 萬戶傷心

叫昊天 薺花如雪滿江邊 愧將肥馬餐肥肉 

餓莩流離勝去年

4)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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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과 왕릉의 재실에 심어진 회양목은 곤경에 처한 백성을 살펴보

라는 의미로 심어졌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이러한 생각도 가져본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09호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경기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285 - 1968. 07. 24.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명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4호 여주 고달사지 승탑 경기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 고려시대 1962. 12. 20.

보물 제6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경기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9-3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7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경기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산46-1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8호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 경기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20-5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91호 여주 창리 삼층석탑 경기 여주시 상동 132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92호 여주 하리 삼층석탑 경기 여주시 상동 132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225호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226호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228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229호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고려시대 1963. 01. 21.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경기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조선시대 1970. 05. 27.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경기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8-10 삼국시대 1977. 07. 21.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경기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 외 통일신라시대 1993. 07. 23.

중요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김영구 가옥 경기 여주시 대신면 보통1길 98 조선시대 1984. 01. 1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6호 
명성황후생가 경기 여주시 여주읍 명성로 71 조선시대 1973. 07. 10.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8호 
신륵사극락보전 경기 여주시 신륵사길 73 조선시대 1985. 06. 28.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45호 
여주군경수연도 경기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조선시대 1992. 12. 31.

경기도기념물

제155호
여주흔암리선사유적 경기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산2-1 - 1995. 08.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