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ιF바 갖눈 염))i_ 

nl 닙벼으 나계 해추 
「「 0 흩 A' ” ”1「

느티냐무 
옛날, 피부병에 걸린 젊은이가 약을찾아빙빵곡곡을 

돌아다녔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는 g뷰를 찾아 어느 절에 가게 되었는데, 

스님이 가까이에 약을 두고 먼 데까지 왔냐며 고향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300년) 죽은 가지를 삶아 

그물을바르라고했다. 

곧바로 고향으로 온 젊은이가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병이 감쪽같이 나았다고한다. 

Zelkova T「ee that Cu「ed a Skin Ailment 

A long time ago, a y。ung man with a severe skin ailment traveled all 。'ver
the c。unt” |。。king for a cure‘ One day he arrived at a temple famous for 
its mineral water and met a m。nkwh。 said,’Why did you come s。 far? G。
back t。 your h。met。wn and collect the dead branches 。fa zelkova tree 
there. Boil the branches and apply the water to y。ur skin."The y。ungman
immediately foll。wed the m。nk’s advice and his disease was cured as if he 
had never been ill at all까1is story is ab。ut this 300-year-이d zelk。'vatree.

8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늬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31 

治愈皮M;病8엔해 
),I.for , 휴-↑g了皮~홈빼年흉A훌lj~求똥何흙, 但흙에!PA흥,Ull"'a 

휩-日 , 他'17-IHU용llt可以治Jt~jjjll'JFi*- , lUJ了-l!i휴!홈, 츄lili 
뿔ll'J大뻐~llJif,즉출iii'他죠·@용近쳐~jjt , 回~뿔빼빼 (300lf:) 的혐흉빼빼 

*-lUtllJJl깐. 年용A효RP回ill故~!!«빼, 正~大뼈所를, 11~흙1'tltld! 

f흥1'17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115 

뼈夫自몽的훌子 
뼈"*仁휩14훌쩍子뼈훌Lzit-t . ·~~夫A빼文夫ff~J흩뼈;I山城빼斗中•t:. 

훌j훌훌훌.ile<Jff~JzW•1tlN!.A.攻trill來, illli겁-把刀~死了三1-N!.A. . 
~Hll.il “ tt.A.빼血太lllt.!117 ”, ~릅洗주;ft;!앤刀用.딩6홍 固흥:J;j f< 

•m~夫.A.B<J~f; . tr村子뿔삐훌7i흥뼈il . 듭代子해‘也117~홍뼈륙下 
**뼈 (300年) 

b\ιF싸 갖눈 염1))_ 

남편을 따라 자결한 아LH 

(느티냐무) 
조선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박씨 부인의 남펀 

한검은 남한산성 전투에서 죽었다. 이곳으로 피난 와 

있던 부인은 오랑캐들이 들이닥치자 칼을 들어 오랑캐 

셋을 죽였다. 그리고 ‘그 놈들의 피가 더럽다’며 

피 묻은 칼을 깨끗이 씻어 그 칼로 자결하였다. 

나라에서는 박씨 부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마을에 정려문을 내렸는데 후손들이 정각을 짓고 

느티나무(300년)를 심었다. 

Wife Who Following Her Husband in Death 
During the Manchu War 。f 1636, Ms. Park, wh。se husband was killed 
in battle at Mt. Namhan, killed herself after stabbing three invaders. At 
that time, she cleaned the knife used t。 kill the invaders before using it 
on herself, saying ’They have dirty bl。od:’ Later, the king dedicated an 
h。nored gate t。 her |。yalty, and her descendants built a pavili。n and 
planted this 300-year-。ldzelk。va tree in her hon。r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89 



b\ιF바 상눈 염1}J_ 

소리배어 

느티나무 

。 L

-「-τ:-

어느 해 여름, 이 느티나무(400년)에서 우우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부터 느티나무가 울면 

마을이나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던 터라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멀었다. 과연 며칠 뒤, 동족상잔의 

비극인 효F국전쟁이 일어났다. 

느티나무는 민족의 비극을 알려준 것이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마을의 수호신목으로 

여기어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C「ying Zelkova Tree 

One day in summer, this 400-year-。Id zelk。va tree made a crying sound 
and the villagers became anxious because they knew the sound foret。Id

misfortune f。r the village 。r the country. After a few days, the tragedy of 
the fratricidal Korean War occurred. The tree foret。Id this tragedy. Since 
then, the tree has been treated as a guardian 。f the village and a ritual 
for the tree is held every year. 

9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닉업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채·「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이전시 신둔면 수하리 87-2 

大줌哭i立的*체 
有-年I天, ;zi.1n예 (400年)옳出$빼的哭파"jlii . 自古以뽕, 혈빼哭i立 

~ffi示.댐흥或村子뿔융옳生不좀;ftl~•↑., 村~1fJWM'I.!!心 果·* ,

凡天탑$生了同族相했~:!Bill흉固Ii!!훔 Mi果, 얻@해표룰흩哭iii'民훌~ 

悲훌j Z탑, 村民,fl!1!i!1'1Jt룰'1휴핸*$$에, 홉年혈끼,f;He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걸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t-11-는 "i 
• 위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556-1 

지언과융으로 ~ 
용회사 !· 

이전휴게소 

陽子之해 
),I.fir有-↑~.A.홉天;J.W협l용횡1Ji!lli*찌 ( 180年) r.r•上井i샅水析*--

~tit!-↑흉子 村民if]훌**↑뼈뼈的同쩌也윷짜可쫓 但i!井lli.휩il:i!{立~ 
.A.~止析빼 三~탑, 女A쩔千lli~Jlfl록, +↑月릅生下-子 M.1比之릅, 

용下f子뼈女A’fl都융itli!앉해下홈減析*· 

b\앙))7 }- 셋% 염'J}호 

아기 낳게해추는 

느티나무 
옛날 어느 여인이 아기 낳기를 소원하여 새벽마다 

느티나무(180년)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지극정성 

으로 빌었다. 미을사람들은 여인을 측은하게 여기는 

한편 비웃기도 했는데, 여인은 나무에 치성 드리는 

일을멈추지않았다. 

삼년 뒤, 드디어 여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열 달 

만에 아기를 낳았다. 이때부터 아기가 없는 여인들은 

이 나무에 와서 정성을 다하여 빌었다고 한다. 

Baby-g「anting Zelkova Tree 
A |。ngtimeag。, there was a w。manwh。 prayed f。r a baby every day in 

the early m。rning t。 this 180-year-。Id zelkova tree. Facing sneers from 
s。me villagers and c。mpassion fr。m 。thers, she never stopped. Finally, 
after 3 years, she became pregnant and successfully delivered a baby. 
Since then, childless w。men have c。me here to pray.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91 



탤뿔’ 야F바상능염'1};L 

느티냐무와여섯선비 

남당 엄용순은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의를 높이 

우러르며 학문이 깊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조선 중종 때 기묘사회를 피해 아버지의 묘가 있는 

도립리로 왔다. 이곳에서 대학자인 김안국, 강은, 

오경, 임내신, 성담령과 어울려 시를 옮고 학문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여섯 선비의 두터운 우정과 의리를 

기리고자 정자 주변에 느티나무(500년)를 여섯 

그루심었는데 그중세 그루만살아있다. 

The Zelkova Tree and the Six Schola「S

Yongsun Eom (pen name: Namdang) was well known for his good attitude 
and deep kn。wledge in the 」。seen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J。。ngj。ng. He came t。 D。r따n where his father was buried, escaping a 
massacre of scholars in the Year。f the Hare. While staying here, he frequently 
met with five 。ther great sch。lars, who were named Anguk Kim, Eun 
Kang, Kyung Oh, Naeshin Lim and Damryeong Sung, t。 share kn。wledge
and recite poems. 깨ey planted six zelk。va trees around the pavili。n t。
c。mmemorate their friendship. Tc。day,, 。nlythree 。f these trees remain‘ 

9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t-11-는 녕 

• 위치 ; 경기도 이전시 백사먼 도립리 736 

액시셰륙공원 

승밑리 

도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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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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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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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t이'Q六취生 
옳lll.i쩌!IF用@룰↑生↑초를良, I •••.)t. ~i.'!Jittz.A.. 뼈if中송히뼈, 
他'1了없훌己gp土뼈홍훌j父흙llit!所훈빼ii.tr뿔 ;;..那以릅, 他쌀’UP 

i&뿔的大쏠훌술훌댐、 江빼‘ 윷R、 f王뼈똥、 hltttilt-~P<t흠i1'처 , 
호 ;Jf!~i·에 '1了弘~i&六位휘호빼深g友it~.lt쩔, n:•주周 Ill뼈下 

了ei.!*~얘 (500年) , 其<P.R有三훌츄活줄--



를메나무 - 물푸레나무과로 효팩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하는 닝엽교목 
이다 토앙이 갚고 습기있는 콧에 조립하기 적~하다 5월에 개화하고 

시과 열매는 9월에 결실한다 건축재 • 가구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i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245 

개율고해률 

q子빼훼 

>Afof. i!l!i村子뿔住·-처~F~U.t ~t!CJ夫훌,1 但송Ail빼뼈룰他ffll훌下 
;IC주 夫를1'i• 日 ;.를없융훌휠j村子tlCl*曲빼mso年) fof:ft••上井후水 
홈빼析빼 fti!*¥i17三↑ll •+天, .子t!CJI*內出짧Ml .. ’ +↑Jl~ 
필下7-↑~:죠 •• 훌jjij的女JL . 샤此以탑村民!fl!ei!짜뼈•'1M子갖빼 

b)ιF바 상눈 염1}j_ 隱뀔l 
아기를점지해추는 

들메나무 
옛날 이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다. 부부는 마을에 있는 

들메나무(250년)를 찾아가 새벽이면 몸을 깨끗이 

씻은 뒤 정회수를 떠놓고 정성스레 빌었다. 그렇게 

석 달 열흘 치성을 드리자 드디어 아내의 몸에 

태기가있더니 열 달뒤옥같이 어여쁜딸을낳았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들메나무를 아기를 점지해 

주는용한 나무라며 위했다고 한다. 

Baby- granting Manchu「ian T「ee
A l。ng time agα there lived a loving couple who had n。 children. First 
thing eve” morning, they went and prayed for a baby at the 250-year
。Id Manchurian ash tree. After 100 days 。f prayer, the wife became 
pregnant and they had a beautiful daughter. After that, villagers |。。ked
after the tree, referring t。 it as an adπ1 irable tree that can grant a baby.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93 



탤뿔’ t>)ιF바 갖눈 멈1}J_ 

팔려간느티나무 

율정 이관의는 조선 성종 때 학자로 이곳에 

설봉서원을 짓고 느티나무(540년)를 세 그루 심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 이관의 후손들이 

느티나무 세 그루 중 한 그루를 지나가는 상장사에게 

팔았다. 그러자 마을에는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죽어나갔다. 

주민들이 서둘러 느티나무 두 그루 앞에 먹과 

음식을 차려 놓고 정성껏 빌었더니 마을이 평안해 

졌다고한다. 

Zelkova T「ee Sold 
In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Sungjong, a sch。lar named 
Kwaneui 냐e (pen name: y,비lje。ng) built the Seolb。ng Academy, which was 
famous f。r producing many great sch。lars, and planted three zelk'。va trees 
here. One day, his descendant sold 。ne 。f the trees to a table merchant. 
Afterwards, the village suffered h。m unkn。wn diseases and many 야。pie 

died. The villagers immediately made an 。ffering 。f rice cake and b。d t。

the remaining two trees and prayed. The village then regained peace. 

9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t-11-는 1i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己| 296 

被쫓掉的쩔샘 
좋·~흩뺏X룰뼈U.6lt宗at뼈的쏠흘, 他흩jg里웰il!i7 Sit혐院, 빼下了 

三빼**&에 (540年), 之듬jg뿔않휴出了~多￥흘‘ 듭果, 후j!'.)¥,atJ信代 
Jl'liZ三•• @에中的-홈쫓월了i:!MatlilliA.M耶以탑, 村里휴始iM!T不했 

~acim흙, .훌싱톨有J..~去 룸民ina또忙흩jllj!lf*~JliJ)흩·7~品1tilllm• . 
村子;r’κI平·*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닝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 건촉채 둥으로 
쓰인다 

*~o 「1十는 낯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549 

때 
때이띠티씨 

i훌 A. atJ:fL物
Mfol , iZ↑村子뿔iH!71"'ta<J주룰, 不il1'li:f1'i1't훗, 훌훌홉llll tl<J*힘I 

ilt흙, 村民,fl.R~I꺾山짧뼈월lj~”(!<)村子뿔挑*來때-뼈~Qt . 有-天,

-位il.A.llli:lf.t子를훌j村民ff]因~*!t.i홈>I옳, ~~*·心, ’I훌*$;댐빼 
#口ill빼下7-.. "해 (300年) , Z탑효용l有*M井中i日힘i행뼈了出흉. 

ι1ιF바 상눈 염1}J__ 灣뀔l 
도인이추고간선물 

(느티나무) 
옛날 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어 농사는 커녕 

먹을 물조차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고개를 몇 개씩 

넘어 다른 마을에 가서 물을 길어다 겨우 목만 

축였다. 이때 어느 도인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 고생하는사람들을보게 되었다. 

도인은 몹시 안타까워하더니 말라버린 우물 옆에 

느티나무(300년)를 한 그루 심어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우물에서 물이 펑펑 솟이올랐다고 한다. 

Present of an Ascetic 
A |。ng time ag。, the village su’fered from a severe drought and had no 
water to drink‘ They had to er。ss several hills to g。 to the next village. 
One day, an ascetic came and felt s。rry for the villagers. He planted this 
300-year-old zelkova tree next to a dry well. The well filled with clean 
water and has never run dry since.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95 



뀔풀l b\ιF바 %눈 염1}i_ 

물맛을좋게하는 

향나무 
옛날 진천 송씨 선조가 이곳에 터를 잡은 뒤‘ 

문중이 번성하고 마을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이 

향나무(500년)를 심었다. 향나무 옆에는 우물을 

왔는데 물이 차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해 이웃 고을 

에서 물 맛을 보러 오곤했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은 향나무 덕분이라며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목으로 삼고 제를 지내며 정성껏 보살 

폈다고 한다. 지금은 우물은 메워져 없고 흔적만 

남아있다. 

Taste-adding Junipe「 T「ee
The Song family of Jinche。n m。ved to this village 500 years ag。 and 
planted this juniper tree, c。nveying wishes for prosperity. They also 
dug a well next t。 the tree, which was s。 famous for the great taste of 
its water that it attracted visit。rs fr。m 。ther villages. People attributed 
this t。 the p。wer 。f the tree and revered the tr옆 as a village guardian, 
h。!ding rituals f。r it. The well has since been filled in, but the |。cati。n
can still be identified from the rem리ning traces. 

9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항나무 - 흑백나무과로 효택 • 일본 • 중국 몽골 둥에 분포하며 싱록 
교목이다 4월에 개회하고 이듬해 10월에 결실하며 목재는 항으로 써왔다. 

가구재 조각재 징식재 • 관상용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275-2 

i.J:井水훌得합짧的*응fa 
M'lfol!l l ll 5IH~빼$tll!!tlill: li£룸, '17- 1‘111총, **子... 혐下7,gi. 

흠*' (500年), 휴훌훌빼폼it1앤7-口**, 井끼tcttillillJt , ~fla<Jft!U!‘ 
훌名 'lfoJ來品양. 村民,r〕,ltl4JX룰*용빼빼功용, ’I훌jt:)tj村주a<J"J'tl"빼木, 
쌓行•re . 찌心를얻 뭘훌, Jg口**已훌업I률, 흘뭘”li! 



소나무 - 소나무과로 중국 북동부 • 일본 • 한국의 북부 고원지대를 
제외한 전역에 분포하는상록교목이다 5월에 개화하고 이듬해 9'--10월에 

결실하며 건축재 ‘ 펄프용재 '2-1재 ‘ 식용등으로휠용된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이전시 모가면 산내리 산33-1 (권균 묘역) 

두0 리 I 

/ ’ 이「 / I 뎌 
용.캉흩즈 ! 만 

i 활 

60 
빼 

$@%쩌됐%롯A右i.Sl.政 

룰뭘멜 

-미국신 
승곡리 

WI~中송II<!뼈8인文홈양샘훌-{효훌빼JJ!llt.A.士 他品frF il.. 협;tli' . 

心뼈윷「, 해.A.Ill不li처;fi!Htl!tl!J•↑· !ti!困-~pljl송反正, 엄W'17k 

를쯤, 동果作'1빼~I훌去il뼈뼈‘ 之릅, f1IW '171< UJ院촬, 任右i.ll.i&

lllH효 jglft公뼈 (4001f:) 톨~혐死톱, 주l\MflH:立쩌ii•文ll<j , '17~g 

先펌而뼈下(I!] . 

6뻐7}-- 상눈 염1}i_ 禮멘l 
간질장애인우의정 

(소나무) 
조선 중종 때 문신 권균은 간질 장애인이었다. 그는 

인품이 근엄하고 재능과 도량이 있어 사람들이 감히 

그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였다. 권균은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영창군에 봉해졌는데, 나중에 사은사가 

되어 명나리에 다녀왔다. 그 뒤 영창부원맨l 봉해져 

우의정에 올랐다. 

이 소나무(400년)는 권균이 죽은 뒤 후손들이 

신도비문을 세우면서 선조를 추모하고자 심었다고 

한다. 

Second Vice-P「emier with Epilepsy 
In the j。se。n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j。ongjong, there was 
a talented civil official that worked with dignity and gener。sity named 
Kyun Gw。n wh。 had epilepsι and others dared not interfere with him‘ 

He c。ntributed to the j。。ngj。ng Restoration and was rapidly promoted 
t。 Wueuije。ng (second-vice premier). This 400-year-이d pine tree was 
planted by his descendants after his death t。 hon。r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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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뿔l b)ιF바 상눈 염));i_ 

부정타는느티냐무 

옛날 이 미을에 살던 어재연 장군의 후손 어윤기의 

7<J-례를치를 때 일이다. 장사를지내는중이 느티나무 

(160년) 아래에 상여를 놓게 되었다. 

그런데 상갓집에서 음식을 먹은 조문객과 장사에 

참여한 마을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혔다.그 뒤로 

이 느티나무 밑에 상여를 놓지 않았으며,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느티나무에 먼저 술을 올려 

마을의 명안을 기원했다고 한다. 

Zelkova Tree Punishes a T「ansg「ession
A l。ng time ag。, at the funeral 。fYungi E。, a descendant 。f General 
Jae ye。n Eo, c。ffin bearers to。k a rest under this 160-year-。Id zelk。va

tree and left the bier next t。 it. Afterwards, all 。f the funeral guests and 
villageπ participating in the funeral became sick f1。r n。 apparent reason. 
Since then, people d。 not leave biers under the tree, and at eve” big 
event in the v川age, they first 。ffer a drink t。 the tree, wishing for peace. 

9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항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걸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이전시 율연 산성리 산77-9 

「」

不놈的뿔혜 

엉.밑 

이재연징군 
생기 

~룰효섬子뿔호活uQCJiUE;빼찌~탐代효뼈훌QCJJULllfl天£호QCJMi:• 

흩¥行JHLll't. 村民,flll'! "- l!U![훌 7~1lf¥빼 ( 160~ ) 下 , Z듬흩a 

iiti!f<QCJlilP홈홈뼈•1Joi흥•QCJtt 民ff〕椰얘了껴;9'1l~QCJ,옆흙 M.1比以릅, 

村民f(]放윗홈11111융훌퓨~llf*빼 , 村훌有大폼iJJll't-&힘l용向승없ii 

m11'¥훌 



노성산밑머리바위-중생대 쥬라기 중립질흑운모 화강임으로약 1억 5천년 

에서 2억년 사이에 마그마가지하깊은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형성된암석 

~~o 「11-는 넣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산65-1(노성산) 

• 국립 
이전호국원 

三↑大力士的力특tt뺨 

• 

휩밸웰 --
M.前, 老훌山、 되댐山、 를빼山上住.三↑大力士 他m~~쌓-~tt力특, 
但三A的훗力짜nm엌 , 且챔l빼有*$奇ati~力 , ·&分」t下 有-天, 되固 

山上出웰了-따可以않w울~ati룹흩뺑되 三A決훌ilt行力특 tt률, 

훌-名可以엠휠j되%, M二名엠되흠. 훌三名빠곽尾巴, .훌훌, 老훌山 

ati:k力土암出 , ·**·了되* 

b)앙))7}- 상능 염.,,호 

세장수의힘걱루기 

말머리바위 
옛날 노성산, 마국산, 설성산에 세 장수가 있었다. 

이들은 힘겨루기를 즐겼는데 모두 힘이 세고 영험한 

능력이 있어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어느 날, 마국산 

에서 바위를 깨고 용맹한 명마가 나타났다. 

세 장수는힘겨루기를해서 l등은말머리, 2등은 

말몸통, 3등은 말꼬리를 갖기로 했다. 그 결과, 노성산 

장수가 이겨서 말머리를차지하게 되었다고한다. 

St「ength Competition among Three Men 
A long time ago, there were three strong men living on Mt. Nose。ng,Mt.
Maguk and Mt. Se。seong who liked t。 test their strength. c。mpetition
between them was always tight, as they 히| were strong and had magical 
po빼rs.Onedaιthey found a splendid horse on Mt. Maguk that co미deven 
break rocks. They held a new competiti。n with the prizes being the h。rses
head for the winner, the h。rse’s body f。r sec。nd place, and the horse’s tail 
for third place. In the end, the man from Mt N。seong won the horse's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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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ιF바 섯눈 멈'1})_ 

가뭄을해소한 

느티나무 
옛날 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농작물은 

티들어가고 산천초목이 말라버렸다. 사람틀은 히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쉬었는데 하루는 도인이 지팡이로 

마을 모퉁이를 가리키며 이 느티나무(300년)를 

심으라고했다. 

마을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파자 물이 

펑펑 솟아올랐다. 물이 어찌나 많은지 식수는 물론 

농사를 짓기에도 충분해 오랜 가붐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Zelkova Tree that Stopped a Drought 

A |。ng time ag。, the village suffered a severe drought; ail the er。ps,

forests and streams were dry. When the villagers lamented to the sky, an 
ascetic came and t。Id them to plant this 300-year-。Id zelkova tree in a 
corner of the v”iage. To plant the tree, pe。pie dug into the ground, and 
suddenly water poured 。ut. It was good en。ugh t。 drink and also used 
f。r agriculture, thus resolving a” pr。blems 。f the drought. 

10。 이야기가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힘경님도 이님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걸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혹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낳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전동 420-8 

(창전정소년 문화의 집) 

t훌偏를름핏的쩌 

이씬초동희교 

JA for , tt뿔률를,..주 •. 凡후所-~:f<作빼、 山川 、 I木뼈**빼7 , 

.A.in !멀天ll llJl . 휴-天, -↑il.A.••»ll!tti•tt子빼-#l !Jt훌훌훌 
---빼빼 (300훌) 正뿔村L\\in~~빼빼之히빼下*;i;J;i;J)I벼 , *•t&大,
不fll,를足71;,:用z•’ 而且足以;u1:f<田 , {흘•i.tUtJ톨. 



온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둥으로쓰인다 

~~o 「1 I-는 1i 
• 위치 경기도 이전시 관고동 438(영월암) 

-잉용신 
탈웰뀔 

-묵악신 
*었ttiE:成的ta홈쩌 

.룰 

영월앙 -:.:. 
심형제바위 구잉익수터 

홈MiW흉王ll'I M얘~”--$大뻐빼ii.Iii\*· 옳\lt他룰決定뼈Ulf:힘li1!!쩌~JC 
쌓大lfflj~lffli!t . --$大lfflj~映月 R톨i!Ulll'I. 휴-天뺑自 己*·훔的jjlt;t챔 
~了짧훌i&ll!JI (640!후) 的fl'LI上 和빼뼈flfltfn不뼈f.t뿔, 面面엄률 

凡天릅··***뻐홈휴了츄뼈, ffltit!il:t出홈흥, i':lil了왜표~t!홈해 

b)암"})7 }- 상능 염'J}호 麗훌l 
지팡이가자란 

은행냐무 
고려 공민왕 때 나옹대사는 풍수지리에 밝은 

고승으로 조선의 수도를 정한 무학대사의 스승이라고 

한다. 나옹대사가 영월암에 머물던 어느 날,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이 은행나무(없0년)가 서있는 자리에 

꽂아놓았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가우뚱했다. 며칠 뒤 나옹대사는 절을 떠났고, 

지팡이에서 싹이 나와 지금의 이 은행나무가 되었 

다고한다, 

Ginkgo Tree G「ows from a Walking Stick 
In the Goryeo Dynasty, during the reign 。f King G。ngmin, there was a wise 
Buddhist priest that was s잉lied in feng shui (ge。mancy) called Naong; he was 
known as a teacher of the f히n。us p끼est Muhakwh。 iden뼈ed the capital of 
Joseon. One day, while priest Na。ng was sta”ng at Temple y,。ungwe。!, he 
inserted his 때lking stick in the ground. At that time, n따성y understo여 his 
intention. After 잊veral days, he left the tern미e Afterwards, a sαout came up 
from the walki‘ng stick and became this 640-yearold ginkgo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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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앙1 )7 )-- 상% 펀1}호 

진샤공후손이심은 

은행냐무 
옛날 이 마을에 경주 입씨 진사공 응옥이라는 

사람이 낙향하여 살다가 죽었다. 당시 조선시대 공조 

참판이던 진사공의 후손 임창문은 선조를 추모하며 

이곳에 향나무 두 그루와 은행나무(350년) 세 그루를 

심었다. 이후 원래 나무의 원줄기는 죽고 곁가지가 

자라이 나무가되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보고 한 해 농시를 점쳤는데 

봄에 나뭇잎이 일제히 피 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Ginkgo Tree Planted by Descendant of 」insagong

A long time ago, a man named Eungok Lim (」insagong) came here 
after retirement and remained here until his death. At that time, his 
descendant, named Changmo。n Lim, planted two juniper trees and this 
ginkg。 tree t。 honor his ancestor. 깨at was 350 years ago. Pe。pie used 
the trees t。 predict the annual harvest, saying that if the leaves are full at 
a certain point in spring, they w。uld have a b。untiful year. 

10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뺑l하고하10월에 걸실하여 기로수 g용 · 식용 • 가구재 관상용등으로 
쓰인다. 

~~o 「1~는 낯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35 

i효土公的릅代빼下1¥.JtR홈t이 
>Afif. ~’”*'~i!土公/ti.;天下.훌ljjg뿔호ii!iiitJi:i世 엌1111!뼈양工 •• 
jlj~않土상탑代林l文'1i8톨엄~흩훌훌빼下7j1jlj~"1三*·*·홈(~) . 
탑果, 主千홈死, 총죠*.&lt짧훌的뼈 홈民f(J없짧jglf쩌빼*헝려 |、-~

~:t<•’ ~-·天•• 빠ilft융룰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채 관상용 
등으로쓰인디. 

~~o 「1 I-는 1i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꽂면 율생리 200 

'-~ 
수인산성 

표成웰페lfiJ~빼tR홈쩌 
~~村子以前P4휴훌훌, ~뿔휴~Ji~~. 휴훌훌훌밟훌처犯옆에혐,... 

~’e.A.fi'JllJll1융lll~lf없홈빼 (500'얄) 찾1ili앉Jiii 村民iniA'1용l:UEA的 
'!iiA흩此;빠뻐不출, ~~If쩌훨而zz . 홍不융leM~톨뼈上.下*~ 

--홈作;itif;l品, 而Il.'1'ii !:I쫓훌j얹Jlll~ lll찌, 훌•11용¥17~*1! 

f>)ιf')l 7 }- 상능 멈1}J_ 選를 
교수형장이된 

은행냐무 
이 마을의 옛 이름은 수안현인데 이곳에는 감옥이 

있었다. 수안현 현감은 죄질이 무거운 사람을 처형 

할 때 이 은행나무(500년)에 죄인의 목을 올아매어 

죽였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에 죽은 사람의 

원혼이 서렸다고 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했다. 

이 나무에서 딴 은행은 제시장에 올리지 않았으며, 

처형된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매년 은행나무에 제사를 

지냈다고전해온다. 

Ginkgo Tree Gallows 
Suan-hyun is this village's 。Id name. There used to be a prison here, and 
this 500-year-old ginkg。 tr'옆 was used as a gall。ws f。r hangings. Pe。pie
were scared 。f and respected the tree at the same time, be”eving it was 
possessed by dead men's spirits. It was said that ginkgo fruits from this 
tree were not served in cerem。nies, and a ritual was held f。r the tree 
eve”year.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05 



틀폴. t뻐 

과녁이된상수리냐무 

옛날 한 스님이 이 마을에 시주를 왔는데 어느 

집에서도 시주를 하지 않았다. 스님은 용산마루의 

용안에 해당하는 곳을 가리키며 밭둑을 파헤쳐 

우물을 파고, 다른 쪽 용안 자리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과념을 세워 활을 쏘라고 일렀다. 

마을사람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마을에는 재앙이 

왔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이 상바리나위%년)를 

아끼고 정성껏 보살폈다고 한다. 

A「che깨 Ta「get Oak T「ee
A long time ag。, a monk came to this village seeking alms, but n。thing
was offered. The m。nk t。Id the villagers to dig a well in the place he 
indicated, and put an archery target 。n an 。ak tree 。n the opp。site side. 
People followed his words and sh。t arr。ws at the target, which later 
br。ught about huge misf1。rtunes. Since then, this 200-yeari。Id oak tree 
has been |。。ked after wel I. 

10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상수리나무 - 참나무과로 한국 태국 중국 • 일본 등에 분포하는 
닉엽교목이다 꽃은 5월에 개화하고 다음해 10월에 결실한다. 열매는 

식용 가촉의 사료 목재는 앨감 가구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꽂먼 초원지리 33- 8 

활成홈~~ti인*** 
서前, 有카효뼈尙來홀ljiil;↑村子뿔{생, 但;g휘任何-PA.흥엄'f他施용 

千톨他fH•;t山빼빼;tlR!f!t立, 처村民f(]ljl훌흩ii!;↑田l.l的않I上영口井, 

홈~-↑;tDRf立•a<i•~해上효↑ane用%껴w 村民꺼照빼z.~村子 
뿔jXjfj를了솟뼈 Mt比以륨, 村民’fl;꺼i&ll•m <200年)홍tf'有hP , 찌心 

照--



음나무-두릅나무과로 효묵 일본 민주 • 중국 등에 분포하는 닝볍교목 
이다 꽃은 7∼8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한다 수피는 약용, 뿌리와 

어린잎은 식용으로사용된다. 

~~or1I-는 낯 

• 위치 ; 경기도 김모시 대꽂먼 거물대리 497 

地官빼下的힘i只木 

Mf.r , 有-↑뺑홈껴了휴했;;IlJ'.%f흥n츄~::Elli止來휠ljjXfm村주뿔MJJ• . 

#在iX뿔빼上了*'Jill: (500흉) ”·흉iX뿔正톨1Xt*출소~li ilf的적용hl훌회, 
所以他뼈下;.JllJ:i~'11>i'띤木 村民ffHIU용i&ll~셔來허 |、-훌뼈놈llli. 훌빼 

lltM上面퓨~:lt~ . 村民ff]早早뼈흩水힘후田챔f!Ullff , it융i잊뽕후~ 

b)ιF바 장눈 염1}J_ 廳훌l 
지관이십은표시목 

(음냐무) 
어느 날 지관이 강화도 전등사와 왕릉의 터를 

정하려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이곳에 

땅을 파고 음나무(500년)를 심었다. 이곳이 바로 

풍수지리상 집터를 정해주는 기점이기 때문에 

이 음나무를 터를 잡는 표시목으로 심은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한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는데 니뭇잎이 위에서부터 피면 건답 

논에 모를 일찍 내 풍년이 든다고 한다. 

Marke「 T「ee Planted by Geomance r 

A long ti me ag。t a geomancer traveled around to locate Jeon-deung 
Tem ple and a royal t。mb. Fina lly he planted this 500-year-。Id tree t。
serve as a reference p。int f。r go。d residential places. The vi llagers used 
it t。 predict the harvest for the year; if leaves grew fo。m the top, there 
w。uld be a bountiful harvest.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07 



틀뿔를 b\ιF바 장늪 염1}J_ 

깨우침을 

향나무 

Z 」

-「"i:'"

조선 초 영의정을 지낸 박신은 n냄을 수양하고자 

이 향나무(500년)를 심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학문을 닦는데 힘써서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심성이 

악하거나 어질지 못한 사람, 행동이 불미한 사람이 

이곳에서 공부하면 어질고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 

배움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학목(學木)이라 부르며 

학문을 닦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한다. 

」unipe「 T「ee of Study 
This 500-year-이d juniper tree was planted by a prime minister of the 
J。se。n Dynasty, Shin Park, wh。 had worked earnestly as a student to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t was said that even a pers。n who has 
a bad temper, lacks virtue or misbehaves can bee。medev。ted t。 study 
here. Pe。pie gathered here to study, 떼ing it a tree 。f study. 

10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항나무 - 흑백나무과로 효댁 일본 중국 • 옹글 둥에 분포하며 상록 
교목이다. 4월에 개화하고 이등해 10월에 결실하며 목재는항으로써왔다 

가구재 조각재 장식재 관상용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I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107 

敎A.'.lllt ↑흠 a<.Jt체 
뼈·￥初뼈, 앨任쨌i!ti&-~~·~fa:!HIUUt心혹下18빼씀뼈 (500흉) , 
他룰心向쏠, 文科及·· 9용\~心t뺑不正, 不18.R . 行.不1l~.A.흩18 
뿔쏠꾀톱t!1,승i'.lilt• tt之 .A. . 흘;主좋꾀 所以.A. ifl!1!.l8빼해f>l;fl;쌓* , 
!~훌 .A.'17liil양쏠f리iliilUJ此11!! .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엽교목이다 3∼4월에 

뺑i하고용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익뽕 식용 가구재 • 관상용둥으로 
쓰인다 

~~ot-11-는 녕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연 석탄리 산101 -2 

많‘~빼下的~R홈쩌 
ifi jjjj末lfllacJ:i:i?:~!tie총~t훌•!llz릅~Oi쩍ltr!lJl友~~illi1Hllf ’ 以;f
JXt뼈月 '1伴 三A썰확'1兄弟, ~빼(ltJ뼈↑朋友빼홈표Fl $~Oi릎훌, ~it; 

Ill룸e石· E央~빼빼下IZ!ltl홈 (580~). 챔上짜子, ~朋;!<앤;률륨~ . 

tJJlil~I리 . 但他’fl~!tfft不*tt固Z心, it.I'*'품上可以!Jlllt~뼈빼댐뼈 
tttf~↑·~ 

싸JJ7J--- 섯% 염"J}호 

충신이심은은행나무 

고려 말 충신 민유는 이성계가 정권을 잡자 두 

친구와 함께 초야에 묻혀 청풍명월을 벗 심아 살기로 

했다. 셋은 의형제를 맺고 두 친구는 월꽂과 통진에, 

민유는 석탄리에 은거했다. 

민유는 이 은행나무(580년)를 심고 깃발을 꽂아 

둔 채 친구들을 청해 술을 나누며 학문을 논했다. 

그러나 그는 늘 나라를 걱정하여 한양이 내려다 

보이는 국사봉에 올라 나릿일을 생각하며 울적해 

했다. 

Ginkgo Tree Planted by Loyalist 
In the late Gorye。, when Se。nggye Lee held the reins of power, Yu Mm 
decided t。 leave the g。vernment and 9。 to a remote village, Se。ktanri,

t。 live with nature. Like him, his two close friends went t。 We이g。t and 
Tongjin. Yu Min planted this 580-year-이d ginkgo tree and studied with 
his friends. But he always w。rried about the country on Guksa Peak, 
overl。。king Hanyang.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09 



틀폴. b)ιF바 상능 염1}J_ 

집안화목을기원한 

효|화나무 
옛날 조선시대 한 선비가 이곳으로 낙향했다. 

그는 고려 말 충신 민유의 후손으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물과 나무와 바람을 벗으로 삼았다. 

어느날, 선비는 양지바른 곳을 골라 집안의 회목과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며 이 회화나무(300년)를 

심었다. 

이후 선비의 가문은 자손이 번성해 21대에 

걸쳐 이 마을에 살아왔다. 후손들은 선조가 심은 

회화나무를 위하며 화목하게 지냈다고 한다. 

Pagoda T「ee for Family Harmony 
In the Joseon Dynasty, a scholar who was a descendant 。f a |。yalist
。f Go rye。, Yu Min, came here after retirement. He farmed and lived in 
harmony with the water, trees and wind. One day, he planted this 300-
year-old pagoda tree, wishing for family prosperity and harmony‘ After 
that, his family lived well here f。r 21 generati。ns. His 。ffspring l。。ked

after the pagoda tree and lived happily t。gether. 

110 이야기가있는 경기도 

회화나무 - 콩과로 효팩 중국 둥에 분포하는 낙엽교목이다‘ 7∼8월에 
개화하며 노란 염주같은 얼매는 협과로 9∼10월에 걸실한다 공원수 • 
가로수 약용 • 가구재 • 염료 등으로 쓰인다. 

~to 「 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먼 미곡리 169-7 

析~흥흩홍'og흥的빼빼 

Mfol , ----↑뼈--야代빼취生下*來flJ]g里 fl!!f;t룰•M"末뼈的않‘!?: 
jjJ빼 (l(Jf.ift, ~훌j此Z릅下田빼ti; , 以@、 *~빼木 ;!Jf!t! . 홉-天 , 

취生懶lj-~向뼈빼빼方빼下빼헤빼(300훌) 以析g흥훌~If. 훌주i해‘ 

z~ . 협生if ill!쫓, 21代흉生活흩훌훌 읍쩌‘’fl-I찌心照iii先엄빼 
下뼈;z1talil! . ~·흥엄았,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 기구재 , 관상용 

둥으로쓰인다 

*~ 0 t-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산13 

降下感댐的해 
),\fol, 村子里住.-↑完솔不l\fi.A.ilJJi빼빼훌iji固 有-天他ii<:빼앓火;g了, 

他빼>'!폼下ti홈쩌 (570年) 的종호월!llim 6염圖뼈A해ljljj他不훌19";흠iZ짜해, 
但他不l\fi , IA:afrrillitR훌쩌tl'J~예*흥.回홍영E 回훌lj ;t'. f,등他的.$효fWJl'14 

-火~-~ . ·%··他如同훨子---上lll' ilt . .훌훌;.t;z~死去7 . 

b\ιF바 장눈 염1})__ 

벌을배리는은행나무 

옛날 이 미을에 남의 말을 절대로 안듣는 고집쟁이가 

살았다. 하루는그의 집에 밸김이 떨어졌다. 고집쟁이는 

이 은행나무(570년)의 곁가지를 쳐서 멜감으로 쓰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이 나무에 해를 입히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소용없었다, 

고집쟁이는 은행나무 가지를 꺾어 집안으로 

들여갔다. 그러자 온몸에 불멍이처럼 열이 오르고 

미친사람처럼 날뛰더니 죽었다고한다. 

Ginkgo T「ee of Punishment 
A long time ago, there lived a stubb。rn man wh。 never listened to 
others. One day, he had no firew。。d left and tried to cut branches fr。m
this 570-year-。Id ginkg。 tree f。r fuel. Alth。ugh his neighb。rs str。ngly

discouraged him, he cut the branches‘ He died on the same day after 
suffering an intense fever and running ar•。und like a possessed man.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11 



h앙I J7 )-- 상능 번"'i)호 

도대감향냐무 

옛날 어느 만신이 이 향나무(200년)를 무척 

위하여 이 나무를 도대감 나무라 부르면서 나무 

아래서 큰 굿을 했다. 마을사람들도 초하루와 보름 

이면 먹과 음식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며 빌었다. 

그러면 그 집안 가세가 늘어 부유해졌다. 굿을 

할 때면 나무에 도대감 신이 올라서 기원하는 

말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구경문들은 그 영험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Dodaegam Junipe「 T「ee
A long time ag。, there was a shaman who |。ved this 200-year-。Id juniper 
tree, calling it the Dodaegam Tree and perf•。rming exorcisms under the 
tree. The villagers also prayed to the tree on the 1st and 15th of every 
month, believing that it helped them achieve wealth and success. It was 
said that eve” prayer!。 the D。daegam Tree came true. 

11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항나무 - 측백나무과로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에 분포하며 상록 
교목이다, 4월에 개화하고 이듬해 10월에 결실하며 목재는 항으로 써왔다 

기구재 조각재 징식재 관상용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45 

문곡 

道大밟혜 

M前有-↑ni1rn*t빼~i!ll~ffl (200~) . #其껴ii大앓해, MEi! 
얹뼈下없大빼 村民1(]也융효初-:fa+.n:을上**'":fa*品뿔行챙le或跳 
大빼 , i!~#K里흥t융웰뽕월are . 8용ill.않大뼈It.ti!大앓뼈용附효쩌上, 
把g몇앞i;X~쫓, Ill'.찌 titl .A.ft!l융’숭JIJ1'f':titl~앓 



느티나무 - 느룹나무과로 함경님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촉재 둥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산27(자원화센테 

소각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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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멸렐 

김모한깅신도시 
j힌깅지구) 

휴언시아2딘지 
이띠트 

췄Kf主方빼和和尙 的해 
>AM". ’호a偏iii:Btltt子里的n~훌lj~뿔없大빼, t훌훗담把11''1tH얘짜* 
的米,Q.'1!3j]li£~J]l上>Ai훌훌쩌m走i:l . 훗~ . ·*쩌 ( 120年) /ii 때出생了 

훔↑훌的光쓴, 方빼빼上~生~IU!!1t i효빼步. {뾰1f월'.4tll".*'P*!l!!trlr下뽕 

tl!t생求m. Z탑光흔消失, 方能해~JlllJ步 

b\앙., )7 }- 상능 캠.,,호 麗l
만신과스넘을붙잡은 

느티냐부 
옛날 먼 마을에 사는 만신이 이 마을에 와서 

굿을 했다. 만신은 굿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굿 았으로 받은 쌀과 음식을 머리에 이고 이 나무 

아래로지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느티나무(1 20년) 주변에 이상한 

광채가 일면서 발이 땅에 붙어 꼼짝하지 않았다. 

만신은 쌀과 음식을 나무 아래 내려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러자 얼마 후 광채가 사라지고 

발이떨어졌다고한다. 

Zelkova T「ee that T「ansfixed a Shaman and Monk 
A long time ago, a shaman came here f。r service and went back with rice 
and f。od she received in return. When she passed by this 120-year。Id

tree, she saw a sudden flash 。f light and could n。t move at all. She put 
down the rice and food and begged and pleaded. Before long, the light 
was g。ne and she c。uld pr<。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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灣를 야F바섯%염1)효 

마을을지키는 

느티나무 
300여 년 전, 밀양 박씨 선조가 마을에 터를 

잡았다. 그는 가문이 번성하고 마을의 흉조를 막아 

주기를 기원하며 이 느티나무(260년)를 심었다. 

세월이 흘러 나무는커다란고목이 되었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구렁이나 지네 따위로 사람 

들이 늘악재에 시달렸다. 그러나느티나무가자라면서 

점차 사라졌다. 또 봄에 나뭇잎이 일제히 피는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전해온다. 

Zelkova Tree that P「otects the Village 

Ab。ut 300 years ago, the Park family 。f Milyang settled in this village. 
This 260-year-이d zelk。va tree was planted by the family, c。nveying
wishes f。r family pr。sperity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which used 
to be overrun by snakes, centipedes and other foul creatures. As the 
zel~。va tree grew, the damage t。 the village decreased. It was als。 said 
that when the leaves achieved fullness at a certain p。int in spring, there 
would be a good harvest. 

11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헝리 63 

守ti'村子的얻Hi에 

-----
오모우림 
휴진냉이띠트 

300多年fol , iiPll·~~ll<J~tll定下村址륨뼈下뿔빼α60年) 以析lll!•fl•훌, 
앓ll!i!!l!!l11J . tFl流없, l*!Jt*ill古木‘ ),I.for , 村주뿔-Iii훌•11t훨웠i'il 
等갓를, 村民ff]홈不in·‘ 但**해κill듭:iX얄슷흥행훌빼消훗, 而且엄f양 
률天해빠츄퓨it톨후l않뼈i터E 



행나무 - 느릅나무과로 효H국이 원산지이며 신기흙이나 계곡에서 자라는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절실한다. 내염성에 강하며 

건축재 가구재 공원수로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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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照 〈衣훌훌i.!1. > 的指엎빼下~~찌 
),I.fol, 有-↑훌tlll!tl춰生, 他톨훌l]M!'[fn生活었困~~~··· 펴 111. 百양 
훌빼田聊t생, 但土t앤홈~. i&/;Jt훌빼, EE률빼빽뻐1용 취生fU훌照 <:&Ill 
Illt> 뤘村民ffl~f可뼈ti!!. 井i..ttt民,Cll호田I!上뼈下朴뼈(410;年)以훨웰 

liU톱~*짓. 村民씨-itl析흉후i&-itl빼下了朴해 

b)ιF바 장눈 염1}J_ 

〈농샤직설〉에따라 
A_J_으 꽤나-므 
CL. 0 I I 

옛날에 마을사람들이 가난하게 시는걸 안타깝게 

여긴 어진 선비가 있었다. 당시 백성들은 농시를 

지었지만 거친 땅에서 소출도 얼마 나지 않고 그나마 

소작료로 다뺏겼다. 

선비는 〈농사직설〉이라는 책에 따라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비바람과 수해를 막으려면 

논두렁에 맹나무(410년)를 심으라고 했다. 마을사람 

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Nettle T「ee Planted According to Nongsa-chikseol 
[Book of Ag「iculturel
A long time ag。, there ”ved a gener·。us sch。larwh。 wanted t。 help p。or
people. At that time, pe。pie were farming but their harvests were p。。r
and they had t。뻐Y high f하m rental fees. The scholar wrote a book about 
agriculture titled Nongsa-chikseol t。 teach people f하ming techn써ues. The 
book recommended planting nettle trees 。n the ridges between rice fields 
to prevent strong winds and floods. This 410-year-old tree was planted 
acco여1ngt'。 instructions set forth in tha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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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ιF싸 상% 염1}i_ 

도깨비 활터 (느티나무) 

옛날 이 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은 사창(활)을 

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유난히 도깨비가 많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주민들은 활을 쏘기 

전에 반드시 술을 부어놓고 도깨비를 달랜 뒤 쏘았 

는데, 한 도인이 느티나무(240년)를 심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이 도인이 정해준곳에 이 나무를심었더니 

도깨비가 줄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Goblin A「che「y Field 

까ie site of this tree used to be an archery field, and it was als。 where a 
large number of goblins wo비d emerge and scare pe。pie. Pe。pie used 
to offer drinks t。 the 9。blins before sh。。ting. One day, an ascetic said 
that planting this tree would res。Ive the pr'。blem . After planting this 
240-year-。Id tree, n。 m。re 9。b”ns emerged and the village regained its 
peace. 

11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t-1l-는 녕 

• 위치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골리 302-1 

鬼射節t止

MW! . iXll빼所훌빼~·Jj훌훌’**@ (빼) 的뼈方 但iX훌rmtt훌*↑흥 , 
~톨出來PfA. . 홈~m흩--뼈Z.Wf-:EJ(~~빼上;륨llJtPJH\ . 릅果-~ilA. 

*쩌!ltflll上---셔 (240年) ~ilt.7 . ft~’I〕’I훈ilA.li:Etiti~•上빼7iX 
.빼, 之톱!11.Jl!Jl앞少了, 村훌I훌빼回훌수.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 「11-는 냥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983 

t읍 tll.布女下的ili'.;f. 

---닝‘ ~ "l:~ 

-- -(} , 
J.~ 
~-' 
~> ----

i&룰흙훌朱IUI- :~훌훌뿔lElll:흩村해옳生fl(].↑ • • 흡-↑a人흩톰上 

빼上;zi.1t빼 (460年) 빼빼皮P1!DIP1!DI~布, 但布ifilt~륭ft去世了, 村

R’nu;찌;zi.~여흡-.. jljl;!_fl(J力.’ 可以옳웰갖*&, 꺾~*셰i률, 所以fl!

~椰용milt졸 日쌓IT~*! 

b )blvJ )7 )-- 상능 염1}J_ 廳훌l 
베짜던여인에게 

LH린 저추 (느티냐무) 
옛날 신안 주씨가 이곳에 처음 터를 잡고 미을을 

이루었을 때 일이다. 어떤 아낙이 이 느티나무(460년) 

껍질을허리에 대고짤까닥짤각베를 왔다. 그런데 

그만 베를 다 짜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나무에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어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옹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해마다좋은날을골라제시를 

지내며 나무를 위했다고 한다. 

Curse on a Weaving Woman 
When the Joo family of Shi nan moved here and established a vi”age, 
a w。man died while weaving cl。th with the bark 。f this 460-year-이d 
zelk。va tree. After that, pe。pie believed the tree had miracul。us p。wers 
and c。uld prevent disasters while bringing 9。(찌 f。rtune to the village. 
They held a ritual for the tree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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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뿔를 야F바장눈염1)J_ 

피난민이심은느티냐무 

옛날 병자호란 당시 한 무리의 백성들이 이 

마을로 피난을 왔다. 피난민들은 오랑캐의 노략질에 

식구들과 가산을 잃고는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나무를 심자고 했다. 

피난민들은 산에 올라 느티나무(510년) 두 그루를 

캐서 오랑캐로부터 마을을 보호해달라고 염원하며 

이곳에 심었다. 이후 느티나무는 자라면서 한 몸으로 

붙었는데 현재는 하나의 뿌리에 두 갈래다. 

Zelkova Tree Planted by Refugees 

During the Manchu War of 1936, a group of pe。pie came here t。 escape 
the fighting. They suffered incredible grief, having lost their family 
members and their belongings. Then, at the suggestion of an 。Id man, 
they planted tw。 zelkova trees, c。nveying wishes for protection fr。m
invaders. Eventually, these two trees merged int。 。ne. Now the 510-
year-이d tree has 。ne r。。t andtw。 trunks. 

12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채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1i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먼 진우리 707 

避維m빼下的t이 
쩍子뼈동t;효호엌 111 . -합百양훌IJJZIUI子뿔il!Ml. 훌民m1회 :'-JN!Aaci lf 

빼失去7i:A'°Mi"' . '6λ**·之中. lZ히-{立훌Alli$(뼈쩌 옳民’(]上 
山앨了뼈빼**뼈 (510年) .빼흩了lZ↑it!!方, 析m~lf~용佑村子흥풀뼈A 

ff tt‘ zJi;iJZifii.1¥~찌*Mt7-i*’ ~흩룰-ti뼈호‘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닉업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 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기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I> 「1 I-는 1i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언 유정리 686 

~Q홈험-起成*的힘 
Mlfof . 휴-↑3c.A.~~~홈減11!!~••-w홈i!F . 휠-天女.A.ill홈햄前供 
--흩흥, 를훌IJJUt흩훌쩔山山빼下빼홈야~~'*'1111!뽀, fl흩홈ilF종illfl!l7 
-짜**해 (1 60年)l!f!!'I'홈함 !*!Jilt톨illl홈iV'-~.6ltκ빼쩌-*￥, 훌.石 

!ll:!!tftm:tt生*· Milt以탑, 村民lrlft처ffl:ii!ll:-~빼훌뼈처ffliZlll*쩌, 

井'1之$lt~He

b\앙/)7 t- 섯능 볍.,,호 

부처와함께크는 

느티냐우 
옛날 한 여인이 석불좌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어느날여인이 부처님 앞에 연꽃공양을하러 갔는데, 

대화산 자락에 홀로 있는 부처님이 안쓰러웠다. 

여인은 부처님이 쓸쓸하지 않게 그 옆에 느티나무 

(160년)를 심 었다. 

나라를 걱정하여 느티나무는 부처님과 함께 

크는 나무처럼 석불죄장을 바라보며 잘 자랐다, 

이후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석불만큼이나 신성시 
하여 제를 지내며 위했다고 한다. 

Zelkova T「ee Accompanies Statue of Buddha 
A long time ago, a woman served a seated stone statue 。f Buddha‘ One 
day, she went to present a |。tus fl。wer to the statue and felt the Buddha 
w。uld be lonely. s。 she planted this 160-year-old zelk。va tree next to 
the statue. The tree grew well, and the villagers |。oked after the tree as 
they did the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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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ιF바 상능 염1}J_ 

정승이심은측백냐무 

조선시대 박 정승이라는 사람이 산수와 지리가 

좋은 곳을 찾아 방방곡곡 헤매다 이곳에 정착했다. 

그는 아흔아홉 칸 집을 짓고 청풍명월을 벗심아 시를 

융고마음을수양했다. 

그후박정승이 떠나면서 집 뒤에다먹판을묻고 

측백나무(310년) 세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그루만 남아 있다 아흔아홉 칸 집도 이제는 없어 

지고 모퉁이에 있던 서른 칸짜리 한 채만 남았다. 

O「iental A「bo「vitae T「ee Planted by Ministe「
In the 」。seon Dynasty, Minister Park established this village after seeking 
a l。cation with excellent scenery and geographic conditi。ns. He built 
a h。use with 99 r。。ms, and e미oyed nature t。gether with poems and 
meditati。n After he left, it was said that a rice b。wl was buried and three 
。riental arborvitae trees were planted in the backyard. N。w, however, 
。nly this 310-year-。Id tree remains; the 99-r。。m h。use is g。ne,and 。nly

a block with 33 r。。ms remains. 

12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혹백나무-측백나무과로 효벅 · 중국등에 분포하며 상록교목이다. 4월에 
개화하고 9∼10월에 결실하며, 잎과 열매는 한악새로 사용하고 수형이 

아름다워 관상용 생울타리로쓰인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종연 삼성리 295-27 

영당호 

政~빼下的1Jl1J#f 
l얘•1t.t~有-{효姓朴(!(].A. 훌l]j(t류tiliil*~(l(Jil!!方, •F.itEi!뿔定홈 

他117九+九1‘히房, 以;;J/iil뼈月 '1f!j! , f1'i\l.i희----*性 之듭, 사a 
iEJg*j!뿔it.I, 把흙IU훌훌F.i'-융, 뼈下7三 •• 。" IB (310흉), 但톨웰효 

R휴活.---, 九+九때房也E消失, 只멈下楊훔lit-~三+|히뼈房子 



*~ol-1 ... 는 낯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종연 검천리 444-2 

닝한깅 

”----

孝子文효i新탑代的孝子陣 
뼈tf3\:fi<i!1 • • 혈---음뼈'1흥11$()文1111-훌훌子룰 文톨il$(J~m룰 
文효뼈, 此A也훌훌훌Z.A . Ill좋출世륨11!!흩iX훌풍홈뼈주휴훌三풍‘ 

휴-;~‘ 훌~lZ↑村주뿔행흉$(JfllfitMa他빼훌心SM. 효下了 “끼홈훌子” 

빼木빠, 此탑, 村子~-Itll安수, 

b\ιF바 장눈 염1}J_ 

효자문익점후손의 

효자비 (문창문) 

‘ ‘ . 
• 
、

조선 헌종 때, 효행이 뛰어난 문창문에게 이 

효자비를 상으로 내렸다. 

문창문의 선조는 문익점으로 그의 효성 또한 

남다르게 지극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 곁에 

움막을 짓고 삼 년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이 때 미을에 

노략질을 하러 온 왜구가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효자를 해치지 말라〉는 나무 표지를 세워놓고 

돌아갔다. 그 덕분에 마을이 내내 평안하였다고 한다. 

Statue of Filial Son Bestowed on Descendants of lkjeom 

In the J。se。n Dynasty, King He。njong best。wed a statue 。f the filial s。n
。n Changm。on M。on . His ancest。r, lkjeom M。on, was well kn。wn for 
devotion t。 his parents. He stayed next t。 his mother's grave for 3 years 
after her death‘ At that time, Japanese invaders coming into the village 
were touched by his devoti。n and p。sted a sign saying ’D。 not harm the 
dev。ted son:’As a result, the village could remain safely.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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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쫓. b\앙') )7 )-- 상능 펀.,,호 

도인의 예언 (느티나무) 

옛날 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고 괴질이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어느 겨울날, 허름한 옷차림의 

한 도인이 마을 앞을 지나가며 이 동네산세를 보니 

구봉산의 정기에 경수산이 밀리는 형세로 좋지 않은 

일이 많겠다며 나무 한 그루를 주고 갔다. 

마을사람들이 이 느티나무(400년)를 마을 앞에 

정성껏 심고 가꾸었더니 마을에 가뭄과 질병이 없어 

지고 회복하게 잘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An Ascetic's P「ophecy
A long time ago, many villagers were dying 。f unknown disease and 
severe dr。ught. One winter day, a ragged ascetic came and gave a 
tree t。 the village, saying the shape 。f the village w。uld cause many 
misf,。rtunes. As the villagers carefully |。。ked after this 4αl-year-old tree, 
dr,。ught and disease were eliminated. 

12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님도 이남에 자생하며 닥엽교복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보개언 북가현리 1126 

i훌 .A. till J9i름 
111久以Jlil, iU!村子iU!!l"'a주톨, 1l.:.lt호.흩L ill 훌 A困此훌융 

혹-~흥天, -位«~t!Cl!Hl~ilAM村子엄;:!, •ffl!Z뿔的山~z륨, 
\JUI*山훌九 •• 山tl<J.. ~ffi 1뼈, 所以훌出不좀之.’ **월村民if]빼下了 

---해 村民,fll@!Zll.. ~에 (400年)빼흩村口, 찌心!!II~. z~후것뼈훗 
흙힘Ii엠훗了, 村~ffl i뼈i훌!Mb u上了수•ti<i호홉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t-1r는 낯 

• 위치 경기도 안성시 금광언 현곡리 189-1 

b)ι}-7) 7 }- 장눈 염1}J_ 權를 
냐무굴로피난간 

샤람들 (느티나무) 
옛날에 마을주민 한 사람이 배를 만들겠다며 이 

느티나무(550년)를 베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짧@원양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이 느티 

상륙동 

. ~ 상륙동 
01율회관 

用빼洞避維的A.in 
!l久以J!OJ , 有-↑村民!:f! li):下l!lll¥뼈 (550年)用果**% 갖·*명씨를뼈, 
下월빼;흥大r.li. 뺑릎값l!ll~예빼村民iDJ11tti월 iii死t 而.IL l!ll빼 
il'JI훌!II흡-↑大洞, 훌훌固뼈총111 . t-t~m • 111;x뿔훌짧, 所以iXll~

훌훌:ti휴?빼* 

나무를 베려던 사람은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또한, 이 나무 밑동이 동굴처럼 비어 있어 한국 

전쟁 당시 마을사람들이 그 속으로 피신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미을을 지켜주는 수호신목으로 여기고 있다. 

Escaping Wa「 in a Tree Hollow 
A l。ng timeagα a villager tried t。 cut down this zelk。va tree for w。。d
t。 build a ship‘ Suddenly, it poured rain with thunder and lightning, 
killing the man. This 550-year-。ld zelk。va tree has an。ther st。ry. During 
the Korean War, pe。pie survived the war by hiding in a hollow under the 
tree. 깨e villagers treat the tree as their guardian.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27 



틀풀. b)양'))7)-- 상능 펀.,,호 

신이보호하는 

느티냐무 
옛날 배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무를 구하러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이 마을에 이르렀다. 이 마을 

에는 느티나위350년)가 여러 그루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난히 굵고 곧게 뻗은 이 나무가 마음에 들어 베어 

냈다. 그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서 그사람에게 큰회를 입혔다. 

이후 남은 밑동의 뿌리가 뻗어 두 개의 움이 

솟아나 자랐는데 바로 이 나무라고 한다. 

Zelkova T「ee P「otected by God 
A long time ago, a shipbuilder who was traveling across the c。untry to 
find good wo。d t。 build a ship arrived this village. Of the many zell'<。va
trees here, he liked this thick and straight tree, and cut it d。wn. Suddenly, 
it poured rain with thunder and lightning, and he was seriously injured. 
Later, fr。m a remaining root, two spr。uts grew. They became this 350-
year-old tree. 

12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늬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f-는 낯 

• 위치 경기도 안성시 금굉면 현곡리 243 

싱륙흥 

빼保佑的쩌 

il'fl'-1g"'‘ 

“--

以n有↑ilOlHlti工lilflmtt•~mtiti木흥, 有-天他果훌ljj&↑村子里 

村里子有好凡짜쌓빼 (350후) , 흉뿌有-빼*lf~흉lJIJll:i:. Ili\'.'11/~IJtii' 

;f:if값7下$ i&llt훗**톨명효ba . 下월빼효大南, 工Ii\'.댐 l比ii了大뼈. 

z~ . M’애下的해빼中쏘벼illi1' fii3f , *1£了쩌흩tltii&야혐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할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I> 「1 I-는 넣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755 

입 
인싱호댈수 

측송쥬숭t이的f흥 i.!t 

밀벌렐 

나01테 
레스토링 

古111有-↑A효뿔쩌 (450年)下흉狗, 之틈fl빼了-빼不知名的病~f1* 

不월 有-↑方빼뺑iι표**얘下한大빼i式it能좀有했 흥,A.iJ來方빼엉t 

大빼듭, ~~1',A.果.病~ . M.1比以~. 村民m每훌lj正R十四했승홍行흉 

ff!析훌-年후i&fll延年효훌 JX1'빼t!l.P4 혐양빼, 훨ilt흩j;IJ~Ei:有1'iil 

iJl쩌 

b)ι1=-1) 7 }-- 상눈 염1}J_ 

할아버지냐무의전설 

(느티나무) 
옛날 어떤 사람이 느티나무(450년) 밑에서 개를 

잡았다. 그 뒤 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는데, 어느 만신이 나무 아래에서 굿을 해보라고 

했다. 식구들이 만신을 불러 굿을 하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정월 열나흩 날 모여 한 해의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이 나무는 

할아버지 나무로 부르는데 할머니 나무도 어딘가에 

있다고 전해옹다. 

Legend of a G「andfather Tree 

A |。ng time ago, a man who killed a d。g under this 450-year-。Id zelkova 
tree became sick for an unknown reason. Upon the rec。mmendati。n
。f a shaman, his family perf。rmed an ex。rcism, which cured his illness. 
After that, the villagers held a ritual to the tree f。r good harvests and 
longevity with。ut illness every 」anua” 14 of the lunar calendar. This tree 
is called the Grandfather Tree. A Grandm。ther Tree is also said t。 exist.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29 



틀쫓훌 b)ιF바 장눈 염1}J_ 

매남마을수호신목 

(느티냐무) 
옛날 마을 앞산에 커다란 느티나무(270년)가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주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이 느티나무를 베어왔다. 얼마 후 그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뒤이어 

식구틀마저 하나둘 앓아늄더니 끝내 죽었다. 

이후 주민들은 마을 기운데 있는 이 느티나무를 

마을의 액운과 재난을 막아주는 수호신목으로 삼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고 한다. 

Gua「dian Tree in Maenam Village 
A |。ng time ago, a large 270-year-old zelk。va tree was located in fr。nt
。f a mountain. One day, a villager wh。 cut a branch from the tree was 
f。und dead after suffering from an unkn。wn disease f。r several days. 
The man’s entire family died shortly afterward. After that, the villagers 
treated the zelk。va tree in the center 。f village as a guardian, and held 
rituals to c。nvey wishes for the peace and pr,。sperity of the village. 

13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는 녕 

• 위치 경기도 안성시 금굉면 옥정리 706 

*흉南村守fN빼빼 
tli久以f.I , **주f.J面빼山上휴-빼~~:t;ft찾的!¥lilt (270흥) 有-天,

-↑ti!\\上山값훌, 값下了Jt!;짜빼빼빼****며흥里 ilti:t~ 久, ltl1'A. 
tUl~째쯤출世7 ftl!(lt)i1tJ...1Mll!IW홈•j!•t: . 룸民lfl!!ll'!!it!ltt 

주中央빼ltllti¥뼈• '-i옳웰/[j효"1:R•(lt)양jf빼빼, 뿔行fll*I! . mi. 
**주平훌 



을나무 - 두릅나무과로 한국 , 일본 , 만주 중국 등에 분포하는 

낙엽교목이다. 꽃은 7∼8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한다 수피는 약용, 

뿌리와 어린잎은 식용으로 사용된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미앙면 용두리 202-4 

훌f走용鬼和f통病的해 
iR久以fir , ;g↑村주뿔·~7ftl/.l흙, ififPPlil有A生홈 村民,nm

훌L↑·↑a . A心’률뱉, iXll<t-位llAJlli:!tt주, 훌i깐村民’fl흩iXIUJilt 
(240훌)下흘上¥!ttt뼈析빼 村民if]按照大뻐빼i종析빼之듭, f좋짧홈JI 

뼈i엠失 Aln월l*iXtf빼~~-훌앓, ”!~~'1빼훌z'li 

b)bf바 장눈 염.,,i- 廳뀔l 
잡귀와질병을 

막는음냐무 
옛날 이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집집마다 병자들이 

넘쳐났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인심은 

더욱 흉흉해져갔다. 그때 어느 스님이 마을을 지나 

다가 이 음나무(240년)에 새끼를 걸어놓고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라고 일러주었다. 

마을사람들이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병이 

낫고 돌림병이 사라졌다. 이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영험한 나무라 하여 더욱 신성시하며 위했다고 한다. 

Kalopanax T「ee that Counte「ed Evil Spirits and Disease 
A |。ng time ago, the village suffered from a contagious disease and 
many people were sick. While the villagers grew desperate and |。st
h。pe, a monk advised them t。 hang a straw r。pe on this 240-year-。Id

tree and to circle around the tr<앉 and pray. After the v’”agers followed 
his advice, the sick pe。pie recovered and there was no more disease. 
Since then, pe。pie have treated this tree as a miracul。us tree and cared 
f。rit.

이야기가있는 경기도 131 



틀쫓. b)bf/)7}- 장눈 멈1}J_ 

액운을물리친 
요해나口 
」 。 .-「

옛날 이 마을에는 가뭄과 수해, 구렁이 따위의 

액운이 자주 닥쳤다. 이 마을에 사는 파평 윤씨 시조 

15대 손인 윤곤은 액운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그1자 이 은행나무 (350년)를 심었다. 

이 나무는 150여년 전 벼락을 맞아 몸체는 타서 

죽고 곁가지 두 개만 남았는데, 갖은 용파를 겪으면 

서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목이라고 여기며 정성껏 돌보았다고 

한다. 

Ginkgo Tree that Eliminated Misfortune 
A long time ago, this v”lage suffered many misf,。rtunes, including 
dr,。ughts, fl。。ds and snakes. This 350-year-。Id ginkgo tree was planted 
by vi”ager G。n Y。on with a wish for peace and safety. 까1e b。dy 。f the 
tree was destroyed by a lightning strike and 。nly two small branches 
were left, which grew well despite many challenges. The villagers 
devoutly treat the tree as their guardian. 

13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 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대덕연 삼한리 103 

~훌!ffii흐的tit홈*처 
’R久以Jill , Jg~村주뿔용~·~룰갖、 *:ik:~•~m흉的갖흠 住흩村뿔 
~뼈平尹EHM!!~흥15代F.iJI~尹~;Ii~출li?:iiL :ffi빼安수, 빠下Jg짜ti 
홈빼(350年) JZ!l뼈흩150.!i'Jllf困:ilSffi . 主千훌흙死, .Rl,下뼈↑총호, 

IM종lxUlfJJ ?.-li호용f흥용 居民’fl~iZlllill•:!IJ휴11'빼木, 빼心!!Ull . 



용나무-두릅나무과로 효택 일본 만주 중국등에 운포하는 닥엽교목 

이다 꽃은 7∼8월에 개화하고 10월에 절실한다. 수띠는 약용, 뿌리와 
어린잎은식용으로사용된다 

~~o 「11-는 녕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렁리 710 

ii受雷없而不死的햄 
400多~lltr. iJl!ll숲~~;t;milJ此定居 ft!!흩村口함下휠~itt (250흉) 析빼 

村子fti'~91.fftt . ;g~*찌*~~好, 不i1有-天困'3iHJ톨iii被*%,. 
-￥, 但iJtfJl:M死 , 표今αilli'UI . A.fnWilJiXll뼈흥---之릅1!!.~~ 
웰II!!~;폼下흉, ffiUt'-1빼빼, 휠j此析빼il<I훌훌쩌‘ •• κ*￥ 

b\앙"'}17 }- %능 펀.,,호 

닙~ 2.I-도L 디 I- -;J r:;: 
I 를 A-‘--‘-

AAI 。.。 드나口 
..,.. I L.Vτr I 

400여 년 전, 언양 김씨 선조가 이 마을에 터를 

잡았다 그는 미을 입구에 음나무(250년)를 심으며 

마을에 잡귀의 침범을 막아달라고 기원했다 이후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 절반이 타버렸는데 나무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다. 

사람들은 벼락을 맞고도 죽지 않은 나무라 하여 

신목으로 여기며 가정의 행복과 무병장수를 빌었 

다고한다. 

Kalopanax T「ee that Su 「vived Lightning 
About 400 years ag。, the Kim family 。f Eonyang established this 
village. 까iis 250-year-이d tree was planted by the family with a wish for 
pr。teeti。n from evil spirits. The tree grew well. One day, the tree was 
struck by lightning and half 。f it was burned. But the tree still survives. 
까1e v川agers treat the immortal tree as divine and convey wishes t。 it for 
family happiness and longevity without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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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1ιF바 장늦 염1}J_ 

서낭당느티나무 

옛날 진주 강씨 선조가 이 마을 산 밑에 처음 

터를 잡았다. 그는 자손의 번성과 마을의 번창을 

기원하며 마을입구에 이 나무(280년)를심었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목 

으로 삼았다. 나무 옆에 서낭당을 짓고 칠월 백중 

날과 가을 추수가 끝나면 추수 감사제를 올리며 

미을의 안녕과 평안을 빌었다. 지금은 서낭당은 없어 

지고터만남아있다. 

Zelkova Tree of Village Shrine 
A long time ago, the Kang family 。f Jinju settled d。wn in this village at 
the foot 。fa mountain. This 280-year-old tree was planted by the family, 
wishing for family and village prosperπy Later, the villagers treated it 
as a guardian tree and built a village shrine next to it. Every July 15 of 
the lunar calendar, a ritual of thanks f。r the harvest was held t。 c。nvey

wishes f。r the peace and prosperity 。f the vi”age. T。day, the shrine n。
longer exists, and 。nly the site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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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님도 이닝메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 건촉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i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앙성먼 산정리 290-2 

城R훌쏠혐해 

ii久以fol, 룰’”•i£titi~~UM:*此lE룸 他흩<Ft口빼下i&lllf빼 (280흉) 
析빼子it~llHI . **子.훌 릅來, ft!\\’fll@i&lf빼•"11'ftf'빼뼈, **흩 

빼총itl훌了↑빼--- --훌IH:~百it> 日했f*i&t흩흥릅빠융*行g얘fil*!, 
析求平훗 Jul4- ’ ., •• 已용써흥, RI씨下IBllt.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님도 이님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 ~I>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210-4 

가정어리풀 

--井빼下的*흥해 
J,l..fol , 껴-↑빼홈lJtJX↑村子1l-ffl, Jul~ff村주뿔12M.t승t!m!껏흉, 

所以R야아用村子#! l'UJ:fftl 1J、. 릅홍휴-~村뿔iHI주 • . 山.뼈小 
.주뼈, fH\!.ffl;ε7뼈솥빼i훌, 훌村子뿔훤7-口井 但M.1比以릅不Iii 

t!l웰짚훨, tt!~ ffl R好把;:g 口#ll死了 , **빼上了iS!tl*뼈 (550훌) 

此탑앞故훌흙빼훗, 村주요흉I了平--

b \ιF바 섯눈 염1})__ 

우물을메우고심은 

느티나무 
옛날 어느 지관이 이 마을은 배가 가는 형상이라 

미을 안에 우물을 파면 재앙이 있을 것이니 모퉁이에 

있는 옹달샘을 이용하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닥쳐 산모퉁이에 있는옹달생이 말라버렸다. 

미을사람들은지관의 말을 잊고 마을 안에 우물을 

왔는데 그 후 마을에 잦은 변고가 일어나자 우물을 

메우고 이 나무(550년)를 심 었다. 그러자 차츰 

변고가 없어지고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 

Zelkova Tree Planted after Well Filled 

A long time ag。, age。mancer advised the villagers t。 use the water from 
a spring in the c。rner 。f the village instead 。f digging a well within the 
vil lage s。 as t。 avert disaster. Within a year, there was a severe dr'。ught
and the spring water ran dry. The villagers who f。rg。t the geomancer's 
advκe dug a well in the village. But after d이ng s。, the vi”age suffer어 a 
number 。fmisfi。rtunes. Later, they에led in the well and planted this 550-
year-。Id tree. There were no more misfortunes and they lived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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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ιF바 섯능 염1}J_ 

아들낳게해춘 
요해L~묘 
L. 0 I I 

옛날에 한양 사는 어떤 사람이 딸만 셋을 낳았다. 

그 사람은 아들 낳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연히 이 

은행나무(700년)에 찾아와 정성을 다해 제를 지낸 

뒤아들을낳았다. 

또 이 나무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웅웅∼ 

울어서 나쁜 징조를 미리 알려주었다.그 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수호신목으로 여겨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히는 제를 지냈다고 한다. 

Ginkgo T「ee G「ants a Son 
A |。ng time ag。, there was a family that had three daughters only. By 
chance, they came to this 700-year-이d ginkgo tree and held a ritual, 
wishing f。r a son. The wife became pregnant and delivered a 5。n. Als。,

this tree w。uld warn 。f some terrible events by making a buzzing sound. 
Later, the villagers held rituals f。r the tree and c。nveyed wishes f。r

peace and 9。。d harvests, treating it as a guardia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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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닝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 약용 ‘ 식용 • 가구재 •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 ... 는 1i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633 

a나
 때
 뾰
 

----를류시잉 

~子之해 
j~久以JIOT, 11흩ill뼈빼-?A.•호下了三↑j(JL , 所以iX•A.fltlfUI룰 

얀호↑JL子 他’”’lll~ tl!훌ljjg !J1ft홈쩌 (700흉) , 쌓行!JHeJlill析빼, 

g훌훌-~JR. 호下-子 而且, 훌iHl•~生大.’ iS!flill椰용---
哭i立, R홈ll!i~E.tt~m훌흉'il'f!P빼빼, 월l'r"'iet!Tl!村子웃수뼈후l&.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 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t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원곡언 지문리 598-8 

/,-

i흘A빼i쏠的*흥해 
Ill久以Jill , 村주里;iJlr !T.lf*~no•흩L 村民~!ll死去 ,.位il:A챔,함llL 

因 '-1村子形ti:~~'*'↑윷륨, ::tm웠mx율, --훌빼-IU셔來''ff?村子, # · 
i!7ll!>짜뿔뼈 (200lf.). 村民,(ljl".ll!;ll뼈뼈흩ll!;里, 쩌心WI? . ~~외에뼈 

i빠훗, 村子흉I平,. M.1比以~ . 村民’fHA ;껴ll!;아쩌可以!iii!走mi흐, 1f 
¥!Tf1He~;1t 1Jt• '11'해. 

b\ιf/)7 }- %눈 염1}J_ 禮를 
도인이선샤한 

느티나무 
옛날 이 마을에 홍역과 괴질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어느 도인이 미을 형상이 괴이하게 생겨 

액운이 끼었으니 마을을 수호할 나무가 필요하다면서 

이 느티나무 (200년)를 선사했다. 

마을사람들이 이곳에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자 차츰 마을의 질병이 없어지고 명온을 되찾 

았다. 이후 주민들은 이 나무가 마을의 액운을 

없애주는 신목이라 하여 제를 올렸다고 한다, 

An Ascetic ’s Gift, the Zelkova T「ee

A long time ago, many people died 。f measles and unkn。wn diseases 
in this village. An ascetic came and gave them this 200-year-old zelk。va
tree to protect the village, saying the village was shaped oddly. As the 
villagers dev。utly looked after the tree, disease was eliminated and the 
village regained peace. After that, the villagers held rituals, treating it as 
a divine tree that could drive out misf1。rt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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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삐 

곡식을잘자라게하는 

느티나무 
옛날 박우콕이라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기름진 

땅을 찾아 새로 살 곳을 고르던 중 이 마을을 지나 

가게되었다 박우곡은지친다리를쉬고자느티나무 

(500년)를찾았는데 나무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헌데 신기한 것이 나무 주위 논밭은 가물지 않고 

곡식이 잘 자랐다. 박우곡은 ‘이곳이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하고 터를 잡아 살면서 마을 이름을 

새터 라고하였다. 

Zelkova Tree that Helps C「ops G「ow
A long time ago, a p。。r man named w。ogok Park wh。 was looking f。r
a new place t。 live passed by this village. While resting under this 500-
year-old zelkova tree, he saw a white fume released from the tree. He 
also realized that the crops ar。und the tree were go。d . He decided to 
live there and named it Saete。 (new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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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713- 2 

축회초등회쿄 

대회 

햄助未~EH±成*的해 
Mr.J , 휴-↑R4.~i!!~的.A.~~-it잊 , 1! tl!-!1<Jlll!i7ill!J土빼•ii훨흥. 

흙-天他엎l:ii&↑村주, 十分훌z: . fli':Ei&lll*뼈 (500.!l') 下休.’ • 
”i~예上.出白뼈, J!jlfllltll!J~톨/ill훨빼田뼈沒혐千 • • 且읍~*!1}!01' 
·~ i!! ~Bi上決~. lit “)j來i&뿔f.t룰쩔훌호活的빼方1111 ”, 之~fl슐룸 
fill&뿔, ~;!IJ村주~名;!!Jflilll: .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닝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삼죽언 미장리 502-2 

옳大水;뿌u來的힌용해 
•iiil末뼈~-~I天, l&1'村주뿔:.!/:大* 有-天, A.!llilHiitl~를水찢, 

를윷!J-ll-ts흥빼빼被흩~행起倒l'f岩E上 他ffllf슴力뾰쩌흉웬到7 
村子λ口~. 之듭, 有↑A困·~i&ll쩌셈117딩~빼률주Ille!~여흉값엠, 

zr.ilfil훌7不뼈火갖, *윗훗,.. • . 因此村民’fl앤l&흙뼈 (250~) 훌껴휴 

’P빼木 

t>'ιF바 상눈 염1};L 

큰장마에떠LH려온 

느티나무 
고려 말어느해 여름, 이 마을에 큰장마가졌다. 

하루는 사람들이 강가로 물 구경을 나왔는데 아름 

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위에 걸쳐 있었다. 

주민들은힘을모아거두어 마을 입구에 심었다. 

이후 어떤 사람이 집에 그늘이 진다고 나뭇가지를 

쳐냈더니 그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250년)를 수호 

신목으로 여겼디고 한다. 

Zelkova T「ee that A「rived Du「ing Heavy Rain 
In the late Gorye。 Dynasty, there was a summer with constant heavy 
rain. One day, pe。pie went out to a stream and found a big tree with the 
r。ot stuck between r。cks. They planted it at the village entrance. Later, a 
man who cut some branches fr.。m the tree that were casting a shadow 
。n his h。use had an unexplained fire at his h。use that caused massive 
damage. After that, the villagers treated this 250-year-이d tree as a 
guardia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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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ιF바상눈염1}J_ 

샤과처럼아름다운원초 

돌배나무 (추|앙네) 
이 나무(190년)는 산돌배나무 변종으로 햇빛이 

닿는곳이 붉은색을 띠어 마치 붉게 익은 사과같이 

매우 아름답다 서리기- 오고 난 뒤 맛이 좋으며 과거 

임금님 수핫상에 올라갔다고 한다. 

배꽃이 만개히는 해에는 배 농사 풍년이 들었다 

하여 매년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지금도 안성 과수농협 주관 

으로 신고배 수확 풍년을 기원히는 제를 지내고 있다. 

O「iginal Wild Pear T「ee as Beautiful as an Apple Tree 
This 190-year-old tree Is a variety of the Sandol pear tree. As the pear 
turns red through sun exp。sure, it becomes as beautiful as an apple‘ 

까1e taste is the best just after fr。st, and it was served at the king's table. 
Rich bloss。ms predict 9。od crops that year. On eve” January 15 of the 
lunar calendar, the villagers held a ritual t。 c。nvey wishes for |。ngevity
with。ut illness and 9。。d harvests. The ritual is still held during the 
initiation cerem。nies of the Anse。ng Fruit Tree Agriculture Ass。ci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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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배나무 - 장미과로 전국의 인가 및 산지에서 자라나는 닉볍휠엽소교목 

이다 꽃은 4∼5월 개화하며 열매는 둥글고 8∼10월에 황색으로 익으며 

햇볕이 닿는곳은붉은빛이 든다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32(고삼저수지) 

{양풀果-*￥美fiN的元組3월힘 
;g싸쩌(’ 90年)룰沙월해的훌뼈, 뼈~照’에~ltt方톨tl色 , 如同뺑i!~ 

3흩果 , ~~~好•. 톨tJ/i'i:lt;li可口 , .룰댐王al빼졸品 엉용iJI. . 횟~!ill 

*f.I'.햇示u”-~융후l않 困此-~~正.El+죠, 村뿔힘l융홍行~~. 
=llif.llflUfκ훌, 후~有*, 중今, e윷-·해:txl카~主~r-m•li'흉~ . 
以析iHiili~~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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壘훨l b\ιF바 상늪 염1}i_ 

향교의수호목 

(은행나무) 
조선 태조 5년, 이곳에 향교를 세우고 경관을 꾸밀 

때 일이다. 한 지관이 이곳은 거북이 형상으로 

생산을 의미하며 땅의 기운을 꿀어들이고 북돋아 

주는 명당자리라며, 이곳에 은행나무(500년)를 심으 

라고했다. 

사람들은 지관의 말에 따라 향교 정문 맞은편에 

이 은행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는 수나무로 향교 

주변에 암나무 네 그루를 거느리고 있는 향교의 

수호목이다. 

Guardian Tree in Hyanggyo !Confucian temple and school) 
The 5th year 。f the first king 。f J。se。n Dynasty was when the hyanggy。
was constructed and landscaped. A geomancer suggested planting 
ginkg。 trees in places he pointed out as having good feng shui. People 
foll。wed this suggestion‘ This 500-year-。Id male ginkg。 tree is a 
guardian 。f the hyanggy。, and has f。ur female trees nearby. 

14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신지이며 닝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 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 약용 ’ 식용 , 가구재 •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227-1이광주항교) 

多校的守ti'木

농협 

-- 신.____ 

jg룰1얘'*太짧5~tfiZ뿔ll立~~. 布··~111용호빼.삐, 휴-{立11!! 

홈ll!iZ↑뼈方훌훌**, a'.l~F . 톨可以i.&~11!!之빼il'tl<J~J.1!! . E'iil훌 
훌훌""!ltl홈빼 (500~). 村民ff],뼈•11!!官tl<Jl훌훌~~표n처面빼7얘홈빼 

iZ!l~임룰l.l뼈, 뿜91•~校뻐111 ~4!ltl.뼈, 훌此11!!~휴앤木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줌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악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11-는 낯 

• 위치 경기도 하남시 항동 127-2 

f主훌*耳용的뾰的.체 
ill久以J!tr , 했re;흥il中的-{立좋A.~7'11-~훌용, 뼈止村子tit.Jm:i흐, 빼下 

i!IUR홈 (840年) 因~jg빠쩌_tf호•-;Tt*耳싸tit.Ji!! , 所以얘jg짜찌훌 
'1빼木 홉띔.l:!t•ll~zl!tr. Ut홉쩌用哭i효뺏示7~딩흥:jlf버 i.!i!'.11'.故 ~今,

옷~f'CiJiltEt-1뿔흥行!Mf!l!M, 용!l!!i!i.뼈上tlt.JtR홈흥흩흉!;;之上, H:• 
用윷tR홈 •• 뽕tltJ했똥牛4l~홍훌iS 

b \ιF바 상누 염1)J_ 

구| 달린 뱀이 살던 
.2...uHL~ 口
」 。 .-「

옛날 정씨 문중의 한 노인이 가문의 번성과 마을의 

액운을 막아주길 기원하며 이 은행나무(840년)를 

심었다. 이 나무에는 귀 달린 뱀이 살았다고 하여 

주민들이 신목으로 삼아 위했다. 한국전쟁이 니-기 

전에는 나무가 울어 국가의 변란을 예고했다. 

지금은 정씨 문중과 마을에서 시제를 지낼 때 이 

은행을 제단에 올리며 , 예전에는 은행을 팔아 

송아지를 사서 가세를 늘렸다고 한다. 

Ginkgo Tree whe「e a Snake with Ears Lived 
About 840 years ago, an 。Id man fr。m the 」e。ng family planted this 
gin kg。 tree with the wish that it would bring his family prosperity and 
pr。tect the village from misf,。rtunes. As a snake with ears lived in the 
tree, villagers treated it as a divine tree and |。。ked after it carefully. 깨e 

tree even warned of the K。rean War. N。w the ginkg。 fruits are served 
during Jeong family rituals and regular village cerem。nies. It was said 
theginkg。 fruits were traded f。r a calf to increase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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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회하고 10월에 걸실하며 정자목 기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b \ιF바 장눈 염'7}1_ 壘폼’ 
~~o 「1 I-는 낯 

(느티나무) 님H 
디 달린 구|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80-1(천현동 주민센테 

삐
 버 
에
디
 
마
 빼딩
 
건
 

@*W 

옛날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마을의 수호목인 느티나무(310년)가 

걱정되어 나무 아래에서 서성거렸다. 그때 노인의 

발 아래로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지나갔다. 머리에는 

희한하게도 귀가 뾰족 솟아 있었다. 

깜짝놀란노인은뒷걸음질을해서 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뱀에게 절을 올렸다. 그 뒤 노인의 집은 

농사도 잘 되고 식구들도 건강하며 가세도 늘어났다. 

*耳용的it 
),l,WJ, !Xli'fi효1loati-天, 村뿔titi-ilt좋A앨心村주的휴jN찌**쩌 (310年) 

il*llljg야뼈下찌H回, jglt-j , 홉---大ttM;흥A빼下용11. 老A-를용 

ll!tttiti똥上t‘•-m~~•↑훌atJ;!O耳용 受훌j↑종Pl' . ~tt릅iJ!ODJl , Iiil 
~홈퓨 Milt以듭, 훌A~作후‘&, ~A밭톨, 홍뼈뼈*. 

Snake with Ears 
One day, during a heavy rain, an 。Id man came 。ut t。 check up 。n this 
310-year-。Id tree, a V川age guardian tree. Then, a big snake crawled 
by the man. Unbelievably, the snake had ears. The surprised 。Id man 
stepped out and b。wed t。 the snake. After that, the man’s family lived 
well, with 9。。d crops, health and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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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률 - 선캠브리아기 고원생대 연미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추정될 

~~o 「 1 l-는 낯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222-6 

뺑길이 

셔흩잉;ae힐:;i.'< 

l훌岩 
i&快岩E룰lflltr헤代的호E훌, 困 ;i;Jff~tl!1t-只홈옳而써名 “옳울” 

岩:o~~쏠햇平, Mr也P4 “「岩”, i&'i'i1!!1i!:之所以Q니「岩~히也룰由此ii'iillt 
ll\1£효河뼈m的lll~±엔方都~m!7•얘빼히代빼호E훌 호E훌톨),I.if 

wr111代*.I:흡A훗흩此居ttaii•••正엉용, 룰I셔H~l/'tlt.JJUt古代iJ!il! 

b)앙/)7 }- 상능 염1}호 

개구리 바우| (고인돌) 

이 바위는 선사시대 고인돌로서 그 형상이 개구리 

같다고하여 ‘개구리 바위’라고도부른다. 또바위가 

크고 넓 어서 ‘넓은 바위(廣岩)’ 라고도 부르는데 

이 고장의 지명이 굉엄-동이 된 이유라고 한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은 하남시 곳곳에서 발견 

되고 있다. 이 고인돌은 선사시대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자료이며 소중한 고대유적으로 보호 

받고있다. 

Frog Rock 

This prehistoric d。lmen is called Frog Rock because of its fr。g-like

appearance. It is also called Wide R。ck as it is very big and wide. That 
is why the name 。f place is Gwangam-dong (Br。ad R。ck). The dolmen 
dating fr。m the Bronze Age is evidence that pe。pie had lived here since 
prehist。rictlmes.” is preserved as a preci。us ancient re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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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뿔’ b)암') )7 }- 싹늪 펀'1}호 

남원양씨선초의 

소원 (호|화냐무) 
옛날 남원 양씨 어느 선조가 이곳에 터를 잡았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커다란 마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다. 

어느날, 양씨 선조는미을의 형성과펑안을기원 

하면서 이 회화나무(520년)를 심었다. 그 뒤 회정군 

봉담면 출신 최이호라는 사림이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회화나무가 가지를 뻗고 쭉쭉 자라듯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큰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M「. Yang's Wish 
A l。ng time ago, the Yang fami ly 。f Namwon moved to this place. They 
hoped many people w。uld c。me here t。 establish a village. This 520-
year-。Id pag。da tree was planted as part 。f this wish. Later, a man named 
Yiho Choi settled d。wn here. His descendants lived well and had many 
children, creating dense family lines like the roots of a pag。datr<앉 

15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회화나무 콩과로 효맥 중국 등에 문포하는 낙엽교목이다, 7∼8월에 

개화하며 노란 염주 같은 열매는 협과로 .이0월에 결실효[}, 공원수 

가로수 약용 가구재 염료 등으로 쓰인다 

~~o 「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76 

南原梁f;£;:Hl先的LU용 
1~久以r.r. 뼈Jl l!UI:~-{호m先휠ljJ&뿔동居. 11!!#월有훌훌~.Alli홍l& 

lllM1쩌形rot-↑大村子 有-天, 앓i:1:m;t;홈下l&빼쩌쩌 (520年> *m• 

村IH~rot . 安순후 •• 之탑, ”Ui흩Jl'l/UllitiS面~-1-名n니훌IF !al ~ 

A빼f!Ji!뿔 自他흉7以듭, 如同헤빼7HUI:빠뻐, 子~Ml훌, --千~
rot-↑*村주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 「1 I-는 넣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496-1 

월3 
‘·; 0-.. .‘ ‘. 

” KT의횡월딩 

려 |、衣훌的쩌 

하나모올 

흡-年, 훌天후B*I뼈, 但iZtJI¥쩌 (320年)뼈m末***, 짧빼빼빠츄升, 

~~-~$.I'.용후l않, Wll월써빠훌훌웅~$.I'.룰f운年 , 村民1fl '1此tt,ψ뼈# 

此어有-{立il:M용ill . ilt今~·흘定룰-↑후年 果*, 凡天팀홍m!M빼, 

쩔쩌$흥§&빠, 那-~l!ll혜了大후빼 

b)ιF싸 상눈 염1}J__ 

농샤를접치는 

느티나무 
어느 해, 봄이 한창인데 이 느티나무(320년) 

에는 싹도 돋지 않았다. 잎이 한꺼번에 활짝 피면 

풍년이 들고, 여기저기서 피면흉년이 든다고했는데 

주민들은걱정이 이만저만아니었다. 

그때 한 도인이 지나가면서 올해는 틀림없이 

풍년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봄비가 촉촉이 

내리더니, 과연 느티나무는 어느 새 잎을 활짝 피웠고 

그 해 기을에는 대풍이 들었다고 한다. 

Ha「vest- p「edicting Ze lkova Tree 

A |。ng time ag。, this 320-year-old tree had no leaves at all in the middle 
。f the spring. As it was believed rich leaves brought g。od crops and 
scattered leaves meant bad crops, the villagers were greatly w。rried. At

that ti 「ne, an ascetic came and said they would definitely have a good 
harvest this year. After a couple of days, the leaves grew at once, and it 
was a year of a bumper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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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ιF바 상늪 염1}J_ 

정승은행나무 

김우증은 연산군 때 정주 목사를 역임하고 청평 

군에 책봉되었는데 중종 반정에 공을 세워 공신이 

되었다. 중종은그에게 이 은행나무(540년)를중심 

으로 동쪽으로는 백운산, 서쪽 으로는 오봉산, 남쪽 

으로는 지지대, 북쪽으로는 모락산에 이르기까지 

사방 십 리를 사패지로 하사했다. 

김우증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고, 후손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Ministe「’5 Ginkgo T「ee
In the Jose。n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san, Wujeung Kim 
worked as a civil servant. To honor his contributi。n to the 」。。ngj。ng
Restoration, King j。ongjong bestowed up。n him a large land grant with 
a radius of 4 km fr。m this 540-year-。Id ginkg。 tree. He moved t。 this 
place and a village was formed as his descendants lived there. 

15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악용 식용 가구재 ‘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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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友.훌!·山홈111뼈BifflE州쨌f홀, tlti!!lit::IJJW푸혈, 흩"'송反표.件 
中iL功릅1£'1功~ . 中宗以it;싸얘홈빼 (540年) 껴中心, 1ei.mi1J 白E山 ,

西到죠*'山 , i¥i到iBiB台, ~till흉;홈山빼四方+뿔뺑lE::IJll빼빼.되他 

효友'/Hi흉it;里居住, 흘듭代효此,lrnt生.’ m成村;훌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 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43-1 4 

大뺑뾰쩔救的해 
i!t久以前, J&흙찌홈i11本來H;有-陳없강훌不多大的**얘 有-天日똥 

;IJH액훌뼈훌物찢先R섰흥了롯i11~i홍쩌, m•훗~~흥J&얹얘, 但$A'.在흥 

철용~~빼r히 , A샤처上的大;同里Ill:出好凡흉大illlt . lfF짜日후↑l!'ttt~짧 
J&빼혈쩌 (380年)ff싸以存;훌훌今 

t맘"] )7 )--짧 펀1)호 

구렁이가살린 

느티나무 
옛날 이 나무 옆에는 비슷한 크기의 느티나무가 

한그루 더 있었다 

어느날, 일본 군인들이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옆의 느티나무를 베어냈다, 일본 군인들은 

다음 순서로 이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들었다. 순간 

나무에 파인 커다란 구멍에서 구렁이 여러 마리가 

기어 나왔다. 일본인들은 놀라 도망쳤고 이 느티 

나무(380년)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고 한다. 

Zelkova T「ee Saved by Snakes 
A long t ime ago, this zelk。va t ree st。。d next to a simi lar tree‘ One day, 
Japanese s。l diers who needed military supplies tried to cut this tree 
d。wn after felling the 。ne next to it. H。wever, several snakes slithered 
。utfr。m a big h。le in the tree and the Japanese s。ldiers were frightened 
away‘ As a result, this 380-year-old ginkgo tree survives to this day‘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53 



/ @ 

-----• -

’쫓 
//냈。 

cy 

헬? \\--/ 
、

、
@ 

-/ 、
、

、
、

、
、

수면리 

음앙리 

제기리 덕절리 

// 



--‘ 、
、

、

‘ 、--/ 
/ 

/ 

‘--- 、

、 ‘ 
1혼당흥원속도를 

: 금곡리 

‘ / 
/ 

I 

‘ 
‘ ‘ ‘ 、、

、

、
、

、

!· 
오산휴게소 
동틴방항 

∼∼∼ 

-농뒷몽 -성정용 
、

I
t 

-----
‘,’

1 

、
‘

、
/

、
‘
,
/
、

t’-

、
-
-

、
、
?

미
닉
 

.

현
 

‘

{“
L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활를 b)ιF바 상눈 염1};i_ 

추인을따라죽었다가 

살아난은행나무 
옛날 공자의 후손 공서린이 이곳에 서재를 세우고 

은행나무(270년)를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 북을 

걸고 두드려 제자들의 학업을 독려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런데 공서린이 죽자 은행나무도 말라 

죽었다. 그 뒤 정조가 화산에서 바라보니 많은 

새들이 슬피 울며 은행나무 곁으로 모여 들었다. 

임금이 괴이하게 여겨 가까이 가서 보니 죽은 

은행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났다고 한다. 

Ginkgo T「ee Resu「「ected afte「 Owne「 Dies 
A |。ng time ag。, G。ngseorin, a descendant 。f Confucius, built a library 
and planted this 270-year-。Id tree. He encouraged students’ studies with 
a drum that was hung in this tree. After he died, the tree dried out and 
died as well. Later, King Je。ngjo saw many birds gathered in the ginkg。
tree and found new leaves sprouting fr。m the tree that had been dead. 

15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 은행나무괴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닝업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걸실하며 가로수 • 악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컬동 147(권리사) 

궐동지구34효 
어린이공원 

뼈主A死듭요훌生的쩌 
;;..前, TI.子的F.i~TI.l훌~{£;&뿔않了-fil휴양, ~7-IUR홈쩌 (270年) 

他把했흘흩해上, mU'lfl足弟주m~괴 . /li1#i生‘ 孔뚫뼈死탑, tR홈 

얘也뼈之*$死 탑來흡-天, 표뼈;;..흉山꿇去, 률.!:i!ff.!1\~잉•tR~:IBf꺼 
l:m~P4 , !tt짜흠↑흥, ~iii:훌훌, l!tlltff홈쩌용出了新흉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회하고 8∼10월에 걸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 기구재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11-는 낯 

• 위치 ’ 경기도오산시 서랑동 108 

1」
서링저수지 

용당동틴고. 

J L행的析*훔 
M前, 文혐公;,\\延훌후~;흥 ij>~-{立JLi!因 ;I;)주~J·짧求而tt心不己 

有-天, il!!tE村뿔빼下凡뺑t~홈 ( 156年) ' ill:~홉天힘1빼心照料, 析*흉 
多;r-~~1' . 信* · li':里훌펙Jf.A.T영!ff . 但因 ;I;)양힘Ill/.홍, R有-싸tN홈쩌 

ffl홈下來, 엉용i~훌쪼iJiJi!tE . $~li':앉H!융;ljjgjl,쳐혈行했:ie . 

t> 'ιF바 섯눈 염1}j_ 

며느리의기원 

(은행나무) 
옛날, 문절공파 연안 차씨 집안의 한 며느리가 

자손이 귀해 늘 걱정이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마을에 은행나무(156년)를 여러 그루 심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이-와 톨보며 자손이 번성하게 해달 

라고빌었다. 

그러자 치츰 지손들이 번성했는데, 한국전쟁으로 

나무들은 사라지고 이 은행나무 한 그루만 남았다. 

지금도 차씨 집안에서는 이 나무에 고시를 지낸다고 

한다. 

W ish of a Da u ghte「-in-law

A long t ime ago, the Cha family of Yeonan worried ab。ut their lack of 
children. One day, the family’s daughter-in-law planted many ginkgo 
treesar。und the vi llage and prayed f。r children every day. After that, the 
family gradually had m。reand m。re children. During the Korean War, all 
。f the trees nearby were destroyed, except for this 156-year-old tree. The 
Cha fa mily still holds a ritual f。r the tree.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57 



틀풀. t> 'ιF바 상능 염1}J_ 

구렁이를물리친 
느티냐무 
옛날 이 마을에는 구렁이나 지네가 자주 나타 

나고 질병과 재난이 끊이지 않았다. 하루는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다. 

마을사람들은 이 느티나무(316년) 아래서 마을의 

재난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올렸다. 

그러자 구렁이가 사라지고 재앙이 없어졌다. 이후 

주민들은 마을의 액운을 막아 주는 신목이라 하여 

정성껏돌보았다. 

Zelkova T「ee that Defeated a Serpent 

A |。ng time ag。, the 씨llage suffered from continu。us diseases and 
disasters, including snake and centipede infestations. After a large snake 
harmed livest。ck and scared people, the vil lagers held a ritual f。r this 
316-year-。Id tree. After the ritual, all the snakes disappeared and they 
had n。 m。re disasters. Pe。pie treated it as a divine tree and dev。utly
looked after it‘ 

15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합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닝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지목 • 가구재 • 건축채 둥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17-1 

환走**뾰的t처 
18久以Jl1r , 村주뿔@mn뚫~UIS, 淚흙~Il lεjfi不뼈. 휩-天, 大-~
出홍↑후마村民, ~Q를ii<ti . tt!Hlff在jg짜**빼 (316年) 下혈行양.以 

析뺑슷옳--- :&it후l않 此듭, -~흉JU빼失, lk~t!! il(有7 村民1fl

iJ-;껴훌훌-짜빼%에, 쩌心保t.P . 



ME.M。

.、 ---------------------------------------------- ------------- --- ----------------------------------------------

• 
.,; 

.‘ 
(J 



:;>fAf며 
00 」-

I 

y /
4 --

-
싸
 

.
앙
 

、

' 
‘ ‘ --- 、 ----- ---- ; 

I I 
• I 

~‘ 
긍사연 

산북면 

e 

곰지암읍 --、‘ 、 --- // 
、

、
、

--‘ -
백사연 

신둔면 

대월면 

모가면 룰 



지평연 

개군면 

-‘ / 
、

‘ --
/ ---

// --,I'-~lf>-J- ‘---. - ~/ 

/ ,/ 

대신연 

t 
t 

、

,
、 --. 

당산; 

미리잊흡양림 

찌휴끼| 
‘ 

I 
!‘ )∼∼」

‘썼
 

·
∼
、

‘
∼
‘
‘
 

*. 
챈
 ‘l 

흥
 

-

북내면 

‘ 、 @ 

월프i 
엉훌;Lξ;;"<.윷 

가남읍 ,, 
/ 

ι 
ι 저도며 

cζ;. 

/ 

' 
’ ’ 、、‘ . 

’ . 
’ ’ 

설성연 
、
、 --~-

오갑산 

앙성연 창호원읍 



灣를 b\ιF싸 상능 염1}i_ 

삼국시대푼대추둔지 

오갑산 
오갑산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과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이 산을 오압산(챔멸山)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고구려와 신라가 농토 확보를 위해 잦은 

싸움을 하면서 이 산 정상에 진을 치고 군대를 주둔 

시키면서부터 오갑산(챔甲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산 곳곳에는 많은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Mt. Ogap, a Milita「y Camp of the Th「ee Kingdom E「a
Mt. Ogap is located between Jeomdong-myeon of Yeoju City in 
Gyeonggi Pr,。vince, Eumseung c。unty 。f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Chungju City. It used to be called Mt. Oap, but after frequent battles 
between G。gurye。 and Silla f。r the territ。ry, the name was changed to 
Ogap. There are many legends about all c。rners 。fthe m。untain .

16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오갑산-산높이 609m. 등산로 ; 3코스 I a.11<m 

~~I) 「1 I-는 "i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접동연 관한리 산1-17 일원 

三固 111代똘~A的앞jU밴햄甲 山

햄甲山룰京11\!il빼뻐市古*面~:.!.:il:ltil뼈b훌훌B、 忠州iii~界山 三固
11'1f\:i&:fli::*.J~흠Eli. 山 ‘ 딩 1.1.-.句 jjjj~fli~;셔정~.q~土而!lliUt월뼈용, 

¥1!)..;표山J9i布홉, 휴9호tlll.J里‘ mfli.山自此被i!.tfli: f1'햄甲山‘ ;z~山上

~HO:都휴f웅ill.;1,tf웅下흉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늬업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둥으로쓰인다 

~~or1r는 낯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산55-9 

老A折來的*처技 
M前, -{立老A去--平iE文山游玩, 며ii<it.1"5주折7-fHR홈쩌fX. 老A
l'£찌송tR홈쩌 (680~) 所쓴E的位를pg;n , 不용;f: 떼앤해*죠.줍중tJ7l:t!!里, 

쩌校生.a융成了f잉훈的;;g~쩌 村里f호.(l(J •. H뽀A.ii<*里tu~不잉%, 

fl훌減t엉::t.J;;g~~이**行혈~. r.:i*不αlH-~JL子, 而且ii<D홍Mi比잊B포 

b)ιF바 상누 염1}J__ 

노인이꺾어온나뭇가지 

(은행냐무) 
옛날에 한 노인이 양평 용문산에 놀러갔다가 

은행나무가지를꺾어 집으로돌아왔다. 노인은현재 

은행나무(680년)가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우연히 땅에 나뭇가지를 꽂아 놓았는데 거기서 

뿌리를 내려 지금의 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 마을에 사는 권씨 집안에 우환이 많아 

이 나무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자 아들 형제를 

얻고 집안이 번성하였다고 전해진다. 

B「anch B「oken by an Old Man 
An old man br<。ke a branch 。f a ginkgo tree and carried it t。 his house. 
He then inserted it int。 the gr。und unintenti。nally while drinking here. 
That became this 680-year-old ginkg。 tree. In an。therst。rι Mr.Kw。n 。f
this village held a devout ritual t。 avert misfortunes from his family. He 
later had tw。 s。ns and his family was able to live well.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63 



b\ιl=-J) 7 }- 장눈 염1}J_ 

뿔달린구렁이 

(느티나무) 
옛날에 인근의 한 노인이 약으로 쓰려고 이 

느티나무(500년) 껍질을 벗겨 나무를 상하게 하였다. 

그러자 나무 구멍에서 뿔 달린 구렁이가 나타나 

노인은 큰 회를 입었다. 노인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집안도 망하여 식구들이 마을을 

떠났다고한다. 

이후 주민들은 이 나무를 신목으로 여겼으며. 

자식을 얻고자 정월 초하루에 정성들여 제를 올리면 

효험을보았다고한다. 

A Horned Snake 

A long time ago, an 。Id man peeled 。ff bark fr。m this 500-year-old 
zelk。va tree. Suddenly, a snake with a horn came fr。ma hole and 
attacked him. Within a few days, he died, and his family was ruined 
sh。rtly thereafter. After that, the villagers treated the tree as divine. It is 
well kn。wn as a place where w。men 9。 t。 prayf,。rfertility.

16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롭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접지옥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먼 외평리 197- 3 

님힌깅 

*~힘的짧뾰 
!R久以前, 附il[BtJ-{立좋A껴7빼흙, %,.了;xi.~해 (500~) 뼈쩌~ 

i!lltM쩌洞뿔R出-흉k뼈Btlil!~ . 좋.AM耶天월fH~病不끓, 를현死去, 

老人빼흥~IHlf l!!!. ;j<.J...也111퓨了村子 此f.i , tt民ff〕,e!i!i.~셔$'1빼木, 

또有AeiE月fn-뽕此훌減향re짜주, 9륨ilt~~~~월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닝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7 ←는 녕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연 도곡리 183-12 

--- 쭈를히롤 
온하수 

도콕리 

告知危없的해 

제2영동끄옥도로(2016년 얘징) 

그린앤션 

1&久以前, iZ1'村子里tt•-↑훌양A. 有-天훌~;치 7~,,C!‘布”l了훌짜 
없쩌 (300,年) 的뼈It‘ 此듭흥里tt .~.不뼈, 훌~if흩쩌下훌훌7~品훌減 

~re. 此F.'ttt•消훗, ~ fl l!I용‘ 효I훌힘썼용에l;쓸홉;l. ;zi.t-용쩌를悲i立 

不己, *훌월村子~出Im不~~·↑-~훌固if(~~양111 . t이~*!/}也응훨 ••. 

b)암/J7}-- %늪 엽끼 

위험을알리며우는 

느티냐무 
옛날 이 마을에 우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베를 짜려고 느티나무(300년) 껍질을 벗겼다. 

이후 집안에 자꾸만 우환이 생겨 우씨는 나무 아래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스럽게 제를 올렸다. 그러자 

차츰 우환이 사라지고 집안도 잘 되었다고 한다.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무가 울었 

으며 그 후에도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나라가 어려우띤 나무의 세가 약해졌다고 한다. 

Dange「-warning Zelkova T「ee
A long time ag。, Mr. w。。 peeled 。ff bark from this 300-year-old 
zel kova tree f。r cloth. Afterwards, his family suffered many misf1。rtunes.

Rec。gnizing his mistake, he held a ritual under the tree with |。ts 。f fo。d,
and this eliminated the misfortune and led t。 family success. In additi。n,

the tree is said t。 cry bef1。re terrible events, such as the Korean War.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65 



틀폴를 t삐7 )- 상능 염1}J_ 

독샤에물려축은왕자 

(왕자바위) 
옛날, 한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가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어딘가로 꿀려갔다. 공주를 사랑하던 

이웃 나라의 왕자는 공주를 구하려고 온 산천을 

헤매다녔다. 어느 날, 산을 오르던 왕자가 이 바위 

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그때 독사 한 마리가 지나 

가다가 왕자를 물었는데. 왕자는 그만 죽고 말았다. 

이후 사람들은 왕자를 기리는 뭇에서 이 바위를 

왕자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P「ince killed by a Snake 
A |。ng time ag。, a beautiful princess was kidnapped. A prince in the 
next c。unt” wh。 was in |。ve with the princess went a quest t。 find her. 
One day, while he to。ka rest on this rock, a poisonous snake bit him and 
he died. After that, people called this rock Prince Rock in his memory. 

16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왕자바위 - 중생대 쥬라기 각섬석 혹운모회깅암으로 약 1억 5전년에서 

2억년 사이에 형성 되었고 각섬석의 합랑이 높아 일반 회강잉보다 어두운 

색상을보임 

*~I>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연 보통리 203- 2 

被훌itll.ll死的王子 
MlF!. -ilt훌iiij(ltj상초훌tV..빼走‘ 잖쫓상主빼앨{힐王子껴쨌公主휴ii 
山 Ill ‘ 有-天, iE효R山的王子표-t잊월石上Ii:빼, -*훌*E버 1£1151死 
了호子 之탑, 人m껴了얹念王子, le!i!tli:~암石A4없王子울. 



옥녀용-산높이 : 419m. 둥산로 1코스 / 1.3km 

채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산5 일월 

安빵玉女的玉女ik흥 

여주영깅 
지1일연수윈 

셋딩 

i!t久以빼, 有-↑名n니玉女빼女A.. ~a()文夫륨퓨>f<:A.到밍i써 a(J-Jll!츄 

I홈빼石E f생숲心숲力it!!ttll츄I훌, !p끼;~il>f<:A.都훌얘死了 ~不훌lj文 

夫的玉女흉훌j츄뿔했他, 但文夫!p只厭쩔*주活而不Jl1.죠女 玉女풀上 

可以를훌j츄I훌뼈훌훌山上, 효처文夫的성l?Jl 中 '!JJ.용엉t下울石. 此탑, 

A.in;쳐 7!:1훨.:Ii女, .용此•P4做포女-~포女띠. 

b\ιF싸 섯눈 염1})_ 

옥녀를위로하는 

옥녀봉 
옛날에 옥녀라는 여인의 남편은 집을 떠나 여주 

어느 절에서 석공으로 일했다. 그는 식구들이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절을 짓는 데만 혼을 바쳤다. 

기다리다 못한 옥녀가 남편을 찾아 왔는데도 

일하느라 만나 주지 않았다. 이에 옥녀는 절이 보이는 

이 산에 올라 남편을 원망하며 바위에 몸을 던졌다. 

그 뒤로 사람들은 옥녀를 위로하며 이 산을 옥녀봉, 

또는 옥녀산이라고 불렀다. 

Oknyeo Peak 

A l。ng time ago, a woman named Oknyeo lived with her husband 
wh。 w。rked at a temple as a stonemason. The husband was always 
focusing 。n his w。rk rather than his family. One day, Oknye。 went t。
his w。rkplace t。 see him, but he did n。t c。me 。ut t。 acknowledge her. 
She was s。 depressed that she jumped to her death fo。m this mountain. 
After that, pe。p ie ca lled this m。unta i n Oknye。 Peak or Mt. Oknyeo t。
console her spirit.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67 



b \앙7 77}--- 상뇨 엽..,}호 

용문사으률H나口 
。 II 

디 ~A 닙느 요해나口 
I -』 0 l 「-

조선 성종 때 곽승진이라는 문신은 이름난 효자로 

사마시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뭇이 없어 나가지 않고, 

청우(뽑牛)를 타고 산천을 유람했다. 

하루는 학성(원주) 간매촌에 당도했는데 소가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곽승진은 “이곳이 내가 

쉴 곳이로다”하며 집과 누각을 지었다. 이 은행나무 

(500년)는 이를 기념하여 심었는데 용문산 은행 

나무와 미-주보고 열매를 맺는다고 전해옹다. 

Ginkgo Tree Facing Mt. Yongmun Ginkgo T「ee

In the J。se。n Dynasty, during the reign 。f King Seongjong, there lived a 
디vii 。fficial named Seungjin Guak who was fam。us for devotion t。 his 
parents. Alth。ugh he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 he traveled across the 
c。untry riding a blue c。w as he did n。t want t。w。rk f。r the government. 
When he arrived at Ganmae-ch。n, Hakse。ng (Wonju), his cow lay d。wn
and never st。。d up. He decided t。 stay there and built a h。use and a 
pavi li,。n Heals。 planted this 500-year-。ldginkg。 tree, which faces the Mt. 
Yongmun ginkgo tree. 

16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걸실하며 가로수 ‘ 약용 , 식용 가구재 ,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485-1 

'Qjfj〕山ia홈쩌相처望的t이 

미깅신 
신림g징 

빽Ui5Xff<lltlfll-↑名n나tl!~llt!tJ文똥훌出7名뼈훌子, 옳t.lii!iH司딛\it , 

mx~出任·흠JIR , ~it••牛i뺑f꺼山川 有-天, ~U<J l!ll/a (째州) • • ,용村, 
牛봐flt]不월 tl!~lliA;:IJ “ i:&뿔짧룰짧1Hit!tJl1!!方”, 1Ul了房뭘뼈홈뻐 

i흩!UR홈 (500年)빼룰Mc念此.而혔함뼈, 其되;It文山的ti!홈mm . 

生**.훌JI!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념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둥으로쓰인다. 

~~I>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전송동 282(신록사) 

위드수상레저 

여주도자세상 .,,, 

高f합的揚#:*成的해 

신륙보트징 

횡포윷배 
나중터 

~ifflil't뼈的홈1••~~llilitl'!JA中힘훔댐*(i{Jlll~빼:/£.7츄里 J~tt*!ilt 
7-~~R홈얘 (600年), 但在王辰像훌lir.I被火짧死 탑來, *허死的해*出 

了三m뼈校, 但A.1fliA;썽~tl.홈쩌m~*jlJj*쩌技, jfl(I:앨T*lf~~tlli찌a: . 

*”下(l{JjlJjm~에*죠*Jilt了X밍:(£_$엔iR홈, *$村民111 :훌**$木 

b\ιF바 상눈 염1}J_ 

고승의지팡이가자란 
..Q..률HL~ 口 
」 。 1-「

고려 때 고승나옹선사가중국어l서 가져온지핑이를 

절에 심 었다. 지팡이는 자라 은행나무(600년)가 

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없어졌다. 

이후 고사목에서 세 개의 가지가 자라나던 것을 

은행나무는 가지가 둘이어야 한다고 하여 수세가 

약한 가지를 잘라 버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자라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 은행나무를 

신목으로 여겼다고 전해온다. 

Ginkgo T「ee G「own from a Walking Stick 
In the Gorye。 Dynasty, the famous Buddhist priest Naong left a walking 
stick at a temple. The walking stick later became a ginkgo tree. After 
it was burn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f 1592, three branches 
came 。ut. As a gin kg。 tree is supposed t。 have two branches, one weak 
branch was cut 。ut and the rem리ning two branches grew to bec。me
this 600-year-old tree.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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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를 b)ιF싸 상눈 멈1}J_ 

용이되지못한아버지 

(떠드렁산) 
이괄은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여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반대로 했다. 아버지는 죽으면서 

떠드랑산 바위 밑에 거꾸로 묻지 말고 바로 묻어 

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반은 용이고 반은 사람이라 거꾸로 

묻어야용이 되어 승천할수 있기에 이들에게 반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괄은 유언만은 따리야 한다며 

바로묻어 아버지는용이 되지 못하였다고한다. 

Fathe「 Who Did Not Become a D「agon
Gwal Lee was a troublemaker when he was little, doing the exact 。pp。site
of everything that his father said. His father's last will said that he wanted t。
be burie쉰 upright under a rock of the mountain. This was the father's trick. 
because he believed it w。uld make the son bury him upside d。wn. As he 
was half-man and half-drag。n, he could tum into a drag。n and fly up into 
the sky after death if he was buried upside d。wn. H。wever, thes。nf1。||。wed
the father's will as he said, thinking it was his last and only chance to do the 
right thing f。r his father, and the father could not bee。me a dragon. 

17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채·「1 I-는 낯 

• 위치 ‘ 경기도앙평군앙평읍오빈리 160-2 일원 

i융能훨成'f1.的父奈 
옥~i졸M1J、뻐 l.li빼훌, 父;~mt생向*, f엉偏훌往西 父Jj'ii.;!世il'lfil뼈JL子 

훌앤他正方向앨흩패來山울石下, 不훌理反7 父흙룰!U;-'l!.A. . 릎反 

方向쩔;t~뿔i;Jt;lt升天, 所以故Y.反•\Jt , 但후i훌\A;껴父좋的iA흘-훌 

훌ilM . 화표方向앨흉了父풍빼P身, 所以父奈월양ilt~훨i;Jt;it . 



~~I>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평군 강상연 교펑리 18- 2 

륨양似l파風的l파fSl.후 

교명지구 
공원 

님한깅 

온깅맨션 

I껴~:Ul.111뼈 , S홈m尹承Oh四~류했잉Uli•子atli1!!方 , 뽕중ljj!뿔쩌, 

他뼈효빼;X江iiJ. ↑·↑1 !1!!Il'厭四때 • ;!/:fl\ iiiiJ.山울톨-~!&톨, ~'fillati 
’용찌m!OCt톨iJN, liI也야뿜*;•;후 如此훌톨il尹iJ< llb ll:ll:;Q몇. i午久

:til!出 "~뿔앓톨我千큐:nll!ati뺑方뼈”, 井흩此훌造7•子, 取名1"

‘--

b)ιF바 섯눈 염)}J_ 韓뿔l 
봉황을닮은채상으| 

정자터 (봉의정지) 
조선 선조 때 재상 윤승훈은 정지를 지을 곳으 

찾아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렀다 그는 남한강가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가의 바위는 

절경이요, 울창한 느티나무들이 만드는 짙은 그늘은 

한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윤승훈은 넋을 잃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은고 그는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곳이로디-. 

라며 정.A)-를짓고봉의정지라불렀다고한다 . 

Phoenix Pavilion Place 
During the Joseon Dynasty, a premier named Seung h。on Yun was 
|。。king for a place t。 build a pavili。n. When he reached a riverside 
of Southern Han River, he was attracted by the beautiful landscape 
with its marvelous rocks and rκh trees that offered cool shade in 
the hot summer. He p。inted 。ut the place and built a pavili。n called 
B。ngeuije。ngji.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173 



壘휠l b\ιF바섯눈염1}J_ 

제를지내지않으면 
버으 LH2.I느 으나무 
를 흩 ” I I -「

옛날 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어 당제를 지내지 

못했다. 그러자 미을에는 호랑이가 내려와 주민들 

에게 해를 입히고 니뭇가지를 쳐낸 사람은 이름 모를 

병을얻었다. 

주민들이 돈을 걷어 소를 잡고 할아버지나무인 

음나무(350년)에 먼저 제를올리고건너면장숭골에 

가서 할머니나무인 밀}채나무에 다시 제를 지냈더니 

이후 마을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고 평안해 

졌다고한다. 

T「ee that Punished People for Missing a Ritual 
A long time agα when the village suffered fr。m a severe dr,。ught, the 
villagers cou Id not h。Id a ritual for the tree gods. Many were injured by 
a tiger that came out fr,。m the forest, and people wh。 cut branches 9。t
sick. So the villagers decided to c。fleet money for a ritual and prayed for 
peace t。 the 350-year-old Grandfather Tree and the Grandmother Tree. 
After that, the tiger never returned and there was peace in the village. 

17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음나무 - 투릅니무괴로 효택 • 일본 • 만주 , 중국 등에 분포하는 늑영i교목 

이다 꽃은μ짧에 뺑}하고 10월에 결실한다수피는g용,뿌cl와어린잎은 

ξ용으로사용된다 

~t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펑군 강하면 성덕리 469-2 

싱덕리 

不察le就降罪的혜 
hi.Jill ,;&~村주뿔ii~주•· :lt i!~Hi'훌헝, 之듭If有좋R下山훌j村뿔 

危흥村~. 而且값빼빼앉fl!J.A.都얘7↑￥病 千룰, 村民fflll<~ll<Pfl!JljtJi ,

#훌7-하牛, 先엄좋용뼈*1Jltt (350~) ¥行7흉:ie . X울~jlfiiifl!J~iHt 

!ti좋m뼈毛---양行7~:1e . Milt以듭흥%훔t!! ilt휩出힐, **子•113平---



~~o 「1 l-는 낯 

• 위치 경기도 앙펑군 S「하면 성덕리 469-1 

싱덕리 

出 f잉在鋼 (fr~里的山빼것 

ifi iiiill1뼈, iZ~村子里生f좀.-↑없E 不~h서十ι111~월, f샌升~做 
不出*주없 有-天, .용E做7-1'용, 휩↑白용老Jd'톨iJi'他, 用t;Uo±

빼lilt되, .용↑양, 혈行山흉 lilllii技!!«*AlJt(ICJ, 分別{빼了양되,0土딛, 

률7↑Ii . 홍行7山빼힘 Miit以lfi , l.lllli빼出홍的흉룰好I.II . H:山*$-

中월到核心j');fll(IC]t샌方ti:훌훌里的固뼈II (阿훌양) 

b)ιF바짧염1}j_ 廳훌l 
솥장이품에나타난 

산신령 (국수당) 
고려 때 이 마을에 솥을 만드는 이가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솥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루는 

솥장이 꿈에 백발노인이 나와 쇠와 흙으로 말을 

만들어 탑을 쌓고 산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이에 솥장이는 철마와 토마를 만들어 탑을 쌓고 

산신제를 지냈다. 그러자 그때부터 솥이 잘 만들어졌 

다고 한다. 산신제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국수당(할머니당)이다. 

Mountain Sp「it in a Cauldron Make「’s Dream 
In the G。rye。 Dynasty, there was a cauldr1。n maker in this village. For a 
time, his business was in a slump, but he had a dream in which an old 
man with white hair came and t。Id him t。 hold a ritual f。r the m。untain
after making a horse m。del with metal and s。 ii. He did as he was 
advised and was able t。 regain his skills. This Guksudang (Grandmother 
Spot) is the m。st imp。rtant place in the mountain 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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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훨’ b)ιF바 상눈 염1})__ 

일본군을혼내준 
느티냐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이 마을에 들어왔다. 

그들은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사방으로 고루 

뻗은 우람한 느티나무(310년)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댔다. 느티나무가 탐이 난 일본군은 느티나무에 큰 

혹이 달린 것을 보고 혹을 떼어내려고 도끼를 들었다. 

그러자갑자기 일본군의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일본군이 도끼를 내던지고 나무에 절을 수백 

번 하니 발이 떨어졌다고 한다. 

Zelkova Tree that Punished a 」apanese Soldier 
During the 」apanese occupation, a Japanese brigade came to this village 
and found this big w。nderful zelk。va (310 years of age). A 」apanese
soldier wh。 wanted to ch。p the trunk came with an ax and lifted it up. 
Atthat m。ment, he became stuck t。 thegr。und and c。uld not move his 
feet. The scared s。ldier threw away the ax and b。wed a hundred times, 
after which he became free to m。ve.

17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늬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펑군 강하면 왕장리 493 

왕흥 

늄곡 

엄日本똘-↑下되威的해 

왕칭3리 ,. 
at을회원 

효B帝웰~ll'tJflj, 日똥illλiX↑村子뿔 it!! !n를훌j빼&•훌向外延lll tlll 

’t J!I!뿔IJ! (3101f_), 非•11t↑행 처**쩌월了----之心빼日本~.A.£~뿔뼈 
上iH↑lit大빼빼•· u•起**子.값下iX↑해- --**, 日뚱8인법~ 
JI!!面llllll!!•MH-起, ~~1!!14l;不了 , ll'F싸日훌1l忙훌훌쓸주, ~· 
iXIU찌 ~p융7었百ii之탑, 빼;t l!ll!ll i4l 



~~o 「11-는 닝 

• 위치 ; 경기도 앙평군 앙서연 앙수리 698-3(두물머리) 

. 투를머리 
애낼해생태희교 

경강로 

님한깅 

ii能훨成A ;it的l훌 ;IE 

J,l..fol, 有-흉빼:It호f훌훌西홉, t;*꿇自 己~-升天:Jr!£-~•正的:It.

강iλ;껴在.天를ili~t생方秉•*X!HPliJ上天, 所以J,l.. i又江i쏠;iJft:而上, 홍훌lj 

7江”~ii술읍 .. 山빼下~tt :ltill . 但룰Jll! JL~*己뻐;ii[ , •:£~찾末~ 
훨!£ :£ . !ii* · Jg뿔的뼈*里i!口룰빼;Jl. ;Ho~t i.ll.江bi[슴流빼ii!!方 

b\ιF바 상누 염1}J_ 혔웰l 
용이되지봇한이무기 

(투물머리 냐루터) 
옛날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고 싶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물을 타고 

가면 하늘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여긴 이무기는 

한강을 거슬러 강원도 금대봉 기숨 검룡소까지 갔다. 

그러나 물은 거기서 끊겼고 이무기는 끝내 용이 되지 

못했다고한다. 

이곳 두물머리 나루터는 그 검룡소에서 시작한 

남한강과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이 만나 하나 

되는곳이다. 

Snake that Could Not Become a Dragon 
A long time ago, there lived a big snake, lmoogi, who wanted to become 
a dragon and fly up t。 the sky. He thought that if he c。uld swim t。
the highest place near the sky, he might be able t。 leap to the sky. He 
traveled along the Han River to Ge。mryeong Pond at Geumdae Peak, 
but it was the end 。f the water stream and he could not bee。mea
drag。n This Dumulme。ri wharf is where the Southern Han River comes 

fr,。mMt.Geom”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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壘풀’ b\앙/)7}- 상능 펀'7}호 

일본군의손을 
부러뜨린느티나무 
일제강점기 때, 한 일본군이 이 나무(400년)를 

베어 소총 개머리판을 만들려고 했다. 일본군이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쳐들자, 갑자기 도끼에 빛이 

번쩍 하더니 그의 손이 부러져 버렸다. 일본군은 

결국 나무를 베지 못하고 멀리 달아났다. 

또한, 이 나무에는 큰 구렁이가 살았는데 호F국 

전쟁 등 나근뻐l 큰 일이 있기 전에는 밖으로 기어나와 

국난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전해온다. 

Zelkova Tree that Broke a 」apanese Soldier's Hand 

During the Japanese col。nial 。αupati。n, a Japanese s。ldiertried t。 cut 
down this 400-year-old tree t。 make a b。ard for a rifle. When he tri어 to 
cut d。wn the tree with an ax, there was a flash of light on the ax and his 
hand was br,。ken. Finally, he ran away with。ut felling the tree. According 
t。 legend, a serpent that lives in the tree comes 。ut to forewarn of 
nati。nal dangers such as the K。reanWar.

178 이야기가있는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늬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지목 , 기구재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 「1 I-는 닝 

• 위치 ; 경기도 앙평군 앙서면 앙수리 697(두물머리) 

냥한강 

折뼈日本宰A手的해 
日후랬닝ill't~껴, 有-↑日本兵뺑把;g~뼈 (400年)값앵, 用來**步~~tei.

필 日本兵흥월율%훌Iii:下종ir.t. 율9;찾 ?.ii'!!:光-씨, f생빼주앓析뼈了 

日本'.!l'A. iltttlii:쩌합-fr톨;!;£ 7. ttlft'i&~쩌上if住.-%大il!it. 흉固 
iii홍쫓大.웅生之ir.ru승lei인~*面, 뼈를固짧예Jllf훌j흉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닝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는 녕 

• 위치 ; 경기도 앙펑군 앙서연 증동리 555 

종동리 

밀멸렐 

i#!!rt~이 
M前, jgjli*뼈 (500年)上호活.---률았llZ쌓회的illlt . 村里有it<多앓 
li]fi.JI.쏠的휴生, 他,。효쩌下양了.주, 용쏠來此休. 有-天, -↑취生 

坐:(£jglit•子下pε女i ~뿜*a<l*'-흥, 但;ilt i;!凡天, jg↑취生~l흉了↑훌病 

흩fl*不起 팀*휘호a<J *.A.做了옳걷홍휠ljjgf흥해下훌心析흉, 취生的病 

{를Wli훌훌~7 

b\ιF바짧염1}J_ 

업구렁이느티나무 

옛날 이 느티나무(500년)에 먹을좋아하는 업구 

렁이가 살았다. 미을에는 한학에 정진하는 선비가 

많아 나무 밑에 정자를 지어놓고 쉬곤했다. 하루는 

한 선비가 정자에서 계집종이 가져온 떡을 먹었다. 

그런데 며칠 후 선비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눔고 말았다. 선비 집에서는 다시 먹을 해 

나무 아래 놓고 정성스레 빌었다. 그러자 선비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한다 

Zelkova Tree of a Lucky Snake 
A long time ago, there was a lucky snake living in this 500-year-old 
zelk。va tree that liked rice ζake . The village had many sch。lars wh。

studied in the pavilion under the tree. One day, a sch。la r 9。t sick f。r

no apparent reason after eating rice cake in the pavilion. However, 
after praying f。r a cure under the tree with h。me made rice cake, he 
reo。vered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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壘휠l b\암., )7 }- 상% 염,,호 

돌쇠의짝샤랑 

(농다치 고개) 
조선시대 최 향리가 외동딸을 시집보내며 딸이 

태어날 때 심었던 오동나무로 농을 짜고, 농속에 

이불과 살림살이를 챙겨 머슴 돌쇠와 그 아비에게 

지고 가게 했다. 

아기씨를 짝사랑하던 톨쇠는 고갯마루에 이르러 

지고 가던 농을 길이 좁다는 핑계 삼아 바위에 풍풍 

부딪쳤다. 뒤따라오던 아비가 보다 못해 “얘야, 

농 다친다!”하고 소리쳐 농다치 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Dolsoi ’S Unrequited Love 
In the Joseon Dynasty, when a local 。fficer, Mr. Ch。i, was pre-paring f。r his 
。nly daughter's wedding, he asked his servant, D。lsoi, and D이soi's father 
to deliver furniture, m디uding a big wooden wardrobe, to the newlyweds. 
D。lsoi, who had a crush 。n the daughter, was n。t happy. When they 
reached a hi”, Dols。i intenti。nally bumped the wardr。be 。n r。cks.

Behind him, his father n。ticed this and said, "My son, watch the 따gs 。fthe
wardr,。be(Nong깅a-chin-dat That is why the hill is called Nongdachi Hill. 

18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ot-1l-는 닝 

• 위J;I : 경기도 앙평군 옥천연 신복리 산202 일원 

노후혹 

--
E牛的暗첸 

국엽종미신 
자연훌잉링 

I펴tfil'I代, 훌~훗효뾰호女JLt성빼111 . 用女JLtll호111빼下빼홈염빼做成 

*§子, 뿔iii훌上被-~生活用 品, il흥뿔뼈f~.A.:i:i"'t-~f얻•tt•l!솥 
빼m.li<中小뼈뼈石牛훌훌lj-f.9:山빼111 . f쓸口댐面太훌, 故:l:tlfte子往岩

石上II . M듬面ti*~좋WWflJ之릅忍不住↑W.llf “ JLlll! . ~1)19;훌lj~子!”, 

Milt以릅Ji;↑山뺑{f쩨名 “3£흥·*” 



함왕혈 - 경기변성암복힘처|로 선캘브리아기 혹운모면미잉으로 약 m억년 
전에형성될 

~~ot-11-는 녕 

• 위xi : 경기도 앙펑군 옥전면 용천리 t빙4 
(사나사 진입로) 

把母흙岩3추之不l뼈빼威~族 
J,l_fol , t£’훌 fl:村쯤울E빠뿔뿔出7↑flUU~ P~的죠a-r . 他m把玉I子

•'1王, II固m城, 但톱,~lJit::7 . 有-天有-ill:i:t훌ill.ii “처않좋훌 
**不뼈不何, ↑훌不쩨승t固 ”’, 훌El; J& ;;tt>I;~大↑픔, ~*훌였빼It-fie~ 

tll.出生11'1所t£뼈울石XIJ훌了外面, 困此I新훌ii 7lltll. 但Milt以릅1!! 
ilt홈훔벼~i:t짧빼A~ 

b\ιF바 섯눈 염1))_ 寶띔l 
어머니 바위를버려둔 

함씨족 (함왕렬) 
옛날 함씨족 미을 바위 구멍에서 튼튼하고 총명한 

옥동자가 나왔다. 그들은 옥동자를 왕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성을 쌓았으나 후일 망하고 말았다. 

어느 과객이 “어머니를 저렇게 버려두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했다. 그제야 함씨들은 선조인 

왕이 태어난 바위를 밖에 두고 성을 쌓았음을 깨닫고 

다시 성을 쌓았으나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한다. 

Ham Family that Left Their Mother Rock 
A long time ago, a he허thy smart baby b。y came from a h。le in a r。ck in 
the Ham’s village. 까1e Hams crowned the baby their king and established 
a c。untry, building a wall. Bef,。re |。ng, h。wever, the c。untry was ruined. 
Later a passer-by said, ‘ The ruin came because they left their mother 
rock behind ."깨en the Hams br·。ught it inside the wall and preprared t。
rebuild the country, but they c。uld n。t find a new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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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풀l l> \ιF바 상% 염1};J_ 

소원을들어추는바위 

옛날 이 마을에 아들 낳게 해주는 바위가 있었는데 

어느 해 물난리가 나 바위가 떠내려 갔다. 그러자 

그때부터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자식을 

낳아도 딸만 낳았다. 하여, 주띤들이 바위를 찾아 

나섰는데 땅 속에 묻혀 윗부분만 조금 보였다. 

주민들은 삽과 팽이로 바위 주변을 파서 끄집어 

냈다. 이후 신기하게도 마을의 재앙이 멈추고 여인들은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한다. 

Wish Rock 
A long time ag。, there was a r。ck that w。uld bring a son to th。se wh。
hon。red it. One year, after a n。。d swept the rock away, there were many 
misf1。rtunes and 。nly girls were b。rn in the village. 5。 the villagers went 
。ut t。 find the rock, |。。king everywhere. Finally they found the rock, 
almost buried in the gr。und, and were able t。 retrieve it. After that, 
m。thers in the village mysteriously started t。 have s。ns.

18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소원율 틀어주는 바위 - 성록임뼈없울R로 약 21억년전 선캘브리아기때 
지하깅은곳에서 형성된 심성암앉成岩)의 일증으로 매우 단딘함, 

~~o 「1 I-는 녕 

• 위치 경기도 앙평군 단월언 산음리 산84 
(국립산음 자연휴양림) 

-용미신 

국립신융 
자연휴잉힘 • • ‘ 

--문빽용 흘훨법 

JL岩
M前, iMl村子뿔有---可以ii:文A生JL子빼울石, 有-年*@***톨jle了 

M1比村子뿔뼈.不뼈, ·%호JLfil都룰Jz;~ . :ti此, 居民ff]去휴뼈해l:IJ/;~융:o , 

행훌1Jir.t . 울石빼大郞分都앨흩7土뿔, .RK出上面뼈-짧分 홈民m웠用 

m~oi.굉썰tlH혈:o . M1比, 村뿔eti'1~jlfl춤빼消失7, 女.A.ff]也生下

了JL주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평군 청운면 가현리 517-1 일원 

加 d얘里村的쩌** 
hQij!뿔村的쩌l'*~셉住탑山;1짝中훌IJJl<~l훌Ji<l , ff!防村前水껴i!/illtltr:J,可 

水ifilla, ll;it룰,Ml'* , X톨防m林, iH~到쫓it톨뺏빼i'F用 末JI<!양얹처 
jg片찌l*hQ以.쩔, '8~용i;j;;:l:Ji共村民~Q훌i룸游훌!용훌흉l*z쫓, I풍 

~'*之II ~~~*°有iftil~f처林 

b)ιF바 상눈 염1))_ 麗뿔l 
가현리마을숲 

이곳 가현리 미을 숲은 마을 뒷산 계곡에서 불어 

오는 강한 바람을 가려주고, 마을 앞을 지나는 

하천 둑 주변에 조성되어 있어 물의 범람을 막아주는 

호안림과 방풍림으로서 미을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주는역할을한다. 

앞으로 이 마을 숲을 지속 관리한다면 주민과 

일반인이 숲의 아름디움을 느끼고 숲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곳으로 매우 유용한 

숲이 될것이다. 

Gahyunri Village Fo「est
The Gahyunri Village F。res t gives the pe。pie 。f the village many 
benefits, protecting them from str。ng winds and river overfl。w and 
creating beautiful scenery. If all residents and users keep this f。rest clean 
through c。nstant care, it will be m。re useful and we can all enjoy the 
benefits of the f。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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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ιF바 상눈 염1}i_ 

효자은행나무 

옛날 이 마을에 방영환이라는 효자가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노모의 눈이 멀어버렸다. 

효자는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십여 년을 

한결같이 이 나무에 와서 빌었더니 어머니의 눈이 

뜨였다. 이후 노모가 세상을 뜨자 묘 앞에 움막을 

짓고 칠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다.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700년)를 효자나무라 

하고 자식들에게 효행을 가르치는 표본으로 섬았다. 

Ginkgo T「ee of a Good Son 
A long time ago, there was a 9。。d s。n named Younghwan Bang who 
lived with his old m。ther in this village. One day, the m。ther lost her 
eyesight. After that, the son came t。 the tree and prayed for his m。ther’s

eyes every day. After 10 years, his m。ther regained her eyesight. In 
addition, when his m。ther passed awaι he mourned at her grave for 7 
years. Many pe。pie called this 700-year-。Id ginkg。 tree the Go。d Son 
Tree, invoking a less。n 。f filial behavi。r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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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 가구재 관싱용 

등으로쓰인다 

~~ot-1l-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평군 앙동면 쌍학리 565-3 

孝子혜 

택뭉딩및I 
택딩이식선생묘 

M.前, iZ↑村주뿔홉-↑名Q니方총tlci!ICJ ;J주"'1i흥lij-월生活 휴-天 , 

좋쩍겠目훗llJl , Milt훌주+~~-日的흉휠IJjz!l해for析빼il:llt*•m光뼈l 

톨현他的g훌쩨以~~ . E來, 훌않去世, 흥주훌lij훌훌for혐了빼子, 

i.177年的흉톨生活 A꺼앤iZ!ltl홈빼 (700年)빼1'J훌子뼈, ~~i-F1'J 

子女흥行JU t!CJ~후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앙평군 지펑면 망미리 1031 

‘. 밍미2리회관 

신대 

인섭부리 F훨렐 

安森不里*ZE察
엄it~~正月+五上午+회左右, 몇女좋少都융JUl到安힐不뿔(훌i훌) 

村口~~it l.B혐ill:¥行tξi.B~ ‘ 以힘훌훌山中용홍行山헝之E훔i효行 
itl.B~ . i잉흩R효山듭혈行i'i\.!ll-&인山*$--릅훔혈行itl.B~. tξi.B고下之~. 

-It&到自tM홈뼈消失, 8용ilU~ff~i!lll-1‘i.B톨흩二+~lfof由村홈年승 
효下~. 

t>'ιF바 섯% 염1}J__ 

얀섬부리 장승저| 

이곳 안섬부리 마을 입구 장승제 터에서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 열 시경에 남녀노소가 모여 

장승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산 중턱에서 산제터를 

지내고 장승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산 뒤쪽에서 

산신제를 간단히 지낸 뒤 장승제를 지내고 있다. 

한 번 세운 장승은 스스로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는데 이 장승은 이십여 년 전 마을 

청년회에서 세웠다고 한다. 

」angseung Ritual at Anseomburi 

Every January 15th (of the lunar calendar) around 10 am, all the villagers 
gather at this place f。r a ritual f。r a Korean traditional totem pole at the 
village entrance called Jangseung. They used t。 h。Id a m。untain ritual 
。n the m。untain before the Jangseung ritual. Jangseung was |。cated
。n one spot initially until it became r。tten. This Jangseung was erected 
ab。ut 20 years ago by the young adult group of th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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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앙))7}--- 상% 펀1}호 

마을의재복을지키는 
자스관소대 
。。 -1 A ” 
이 미을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의 재복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장승과 솟대를 만들어 세웠다. 

장승과 솟대가 서 있는 곳을 ‘숲’ 또는 ‘수펑이’ 

라고 부른다. 미을에서는 2년 마다 서낭제를 올리며 

장승과솟대를 새로 만들어 세우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장승을 신성시하여 합부로 건드리지 

않으며 심지어 도로를 넓힐 때에도 장승은 건드리지 

않는다고한다. 

」angseung and Sotdae fo 「 the Wealth of the Village 
This village placed Jangseung and Sotdae poles, called Sup and 
Supungyi, at the village entrance to prevent the village from |。sing its 
wealthy spirit. 깨e villagers hold a ritual f。r natural gods every 2 years, 
erecting new Jangseung and Sotdae. Jangseung is sacred in this village. 
They even made a r。ad avoiding the Jang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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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21 

守 :tf' 村子찌**흡 a<J-*zU11~;~ 
Mi~久前월, 村뿔~'1 了il!~~ llt훗엠, 立了*~~;;:;t . 효κ~~;;: 

1*~地方~4做 “ 1j:훌(흘i흥)” 훨 “1>!H껑 (훌i흥)” 村뿔홉뼈年훌!”용￥行 

域뺑흥, Jtllf');fli~*~~1};t . 村~m뺑*~'1till~~휴표, M不승Ill& 
{f처待, RD!훌훌뻐~J홈面it.I也不융흉ii.11*~ 



음나무 -투릅나무과로 효팩 일본 민주 중국 등에 분포하는 닉엽교목 

이다 꽃은 7∼8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한다 수미는 약용 뿌리와 

어린잎은 식용으로 사용된다 

~~o 「1 I-는 낭 

• 위치 , 경기도 앙펑군 용문먼 삼성리 산28 

~ 

t홈휴出政zHIJ취的해 
J,l.illf, 生;홈흩i&li村子里的tJ!~~;中;g有JL子, 面l뻐~탑的危없 有-天,

tl1~夫A的용里出Jjl了-↑白$좋A . f를~뼈~果f양훌H*'Jltt (SOO年) 
下面뼈米회flt , tl'.lit호出三兄훌 夫Alt<照老人(!(Ji종빼7 , 果~'.£了프 

↑JL子, 三R.~*大탑효*용빼名 , ff:政~~lj취 M1比以동, 에흥"'EA훌 
훌뺑生JL子, 힘l용휠1Ji&!lili'J ltt~下훌減求주 

b )앙., J 7 )-- 상능 볍"J)호 醫뿔l 
저스 n~A-1-르 L에 
。。 I 

음냐무 
옛날 이 미을에 살던 권씨 집안에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게 생겼다. 어느 날, 부인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음나무(500년) 밑에 있는 미록을 잘 

모시면 이들 삼형제를 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부인이 노인의 말대로 했더니 과연 아들 

삼형제를 얻었는데 삼형제는 커서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 판서를 지냈다. 이후 아들을 낳으려는 마을 

여 인들은 이 음나무에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Kalopanax Tree that Produced Government Ministers 
A long time ag。, there was a family named Gwon in this vi llage that had 
no son. One day, Gwon’S wife was advised in a dream by a white-haired 
。Id man t。 take care 。f the Mireuk statue under this 500-yea r-。Id tree if 
she wanted t。 have a s。n She did as advised, and had three sons wh。
later became ministers. After that, many village women wanting sons 
used to pray under thi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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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풀. ι1ιF싸 상눈 염1}J_ 

산신령의현몽 

(느티나무) 
구한말, 단양 김씨가 집성촌을 이루며 처음 이 

마을에 살았다. 사람들은 산속 깊이 들어와 화전을 

일구었는데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주민들을 해치고 

짐승을잡아먹었다. 

어느 날, 마을 노인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용문산골짜기에서 느티나무{400년)를캐어 마을어귀에 

심으라고 했다. 노인이 산신령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호랑이가나타나지 않고농사도잘되었다고한다. 

D「earn of a Mountain God 
In the late Jose。n, the Kim family 。f Danyang lived in this village. They 
had farms in the midst of the m。untain, and were frequently attacked 
by tigers‘ One day, an old man in the village had a dream in which a 
mountain 9。d came and said t。 re-plant a zelkova tree (때O years 。fage)
fr.。m a valley of Mt. Yongmun at the village entrance. The next day, the 
villagers did as advised. Fr,。m then 。n, there were no more tiger attacks 
and they c。uld harvest go。d e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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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절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r1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영군 용문연 삼성1 리 941 

여JPf출했| ,. 

용성리 

윈억역 

원덕리 

山빼콧t{창 

113tl末, ).뼈효~11~Jilt!I!居村‘ 호임HEi!뿔 人inflj深山뿔휴i1U~J1!1f.t , 
용$有좋Tl出 iJt . 危를륨民, 띠~M物, 휠-天, 村뿔-↑老.A.ti<JY뿔出 
찌了山빼헛, 올ififl!!훌1J;t(l 山山삼현來**해 (4004'l f41훌j村주的λ口lie . 

좋A홉照山빼M.ti<Ji종빼7Z.읍----훔iJt有出!j!, :«'.i'to1!!$톨후i&. 



풍짐바위 - 경기변성암복합체에 속f;f는 선캘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대의 
혹운모펀마암으로 약a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추정될 

~\ot-11-는 닝 

• 위치 ; 경기도 앙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94 
(용문산관광재 

-용문시 

山빼岩 

도빼기 

--띤용 

낭 .. 
야외공언징 

잉영친.경 
농업벅를관 

二+t!!:~i'.-t+年代, 용,.호호풀山홈i!iltn目 K<tit.J•에 村民’fl:J<~훌 

行山빼흉來MR흥빼, 析빼不훔웅生不솜*}에I↑.‘ 용i:!i:il휴-柱il 
右illtlt.J iiitl'f,i. 有-찢쩌大빼울:0 ' ;g뿔빠룰혈行山빼~tlt.JIXl.W울 

홈民ifl ;쳐了혈行혐re . 융뾰前뼈三天tE휠石下!!II~• ’ a;;얻:Ofoltlt.J!li 
@껴上la上tJiliJ , 빼心빼好훌를 

b)ιF싸 갖눈 염1})_ 寶띔l 

산신바우| (풍잡바우|) 

1970년대, 등산객들이 조난을 당하거나 자살 

하는 일들이 잦았다. 마을사람들은 원혼을 달래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기로했다. 

용문사 일주문을 지나 오른편 계곡 넘어 커다란 

바위가바로산신제를 지내는풍잠바위다. 주민들은 

제를 지내기 이삼 일 전 바위 아래 제당을 만들고 바위 

앞느티나무에 실타래를 감아놓으며 정성을 다한다. 

Rock of a Mountain God 
In the 1970s, there were many accidents and s미cides 。n the mountain. 
The villagers decided to hold a ritual f。r the m。untain 9。d, praying f。r

peace and safety. The giant r。ckacr·。ss the valley after Y。ngmun Temple 
Gate is Pungzam R。ck, where people stay to get ready f。r the ritual f。r

a c。uple of days, preparing the ritual table and winding threads 。n the 
zelk。va tree in front of the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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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풀’ b\강/)7 )- 상능 엽1)호 

마을의안녕을비는 

산신제 (추읍산) 
추읍산은 산지가 험하고 맹금류가 자주 나타나 

마을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무사고와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리게 

되었다. 

만일 산신제를 소훌히 하면 산신이 노해 반드시 

재앙이 따랐다고 한다. 산신제 비용을 갖고 

도망쳤던 이장은 집안이 망했고,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은 호랑이를 만나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Mountain God Ritual fo「 Village Safety 
Mt. Chueup was a difficult place in which t。 live due t。 the frequent 
appearance 。f danger。us wild animals. So the people of the village 
decided t。 h。Id rituals f。r the m。untain god, praying f。r peace and 
safety. It was said that a careless ritual made the 9。d ang”, and this was 
foll。wed by a disaster. The family 。fa village leader wh。 ran away with 
the ritual money was ruined. Pe。plewh。 did not c。ntribute t。 the ritual 
experienced near-death, facing a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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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옴산- 산높이 • 영3m. 등산로 • 5개코스 I 13km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앙평군 개군언 내리 산42 

찌村ff.析福的山빼흉 

를를뚫 

후옵리 
JB군저수지 -수획서윈 

엉챔山山~IU!.!U효.出ilL 村民,n生;몽jQ줌 村뿔困此1f~¥1i' 

=Iii/!!平安mo~인山빼·* 11\llJoJ올~·~"HL. :£뺀山뼈, 必定용iUH잊4홉 

fξlll.I'~조훌얻山빼헝엎fttlt.l里t‘~ii'*';홈, 不 tll~호Jlltlt.l.A.l'i8flj;흥---& 
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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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를 b\ιF바 섯능 염"J)i_ 

구렁이가살던향냐무 

옛날에는 이 향나무(500년) 아래에 커다란 

구렁이가 살았다. 구렁이는 향나무 근처에 있는 

논에 못자리를 낼 때면 향나무 밖으로 나와 돌아 

다니며 못자리를 망가뜨렸다. 그런데 논임자가 

못자리를 만들기 전에 이 향나무에 고사를 지내면 

구렁이가못자리에 절대로들어가지 않았다고한다. 

이 마을 함열 남궁 씨들은 이 향나무를 신성 

하게 여기고 정성껏 제를 지냈다고 한다. 

」unipe「 T「ee with a Snake Nest 
A |。ng time ago, a large snake lived under this 500-year-。Id juniper tree. 
When pe。pie prepared paddies and fields for cultivati。n, the snake 
came 。ut and damaged them. But it was said that if a ritual f。rthe snake 
was held, the snake w。uld not damage the paddies. The Namgung 
family 。fHamye。| held this duty sacred and dev。utly 。bserved rituals. 

19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항나무-측백나무과로 흔택 • 일본 중국 , 몽골 등에 분포하며 상록교목 
이다, 4월에 개회하고 이듬해 10월에 결실하며 목재는 향으로 써왔다 

가구재 조각재 ‘ 장식재 관상용등으로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32- 1 

住흘빼훨的*용ta 
M힘, ]gllf응ffj (SOO~)下tt•-흉大tllit: . 훌훌훌j휴홈쩌뺀, tllit:tll융 

出來ill~얘近的田ll!!뿔빼용L 但룰, 률a:휴홉之fortt]gll+tffl¥行형얻, tllit: 

"jX不용i!λ뺏田, lllt !lt P힘홈~~jgll뼈j;J빼*·- ---훌•re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기구재 건촉재 등으로 

쓰인다 

~~ot-1 .. 는 "i 
•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07(군부대) 

.. 
용운앙 

밀뀔멜 

탑$、 

陽子흘子빼 

J 

협7 
기일 

과전종잉 
고등학교 

MJ!lf有-1'•.13把三↑女JL聊훌出去了, 但困i!P:<P ilt有JL子, 풍횡1rnLA. 

훌ll . 흘.13뼈三↑女JL효;xi.f흥쩌 (300年) J!lf!J上井il'7f<홈減析빼 百日
i:1듭, t!lll!Ml특, ;;:年a.13뼈女JLlll生下7 JL子 此듭, -I流fξ.훌 

훌··**¢에前훌心析빼f.t~生JL子~t용lll., ;xi.1~Wtt!!困此f,ltf;j;;IJ훌子쩌 

t> \앙 뿔뽑l 
야들을낳게해주는 

동자냐무 (느티냐무) 
옛날에 어느 과부가 딸 셋을 시집 보냈는데 , 

아들을 낳지 못해 소박맞고 돌아왔다. 이에 과부와 

세 딸은 아들을 낳길 소원하여 이 느티나무(300년) 

앞에 정화수를 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그러길 

백일 만에 태기가 있더니 이듬해에 과부의 세 딸 

모두아들을낳았다. 

그 뒤부터 이 느티나무는 정성을 다해 기도하띤 

아들을 낳게 해 준다 하여 동자나무라 부른다. 

Tree that Grants Sons 
A long time ag。, there lived a widow wh。se three daughters were 
deserted by their husbands because they could n。t bear sons‘ At this 
300-year-old zelk。va tree, they prayed f。r s。ns every day. After 100 days 
of prayer, they all became pregnant, even the wid。w, and delivered sons. 
Since then, the zel k。va tree has been called a s。n-grantin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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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뿔를 b)ιF싸 상% 염1}J_ 

가지를꺾으면혹이 

생기는느티나무 
이 느티나무는 현 소유자의 18대 조상이 심었다. 

나무는 자라면서 줄기에 돌기가 우둘투둘 불거져 

나와 마을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뭇가지를 꺾은 사람 몸에 나무줄기에 

솟은 돌기와 똑같은 혹이 생겼다. 

그 뒤로도 같은 일이 또 일어나자, 마을사람들은 

나무를 신령하게 여겨 함부로 하지 않았다. 

Bumpy Zelkova Tree 
This 500-year-이d zelk。va tree was planted by the 18th ancestor 。f the 
present 。wner. As the tree grew, it developed an oddly bumpy surface. 
One day, a man who had cut a branch from the tree developed the same 
bumps on his skin as 。n the tree; this happened repeatedly when 。thers 
attempted the same thing. S。, the villagers held the tree as sacred and 
did n。 further harm 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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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 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촉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경기도 고앙시 덕앙구 오금동 산32-3 

• 단독주택 

멸멜렐 
// 

折훌~l'i에技就용*包的t에 
l& .. l*빼 (500年) 룰짧~빼主빼!lf18代ti!~所빼 )& .. ~에'UIT품大ll'j, 

빼**上했머Ci不平없了~* · 村民m~l4f~훔怪 협-天, tlTIJi뼈fltl!J 

-↑A흘」t*了l1I빼上-~ti!)힘 此f.i , Xl!tj:_7엄同tl!J•i. . 村民In

ff앤JS빼빼흥-J;J빼훌的빼, 不**빼’1m11 



효!Lf무 - 측백나무과로 효묵 일본 중국 몽골 둥에 분포하며 싱록교목 
이다 4월에 개화하고 이듬해 10월에 결실하며 목재는 항으로 써왔다 

기구재 • 조각재 장식재 관상용 둥으로 쓰인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앙구 대장동 59-7 

村民1f1困짧-心守햄 a<:J ”이 
옮쐐不!inili8i. +fi빼 (350年) 훌꿇함뼈, 但'8-I룰村民if〕心中保홈村 

子的댄핸빼木 日本랬려힘뼈, 日本.A.tilJi8찌빼#.的m~ . 뼈뺑앤 
’ε빼출日本 村民’fll4뼈消.f. ~fjjt흩---出面뼈엠 日 :$: .A.ti村民’fl ijl웰 
~-!;!;~Ji마倒, 흩-~해校빼iltUI출 村民’n츄心흠住~i8i.뼈흩흙 

럽l&lftll1 1HI分훌**--, @~훌흙멸~It!!·효eJJ흉的It!!方 

야F바섯눈염1}j_ 

마을사람들이톨똘뭉쳐 

지려낸향냐무 
이 향나무(350년)는 누가 심었는지 모르나 오랫 

동안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목으로 여겨져 왔다. 

일본 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이 나무의 웅장한 모습에 

반해 일본으로 가져가려 하자 마을사람들이 모두 

나와 막아섰다 일본 사람은 마을사람들의 완강한 

태도에 놀라 나무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었다. 

미을사람들이 함께 지켜낸 이 나무는 한국 전쟁 때 

일부 불탔으나 여전히 이 자리에 굳건히 지키고 있다. 

」unipe「 Tree P「otected by Villagers 
Nob。dy kn。ws who planted this 350-year-。Id juniper tree, but it was 
treated as a guardia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 」apanese man tried 
t。 transfer it to 」apan . But due t。 the str,。ng 。bjecti。ns of the villagers, 
he could not even touch the tree. This tree, which was able to survive 
thanks to the sincere efforts of the wh。le village, still remains here, 
although it was partially burnt during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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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ιF바 상눈 염1}1.__ 

전쟁때마을사람들을 

지려춘향냐무 
한국전쟁 때 전투기가 날아오는 걸 본 마을사람 

하나가 사람들을 이꿀고 이 향나무(400년) 아래로 

도망쳤다. 이 나무는 한쪽 가지가 땅에 닿도록 

늘어져 있어 몸을 숨기기에 좋았다. 실제로 전투기가 

폭격을해서 미을은쑥대밭이 되었지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수호신목으로 

여기며 정성껏 보살폈다. 

」uniper T「ee that Protected Villagers during Wa「
During the Korean War, a villager wh。 saw military planes c。ming
guided others to this 400-year-old juniper tree. It was good place t。 hide, 
as the tree had long branches reaching t。 the ground. In fact, the village 
was completely ruined by bombing, but the pe。pie survived. After that, 
the villagers treated it as their guardian tree and dev。utly looked aft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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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나무- 측백나무과로 흔댁 • 일본 ‘ 중국 몽골 등에 분포하며 상록교목 

이다‘ 4월에 개화하고 이듬해 10월에 결실하며 목재는 향으로 써왔다. 

가구재 조각재 장식재 관상용등으로쓰인다 

*~o 「 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고앙시 덕앙구 덕은동 140-1 

Cl 

훨훨룰 

I&훔中保jf'村民的쩌 
·*固뼈훌it.I. 有-1'.A.를좋lj뼈斗fl\ ‘~i:!來 , 흥~®i·村뿔.A.lHJi!빼빼 
(400年)下 jg빼쩌的-삐쩌흉훌휠ljJ:t!上, 룰1'1~好빼iUtzPli. 용뼈斗 

fl\~딩!; , 村주훨成了Ii해, 但jg뿔빼村~fr〕윌]톨횟;1tfn . 此탑, 村民f(]

t1!i!빼빼훌찌휴앤빼, 찌心保#'.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닝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 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l-는 닝 

• 위치 ; 경기도 고앙시 일산동구 산황동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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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앙행 

;JC렇大뼈￥빼下的棒t이 

i&훌7C'*'大!!머受후成桂之옮, 到J!l:류했훌立뻐固힘l(l(J~方R1:!t生(I().↑. 
-天, 他來到jtill山빼下四J!l:Mh '흘 , !ffl~IJ 뽑心훌톨了i&↑~方, 井야下 

프훌쩌 其中jllj!*己死, 뼈下~-i.~룰Jj!~호8인i&!*. '~久以탑, -•* 
夫흩쩌~I휠升톨田뼈, I!휩下해**, 不써刀짧훌折용, g:f9J!11J了주 此륨, 

村子뿔빼A都非쌓빼훌빼처待;xi.t.셔 (650풍) , 井쌓li'J!iHe析햄푸安 

b)ιf")) 7 }--짧 염1}J_ 

무학대샤가심은 

느티나무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명으로 새 도읍지로 정할 

곳을 찾아다닐 때다. 그는 북한산 아래 땅을 두루 

살피다가 이곳을 눈여겨보고 나무 세 그루를 심었다. 

그중두그루는죽고 남은한그루가 이 나무다. 

훗날 한 농부가 나무 둘레에 밭을 일구고 가지를 

자르려고 하자, 멀쩡한 톱이 부러지고 손을 다쳤 

다고 한다. 그 뒤로 마을에서는 이 나무(650년)를 

신성시해 평안을 비는 제를 올렸다 

Zelkova Tree Planted by P「iest Muhak 

At the request of Seonggye Lee, the Buddhist priest Muhak traveled 
ar·。und seeking a g。。d place for the new capital. He planted three trees 
t。 mark p。,nts under Mt Bukhan 까11s 650-year-。Id tree is one remaining 
tree of th。se three. Later, when a farmer tried to cut branches t。 clear 
fields ar。und the tree, his saw b"。ke, injuring his hands‘ After that, the 
villagers held rituals for the tree, praying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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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재아으아려 AL.. 
I I I ” 。 a =...,-「 」

.2...iJHL~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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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한 뱃사공이 한밤중에 밖에서 구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이심F하게 여겨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그런데 우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나루터에 

있는 이 나무(450년)였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조선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 나무가 나라의 재앙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나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Ginkgo T「ee Warns of National Disasters 
A long time ag。, a b。atman heard a weeping s。und and f。II。wed

it. Unbelievably, the source 。f the weeping s。und was n。t a human, 
but this 450-year-。Id tree l。cated near a wharf. Several days later, the 
」apanese invaded Jose。n . The tree warned 。f a nati。na l disaster in 
advance‘ s。mepe。pie said they als。 heard the weeping s。und bef1。re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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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vlO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 악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둥 

으로쓰인다 

*~o 「 11--는 녕 
• 위치 ; 경기도 고앙시 일산서구 법곳동 430-1 

f갯름固家:Al~iU1<.Jtlt홈빼 
M.힘, -ilt없夫«•홈몰~월j,양ffl훗파빼훔흘, :ilt짜~~-·흩, tt•• 
"jfi흘去-!lil~Jt. 但:u1맺j立빼#不훌,A , 而룰빠口itll!CJi&짜빼 (450훌), 

i&14•씨z~u7凡天, II:!<了씬뼈••'1平1$的王辰홈홈L Jl*i&lt 
빼훌훌협torfli흩밍ltl!CJ"1~1l. tt~’fl\J!.흩빠힘뼈훌ll:!l.Ztol1!!~flJ7i& 
It~에哭illB인.,.흘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둥 
으로쓰인다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 

析樣후~的빼~~이 
iZ!ttl홈빼 (520年)所흩的村주以m룰大iiw.lil양出빼빼方, 所以fltf;'J:;IJ

“• Wii ” %夫m룡~;Ji!!암!Ui흩江itlat.JiZ짜빼上, 且훌훌年的HHn-. 
~벼~-正•at.1.A.1!!任 •• 主쌓行~He. 以析g村子平'tc:&•후‘&, *~ 
훌ti홈빼at.i!'li Jl!~ ;Jl,,S |、후뻐 M.llllll1~휴월, 村民1fl앓非.빼효빼처 

~iZ!t빼, *용애如果{꺼흥융j쩌, .뿔빠융$生不~at.I-~. 所以ii-~

tti~ll!不용하을h 

b)ιF싸 상눈 염1};L_ 활훨l 
풍년을비는신령한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520년)가 있는 마을은 옛날에 큰 

고기잡이배가 드나드는 곳이라 하여 ‘중선’이라고 
하였다. 뱃사람들은강어귀에 있는 이 나무에 맞줄을 
매어두곤 했다. 그리고 해마다 시월 초하룻날 청렴 

하고 무탈한 사람을 제주로 내세워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제를 올리며 은행이 열리는 것을 보고 
풍년과흉년을점쳤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다. 
나무에 해를 끼치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 하여 
죽은 가지조차도 베.A] 없다. 

Divine Ginkgo T「ee
This 520-year-。Id ginkgo tree is located in a village called Joongse。n, a 
place 。f many large fishing boats. Fishermen would tie their boats up 
t。 this tree. Fr,。m that time, pe。pie held the tree as sacred. Since they 
believed damaging the tree w。uld cause misfortune, they did not even 
cut dead branches. They held a ritual f。r the tree every October 1 st of 
the lunar calendar, wishing for peace and a good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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灣풀 b\ιF싸 청눈 염1}i_ 

하씨치아으지키느 
I 너 』 흩 I I 

느티냐무 
이 느티나무(2 10년)가 있는 곳은 삼국시대 때 

군대가 주둔하고, 임진왜란때 의병들이 진을 쳤던 

곳이어서 둔야또는둔뱀이라고불린다. 

이 나무는 우람한 데다 우듬지에 뚫려있는 구멍 

으로 흰 뱀이 드나들어 오래전부터 마을사람들이 

신성시했다. 또 이 미을에 사는 한씨 집안에서도 

이 나무에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어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고사를 지냈다. 

Zelkova Tree P「otects the Han Family 
This 210-year-old zelkova tree is located in what was a military camp 
in the Three Kingd。ms Era an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f 1592. 
As the tree was large and was inhabited by white snakes, it was held as 
sacred. Als。, the Han family in the v川age believed their family guardian 
9。d stayed in the tree and held a ritual f。r it after each year's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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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닝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기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75-1 

守JI'홍휠~家族的휘 

용현흥 
건영이띠트 

인기대 

i!lli¥뼈 (210年)所흩빼빼方룰三固lt.tllll~lll.!IHL. 포辰홈훌Llt.t.i:l兵염t 

兵布11$£i(Ji1!!方, 所以훌~'1훨홈或좋~. i!tl~껴~~~mtt. 且혹白양용 

nth샤쩌빼上빼洞中벼;ij!:, 1~루以lltr村 fi';ffl웠*%***빼物 住훈i!↑村뿔 

的ft~;흥흉~相암i!빼빼上住.않itifl!!ffJWiTff"jlll , --年秋!If않흥듭 
힘l용'1!*£!'1!1'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 「1十는 녕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297-3 

f핏知얀j훌的*처 
lM久以前, i&Ri村子里-p .A.if: titJ J L앵93용m;xi.뿔해 (470年)上升홈 

;홈터빼흉용 llli훌l]JL빼빼7 i&홉뼈용, 公公iA'-i i&톨不好titi ffm, --口
不i.J: ilt出훌 il!il多久, JU.U~훔, 흥里뼈.不mi . 村~ifl JX:;j"*HiniX

훔뼈~~l'jl!I윷, 승ff H음"'햄, 훌~~흩行흉remtAJili:n흥平安 

ι1ιF바 상눈 염1}J_ 選를 
냐본일을알려추는 

느티냐무 
옛날에 이 마을 어느 집 며느리가 이 느티나무 

(470년)에 흰 꽃이 활짝 피어나는 꿈을 꿨다. 며느리의 

꿈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불길한 꿈이라며 쉬쉬 

하였다. 하지만 얼마 뒤 며느리가 병을 얻는 등 

집안에 나쁜 일이 이어졌다. 

이 일로 미을사람들은 이 나무가 신령하여 나쁜 

일을 알려준 거라고 믿고, 집안의 명안을 비는 

제를올렸다. 

Zelkova T「eeWa「ns of Misfo「tune
A |。ng time ago, a daughter-in-law in this village dreamed 。f a white 
fl。wer bles s。m in this 470-year-。Id zelk。va tree. Her father-in-law 
th。ught it was a bad dream and wanted t。 keep it secret. H。wever, the 
family then experienced a series 。f bad events, including the illness of 
the daughter-in-law. Pe。pie th。ught the divine zelk。va tree was warning 
them of misfortune, and held a ritual to c。nvey wishes f。r peace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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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뿔. t삐7)-- 섯% 엽1)호 

도인이 심은효|화냐무 

이 회화나무(410년)가 서 있는 곳은 회룡사로 

기는들머리다. 회룡사는무학대사와징수인 이성계가 

앞날을 의논한 곳으로 이름나 있다. 훗날 이성계가 

왕에 오르자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어느 날, 이 길을 지나가던 도인이 쉴 곳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 수호신목이라 

여겨 봄, 가을에 제를 올렸다. 

Pagoda T「ee Planted by an Ascetic 
This 410-year-。Id pag。da tree is located at the entrance to Ho iry。ng
Temple, where Priest Muhak and Se。nggye Lee discussed the c。untry’s

future. Later, after Seonggye Lee became a king, there were c。nstant
visitors. One day, an ascetic planted this tree t。 create a resting place. 
까1e villagers treated it as a guardian and held a ritual f。r the tree every 
spring and autumn. 

20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회화나무- 콩과로 흔택 , 중국 등에 운포하는 냥업교목이다 7∼8월에 

개화하며 노란 염주같은 열매는 협과로 9∼10월에 결실한다 공원수 

가로수 약용 · 가구재 영료 등으로 쓰인다 

~~o 「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00-1 

신도6차이띠토 

i흘A빼下的해 
i!~~해 (410年)所효的位I률출효回;t츄뼈λ口 回;t~因;It$大뼈'11 

후.sJt•총:1n:•a此!lili1WtfiU1 i효而때홈 F.i*릭P!.6ltt총플上王{立, 來ini!

뿔~M흩앨不!&. 힘-天, -i;H홈i:1的it.A.•훌ljj!뿔HUl:.W ’ I뼈下 

7i!짜쩌 村民m흥lt '1村子的휴jf'쩌 , .秋흥휴都용쌓行filre . 



기차바위 - 종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전년에서 2억년 사이 

마그마가 지하 김은 콧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D 「1 ... 는 녕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산102(수락산) 

生특的山上뿔落훌山岩 
補有析i흥i블a{J水;훌山本來{立子金예山山빼, 11/fflJ*~tti조都;g뼈, f훌:ii.. 

~~j힘固홈Ba{J南山 , &@훌lj 了 iJl.PB . ill了 ill.PB之듭, 't':<ltlll已용有其他띠 

坐짜, -특Z下1Ul'il1i3l.~Bl퍼坐 *~~총tt• 'll'il1• iJl.PBa<J山빠감其껴 

“反i효山” 析*쫓岩훌水흥山中톨쫓的춤岩↑훌石之-

b\ιf/ ) 7 }- 상눈 염1}J_ 醒훌l 
토라진산에있는바위 

(71차너 f위) 

이 기차바위가 있는 수락산은본래 금강산 자락에 

있다가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소문을 

듣고는 도읍지의 남산이 되겠다며 한양으로 달려 

왔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산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자 

팽 토라져 한양을 등지고 앉았다. 이성계는 한OJ'을 

등진 봉우리를 보고 ‘반역산’ 이라 하였다. 

기차바위는 수락산의 아름다운 기암절벽 중 

하나로손꼽힌다 

Rock on a Sullen Mounta in 
Mt. Surak, where this rock is located, was 。rigina lly on the skirts of Mt. 
Geumgang. After hearing that Seonggye Lee was going to move the 
capita l t。 Hanyang, Mt. Surak came here as it wanted t。 be a centra l 
mountain 。f the new capital. But when it realized that an。ther m。untain
had already taken the place, it was su llen and sat against Hanyang. 
Se。nggye Lee called the peak turning its back 。n Hanyang ’Mt. Betray'. 
The r。ck is 。ne 。f the splendid cliffs of Mt. Sur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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灣뿔 b)ιF바 장% 염1}J_ 

A 무l요도어AL.. 
-』니클 를 -1-「」 

보리A냐디 
「「 1.-

옛날 어떤 사람이 이 보리수나무(300년)열매로 

염주를 만들어 불공을 드렸다. 그는 가슴속에 한 

가지 원을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 

했다. 그러자 얼마 후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뒤 많은 신도들이 이 나무 열매를 따서 염주를 

만틀어 불공을 드리면서 소원성취를 빌었다고 한다. 

지금도 대웅전 앞 보리수나무 。뻐에는 수행을 히는 

좌대가놓여있다. 

Wishing Bo Tree 
A long time agα a man prayed to Buddha t。 f뻐|| his 。newish 。f using 
a r。sary made of fruit from this 300-year-이d Bo tree. Bef1。re |。ng, the 
man’s wish came true. After that, many Buddhists would come here to 
collect fruit t。 make r。saries. There is 씨| a pedestal under the 8。 tree in 
front 。f the main temple. 

21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보리수 나무 - 보리수나무과로 일본 중국 인도 둥지에 분포하며 

늑맹관옥이다 전국 요고 1.200m 이하의 산기술에서 지생하며, 5∼6월에 
개회하고 10 、- 11월에 걸실하며 열매는 식용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남앙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143(묘적사) 

i!fl!홈提해 
JAJVT휴-↑Alll흠씬빼 (300年)的果주빼成$훌좋아, 他心휴自 己的g윌 

以훌減Z心向홈,,析빼 不久Z탑, ”B↑A~lmi.Ul<n!7. 此듭, ltt훌 fl 
徒t!!~f언-*￥, 用빼~·횟빼l'1t念훌, 11~훌tlii.l*f홈心g 大l#IH面~

홈--*예下IJ!흩if有fJtrntr~台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기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1-는 낯 

• 위치 경기도 남앙주시 화도읍 답내리 430-4 

/ 
당내리 

E땅공업 

염小{*子꽁t얻的찌 

JM혜, 村子뿔홉-↑小{火子:fl];흩lit-월호;줌 因**---’ ilt有可以---매 
빼田뼈, 他a<JIUI빼룰뼈흙-快自 己뼈田뼈 흡-天, ~흉A!!!'.흩4흥뼈 
(525훌) 下!!l!lllll 딩 己a<J,.t!t , J&il빼뼈빼i이7他월由之E홈ill小{火주不 

tli求*￥**빼••M1홈쩨f톨心g 4、ti:주!l«.,Qi삐빼活처빼析JI! , 此둠 , 

1Uti$Jiit, 윷下了딩己的田뼈, 훗햇71'.I! 

b\ιF바짧염1)j_ 權I
논을샤준느티냐무 

옛날 이 마을에 젊은이 한 사람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젊은이는 가난하여 농사지을 땅이 

없었기에 늘자기 논을 갖는 게 소원이었다. 

하루는 젊은이가 느티나무(525년) 밑에 앉아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그 까닭을 

묻고는 느티나무에게 소원을 벌어보라고 했다. 이에 

젊은이가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차츰 가세가 

일어 논밭을 사서 소원을 풀었다고 한다. 

Zelkova T「ee that Brought a Rice Paddy 
A long time ag。, a young poor man lived al。ne with his mother‘ The 
po。r man always wished that he had his own paddy. One day, lamenting 
his misfortunes under this 525-year-이d zelkova tree, a m。nk asked 
why he was upset, and sugge야ed praying to the zelkova tree. After he 
followed the monk's suggesti。n, he earned m。re and more m。ney and 
finally was able to buy a paddy and a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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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암))7 )- 상늪 염'7)호 

불길에휩싸여도타지 
。+느시디나D 
LU 1-「 1-「-

옛날 이 나무(500년)에 크고 깊은 굴이 있었다, 

이 굴 속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살았는데 마을사람 

들은 이 구렁이를 나무와 함께 마을을 지키는 업이 

라고 여겼다. 그래서인지 이 나무는 한국전쟁 때 

폭격을 맞아 불길에 휩싸였으나 불에 그슬리기만 

하고타지않았다, 

그 뒤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를 더욱 신성시하며 

한 해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나무를 보고 풍년과 

흉년을점쳤다고한다. 

Fire-p「oof Hemiptelea Davidii T「ee
This 500-year-old tree used t。 have a deep h。le where a large snake ”ved. The villagers thought the snake, t。gether with the tree, brought 
luck t。 the village. This tree was n。t burned down even when it wa‘ 
surrounded by fire during the Korean War. It was said that the pe。pie
used the tree t。 predict the year's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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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나무 - 느릅나무과로 중국 • 함경님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낙엽교목이다 하천이나 낮은 지대에서 자생하며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ζ념}다 꽃은 5월에 개화하고 시과 열매는 10월에 결실한다. 

채·「1~는 광 
• 위치 ; 경기도 남앙주시 수동먼 지둔리 420-1 

被火包園1!?.i5t被燒死的刺倫
>Atoll!llt;lt (500年)上훔-↑g大요흉빼빼껴. 껴훌tt•大tJli£, .A.irliJ.. 
:!'!大tlli£'띠쩌-**톨保홈村子빼 .不X'-'!:. 훌 •• 圓빼*엌il'ti!ll빼ii 

훌~~m. 훌火힌111. 但R룰훌--而ilt휴훌빼死 此륨, ..i民’OJ!:IJajlfl
훌Jl!;i;j~J!ll빼, -~~·升~:ttoltl!융빼옳빼~*~~ |、후외 



소나무 - 소나무과로 중국 북동부 • 일본 ‘ 한국의 북부 고원지대를 

제외한 전역에 분포하는 상록교목이다 5월에 개화하고 이듬해 

9∼10월에 결실하며 건축재 펄프용재 약재 식용 등으로 활용된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남앙주시 수동먼 외방리 188-1 

환走老j훨的t이 

C
흑링목움영원 

>A힘, m젖山-뿜有lR쫓윷虎 좋虎용.下山ill村子뿔hQ흠**民'°'흥I 
Afn被좋야1!1!~~8不짜훨초 -{立옆i1(lt) il .A.챔힘ill.월뼈벌!r (lt)t~lil! 
(400후) 황行1ne . 村民f(Jjf흩훌훌빼十R 앨츰 日후行형*! . llll*lf!t 
供., 析빼~~~.!!'°m:m . ~t1'후'81: . 此륨 , 윷야뼈)[~를↑.,.消失, 

村子X核I了平--

b)앙 

호랑이를물리친 

소냐무 
옛날 축령산 일대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이 

마을에도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입혔다. 마을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었는데, 

지나가던 도인이 서낭당 터에 있는 이 소나무(400년)에 

제사를지내라고했다. 

사람들은 호환과 액운을 달래고 풍년을 기원하며 

매년 시월 중 길일을 택하여 멧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치자 차츰 호환과 액운이 줄어들고 미을은 평안을 

되찾았다고한다. 

Pine T「ee that Defeated a Tiger 
There used t。 be many tigers around Mt. Chukrye。ng, including near 
this village. The tigers often came and harmed pe。pie and livest。ck.

An ascetic recommended t。 the scared villagers that a ritual be held t。
h。n。r this 400-year-이d tree‘ Ona go。d day eve” Oct。ber, the villagers 
held a ritual with a wild pig sacrifi대 which r뼈uced the misf1。rtunes of 
the vi”ageand rest。re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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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ιF바 상% 염1}1_ 

명채상이심은 

은행냐무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한음 이덕형이 관직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혀 살 때 일이다. 그는 사택 앞에 

노뭇톨을 놓고 은행나무(400년) 두 그루를 심었다. 

한 그루는 한음, 또 한 그루는 오성이라고 여기며 

다시 만나길 간절히 기원했다. 

이 나무는 8.1 5 광복과 한국전쟁 때 웅∼웅하며 

울었다고 전해오는데 현재 사택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으나 노듯돌과 이 나무만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Ginkgo T「ee Planted by a Great P「emier

When De。khyung Lee (Haneum, featured in the Oseong and Haneum 
story) retired t。 live in a rem。te v”lage, he planted tw。 ginkgo trees and 
named them Ose。ng and Haneum, wishing f。rtheiruni。n,깨e tree was 
said t。 make a buzzing sound befi。re Nati。nal Liberation 。n August 15 
and the Korean War. N。w, although there is no trace 。f his h。use, the 
tree still remains. 

21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기구재 관상용 

둥으로쓰인다‘ 

*~11r1I-는 닝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635-3 

북힌강 

名宰相빼下的t이 

lZ톨以•iit~~뼈뼈名tlll~뼈후@··*￥훌홈맹, ”3~U ff生;홈ll<l:!t生빼 
.삐 -天, 他흩R용子ft/面1IJ.上llUIP石, fll>7뼈짜tR홈뼈 (400年), 앤其 

中-lH!'-1~뼈 , 용---필fl;훌빼, Jl ill析*.,를뼈-B κ•mm. m!f 
tR홈빼훌8 15:l'tUll-댐빼후뼈빼빼哭파, Jl!t£ , tt'tE i빠훗훨If., 

但.빼石뼈빼빼않휴~~~-1!;~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 관상용 
둥으로쓰인다 

~~o 「1 I-는 닝 

• 위치 ‘ 경기도 남앙주시 조안면 송촌리 산26-22(수종사) 

시우리을 

1ι, 

룰펄뀔 

慮TJJ世組的*뿌훔 

--홍ff~~앤t!llflJ五台山上院츄쭉fil7:Jt~홈ill'之탑훔$, jf;jl;J(江回흠 
來flJ뼈*11llt.t己톨훌深, ’:f1'下l:!!l . iXll>tfVll~ii좀山뼈혐";ti 下!HJ
IU'if!J千年古홈;Al止的石홈'*'~有’8용iJl:ft ’ rn빼휴水흉iillll~出함";ti 

엔tlll1'훌了iX뿔的츄댐, g”~;Mt뿌츄, ----了iXIU!!홉빼 (500흉) 

t>)ιF싸 장눈 염1}J_ 薦풀l 
서|초를 감동시킨 종소리 

(은행냐무) 
부스럼을 앓던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에서 문수 

보살을 만나 깨끗이 낫고 한강을 따라 환궁하는 

길이었다. 양수리까지 오니 밤이 이속해 쉬어 가는데 

운길산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신하가 알아보니 천년 고찰 터 암굴 속에 십팔 

나한상이 앉아 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내는 것이라 했다. 세조는 이곳에 절을 

복원해 수종사라 부르고 이 은행나무(500년)를 

하사했다고한다. 

Bell that Impressed King Sejo 
One day, King Sej。 was 。n his way back fr。m Sangw。n Temple, Mt. 
Ohdae, after curing his abscess. When he reached Yangsu-ri, he heard a 
bell ringing fr,。m Mt. Ungil. It was the sound made by water drops fa”ing 
fr。m the roof of an 이d cave. 까ie king restored the temple, renamed it 
Sujong Temple, and bestowed up。n it this 500-year-old ginkgo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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歸뿔. b\ιF바 .눈 멈)}i_ 

모자쓴부처를닮은산 

(불암산) 
불암산은 서울시와 남양주시 경계에 있다. 

큰 바위로 된 봉우리가 여승의 모자를 쓴 부처 

모습 같다고 하여 불암산6뼈岩山)이라 이름 붙었다. 

필암산(짧岩山) · 천보산(天寶山)이라고도 한다. 

높이 509미터로 주변산들 가운데 가장 낮지만 

암벽과 수림이 아름답다,이 산의 대표 사찰인 

불암사는 824년에 지증대사가 세운 절로 예로 

부터 신성시되어 왔다. 

Mountain that Resembles Buddha with a Hat 
Mt. Bulam is located on the b。undary between Seoul and Namyangju. 
As it lo。ks like Buddha wearing a female m。nk’s hat, it was named 
Bulam. s。metimes it is called Mt. Pilam or Mt. Che-。nb。 With a height 
of 509m, it is the lowest am。ng the neighb。ring mountains, but it is 
famous f。r its beautiful cliff and forest. The main temple Bulam was built 
by the priest 」ijeung in B24, and has long been held sacred‘ 

218 이야기가있는 경기도 

률암산 - 산 높이 : 509m‘ 둥산로 3코스/ 7.4km 

~~ot-1~는 낳 

• 위치 ; 경기도 남앙주시 별내동 일원(불암사) 

帶l隔홈摩山 
않뿔山坐홈효를1Fm"1뼈빼州市빼itlW . 大월石形i;lt~山•ttft1H尼 
~ .. ~홈ii}' , 所以훌빼'1fll울山, .ll.~li왈山훨天훌山 룰*山•.R휴 
509* · ~tlilltl的山Ill앓, 얻lX훌~!g'룰"1빼林非,.훌M". lXS!山~ft훌 
츄뼈아울츄룰824훌IB W \표大뻐所훌, 自古없룰빼훌之빼 



남이바위 -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각형의 장석 반정이 특징적으로 관잘될.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남앙주시 수동연 외방리 산28 
(축렁산자연휴양림) 

南’r읍빼뿔的~~右 
l얘양111代的g빼뼈↑ti~~~조.到;~tlttllJ*~t훌훌m찾山'1111!<±생形 ~~ 
플上山탑~jg잊岩石上앓!iJfiit흥, fUUt心, ti!"浩?&正특 옳lltiX~ 
울石上;Jil;Jill"lllltl<Hli!l;앓룰~~엌ir.t~u&영뼈方 R힘↑엄룰짜훌엔tm>Q:훌 

ti<!찌훌, 룰以平.후條훌훌L而뼈名 tl<Jt울\lt~fl<J.A.物, mtit•~tt$和他有

흥tl<JMr• 

b\ιF바 상눈 염1)J_ 選l
남이장군의수련바위 

(남이바우|) 
조선 시대 명장 남이 장군은 한성의 동북 

요충지인 축령산에 올라 지형지물을 익혔다. 장군은 

산에 오르면 이 바위에서 무예를 닦고 심신을 

수련하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이 바위에 깊게 따인 

자국은 그 때 남이 장군이 앉아 있던 자리라고 한다. 

남이는 세조의 총애를 받던 뛰어난 장군으로 

이시애 난을 평정하여 더욱 유명해진 전설 같은 

인물이며 그에 관한수많은 이야기가전해옹다. 

Rock where General Namyi Practiced 

A renowned general of the Joseon Dynasty, Namyi, was familiar with Mt. 
Chukryeong, where he practiced martial arts. The deep hollow mark was 
his sitting place. He was a talented general who was |。ved by King Sej。,

and became even more ren。wned after defeating Siae Lee's rebelli。n .

There are many stories ab。ut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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壘쫓. b)ιF바 장능 염1}1_ 

독수리머리를닮은바위 

(수리바위) 
예로부터 축령산은 골이 깊고 산세가 험해 

다양한 야생동물이 많이 살았다. 그 중 독수리가 

유난히 많이 살았는데, 이 바위가 멀리서 보면 

독수리 머리 모양이라고 하여 수리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독수리 부부가 둥지를 

틀고살았다고한다. 

한편,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이곳으로 사냥을 

왔는데 산신령께 제를 올리고 멧돼지를 다섯 마리 

잡았다고한다. 

Eagle Head-Like Rock 
Mt. Chukrye。ng, with its many steep valleys, was the home 。fa diverse 
range of wild animals for a |。ng time, partic비arly eagles. This rock 
resembles an eagle’s head, and is thus called Eagle Head R。ck. Actually, 
an eagle c。uple lived here recently. According t。 folklore, Se。nggye
Lee caught five wild pigs after perf。rming a ritual t。 the mountain g。d
before he became a king. 

22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수리바위 -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 억 5천년에서 2억년 사이 

마그마가 지하 김은 콧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ot-1 ... 는 녕 

• 위치 ‘ 경기도 남앙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28 
(축령산자연휴양림) 

R률똥形;바的岩右 
m찾山自古因:ti 山앙빼양, 山헝앓훌, 生i폼•i~~ff生>Ji物 其'*'톨~ 
llt)l;it룰좋빼, iX~:i블:oz률l;ltft-↑흥빼빼똥ftll, '/&lit함:tirn岩 8용ill. 

不久之lllJ , if홉-처老빼9.ll:llt在此 !Mf', 후~·훌훌林王Z前, ,.쫓ljj& 
뿔打짧, 효엄山빼홍行~re둡n휠j了s~m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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灣를 b\ιF바 상눈 염1}J_ 

무학대샤가심은 

느티냐무 
옛날 이성계가 조선을 처음 세울 때 무학대사 

에게 도읍지를 어디로 정해야할지 물었다. 무학 

대사는 조선 왕조가 세세생생 영원하기를 바라며 

도읍지로 정할 곳을 찾아 방방곡곡 돌아다녔다. 

그때 무학대사가 이곳을 다녀가면서 미을 어귀에 

느티나무 (500년)를 심어 주었다 느티나무는 조선 

왕조의 흥망성쇠와 함께 고목이 되었고 주민들은 

이 나무를 보고 한 해 농시를 점쳤다. 

Zelkova Tree Planted by Priest Muhak 
A long time ag。, when Se。nggye Lee founded the 」ose。n Dynasty, 
Priest Muhak was asked t。 seek a |。cati。n for the capital. So, he came 
here and planted this 5αl-year-old zelk,。,va tree. It has endured through 
good and bad events 。f the Jose。n 며nasty, and is used by the v川agers
t。 predict the harvest each year. 

22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닝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기구재 , 건축재 둥으로 

쓰민다, 

~~o 「1 l-는 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연 용미리 376-7 

경동신엉 

][;~大뼈뺑下的*혈t에 
Mfol'* .s.U훌양立뼈 •• 不久, 뼈|‘에£￥大뼈;Ell何~Ht$51~ . 7f.쏠大뼈四 

~,퉁. , .암훌tUJ~~뼈--포뼈生生世世*不xr(IC)i1!!方 ;E;.ti 댐*%, 

용i:!iX뿔찌훌村口함下了iX!ll*뼈 (500풍) , **빼llH뼈훌王뼈(ICJ~t:llll 
•Yl:lil了*天古木, 훔民ff]뼈옳빼빼*!bc!i |、-lf.빼후®'. 



항나무 - 측백나무과로 효택 일본 중국 몽골 등에 분포하며 상록 

교목이다 4월에 개화하고 이듬해 10월에 걸실하며 목재는 항으로 써왔다. 

가구재 ‘ 조각재 장식재 ‘ 관상용등으로쓰인다 

~~o 「 1 I-는 녕 

• 위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128-4 

*용fa~흥~*的훌水 
I뼈UIOC;등的훌四↑JL子릎原君후뼈(lt)J,l.~Mll홍此잉lll!i了供훌孔子ft(ltj훌 

”HI홈, 빼下It#! (500흉)以thc$. M1比以감, jg↑村子里빼出;nut 

왜的·*, 四홍不뼈, io!올j千•1!1.不융주뼈. 居民’(HJ,껴i&lllt훌*** 
윷앓, 빼心保,'f, 生흙的A.llfiilt/i:iMl1ll面八方(lt) A.果좋ljjg里, jg↑村子

ti!因 lit쩌名흉a 

ι1ιF바 .도 염1}J_ 權를 
향나무가선샤한샘물 

조선 성종의 넷째 아들 완원군 이수의 종손들이 

이곳에 공자의 영정을 모신 성사영묘를 짓고 이를 

기녕하여 향나무(500년)를 심었다. 그때부터 이 

마을에는 말고 깨끗한 샘물이 사시사철 솟았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절대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 샘물이 영험하다 하여 위했는데 

소문을 튿고 방방곡곡에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 이름도 샘골이라불렀다고 한다. 

Sp「ing Wate「 Provided by a 」uniper T「ee
This 500-year-。Id juniper tr<얹 was planted by descendants 。f the fourth 
s。n of King Seongj。ng 。fthe j。seon Dynasty after building the tomb 。f
Se。ngsay。ung. Since it has gr。wn, clean spring water bubbles up next 
t。 it 허| year round; it never runs dry, even during a severe drought. The 
villagers |。oked after the miracle spring. As many pe。pie w。uld come 
here f。r the water, the village was als。 called Saem-g이 (Spring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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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뿔를 t삐 

윤관장군의느티나무 

이 느티나무(320년)는 고려 때 여진을 평정한 

윤관장군의 묘역을만든기념으로심었다. 

윤관은 고려 건국을 도운 삼한공신 윤신달의 

고손이며 검교소부 소감을 지낸 윤집형의 아들로 

금파리에서 태어났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별무반을 창설하여 대원수로 정예 

30만을 거느리고 여진족을 정벌한 후 9성을 쌓아 

두만강 이북 지역의 영토를 개척했다. 

Gene「al Gwan Yun and a Tree 

This 320-year-old zelk。va tree was planted t。 c。mmem。rate the 
constructi。n of General Gwan Yun’s tomb. He was a descendant 。f
Shindal Yun, who c。ntributed t。 G。rye。’s f。undati。n, and served as 
a civil 。fficer after pass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n . After creating 
Byeolmuban (a special military f。rce), he conquered the Ye。,jin tribe 
with 300,000 special S이diers and built 9 castles t。 preserve the n。rthern
territ。ry beyond the D。om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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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힐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l-11-는 닛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연 분수리 408- 1 
(윤관장군 묘역) 

尹I훌빼~的찌 
l&!ll*빼 (320훌) 룰'37ti'.:앙iliiii! ll'I뼈~.te. ji:A的尹멸~~而흩他빼톨 
빼빼下뼈 尹JI;룰'1홈iii!ll댐1I.下功쫓的三양功똥尹훌i효뼈'£j't~ . 任홉 

快1J、R용小앓뼈尹!!>.lti tltJJL 'f , 흩술양뿔出호 효뚱히文科及%, 훌λtt 

~ . fill양7 )l1JitM . ’1''1大元u~*쨌307J빼tl!~IU. !正It女AAl . 91tift7 
9뼈. 휴j.fj出효홈;I以jt빼lii:tltl흉土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 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7十는 넣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2 1 

故 )...a<.J ~뿔 

옳iltiZI*!흥뼈 (600年) 훌ttll~!Ji~~초~IH1E'Cz훌111"17立뼈함而 

뼈下的 !Ji~~主**때훌re룰후J;lt흉 tit)三JL子효훌大君的夫A 훌E'Cl': 
all:~ . 子~MiH:!l ll'!夫,A.Q인f'~'u효용*용-ii:合흉, 엌-l'i'A.治•ii! 

훔路i:t此뼈에, 111$ 1훌如生根뻐xi!해步 子f<Mfl월짜훌re夫A可all fl훌 
把自己흡흉jg↑빼方, ffttiZ里효下了tt훌 

t>1ιf") )7}- 장눈 멈1}j_ 廳를l 
죽은샤람의소원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600년)는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익안 

대군의 부인 정경옹주 철원 최씨의 묘역을 만들 때 

지표로 삼기 위해 심었다고 한다. 

부인 최씨가 세상을 폈을 때 일이다. 부인의 시신을 

남펀인 익안대군과 합장하려고 이곳을 지나는데 

상여문들의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자손 

들은 최씨 부인이 이곳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여기어 

이 자리에 묘를 썼다고 전해온다. 

Deceased Woman’s Wish 
This 600-year-미d zelkova tree was planted to mark the tomb site of 
the third daughter-in-law of Se。nggye Lee. After her death, while the 
m。urners were carrying her c。ffin t。 her husband's t。mb s。 they c。uld
be buried together, her c。ffinwould m。ve no further 。nee they reached 
this tree. The descendants assumed that she wanted to be buried in this 
place and foll。wed her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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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폴를 b \앙"} )7 }- 섯% 번.,}호 

전쟁 LHL” 
은행냐무 

。 4튼 

-「""C

옛날 청주 사씨 선조가 이곳에 처음 터를 잡고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며 이 은행나무(500년)를 

심었다. 어느 날, 이 은행나무 가지가 아무 이유 없이 

부러졌다. 사람들은 미을에 무슨 변고가 나는가 싶어 

미음을 졸였는데 얼마 뒤 돌림병이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또한, 은행나무는 한국전쟁 때도 소리 내어 울었 

는데 전쟁이 계속되는 내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Ginkgo Tree Weeps du「ing War 
The Sa family 。f Che。ngju planted this ginkgo tree 500 years ago with 
a wish for their prosperity. One day, a tree branch broke f。r n。 apparent 
re as。n The villagers worried ab。ut misfortune. Before long the family 
experienced a c。ntagious disease. Additionally, the tree is said to have 
wept |。udlyand c。ntinu。usly during the Korean War. 

22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신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 악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등 

으로쓰인다 

~~o 「1 I-는 닛 

• 위치 ; 경기도 따주시 월롱먼 위전리 603 

했훔期|페-훌悲i立빼찌 
ilt久以휘, •111史Et~m~•-;~*11Ji&훌훌룸, 빼下i&ll1R홈 (500年) 

以析빼多子훌셰 휠-天, 뿔뼈的fllf!'Bttl:lt故빼折11Ji7 , ;..mum,ψ 

村子里융出왜itι~Mc . 凡天Foil!!~~호7f웅쌓흙, ttfi!’(]엄월死훌 
훌힘lilt홀il'j . 1R홈빼뿔파;F己, tt•뼈떼M.:末때 llJi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힘경님도 이남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 건촉재 등으로 

쓰인다. 

~~11t-1l-는 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펑면 율곡리 168-1 

후年棒쩌 

ill久以r.r . iZ↑**子里ill를주I훌쌓三흉해1톨R후 A’iJ三.不향, R能
lllltt~~예皮’~!!i活$. -↑$夫처.田ll」t빼빼빼 (200~)-行7:/liffifil ,
析빼上天!Iii협 , ~ff후i&. 之듬il!i:l~κ 11<1때 , Wilti빼빼, 빼쩌 ~t往年 

I早용흥, 쏘出~iillt흉g용7f.용, ”~-~lUM를*후 ... ----了후i&. 

b)ιF싸 장눈 멈1);i_ 廳l
풍년느티나무 

옛날 이 미을에 기뭄이 계속되어 삼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사람들은 끼니를 잇지 못하고 소나무껍질을 

벗겨 연명하고 있었다. 한 농부가 밭둑에 있는 

느티나무(200년)에 기우제를 올리며 올해는 제발 

비가와서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얼마 뒤 촉촉한 봄비가 내리더니 느티나무에 

잎이 피기 시작했다. 잎은 여느 해보다 일찍 고르게 

피었고 비도 많이와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Zelkova Tree of Bumper Crops 
A long time ag。I this village had 3 c。nsecutive years 。f p。。r er。ps,

f。rcing the villagers t。 live on the bark 。fpine trees. A farmer perf,。rmed
a rain ceremony f。r a g。。d harvest to this 200-year-。Id zelk。va tree 
After a c。uple of days, it started raining and the zelkova tree was covered 
with leaves early. 까1e village had a bumper u。p tha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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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암/)7 }- 상능 펀..,,호 

도깨비 느티나무 

옛날 이 느티나무( 150년)에 도깨비가 살아 

지나기는나그네들을 골려먹었다. 도깨비는술취한 

나그네가 지나가면 씨름을 하자고 했다. 나그네가 

도깨비인줄 모르고 허리춤을 잡고 올려다보면 

도깨비의 키가 한없이 커져 혼비백산 하게 또F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힘센 장사가 찾아와 도깨비와 

씨름하여 크게 이겼다. 그 뒤 도깨비는 멀리 도망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Goblin Zelkova Tree 
A |。ng time ago, a g。blin used t。 trick passers-by near this 150-year-。Id

zelk。va tree. The goblin w。uld always trick int。xicated men by asking 
them t。 wrestle, and then scare them by extending its height. One day, 
a strong man came here to see the g。b”n and defeated it in a wrestling 
match. After that, the g。blin ran away and never came back. 

23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님도 이님에 자생하며 닝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절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 건혹재 등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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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久以lllri31t빼빼 ( 1 50훌)上tt•-↑%, 혈,.出흉Pl'l!U& .A. . ·-天,

-↑빼빠;륨빼.A.llH:!i3뿔, .엉l i&'.i!l.•llfl!!홉양 ;g↑Ill .A.不~!톨’‘ ’ 

l!!•Jlllt!~-· · ’l lltl↑子뭘lfillifi, 월찌Pl'lf”!iol"1.빼lit . PIT l!Ji3• 
故.둥, 휴-↑大力土훌슐빼룰l]jg훌, "1~1flltil'•了. 之동;g↑. 

훌之天夫, 혹ii出뭘 



포수바위 - 경기변성압복합체 선캠브리아기 혹운모 편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채·「1 I-는 녕 

• 위치 경기도 따주시 파평면 덕전리 산1 -3 1 

짧手和野.홈 
有-↑뿜주出솥打짧, -.R훗子都il!휩휠~ . 正훌下山찌, 짖?.Ii~짧처面 

빼山上有.RIHI . ff*~)양흩tt흉, ff짧!11낌、i1!!i:.&lt.A.行走起來 짧手 

훌않BR빠;E빼훔를i조룰只--*흩 , ff用앤it;中 , 之듭向---훌핸去, .Rm 
시‘환쩔正효\lft~JE울빼lit짧빼Ill . 옮주lWPJFl'e , 플上훌훌山야앉훌톨t 

b\ιF바 상% 염1JJ_ 廳l
포수와산돼지 

(포수바우” 
어느 포수가 사냥을 나갔다가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산을 내려가려 할 때였다. 건너편 산봉 

우리에 산돼지 한 마리가 보여 총을 겨냥하자 어찌된 

일인지 사람으로 둔갑하여 걸어갔다. 포수는 눈을 

비비고다시 보니 산돼지라서 총을쏘고달려갔다. 

그런데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에게 달라붙어 

젖을 빨고 있었다. 포수는 슬피 탄식하며 이 산봉 

우리에 올라 떨어져 죽었다. 

The Hunter and the Mountain Pig 
One day, a hunter was on his way h。me after catching n。 animals 
when he saw a m。untain pig. When he aimed at it with his bow, the pig 
suddenly |。。ked like a human. The hunter was surprised, but sh。t an 
arr。w at it after confirming that it was a pig. Then he found a litter 。f
piglets suckling at the breasts of the dead s。w. Hefelt s。r” for them and 
jumped from the peak to his death.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231 



t애를소리 
수목원 

、

.팽
 .,,. 

잉원역 
/ 

/ 
/ 

、
、
、

‘ / 

/ 
/ 

/ 
/ 

t ’ ’ ’ ’ 
/ 

/ / ; 

---∼ 
/ 

/ 
/ 

/ ’ 

용마산 / 

Of차산/ 

@ 

、

、

‘ 

、
、 • 



야. 

태홍구 

、
,
·

J
,

、
/

·

/

‘/ 

-

Jr 

、

.

-
-r 
‘

.

‘‘ 

”
-

-

-

--
‘
、

-
-

-
-

、
‘

-
-
、
、

,
t
/

‘

/t 

‘
、
∼cJ 

/ 

r 

탱
 」

/


(

/ 
/ 

/ ---
-----

/ 
/ 



풀를 b)ιF바 섯눈 염1)J_ 

대감은행나무 

옛날, 어질기로 소문난 오대감네 머슴 돌쇠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 오대감은 의원을 부르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오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대감은 이 은행나무(1 ,200년)를 찾아와 정성스레 

빌었다. 

이후 돌쇠는 깨끗이 나았고 마을사람들은 대감이 

찾은 니-무이며 대김- 신이 올랐다 하여 대감나무라고 

불렀다. 

Ginkgo T「ee of a Lo「d
A long time ag。, D。Is。|, a servant of generous L。rd Oh, became sick 
for no apparent reason. Lord Oh called doctors and obtained every 
medicine available for Dols。i, but there was no impr。vement. Finally, 
Lord Oh earnestly prayed to this 1,200-year-old ginkg。 tree, and D。Is。l

rec。vered.The v川agers called the tree Daegam Tree (tree 。fa lord)‘ 

23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 o i-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2이석유공사) 

大JIHN홈해 
AA힘, 톨~~윷大~ii<뿔有↑i~.A.~후싸了不빼名빼흙 윷大~fl흉g동호, 
i!J~求흙, Vl?!.iilt휠월色 大없flilJJZlltR홈빼 (1, 200年)훌減析빼 此읍, 

石牛病!( , 村~1iHA;찌大싫했횡ljll!JJZ빼해附上了大앓빼, 故fill11'大앓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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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쫓. b\ιF바 .눈 염'J)i_ 

왕족의태가묻힌산 

(EH봉산) 
태봉산은 고려시대 왕족의 태를 태워 재를 묻은 

뒤로 태봉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산 정상에 있는 석대(태실)는 1993년 소흘면 

에서 복원한 것으로 현재는 태를 태운 재를 담았던 

태항(n읍紅)은 도굴되어 사라지고 태항을 받치던 

석대(石臺)만 남아 있다. 이 태실의 주인은 고려 

태조 왕건의 딸 정희왕녀 혹은 어느 왕자의 것이라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The mountain that Holds the Royal Umbilical Co「ds
Mt. Taeb。ng (umbilical c。rd hill) was given its name because, in the 
Go rye。 Dynasty, the ashes of the umbilical cords 。f royalty were buried 
there‘ The st。ne embankment (umbilical c。rd room) 。n the top was 
restored by the Soheul-mye。n local government in 1993. p。ts of umbilical 
c。rd ash have since been st。len, and only the st。ne h。Ider remains. The 
。wner 。f the umbilical c。rd r。。m was assumed t。 be a daughter 。f King 
Wangge。n, the founder of the G。rye。야nasty, or an unnamed prince. 

23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o 「 11--는 녕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산28-6 일원 

---
후공4딘지 
이따트 

理흉王族8읍的山 

엉성이미트 

힐렐I ‘ 

효랙1”니리 
이띠트 

Ml*f山目 illfflil'f代的포~il!Mlf.i~MlY<앵千山中而’~~Ml*f. 山 lili上~
E台 (%훌) 룰1993年Bl~ iltiii1':11 ~. 텀m“--호용l!ll.%Y<~Ml$IE.it 

짧去, R保$-----효호l*Ml$I~石台 而훗주RI-ff읍훌的主A. . 홈뼈빼 
ll!;훌, -ll!룰홈패太챔王ii之女벗톨王女, !i'l-ll!룰.-王子‘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힘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는 닝 

• 위치 ; 경기도 포전시 군내면 용정리 268 1 

.?’ 
포천용정 
일인t엠딘지 

下雨해 
;&훌:(£村子ll受i"'훌훌슷해옳生빼故훌 펀 111 . 村民!fl在뺑쩌 (300年) 

前엎훌供品훌減t벼혈行71.He. . 然듭훌1Jiiill用뚫를짧•*:R혈行了-;~ 
析ffif;l . 不-융JL;i;t~Zi:\fi:(p. 大雨f빼효 村民i(]fl11Hli3~빼혐(l<j~셔 , 

以示$i쩌 f흥lll.i&뺑해上옆엎흠居•1&종大‘Ht . 但M未{%홈l:!i3뿔的 

居民

b)양/ )7 }- 섯늪 번"'J}호 

비를내리는느티냐무 

이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일이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300년) 앞에 모여 음식을 차려 

놓고 정성스럽게 제시를 지냈다. 그리고는 벗가에서 

키에다물을넣고끼불면서 다시 한번 기우제를지냈다. 

얼마 뒤 햄이 캄캄해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졌다. 

주민들은 신통한 이 나무에 절을하며 감사드렸다. 

한편, 이 나무에는 구렁이가 많이 살았는데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한다. 

Ra in-calli ng Zelkova Tree 
When this 씨illage experienced a horrible drought, the people devoutly 
perf,。rmed rites with many f。。d 。fferings in front of this 300-year-。Id

zelk。va tree, and an。ther rain-calling rite with a winnowing basket in the 
stream. Before |。ng, the sky turned dark and it started raining heavily. 
The villagers gave thanks and bowed t。 the tree. c。ncurrently, there 
were numerous large snakes living near the tree that never harmed the 
villagers.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239 



틀풀. b)앙Jl7 J.-- %능 염끼 

무학대샤의지팡이 

(느티나무) 
옛날 무학대사가 이 마을을 지나다 잠시 쉬어 

가게 되었다. 대사는 마을의 형세를 휘휘 둘러보고는 

산세가 수려하니 천하의 명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사방 100보 안에 산소를 쓰면 

훌륭한 가문이 될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였다. 

무학대사는 떠나기 전 앉은 자리에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았는데 훗날 이 지팡이가 자라 

지금의 느티나무(300년)가 되었다고 한다. 

Walking Stick of a Great Buddhist Maste「 Muhak 
One day, the great buddhist master Muhak rested in this village. L。。king
at the shape of the village, he pr。n。unced that it is ’an excellent spot 
rarely found, and a family that builds their grave within 100 steps 。f here 
will be successful f。r generations'. He left his walking stick 。n the ground 
where he sat. It was said that the walking stick became this 300-year-。Id

Zelkova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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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563 

:7(;:뚱大뼈的*용tt 

M.前, 7C렇大뼈ti!호i1JZ↑村子111훌在此&빼休. 大~려쩌윷7-下Jg 

↑村子, lll.JZ뿔山엌훗훌, 룰天下名흥, 훌以此J:1!!;:!J 中心효方Ill-百步 

內il!:효攻훌Atlli왔lf< il . 上X§Kof, 7C좋大뼈효自E坐a~t앤方햄下了뼈 

身~*~m校, 옳lll.l.I'.훌igmm&훌훌-!F以팀R成了~효的**뼈 (300-!F)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채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포전시 가산먼 마전리 145-1 

했i.Sl政빼下的4처 
朝훨훨山君ijQ흠中똥Iii任혔~$(政官JIR(l<J柳;회if죠Of조듭홍종ljj!뿔앨了훌;생, 

해了짧쩌 (400年) f울\lHll果%흥iZ짜쩌, lit융~生不좀il'lll<J• ’ *§%셔햄 

自然j!ilfli, 훌na~li指方向ll<J1'*l!t용컬生不솜il11~•1f. 在!!Pi힘암용生活 

i:tll<J휠i止上앨짧出7M前的얄m; , 훌훌효훌훌池上또立•m구앨的혐石 

b\ιF바 섯눈 염1}j_ 醫훌l 
。펴 。 l;저0 I AJ..2.. 
0-1 。 I 다 L. 

느티나무 
조선 연산군과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유순(째W힘)은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와서 살면서 연못을 파고 

느티나무(400년)를 심었다. 

이 나무는 함부로 베거나 해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뭇가지가 저절로 부러지는 쪽의 집에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고도 한다. 현재 유순이 

살았다는 집터에는 옛날 기핫장이 출토되었고 연못 

부지에는 뱃줄을 설치했던 장석이 서 있다. 

Zelkova T「ee of a 」oseon Dynasty P「emier

Yusun, a premier of the 」ose。n Dynasty fr。m King Yeonsan to King 
J。。ngj。ng , stayed here after his retirement. He made this p。nd and 
planted a zelk。va tree (400 years 。f age)‘ It was said that any。newho
recklessly cuts or damages the tree would experience misfortune, and 
even the natural breaking of a branch is a bad 。men. Currently, in the spot 
。f the former pond, a stone used to tie up a boat S에| stands, while 。n the 
former site 。fYusu떠 house, the remains of r·。。f tiles can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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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풋훌 b)앙'))7 }- 섯능 염1} 

대학자들이만나던바위 

(병풍바위) 
옛부터 영산(靈山)인 화봉산 중턱에 있는 이 병풍 

바위는 위정척사운동의 표상 면암 최익현과 이 고장의 

대학자 유기일이 지주 만나던 바위다. 이 바위에는 

유기일의 시와 최익현의 글씨가 음각되어 있다.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에서 태어난 면암은 74세에 

항일의병운동을 일으켜 일본 경비대에 수감되었는데, 

신발 밑에 우리 흙을 집어넣어 일본 땅은 절대로 밟지 

않겠다고했으며, 일본이 주는음식은쌀한톨먹지 

않고 대마도에서 거룩한 죽음을 맞았다. 

Rock Whe「e Great Schola「s Used to Meet 

Byung Pung R。ck, which was located in the midst 。f Unak Mountain, was 
a fav。rite meeting place 。f the great sholars, lkhyun Choi and Gi-il Yu in 
the last peri。d 。f the Jose。n Dynasty.‘ On the rock, a p。em by Gi-il Yu and 
a letter by lkhyun Choi are engraved. Myunam, who was b。rn in Gabe。m
ri, Poche。n, was jailed for being part of the anti-Japanese m。vement
when he was 74 years 。Id. At that time, he put s。ii int。 his sh。es, saying 
he w。uld n。t step 。n 」apanese territory. In jail, he did n。t eat anything at 
all pr<。vided by the Japanese, and met his death 。n Daema I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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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산 병풍바위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 년전 

형성되었으며, 주변에 화깅앙풍회신물인 토르Oα)가관찰될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포천시 가산먼 방축리 산16-1(화봉산) 

大좋홈的聚용之地 

jg-훔IX\울坐쯤흩自古~被훌j;J룰뭇山的1-l:il山山陽, 룰고표ff:ill!i흐i'JJ 
的代훌人物뼈훌훌효양~OMli1!!大뿔훌19~--~종양mootflt샌方 i흥山울」t 

뼈刻•19PI!-的i흉和훌효홉的취法‘ 흩뼈川영Uli:!t面~Q핑뿔出生뼈뼈R톨 
在74용 111困 :&'.i'JJ抗日X兵i흐i'JJ而被B本훌훌~At!lM ’ 엌 111f생흉옳l훌훌上 
我固的i尼土옳훌~不앓§흩日本的土뼈, 而.!Ht;:•S本的-ti米, 톨*·훈 

처묘Stt?.!l'i!t호 



은행나무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1~는 낯 

• 위치 , 경기도 모천시 신북면 금동리 396 

~ 
포시흔스 
챔엉잠 

千年的tR홈엠 
天下第-村않洞村里f!t.Jt~홉%이톨---千年古찌 M前, 종成桂좋lj王方山 

n옮111!.il좋lj-앉해빠효1t、 &'lfl!ti'if!t!大찌, iU염되來훌lji;!I;里, 井훌i2'; 

---쳐下面的新용f홈llt7t~仁없 , M1比以듬, 뼈川松子앉;~~딩王줌品 월村 

子里옳生훨故或훌固if<危illtzil'f , i2';빼해화용횟벼흥lff!t!jli품, 村里A

IE't::훌껴휴If'빼, 후行大同--

t> 1ιF바 상늪 염)})__ 績뀔l 
천년을산은행나무 

하늘 。}래 첫 통네 지동 마을에 있는 이 은행나무는 

천년을 산 나무다. 옛날 이성계가 왕방산 사냥 길에 

노렇게 물든 거목을 보고 말을 몰아 이곳에 왔다. 

이성계는 이 나무 아래 신라관에서 잣죽을 먹었는데 

이때부터 포천 잣이 임금님 진상품이 되었다고 한다. 

이 나무는 나라와 마을에 변고가 있기 전 반드시 

소리내어 울었는데, 마을에서는 수호신목으로 여겨 

대동제를지냈다고한다 

1000-year-old Ginkgo T「ee
The first 이i llage under the sky, Jidαig, has a 1 ()()(}year-old tree. One daιthe first 
king 。f the Joseon Dynasty, 호onggye Lee, came here to look at the big ηee 
that was turning yellow on his way t'。 g。 hunting at Mt Wangbang. He ate pine 
nut p。rridge under the tree. Since then, pine nuts have beo。me a traditi。nal

gift to offer to the king. It was said the tree makes a crying sound before any 
misfortune that occurs t•。 the ””age 。r the country. As they consider this tree to 
beagua여떠n god,the이llagersh。Id a rite for it every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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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뿔를 l>)b}-바섯눈염1}J_ 

추인을 구한 말 (향나무) 

옛날 변방의 오랑캐를 무찌르고 고향으로 돌아 

가던 한 군사가 기진맥진해 말 조땅에 몸을 의지한 

채 정신을 잃었다. 귀소본능이 강한 말은 주인을 

태우고는 서로 체온을 나누며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거친 들판을 달렸다. 

고향으로 돌아온 군사가 기 력을 차려보니 말은 

이미 숨을 거두었고 말편자에 씨앗 한 알이 묻어 

있었다. 군사는슬피 울며 씨앗을심었더니 이 향나무 

(400년)가 되었다. 

Devoted Horse 
A weary s。ldier |。st c。nsc,。usness while riding his h。rse on his way back 
h。me after defeating foreign invaders. Thanks t。 its h。ming instinct, the 
horse traversed wild fields with。ut a dr<。p of water, keeping its 。wner
safe. When the s이dier regained his vig。r at home, he found his horse 
was already dead. With great grief, he planted a seed. It became this 
juniper tree (400 years 。f age). 

24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항나무-흑백나무과로 효팩 일본 중국 몽골 등에 문포하며 상록교목 

이다 4월에 개회하고 이듬해 10월에 걸실하며 목재는 항으로 써왔다‘ 

가구채 조각재 장식재 관상용등으로쓰인다 

채·「1~는 낯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장수먼 추동리 446 

빼￥救主.A.~곽 
JA'iloJ , 有-↑土兵(:Etr~itl防홈Jlf.iil!回/&~at.Ji옳中$훌力g룰倒흩욕 

'lit上 ”~~·t}J~인용뼈不쩨뼈-口*, illl'主AW;효i&取빼;옮, 효W‘·上 
-lln조흉댐훌lj/&~ . 엌土兵俠I『力;Hli.1흉的it.I候, 되已용9엄욕7, 

딛§*」;~•-*!!"1>7-. 土兵fil!fj;줄t& . 함下了jzt.[빼子, 릅*fti‘1£7 
ni.효빼izi.f용.a C400~) . 



칭옥영 암각문 -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 년전 
형성되었으며, 단충언에 형성된 단충정토언을 따라서 식생이 발달함 

~~o 「1 I-는 낯 

• 위치 경기도 포전시 창수면 주원리 674-1(영평천) 

오가리Ot영징 

양---
網有챈f吉콧塊的좋훔 
;g뿔自古"iX因山水흙쫓而뼈名, 흉玉Mat.J iJ~iJ!~l'HH울石, 송A忘 

회J~t!t ij!J.i: . 훈조M at.!울<>•刻효‘현흘朴淳~~훔를빼二~·iC.中有所 
핸及, 1tr名 iC.윷tf.J훌二휴•ati초A . JI추훌껴主!lfft; )I , ~I추flJT T 잊右 

잊上뼈톨↑名p~훌훌的A. 恩R톨않옳λ양훔之톱, *f!J뺑~:lcJL~ ,동at.! 

;g↑t생方, 8111&子此it!!뼈月뻐8엔특없fll~!lll:.:!iMM! at.J i•~않i!I:. 而:llf此

울훌It名;h흉玉훌 

b\암7 17}-- /l~ 엽'J}호 

맑은 영혼을가진학자 
(차오벼 아카무) 
。「 O 口「』

이곳은 예로부터 산수가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으로 

창옥병의 맑은 계곡의 물은 바위를 돌며 세상의 

근심을 잊게해준다. 창옥병 암각문은 사앙 박순 선생이 
쓰신 이양정기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데, 창옥병의 

이름을 짓고 기록한 사람은 이양 정주인이고 글씨를 

쓴 사람은 주부 한호이며 그것을 11개 돌에 새긴 

사람은신이라고기록되어있다. 

사암은 당쟁에 휘말리자 외동딸이 사는 이곳으로 

왔는데 기품이 달과 얼음을 담은 옥병처럼 맑고 청아 

했다하여 이 절벽을창옥병이라고했다. 

The Scholar with a Pure Sp irit 
In this place, which is renowned for its beautiful mountains and streams, 
Changokbyung's clear water in the valley washes away all worries‘ The rock 
Sate of Chang。kbyung is recc。rded m때n밍eongki; which :cas written by 
aam Parksun. It said that the person wh。 named it Changokbyung was 

Yryang Chungjuin, and the one who wrote the letters was Jubu Hanh。, and 
Srni carved on 11 rocks. Saam, wh。 came here with his 。nly daughter after 
being involved in p이1tical strife called this cliff Chang-。k-byung 1blue jade 
screen), praising its elegance, which resembled a pure jade f。!ding screen 
containing the moon and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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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ιF바 상능 염1)J_ 

백로를닮은바위 

(백로추) 

백로주 -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 년전 형성 

되었으며 수직 절리가 발달함‘ 

*~o 「1 I-는 낯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163 

백로주는 마치 백로가 물속에 서서 사방을 바라 기시리 

보는 형상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 바위에는 

경기관찰사 동강이 이곳에 왔다가 ‘三山發落좁川外 

二水中分白짧洲(삼산발락청천외 이수중분백로주)’ 

라는 시를 음각하여 놓은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백로는 한량을 뭇하기도 하는데 물 말던 시절엔 

백로가 떼를 지어 놀았고, 우묵 선 바위는 백로를 

닮아 있어 한눈에도 선경임을 알 수 있다 

Rock of the White He「on
Baekroju ( R。ck 。f the White Heron) was named f。r its shape, which is 
similar t。 that of a white heron standing in water and |。。king ar。und.

On the r。ck, a poem carved by provincia l governor D。ngkang st川

remains. A white her。n is meant to represent an easygoing man wh。
likes playing ar。und. When the water was clean, there used t。 be a 
n。ck of white herons. The towering Rock 。f the White Heron 。versees

beautiful scene” 
24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形{싸白훌的岩石 
白를빼因形{以s•효水<!>Il'li찢四때而짜名 i!얹岩石上H;保M•京IM! 

J;l’훌*江來휠j此뼈둡1"1下 a<Jt츄句 “三山웅홍.川外, 二水中分白.빼” 

白 •1:11.t률뼈 Ill . 7J<>i!t:;•;t1:at . s•ioce¥•~ · •효的울;fiti1.~ft-R白 .’ -뼈훌去, 9Jl1Jaii山Jl.



느티나무 - 느롭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걸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언곡리 342- 1 (군부대) 

E; 훔f핏름 

ll효탑iii句jffl빼딩흙被jljjffl王웰뼈土兵jg종. O::li효용R엄"jfi山값到平/j 

il'tf&:엌 i1e百양함없었死 f:Ei&之따他 •• 용플上固엎 .. . 흩용ti心흙村111 
%下-句i훌‘ jJI.댐월에的젖욕己용없휴, --上三짜훌뼈$;1'.야I太平용t!t . 
-{효村民llJT7他的i종뻐上了**쩌, 村民死!듬, **쩌휴子~II퓨뽕, /11.'1 
71찌훌$()!¥얘 (300年) 

&\앙") J 7 )-- 상능 염.,,호 

궁예의 예언 (느티냐무)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가 고려 왕건의 군사에게 

쫓기고 있었다. 궁예는 명성산을 거쳐 도망치다가 

평강에서 백성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는데, 그 전에 

국망봉을오르게 되었다. 그때 심재 미을을지나면서 

국망봉의 정기가 뻗쳤으니 느티나무 세 그루를 

심으면 태평성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 한 주민이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죽고 

그 씨앗이 뿌려져 지금의 느티나무(300년)가 되었다. 

The Prophecy of Gungye 
The f。under 。f Hu-Goguryeo (later G。gurye。), Gungye, was pursued by 
the military of King Wangge。n 。f Goryeo. After a |。ng chase thr。ugh Mt. 
Myungsung, Gungye was beaten to death by the R。pie in Pyunggang, Just 
bef1。re his death, Gungye climbed Gukmangb。ng. When he was passing by 
Simjae Village, he said that the t。wn w。uld have peacef1비 and pr1。sperous
times if three zelk。va trees were planted there. A |。cal villager planted 
zelk。va trees, as he suggested. The trees died after leaving seeds, 。neof
which 야came this 300-year-。Id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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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1=-J ) 7 )-싫 염1};i_ 

신선이놀던자리 

(선유담) 
옛날 신선들이 모여 명산을 찾아 유람할 때, 

백운산을 지나다가 백운동 계콕을 발견하였다. 

신선들은 산기숨을 끼고 돌며 구비치는 영명천의 

물빛에 빈-하였다. 신선들은 그 물에서 목욕을 하며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았다 한다. 

이후 이곳은 신선들이 놀던 자리라 하여 선유담 

《山遊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암벽에는 임진왜란 

때 양사언이 썼디는삐趣쩔이라는글자가새겨져 있다. 

The Place where Shinseon Relaxed 
[Shinseon : spirit immortals [a Korean Taoist term]) 
Many years ago, when a group of Shinseon travelled ar。und the 
mountains, they found Baekwund。ng Valley in Mt. Baekun. Charmed by 
the sparkling water of the beaut1삐 winding stream 。fYi。ungpye。ngcheon,
they bathed there and e미。yed themselves until sunset without n。ticing
the passage 。f time. Later, the place was called "Se。nyudam (a place 
where Shinseon relaxed). The name written by Yangsaeon during the 
Japanese lnvasi。n ofl<。rea in 1592 still remains on the r。ck.

24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션유담 - 중생대 쥬라기 복운모 화강암(화성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년 사이에 미그미가 지하 깅은 콧에서 전천히 식어서 형성된 암석, 

산정딘층으로 절리와 단층이 발달되었음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52-3(백운계곡) 

~ 선유딩째곡 

빼{山熺겠之뼈 

.1,1.Jltr , 빼’삐fl四~游山m* · 흩白능山~H잉了白긍洞;월읍 빼仙ff]훌山 
빼下흉;mta<J;k'!"川빼뼈光*~~lil!BI . ei&뿔iMt빼훌, 不윷日홈 z 
E此**困빼仙ff]흩此游ffi而짜名仙游. $.4-li율훌上iitfit톨”~llif울효포 
辰홈용lil'!Ell빼土훌~lj下a<] “뻐游·” 三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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灣를 b)앙))7 )-- 상% 엽"J)호 

스넘이심은느티나무 

조선 중종 때 일이다. 천보산 회암사를 찾아가던 

한스님이 미을에 들어섰다. 몇날 며칠먼길을걸어옹 

스님은 회암사 가까이 왔다는 안도감에 긴 숨을 

몰아쉬었다. 

팔도강산 깊은 산에 있는 절을 찾아다니던 스님은 

언제 또 이곳에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 

하여 이곳에 자신이 왔다 간 흔적을 남기고 싶어 

이 느티나무(500년)를 심었다고 한다. 

Zelkova T「ee Planted by a Monk 
In the 」。se。n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J。。ngj。ng, a m。nkcame

t。 the vi llage 。n his way to H。iamTemple 。n Mt.Che。nb。 He breathed 
deeply after walking f。r severa l days and nights t。 c。me here. Feeling 
that he may not c。me back here again as he had traveled widely, he 
planted this 500-year-。Id t ree t。 mark his passage. 

25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r1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백석읍 오산리 474-2 

和尙빼下的뼈 
W!U中중111뼈 , 去往天호山홈i블츄뼈-↑~Qi히來ilJ7iX↑村子 他JE7

凡天凡夜, ~il己효lliili:t승岩융, 월千松了口특 到~휴i껴J~ilil山;중 

山휴!옮的iXl立뼈빼心뺑不~f可111再央 , ff빼下7 iXl!l!l!i!~셔 (500年), 作

찌 § 己l!H:1的EPiC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r1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백석읍 복지리 267 

防훌故的해 

잉주소를이 
굿공연징 

를이오는 갱므 

jg↑村子E面有-수洪챔l씩, J.A前얹i:liZ↑山~aii,u.1:양양因.故l.lflfir 
村里aiJ-1ξ훌뼈}J'I.之듭, ;/')!Ii!走;**훌~B<l!!ll'닦Q*ilftl子B<J安수聊下7iZ 

싸앨써 (600年) , 且용~흉B용;흩흩흉品홍行~re. Z팀村子又’IU:7平-
Milt以듭, 村民If〕把i원찢쩌펀作츄,P빼木, *$호처**. 

b\앙I l7 )-- 상능 엽"J}호 權l
샤고를막아추는 

느티나무 
이 미을 뒤편에는 홍복고개가 있다. 예로부터 

미을사람들은 이 고개에서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잦았다. 마을 어른들은 의논 끝에 홍복 

고개의 수살을 막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히-고자 

이 느티나무(600년)를 심었다. 

그러고는 해마다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렸 

더니 n많이 태평하였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를 

미을의 수호신목으로 신성시하며 위했다고 한다. 

Accident-p「eventing Zelkova T「ee
Hongbok Hill, located behind the vi llage, is a place where many villagers 
have been injured and |。st their lives. After discussi。ns, the villagers 
decided t。 plant this 600-year-old zel k。va tree and pray f。r the safety 
and happiness of the village every year. 까1ey |。。ked after the tree well, 
revering it as a villag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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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어느 나그네가 이 마을을 지나는데 흉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그네는 마을의 재난을 막고 

사람들이 무사하길 기원하며 느티나무 여러 그루를 

마을 곳곳에 심었다. 이후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 

는데 커다란 고목이 되자 뱀이 모여 들더니 마을에 

·재앙이 자주 일어났다. 

주민들이 느티나무(350년) 아래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올리자 뱀이 사라지고 미을이 태평해졌다고한다. 

Zelkova T「ee Planted by a Passe「by
A |。ng time ago, a passer-by perceived a bad atm。sphere in the village 
and planted several zelk。va trees, wishing t。 prevent disasters and help 
ensure the safety 。f the village.깨e trees grew well, but snakes gathered 
in the trees, causing misf,。rtunes. After the villagers held a ri tual under 
the 350-year-。Id ze l k。va tree, the snakes disappeared and the vi llage 
regained its peace‘ 

25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힘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 11--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백석읍 언곡리 산50-1 

流;~홈빼下的해 
l~久以m. 有-↑;;M;•훌Jl!i:ti!"i'村子, !\!:%훌lji!뿔有-II!!~욕, ff흩 

村주里빼下71Hll!¥~이, ~-!!셈갖짧, 11'졸x•. 之f.ii!얄쩌m:r± 

i;Xiξ, 'll:成古木, 但fJl경!뽕n~. 村子里효양퍼lil!~H! . 村民’(] ff흉빼빼 

(350年)下훌上.物쌓行7f;lle . 此f.ittff消훗了, 村子요1U:7平--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낭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녕 

• 위치 경기도 앙주시 백석읍 홍죽리 430 

*耳용的뾰E的 ·ifl. '.}f. 

Jg!U에~li~a인뺑方原홍有-앉200年al)!*쩌, 有.AliX下7ig싸얘필木**用 

쫓%, 쩌里出행了illi**耳il<alJ!l!E, 村民mmE了--’ 붉-*i앵숱了 
Jg之탑, 村子뿔갖었不빼, ~*죠人혜↑훌홈死졸. 村民1fl1f在값ill;찌木的 

It!!方흥行7짱re . 탑뽕Mi처뼈中*出了新흥, *成了J.m~a(Jjg保째. 

t삐 

귀 달린 뱀의저추 

(느티냐무) 
원래 이 나무가 있는 곳에는 200년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목재로 쓰려고 나무를 베어 

냈다. 그러자 나무에서 귀가 달린 뱀 두 마리가 

기어나와 마을시-람들이 한 마리는 때려죽이고, 

한마리는도망쳤다. 

그 뒤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는 등 재앙이 내려 주민들이 베어낸 자리에 제시를 

지냈더니 밑동에서 싹이 돋아 이 나무가 되었다. 

Cu「se of Snakes with Ea「S
Originally, there was a 200-year-old zelk。va tree in the place where this 
tree stands‘ The t ree was cut down by a man wh。 wanted t。 use it for 
w。。d H。‘Never, tw。 snakes with ears crawled 。ut fr。m the tree. One 。f
them was beaten to death by the villagers, and the other slithered away. 
Later, many young men in the village caught mysterious diseases and 
died. So pe。pie held a ritual t。 the remaining tree. Then, spr。uts came 
。ut fo。m the cutting edge and became thi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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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풀를 b\ιF바 섯늪 염1)1-_ 

스넘의옷을 

걸어둔 바우| (농바우|) 
이 바위는 장롱이나 반닫이처럼 네모반듯하게 생긴 

모양이라 ‘농바위’라 한다. 어느 스님이 농바위에 

옷을 걸어 두었다는 전설이 있다. 바위 툴레에 움푹 팬 

흔적이 여러 곳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기 

위해 톨로 갈아놓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농바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놓여 있어, 이 바위에 올라가면 양주시 백석읍 전체가 

한눈에내려다보인다. 

Rock Whe「e a Monk Hung His Clothes 
This r。ck is called Nong R。ck (Wardr。be R。ck) due t。 its square, 
wardrobe-like shape‘ Acc。rding t。 legend, a m。nk once hung his 
cl。thes 。n this r。ck. The holl。wmarks ar,。und the r。ck are where pe。pie

have w。rn it d。wn during prayer. Now, there is a ladder t。 9。 up t。 the 
t。p where y。u can see the entire t。wn 。f Beakseok-eup, Yangju City. 

25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농바위-중생대 쥬라기 회킹암으로약 1억 5천년에서 2억년 시이 마그마가 

지하 갚은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ot-1 ... 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104-1(불곡산) 

험표핍 

잉쭈대모신성 

fll 尙桂衣服的岩E
;&快岩石i.tit:t<*"llt!l'1f*"-**四四方方, **% “3£울” 홉iJt•휴-↑ 
"11해앤:t<Hl!li在73£岩上 岩~1111훨有쫓았머 !iltl<J!li! . 짧ilti!룰둡A 

껴7析빼, 用石:!MTMii'iililttl<J . ll!효, ilt휴可以R훌1]3£岩上tl<J~주, 해효 

上面可以뼈-~써市白石톨빼숲톨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낙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 약용 • 식용 ‘ 가구재 관상용 
둥으로쓰인다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은현면 하때리 380 

j훌到뼈-m的빼 

J,\jilj, jg뺑~~홈 (350年)技홉빠"if., t‘--良好, ’---때P-tl , AJ/i在빼 
下~융被졸下8인쩌·*所앨경응 因此, t£흡固했용엌 fl't, 中힘A民$!!~ε 

~IJAl.l! 以此쩌껴빼훌之~. ff~호tLt£1比 랐合~쩨~탑~a꿇빼;Ir, 志!!

~IJA않휴잊, tR홈찌-'11!!iU힌*짧앓. ~~ ’ 용i.1~~科手꺼k탑, 얘木 
~l:lH子

b)ιF싸싫염1)J_ 

폴켜 만~~해나므 
I I A 」 L.. 。 I I 

옛날 이 은행나무(350년)는 가지가 어찌나 많고 

쭉쭉 뻗었는지 수양버들처럼 늘어져 나무 밑에 서면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이 나무를 은폐 장소로 활용하려고 이곳에 

주둔했다. 그러자 유엔군이 진지에 포격을 가했다. 

다행히 중공군은 소탕되었지만 대신 은행나무 

한쪽이 폭격을 맞아 불에 타고 말았다. 지금은 외과 

수술을 하여 잘 자라고 있다. 

Bombed Ginkgo T「ee
A |。ng time ag。, this 350-year-。Id ginkgo tree was a go。d place to hide, 
as its |。ng and thick branches reached the gr。und . F。r that reason, 
during the K。rean War, Chinese soldiers came here and used it as a 
shelter while the US was b。mbing all ar。und. F。rtunately the Chinese 
soldiers were expelled. The ginkg。 tree was burnt on 。ne side. It n。w
gr。ws well after undergoing some surgic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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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F싸상%염1}J_ 

아기를낳게해추는 

은행냐무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기 낳는 것이 소원인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오A. 여인은 

공손히 쌀 한 바가지를 퍼서 드렸다. 그러자 스님은 

이곳에 은행나무(300년)를 심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여인은 그 길로 은행나무를 심고 

정성껏 벌어 아기를 얻었다. 

지금도아기를갖고자하는 사람이 이 은행나무 

밑에 와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Baby-g「anting Ginkgo T「ee
A long time ago, there was a rich woman wh。 wished for a baby. When 
a m。nk visited her f。r a donation, she gave him a bowl of rice. Then the 
m。nk t。Id her that if she planted a ginkg。 tree here, it w。uld make her 
wish comes true. She planted this 300-year-。Id ginkg。 tree and prayed‘ 

Finally she became pregnant‘ Even t。day, w。men still c。me here to pray 
fora baby. 

25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닝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어| 결실하며 가로수 • 악용 식용 기구재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1 I-는 넣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은현먼 봉암리 316 

/ 

陽子之빼 
M前, 有-↑&.A.~f!tl女.A.ff>;몇야호↑찢주 有-天-↑~af혀쩌~ilJiX뿔 

it항, 女.A.$聊地뼈주他-빼大米 뼈뻐{를\ll.i훌 , tf:i!뿔i<!>lltR홈 (300年) 

il:l'.lit~lli! l'!!lil! . 女A효PP빼下~R홉, /ti/&~빼, 쩔쩨-주 엉용ill.il호꽤在, 

希멸生ll f!tl.A.itJi!llt&홈%에下析iM!f lit~!Ji!心J)J!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기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十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은현면 도하리 87 

했示~훔的*처 

MM. l211i村주뿔f호·-{立효양人, 心11!!홈良, 처待村民~1-처待g己 
的~.A.-~. 有-年, 村里앵***病, A心慢↑훌 효~빼下J21;陳쩔얘 
(200年) , 析흉f융앓病~om:;:츠能흉消除 듭來, J21;짜빼i':Jilt7흥天大써 

용E힘빼훔IU:前, J21;얹찌훗iUfm. -께被%, 凡天릅뼈훔就빼웅7 

b\ιF싸 상늪 염1}J_ 

전쟁을예고한 

느티나무 
옛날 이 마을에 현씨라는 사람이 살았다. 현씨는 

마음이 착해 마을사람들을 식솔 챙기듯 챙겼다. 

어느 해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현씨는 돌림병과 액운이 물러가기를 기원 

하며 이 느티나무(200년)를 심었다. 

이후 나무는 자라 거목이 되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이 나무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한쪽이 

타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전쟁이 터졌다고 한다. 

Wa「-p「edict i ng Zelkova T「ee
A |。ng time ag。, there lived a g。。d man named Mr. Hyun wh。 cared for 
his neighbors like family‘ One year, the village suffered from a contagious 
disease and people were trembling with fear.‘ Mr. Hyun planted this 200-
year-이d ze l k。va tree, wishing for the elimination of the disease and 
misfortunes. The tree flourished, but j ust before the Korean War, it was 
hit by lightning and half 。f it was b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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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암"} )7 )-- 셋능 염1)호 

은행냐무에샤는도깨비 

옛날 이 마을에 가난하지만 어질고 착한 송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밤, 송씨는도깨비가 

은행나무(750년)에서 나타나 날마다 돈을 갖다 주는 

꿈을 꾸었다. 송씨는 아무래도 예사꿈이 아닌 것 같아 

조상님 제사를 지내려고 아껴둔 쌀로 펙을 하여 은행 

나무에제를올렸다. 

그러자 송씨네 집은 마을에 큰 변고가 생겨도 

탈이 없고 차츰 재산이 늘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Goblin Living in a Ginkgo T「ee
A long time ag。, there was a man named Mr. s。ng wh。 was po。r but 
generous. One day, he dreamed that a 9。blin came from this 750-year
。Id ginkg。 tree and gave him money every night. He felt weird, and held 
a m。dest ritual to the tree. After that, his family gradually became rich, 
and was not harmed at all, even when there was a significant disaster in 
the village. 

26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은행나무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 식용 ‘ 가구재 •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to l'- 11-는 낯 

• 위치 경기도 앙주시 남면 한산리 627 

f主在i&홈혜上的鬼 
JA前, 村주里住.-↑iJRll였찢但心뼈톨~$()宋양A 有-天훌뿔, *양 

.A..'!I”~-↑었出짧在m홈”이 (750年)上**홉天都엄他i효얹來 "11:t~:Oi:1' 
iZ不룰훌i릎的용, if用 :t.J혐~姐先而홈下빼米做成앓原업m홈빼쩔行了 
~~. 此탑, DPJ!룰村子뿔出잊大훨**, "11:t iJR族1!!승安I'?.\ ~ ;훌, 且iii<

i"" i$1iil . 成了大U:.A..



느티나무 - 느릅나무괴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닝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기구채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 「1 I-는 녕 

• 위치 경기도 앙주시 남먼 신산리 400 

在"}£升天的地方빼下的혜 
lR久以前, 숲州총fl:숲城lff院흥;ire~-{효~m做7-↑jt;£~白;£升天 

的향 ;xs . ftlltt到;£升天~±1!!方빼下了뼈빼'*~이 (750年) M.1比以듭, 

홍中子에‘.쫓톨짧, ~••Jt~f휴 ;z~村子뿔, i쪼住·-{立方빼, ftllm 
!!!*~셔有빼젖保佑, -Ji빼쪼처待, 村~ff]훌~也승홍行혈re . m~흩平윷 

b\ιF바.눈염..,,1-

용이승천한자리에 
A_J으 L El나므 

.------. . - ... 
옛날 전주 이씨 전성부원군파 어느 선조가 황룡과 

백룡 두 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그는 꿈속에서 용이 승천한 자리를 찾아 

느티나무(750년)를 두 그루 심었다. 그 후 집안에는 

자손들이 번성하고 부귀영화가 따랐다고 한다. 

또 이 미을에 만신이 살았는데 느티나무에 신이 

내렸다 하여 신성시 하자 주민들도 해마다 미을의 

평안을 위해 제를 드렸다고 한다. 

Zelkova T「ee Planted Whe「e a D「agon Flew to the Sky 
A long time ag。, an ancestor of the Lee family of Jeonju dreamed of a 
yell。w drag。n and a white dragon flying up t。 the sky. The next day, he 
found the place and planted this 750-year-。Id zelk。va tree. After that. 
the family had plenty of children and wealth. Als。 there was a shaman in 
this village. She kept the tree sacred by h。lding a ritual f。r it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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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뿔l b)ιF바 상눈 염1};i_ 

부러진도끼자루 

(느티냐무) 
옛날 어떤 사람이 여름에 일을 하는데 그늘 

한 점 없는 논이 무척 아쉬웠다. 그 사람은 나무를 

심으면 큰 그늘이 생길 태니 힘들 때마다 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논 한 가운데 이 느티 

나무(450년)를 심 었다. 

이후 후손들이 논 가운데 있는 나무그늘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베려 했다. 그때마다 

느티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도끼자루가 부러져 

베지못했다. 

Broken Ax Handle 
A |。ng time ago, a man was working in the field in summer. He seri。usly
wanted to have shade s。 he could take a rest. s。 he planted this 
tree, now 450 years old, in the middle of his rice paddy. Later, many 
descendants tried t。 cut it d。wn, saying the tree’s shad。w interfered 
with cultivati。n . Bef•。re every attempt, h。wever, they could hear a crying 
sound fr。m the tree and their ax handles w。uld break; they could not 
cut the tree down. 

26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 「 11--는 냥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남면 신암리 187 

신암리 

被折斷的쏠~把 
l~久Jiif atJI天 , 有-.A.7£1:13뿔;F춤, 를휠j田|히沒有-~PJl;항, :i:tl*~~~ 

↑%↑옐 f엉~~果~"~이, 울ljiltfll‘함~11~/il핵때, l! atllltfll可以흩쩌下休.’ 
ift£田中央빼下7iX짜빼얘 (450年) F.t*· 주~Mnl:t짜田"'央며"1有쩌 
뼈, 용&뼈i&/il . 凡w:값썩 .뀔 iXl!t , *it용Mm뿔뼈的哭룸, 而且쓸 

~11!융훌’'/f lfli , ;;t;;t;값f:!! . 



감악산 - 산 높이 ‘ 675m‘ 등산로 8코스 I 24.8km 

~~o 「1 I-는 낭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연 신암리 산35-1(감악산) 

룰훨훨메 ·앙리 

신암저수지 

우긴리 

移走硬石的山빼 
有-天, 얘동山的山빼出행효村~m~향中iJI.훌借牛-用 次日 , J..iil 
~!잉효용뿔흩E'if쓸出송빼牛正mt;千如ffi , tl!~~f쓸的J,.'i;.牛멧I]숲»Bm흥7 

更'-1혐↑훌뼈룰, ”~:Stt£山뼈똥]ll.~~:o않흉ill了왜폼山~山rn . 村民’n
i,!. ;치iZ룰山빼所'-1, 흉tt~흩行了山빼흉 

.\앙.., )7 )-- %능 염..,,호 

비석을옮긴산신령 

(감악산비) 
어느 날, 마을사람들의 꿈에 감악산 산신령이 

나타나 소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보니 꿈속에서 빌려주겠다고 한 주민들의 

소는 땀을 빨빨 흘리고 있고, 거절한 주민들의 

소는모두죽어있었다. 

더욱 이상한건 산모퉁이에 있던 비석이 어느새 

감악산 정상으로 옮겨진 것이었다. 마을사람들은 

산신령님이 하신 일이라 여겨 서둘러 산신제를 지냈다. 

Mountain Spi「it that Moved a Headst one 

One day, the vi llagers dreamed that the g。d of Mt. Gamak was asking 
them t。 b。rrow a bull. The next m。ming, the bulls 。f owners who 
accepted his 。ffe r were sweating a |。t, while the bulls of th。se who 
r리ected the offer were dead. Moreover, a headst。ne originally |。cated in 
a c。rner was transferred to the t。p 。fMt. Gamak. It was regard어 as the 
w。rk 。fthe m。untain god, and a ritual was immediately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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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ιF바 상능 염1}J_ 

정승의상여를 
멈추게한느티나무 
옛날 장씨 성을 가진 정승이 죽었다. 사람들이 

장례를 치루기 위해 상여를 메고 나무 밑을 지나는데 

붉은 깃발이 가지 에 걸 려 떨어 지 지 않았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내려놓고 이 느티나무(320년)에 

제를 지내자그제야 깃발이 떨어졌다 

또 한국전쟁 때는 중공군이 밸감으로 쓰고자 

나무를 베려고 하자,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가지가 

흔들리고 울음소리가 나 중공군은 놀라 달아났다고 

한다. 

Zelkova Tree that Stopped the Bier of a Minister 
A |。ng time ag。, Minister Chang passed away. When his bier passed by 
the tree, a red flag became stuck in the branch and did n。t m。ve. The 
coffin carriers put the bier d。wn and held a ritual t。 this 320-year-old 
zelk。va tree. Then they were able to take the flag out. In additi。n, during

the K。rean War, the branches swayed with。ut any wind, and the tree 
made a crying s。und, that scared Chinese soldiers away. 

26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늬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건촉재 둥으로 

쓰인다 

~~o 「1 I-는 녕 

• 위xi : 경기도 앙주시 장흥면 일영리 368-2 

승政ZE:뭇휴~lj초足 的얻양t얘 

j~久以前, -↑---호政iE去世, 효i암iT'mir.t.A.m治•iil~MiZ흙쩌下 
走a. 但ill1X!iil:t좋훌j해上~ι-m•不下흉 1a•용**的.A. ff把룻훔放下흉, 

!fl iZit"뼈 (320年)*行nHE . 찌子iZ::tMI쳐上빼훌下來 而且, (£합 

됩illl•ir.t뼈, g有'*'固志!!~홈~값下iZ짜$얘엌쌓*%, 훗?*, 뼈lt7tli<l짧률, 

B;~t!l哭"jfi , 따째他슐&in흠 



채·「1十는 닝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남면 황방리 산122(감악산) 

--강악신.휠렐 

신암저수지 

무건리 

成{내的忠~ 

’Uil末뼈뿐‘ I?:南Z珍흉*~f훌훌JI朝u탑, 回到了故多沙川용@때山 
후成桂;i*뼈 l?:>JJllt其I出任Jill . 他헛엠 “ 自 C'.@~빼居l11J훌深的山中 , 
;g홉;t fiU용훗再$生i&*후的훌↑R ”, 1ltm~119:옳뽕중IJm폼山뼈石;꾀뿔, 

-훌到死也il!有再!11tlJi同外半步 F.iAiA;껴南Z珍효j&]용成뻐 , 故함‘此 

石洞1.Jp혀{山g 

.\앙 權률l 
신선이된충신 

(남선굴) 
고려 말 충신 남을진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고향인 사천현 봉황산으로 갔다, 이성계가 신히를 

보내 벼슬에 나오기를 권하자 “내가 산속 깊이 

들어가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감악산 석굴 속으로 들어가 석굴 밖의 땅을 

밟지 않으면서 세상을 마쳤다. 

후세 사람들은 이곳을 남을진이 신선이 되었다 

하여 남선굴이라부르게 되었다. 

Loyalist who Became a Shinseon 
[Shinseon: sp i 「it immortals [a Ko「ean Taoist term]) 
A loyalist 。f Go rye。, Euljin Nam, went to his hornet。wn 。f Mt. 
Bonghwang, Sacheon-hyun, after Se。nggye Lee founded the j。se。n
Dynasty‘ Se。nggye Lee kept asking him to work for Joseon, but Euljin 
said he s h。u ld 9。 far en。ugh away that n。 。ne c。uld find him. He 
entered a cave and did n。t come out until death. People later said he 
would bee。me shinse。n and called the |。cati。n Namse。n 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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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풀를 b)ιF바 상눈 염1}J__ 

관군을피해굴로숨은 
。|꺼처 (OI꺼처묵l 
a 「。‘다「。를 l 

임쩍정이 관군에 쫓길 때 매봉재로 숨어들었는데 

문득 어린 시절 뛰어놀 때 보았던 굴이 생각났다. 

쩍정은 관군의 활에 맞아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쥐고 

있는 힘을 다해 매봉재를 올라 이 굴 속에 숨었다고 

한다. 

한편, 이 굴은 설인귀가 이곳에 진을 쳤다 하여 

설인귀굴이라고도 하고, 남선굴이 바로 이 굴이라고 

하는사람도있다. 

lmkeokjeong Hides f「om Government Soldie「S in a Cave 
When lmkeokhe。ng went to Mae bong Peak to hide fr。m government 
S이diers, he remembered this cave he played in during childh。。dWith a 
bleeding arm that had been pierced by an arr<。w, he struggled to reach 
Maebong Peak and hid himself in the cave. This is sometimes ca lled 
Se。lingu1 Cave 。r Namse。n 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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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 l-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남면 신암리 산35-1 (감악산) 

펀뿔됩 

껴ill避t홈宰餘到洞里的**톡표 
林획正因被官兵i을빼而~ilHJll에뼈, .‘***§월小111隊玩훌111.!Alutl(J~히 
특正m• 'i'ai流血的뼈뼈, 빼@숲力플上빼··‘t~i효洞里 짧tlii!뿔ja; 
훌앓仁~布홉뼈t샌方, 也Q니做용仁룻洞, ja;有Aili南뻐1옵챔ti(]‘함톨i!↑洞 



갓바위 -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년 사이 

미그미가 지하 갚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민들어진 입석 

~~ot-11-는 녕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남면 입암리 산14 

입암리 

f홉掉효岩斗35': 的富A 
MJilr . iX座村子!ll.-↑매 IBt止的생方住·-↑뿔*~心的훌A 有-天
-↑老和尙到他ili<il'.쌓, 훌),.£'.!!'!Jilli.εzξ댔뽕끼;811ttt . ~Qi허ill.Jul果 

le!~岩的斗효해1흥, εrξ~不융再뿔7 '&}..照'!Or허빼i폼, le!~울的斗 

~빼下來tJJ到了山쩨上‘ z.~ . '& }..않F . 村子t!!.훨成了 Ii빠, .iEJul'IO 
뼈所용, εZ딩훌也,ii* 

야f/ )7 }- 상눈 염..,)J_ 贊렌l 
갓바위갓을벗긴부자 

(갓바위) 
옛날 이 마을 흔터라는 곳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다. 하루는 늙은 스님이 부자네 집에 시주를 

하러 왔다. 부자가 거지 등살에 못살겠다고 푸념을 

하자스님은치 산에 있는갓바위의 갓을벗겨버리면 

거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자는 스님 

말대로 갓바위의 갓을 벗겨 고개에 버렸다. 

그후부지는망하고미을까지 폐허가되니 다시는 

거지가 찾이들지 않았다고 한다. 

Rich Man who Removed a Got f「om Got Rock 

(Got : t「aditional Korean hat) 

A long time ago, there lived a greedy rich man. One day, an old monk 
visited for a d。nati。n, and heard the rich man's c。mplaints ab。ut

beggars. The monk advised him t。 takea Got fr。mtheGot R。ck, then n。
more beggars w。uld c。me. After d。ing s。, the rich man was completely 
ruined and the village perished. N。 beggars came.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267 



를풀. b)앙)J7}- 상능 엽끼 

묘를지키는느티나무 

옛날 박순이라는 효자가 아버지의 묘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느티나무(350년)를 심고 아버지를 

애도했다. 이후 어느 여인이 죽은 나뭇가지를 베어 

집에 가져왔는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백약을 써도 

낫지를 않았다. 그때 어느 만신이 죽은 나뭇가지를 

집안으로 들여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여인은 그 길로 나뭇가지를 도로 갖다놓고 잘못을 

빌었다 그러자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한다. 

G「ave-gua「d i ng Zelkova T「ee
A long time ag。, a dev。ted s。n named 5。。n Park planted this 350-
year。Id zelk。va tree 。n a place fr。m which he c。uld see his father 's 
grave. Later, a woman cut a dead branch fr。m the tree and br。ught it 
home. After that, she fell sick f。r an unknown reason, and n。thing was 
able t。 cure her. Then a shaman t。Id her to return the dead branch. After 
f。||。wing the advice, she rec。ver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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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닥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기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회정동 335 

업박올 

守훌해 

새올 

밀벌렐훗예미E 
하이트맥주 
의정부지정 

M前, 有-↑名매朴훌빼흥子在父풍뼈훌11!!종함7-~뿔쩌 (350年)훌혐 

t父 有-↑E.1'값下힘死的쩌技 .. 回7 iil'I'.뿔, 之~ifllH↑쪼흙, 1C흙 

可~. jgfl>I有-↑方빼告iii'뼈톨因 1'J앤혐死빼쩌햄빼홍;;fl'.里filili:ti(J病, 

E.1'효aPJl'!t처**放回原았求협原펜, 方;tr.홀!@ 



훌폴、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닝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 건촉재 등으로 
쓰인다 

채·「11-는 낫 

• 위치 경기도 앙주시 덕계동 374-7 

名|‘l~i꺼 
뼈~1=m111뼈 , 후~~~有-{立!1:\H~삐ltl!ili혈•tit.J흥A.');)了~~,용 

윷, 흩村子때!힘뼈下7+-짜쩌, *月 ;iilfilfi, lZ얄찌*l*후;fB'i:I± . 形
IOC~filltltl쩌**, *~ii<'.~1!1.-훌-~-lZill월뼈 (350年) ~톨엌111"1>下的, 
村民m용i!uJZill¥해果닝S l、-~=t<• ’ 옳ill.쩌빠츄퓨~~i뽀來후1& 

b)bf바 상눈 염1}J_ 懷를 

명문가느티냐무 

조선 인조 때 이씨 집안에 학식이 높고 덕망 있는 

한 노인이 있어, 가문의 번성을 기원하면서 마을 

주변에 나무 열한 그루를 심었다. 세월이 흘러 나무 

들이 자라자 마을에 울창한 숲을 이루었으며 이씨 

집안또한 번성하였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350년)는 그때 심어진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로 한 해의 농사를 점쳤는데 

나뭇잎이 일제히 피면 풍년이 들었다고 전한다. 

Zelkova T「ee of a P「estigious Family 

In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미o, an old man from 
the Lee family with deep knowledge and a high reputation planted 11 
trees ar。und the village, wishing f。r the family's prosperity. Later, when 
the trees grew large, f。rming a thick c。pse, the family enj。yed a time 
。f pr。sperity. 깨is 350-year-。Id zelkova tree was 。ne 。f those trees. The 
villagers use the tree t。 predict the ha「vest; if the leaves have gr,。wn f비ly 

by a certain time, there will be a bountiful harvest tha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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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뿔l b\ιF바 상눈 염1)J_ 

무렁이가샤는 

느티나무 
옛날 이 곳에 처음 사람이 들어와 마을이 이루어 

졌을 때 주민들이 이 느티나무(400년)를 심었다. 

이 나무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살아 새들이 날아 

들지 못했는데, 주민들은 구렁이가 사는 이 나무가 

웬지 두려웠다. 마을 노인들이 의논 끝에 구렁이가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렸다. 그 뒤부터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 

신목으로 삼고 신성시했다고 한다. 

Zelkova Tree of the Snake 
Ab。ut 400 years ago, when the village was established, this zelk。va
tree was planted. There lived a large snake that drove away birds. The 
v”lagers were scared 。f the snake. After discussi。ns, they decided to 
believe that the snake kept the village safe and held a ritual f。r the tree. 
They revered the tree as a village guardian and held it as sa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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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닉업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ot-1~는 녕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만송동 654-1 

f主훌大뺑뾰 (l{J~애 
1&久以前, ).. ff]옆-;J;: Jlt i:흩뿔양村111빼下7iXiH!쩌 (400年) • 因껴쩌上 

{호.大-~ . 所以띄JLI「〕不했~ii!果 , 居民Ill也十分빼↑8 村里뼈老A 
lrlillHil둠, -ill:i.1- ;껴大‘·양可以큐,P村子, ’I;흉흩g品혈行7gre . Milt , 

村民m把iX짜쩌핏!"Iott子的휴t.P빼木 , *$훌처** 



회화나무 - 콩과로 흔팩 중국 등에 분포하는 닉엽교목이다‘ 7∼8월에 
개화하며 노란 염주같은 열매는 협과로 9∼ 10월에 결실한다 공원수 

가로수 약용 가구재 염료 등으로 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광사동 102 

과n니해 

朝Uir.t代的-↑취生凡;:x l'UI!탑앨千科할及第 휩生#쌓흠왔, 回흥心 

t}J , 快곽bD빠, 中i!-次 t!!. il!有休· ~Ji!里lf't , 곽因%흉흉而死 햄호 

;\J tf↑휠딩 己的짧i융, ’l:t£J!里빼下了빼쩌 (400年) 以!앙웰~去的되 之탑, 
쩌f홉1;승2둥出닥P니 jli , 人111也把]!뺑찌D4做되쩌 

b\양/)7)- 상% 염끼 

말울음호l화냐무 

옛날조선시대에 어느선비가여러 번낙방하다가 

과거에 급제하였다. 선비는 매우 기뻐서 집에 돌아 

오는 길에 말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다. 

그런데 그만 이곳에 와서 말이 쓰러져 죽었다. 

선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곳에 회화나무 

(400년)를 심고 죽은 말을 위로하였다. 그 뒤 가끔씩 

나무에서 말울음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말나무라고도 부른다. 

Neighing Pagoda T「ee

In the Joseon Dynastι a sch。lar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 after 
many failures. He was so happy that he rode his horse home with。ut
st。pping 。nce, causing his h。rse t。 die of exhaustion ‘ He regretted this, 
and planted this 400-year-old tree here t。 cons。le the dead horse. Since 
then, people have s。metimes heard the ne ighing 。f a horse coming 
fr。m the tree. s。 it is also called the H。rse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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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를 b)암"'))7 }- 상% 엽.,,호 

선녀가목욕하고간바위 

(선유동천바우” 
이곳은 불곡산 백화암으로 올라가는 산길 

옆 계곡이라, 물이 많고 경치가 빼어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고 한다. 바위에는 

‘仙遊洞天(선유동천)’이라는글자가새겨져 있다. 

이 불곡산에서 임쩍정이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 

다고 하며, 임쩍정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유%탱은 

임쩍정이 태어난 곳으로 전해지며 임쩍정 생가 터도 

보존되어 있다. 

Rock Whe「e a Fai「y Took a Bath 

This beautiful valley is next to a path t。 Baekhwa-am on Mt. Bulgok. On 
a r。ck, it is carved that a fairy 。nce t。ck a bath here‘ lmke。kjeong used 
to play here in this m。untain, and many areas have names pert히ning to 
him. Yuyang-dong is his birthplace, and the site 。f the house where he 
was b。rn is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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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동천바위 -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년 

사이 마그마가 지하 깅은 곳에서 전전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앙주시 유앙동 산43-1(백화암) 

터진닝문롱이골 

딘천공동요지 

’山女i木혀i1的岩石 

---
앙주얼신대 
놀이마딩 

i!里的훌짝{立千총1호flt~山白11'~톨빼山路훔, *후톨훌, f좋llt’띠女1fl.융 
下凡到此iMi . i율石上홍11• “뻐游~히天” 凡1'추 경용f웅**·표小11>11벚.효 
1!1:~山玩훨, 有iH±엉名힘l~O'*m\正有흥 mf좋옳·jj~히룰**·正出生~ 
11!!方, iH용M•'*m\iEt!J生t샌故t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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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f싸 장능 염1}J__ 

충신이심은은행나무 

고려 말 공양왕 때 공조판서를 지낸 홍언수는 

고려가 망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충신을 놓치기가 

아까웠던 태조 이성계는 다시 관직에 나올 것을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늬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1~는 닝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샘연동 213-1 

간콕히 권하였다 하지만 홍언수는 자신은 조선 n 
개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두 임금을 모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낙향했다. 

그는 이곳에 집을 짓고 고려와 공민왕을 생각 

하며 뒤뜰에 이 은행나무(700년)를 심었다고 한다. 

Ginkgo T「ee Planted by a Loyalist 

Eonsu H。ng, a minister 。f c。nstruct,。n 。f the late Gorye。 Dynasty 
during the reign 。f King Gon-gyang, retired after Goryeo fell. The first 
king 。f the J。se。n Dynasty, Se。nggye Lee, called him t。 government 
service. He rejected the call, h。wever, saying he did n。t accept Jose。n
and could not serve tw。 kings. He planted this 700-year-이d tree in 
memory 。f King G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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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l:H뿌的쩌 
j!jiffl末뼈~it王ll't , 양任工W'l'IJ휩的없훌llifiliifflxt:탑tt~출了홈~. 

쫓↑홉뿐‘~的太m후成桂~i·他I新t±li± . 但洪훌··#不iAI히뼈양, >A;켜 
Hl!ii¥jllj~힘固용有i훌ii )'(., JA:til!~ . f즉來, 他來到;g뿔뀔造房물, 효f즐 

院빼下7;gi.~~홉 (700年) 以흠~:i'tiliiffl~~~포~.뽕~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업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 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약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등으로쓰인다. 

~~o 「1r는 낯 

• 위치 ; 경기도 동두전시 지행동 213- 1 

b\ιF바 장눈 염1})__ 韓를 
장군목의눈물 

(은행냐부) 
조선 초기 북벌의 명장 어유소 장군은 어린 시절 

부터 이 은행나무(1,000년) 밑에 단을 쌓고 학문과 

성우교를 무예를 익혔으며 마치 나무와 대화를 주고받듯 

나무를 가끼-이 하였다. 장군이 죽자 한 달 동안 

나무가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눈물을 흘렸다. 

j져후木的P~)目 

뼈»+nl뼈的~t1:1!名빼훌有ill빼lf'.M小~ti:i&!UR홈쩌 (1, 000) 下짧당후 
文꾀武, ~f·可以和빼처i동호流-*￥, 듀;xi.m~"'**ili · :1n去世틈 
(l(J-↑月 .!IL i&빼얘-I:Jt力8이&훌 •• 호후, )i;l iilf:不止‘ 此아, ~lJH:E 

뼈»末뼈iii송因山日之前. 훗然빼天---- ’ 뼈•;x뼈方向的大해~:Jt 
l&llTllii 

또 조선 말 고종 인산일 바로 직전에는 날씨가 

맑고 화창한데 갑자기 마른벼락이 치띤서 한양 

방면에 있던 큰 가지가 저절로 꺾여 부러졌다고 한다. 

Gene「al Tree’s Tea「S
Yus。 Eo, a general that was famous for the n。rthern expedition, studied 
and learned martial arts under this 1000-year-。Id ginkgo tree when he 
was young. He was s。 cl。se t。 the tree that it was like a friend. After the 
general died, the tree dropped tears, dro。ping its branches for a month. 
Additi。nally, in the late j。se。n Dynasty, 。n King G이。ng's funeral day, its 
large branch p。inting in the direction of Hanyang sp。ntane。usly br·。ke

under a clean and sunny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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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뿔. b)ιF바 갖능 염1})__ 

고승의 예언 (느티냐무) 

옛날 양주군 회암사에 유명한 고숭이 있었다. 

어느 날. 고승이 이 口딸을 지나다가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고는. 나무가 자라면 마을이나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을 미리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주민 

들은 나무를 정성껏 가꾸었고 세월이 흘러 나무는 

거목이 되었다. 

과연 이 느티나무(650년)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호F국전쟁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소리 

내어울었다고한다. 

P「ophecy of an Old Priest 
A long time ag。, there was a fam。us 。Id priest at H。iam Temple named 
Yangjugun. One day, he planted a zelk。va tree and told pe。pie that the 
tree would foretell all th ings for the country, good and bad. The villagers 
earnestly lo。ked after the tree. 까1e 650-year-old zelk。va tree cried |。udly
bef•。rea number 。f national disasters, including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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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t-11--는 닛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602 

~ 
- - 다해율생밍징 

돈내미놓징핸핑징 

高f홈的f핏름 
M.前, *%,에 @flt승올츄住·-位有名的홈fl . 홀-天, ifi fUl!ill&↑村주, 

함下-짜없%에, 告iκ村~fflW쩌*lilt~ . 엌村子或固*용生不好11!1•에 

111. n융ffim大흥 村民’fltl心照뼈, l&ll~~千*成7#天大쩌 果.’
홉월村주JI!.옳生不好的•tJll1 , --댐뼈총iu웅111 . l&lll*뼈 (650年) 힘l 

tllili i!!U立



왕방산-신높이 737m, 등산로 7코스/ 11.lkm 

~~I>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동두전시 탑동동 산27 일원 

- 쇠훌얘곡 
유원지 

울. 

전보산자언휴잉림 

王出i方u的山

E휠g 

• 대진대악교 

;&Ill山流~•lrt多흥千王的故. 짧iii新용ii洗固Uilif£;&/ll山上IJl!l<it.l 

3'1;11!王 ’f j띤i동횡j此以찢웠lil!J . 太뼈후!OCtt~回 iXllB 的j8;<jl 양 t£:포i껴츄 
(王山츄l 1''1il . 之所以Jlj此山名t!?. llf.千i훌Ill山룰 “王i1ii'메 i:t $(]山 ”‘ 뼈빠 

的쩔三代固王太중也 •• 효l比山中IJl!l<ii.t木 

b)앙) )7 )-- %늪 염"1}호 

왕이방문한산 

(왕방산) 
이 산은 왕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오는데, 옛날 신라 도선국사가 이 산에 머물면서 

수련을 하자 헌강왕이 행차하여 격려하였다고 한다. 

또,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중 왕방사 

(왕산사)에 머물러 ‘왕이 방문한산’이라는뭇으로 

이렇게 불렀다고도 전한다. 또한, 조선 3대 임금 

태종이 이 산에서 무술을 연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Mountain that a King Once Visited 
This mountain carries many st。rie s related t。 kings. During the Silla 
Dynasty, King He。nkang visited Priest D。seon here to encourage his 
training. In addition, the fi rst king 。f the J。seon Dynasty, Seonggye Lee, 
visited the temple, C허li ng it Wangbangsa (temple a king visited). Also, the 
3rd king of the Jose。n Dynasty, Taej。ng, used t。 practice martial art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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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1ιF바짧염1}J_ 

여자의 호통에 놀란 호랑이 

(호령산소나무) 
옛날 이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남자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여자는 

늙은 소나무(200년) 아래서 호랑이가 남편을 해치는 

걸 보고는 물러서라고 호통을 쳤다. 여자의 시퍼런 

서슬에 놀라 달아난 호랑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 

농사를 짓는 여자를 도왔다고 한다. 

그 뒤로 호랑이가 어흥하고 호령한 산을 호령산 

이라고 하고, 늙은 소나무를 호령산소나무라고 

불렀다. 

Tige「 Sea「ed by a Woman's Ang「y Scolding 
A |。ng time ago, there lived a c。uple who loved each 。ther very much. One 
day a tiger 써||어 the husband while the wife was standing under a 2α)-year
。Id tree. She sc。lded the tiger, te川ng it t。 g。 away. He fled with a gr'。wl.
After this, the scared tiger w。uld sometimes c。me back to help her when 
she was left alone~。 farm.That is why the moun~in is에따d H。rye。ng (t빙er 
gr'。wl) and the old pine tree is called Mt H。rye。ng Pine Tree. 

28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소나무 -소나무괴로 중국 북동부 일본 효팩의 북부고원지대훌 제외한 
전역에 분포하는 상록교목이다 5월에 개화하고 이듬해 9'v 10월에 결실 

하며 건축채 펄프용재 gηH 식용둠으로휠용된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펑군 설악먼 묵안리 451 

被女A的훌n니옮i몽的老虎 

M前, ;g↑村a뿔有-m~!M好빼夫틀, 但흙-天文夫훌~~삐iE7 

女AW”l좋~l'£-ll좋松빼 (200~) 下%흥文夫, 옹~*jlill P4•U~~ 
ill출, Ill女人뼈,잉;뻐욕!1}•11(1()훌虎풍흙而逃 듭흉흥야-.i:fll l!JJ失去 

男,A.(l()J(A'f:«:;홈 M1比以듬, 困혼홈 “ llttll1! ” -P4 .•• 名~~山, JI! 
.좋松쩌t!!.lll:P니做,.,.山m껴 



장수바위 - 경기변성암복합체에 속하는 선캠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대의 

호상 펀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추정될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연 묵안리 295 

휘生’|‘]쫓 ~?的黑岩石 
J,1.111f, 村子里生活---써월f\:~O iJ/X\술f\:!t.J子~~’n 뼈大flf\:'1>!'¥!흠~Q 
협生~多, 他{(〕힘I~~빼쫓ti'村子λ口~!t.J-울~. ~其•'1tt뿔的째@$ 

~111’u1J;;&뿔P<ti츄作처, iH:Ei:&i'울石上刻1\¥m11뼈大flf\:llf홍 mtv. 
후흘~'!!生1fl把i:&flUI~岩石흙껴*~·율 

b)ιF바 섯눈 염1)J_ 

선비들이 샤로받F 검은 바위 

(장수바위) 
옛날 이 곳에 양주 조씨와 청풍 김씨 자손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두 문중에는 학자와 선비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미을 입구에 있는 검은 바위를 몹시 

아끼고 위하면서 때때로 마을의 자랑거리인 이곳에 

와서 시를 짓고 시상에 잠겼다 한다. 

그러고는 시를 지어 이곳에 새기어 두 문중이 

번성하기를 기원했는데, 학자와 선비들은 이 검은 

바위를 장수암이라 불렀다고 전해온다. 

Black Rock Loved by Scholars 

A long time ago, there were tw。 families in this village, the Ch。5 。f
Yangjo。 and the Kims 。f Chungpung. The tw。 families had many 
sch。lars, and b。th liked the black r。ck at the village entrance. They used 
t。 write p。ems, gaining poetic concepts fr<。m the r。ck.까1ey also carved 
their p。ems on the r。ck, with wishes for the prosperity 。f the two 
families. 까iey called it Jangsuam (|。ngevity r。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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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앙JJ7}- 상뇨 념..,,호 

나무껍질을벗걱아들을 

잃은아낙 (느티냐무) 
이 느티나무(540년)는 540여 년 전이 마을사람이 

산에서 캐와 이곳에 옮겨 심었다고 한다. 나무가 

크게 자라자 마을에 시는 한 아낙이 나무껍질을 벗겨 

길쌍할 때 쓰는 허리띠를 만들었는데 , 그날 밤 

멀쩡하던 아들 둘이 느닷없이 세상을 폈다. 

미을사람들은 나무를 함부로 해서 신령님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마을에서는 느티나무를 

신성시하며 정성껏 보살폈다. 

Woman Who Lost Her Son by St「ipping Bark off a T「ee
This 540-year old Zelk。va tree was said t。 have been transferred fr,。m

a m。untain 。ver 540 years ag。 When the tree grew large, a woman 
peeled bark from the tree t。 make a belt. That night, her two sons died 
suddenly and f。r no apparent reason. The neighb。rs th。ught it was 
divine punishment f。r damaging the tree. Since then, the villagers 
regarded the tree as divine and to。k great car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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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결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tot-11-는 녕 

• 위치 경기도 가평군 하면 신상리 553 

因 jitJlt흥해皮而失去JL子的E.A. 

션용lJl.i!ll!¥해 (540年)룰540흥~fol村民m>A山上힐*~ll到i!뿔뼈 i! 
'*~이*14ilH±흥, 村뿔的-↑E.A.U”k了쩌皮빼了~‘布R1用뼈DH , .훌 
果엌天훌!!:$:*好好tlliilli↑JL子~~死去 村R’r〕iA;찌 i!톨처빼不없, 
흉山빼iJJ~而챔훨뼈훈엄 :Z.F.i . 村뿔빼~빠;J;i빼훌Z빼, 영UP홉hD 



소나무 - 소나무과로 중국 북동부 • 일본 • 한국의 북부 고원지대를 
제외한 전역에 분포하는 상록교목이다 5월에 개회하고 이듬해 9'v10월에 

결실하며 건축재 펄프용재 믿째 • 식용등으로휠용된다 

뼈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451 

老虎守Jf的松쩌 
Mi11r . lZ뿔뼈村民m用松찌做成木효쫓以옳휴호it.~月 tt;tt;, t!t·~i王,

·~호Jlfilllttl山上R찌下.듭-IUil쩌 (260~) .J,.I.耶天흠뿔휴%, fit有

R좋~jj.;흉흉Pi1!!用m주fllil~il . 村民i(]윷쩨룰他’rmtl!t앙얘, ’ 11 121 
了山빼, fl!H'JZ빼쩌下쌓行了山빼흉, M那以듭, 흥~훔;요有出fl!. 

ι1ιF바 갖눈 염1}J_ 廳풀l 
호랑이가지키는 

소냐무 
옛날에 이 마을사람들은 소나무로 함지박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이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자 울창하던 산에 이 소나무(260년) 한 그루만 

남았다. 그날 밤부터 호랑이가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발로 문을 긁고 두드렸다. 

미을사람들은 소나무를 모두 베어 산신령이 노한 

거리며 이 나무 아래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그 뒤로 

다시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Pine T「ee P「otected by a Tiger 
A |。ng time ag。, pe。pie in this village cut pine trees t。 make and sell 
WO。den b。wls f。r a living, and after many years this caused the dense 
forest t。 vanish, leaving only one 260-year -old pine tree on the mountain‘ 

From that night, a tiger came down to each h。use, scratching and 
kn。cking on d。。rs. The villagers thought it was a sign of the m。untain
g。d 's anger with their reckless tree cutting. They held a ritual under the 
tree to appease the god's anger. Since then, the tiger has never 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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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훨l 싸') )7 }- 짧 엽..,,호 

산삼처녀가산삼총각을 

기다리는산 (확악산) 
옛날에 지리산 산삼총각이 금강산 산삼처녀를 

만나려고 길을 나섰다가 화악산에서 하룻밤을 묵었 

는데,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사람 눈에 띄면 금강산을 

세번외치라고했다. 

산삼총각은 그 말을 까닿게 잊고 심마니를 만나자 

몽덕산으로 달아나 산삼처녀만 애타게 불렀다. 산삼 

처녀는지신을부르는소리를듣고화악산으로왔으나 

끝내 산삼총각을 만나지 못했다고한다. 

Mountain of Female Ginseng Waiting to「 Male Ginseng 
Once up。n a time, a male ginseng plant came 。ut t。 meet a female 
ginseng plant and stayed at Mt. Hwaak f。r a night. In his dream, a 
m。untain god said, ”If you see any human, call Geumgang m。untain
3 times t。 save y。ur life." H。wever, when he saw a ginseng digger, he 
forg。t t。 say the w。rds and ran away t。 Mt. Mong-de。k, calling the 
female ginseng's name 。nly. The female ginseng did n。t hear his voice 
and they could not meet each 。ther afte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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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악산 -산높이 1.468m. 등산로 4코스 I 22.7km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연 화악리 산228 일원 

회의신계곡 

山흉~~等待山윷小i*的山 
)All'J , 훌윷山的山흥小{*총잉효빼j山的山jitz;!$ , iM•흩후동山上i'1홈 

펄~他용잉山빼를홈ifi他~JR를J:il.A빼훌.三룸술剛山. 但山jt 1J、1*앤 

山빼컷(l(J 'I애忘싸-주二*, 찌l]J:il.훌j옐•A~앨去.빼山-~itlllll!'뺏山 

•Mts. 山-~j$1Vfflj有人呼뺏g 己~흉fl]了iM용山 , @•~ti; il! f1Uo 
山.,J、l*J:il.上-面



눈업바위 - 종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년 사이 

마그마가 지하 깅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형성된 암석. 차별 풍화로 

눈씹모양을보잉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가펑군 하면 하판리 산162-1(운악산) 

운악신정싱 

-훌等待f山;女훌좋lj 化成岩石的小{*子 
>A前-↑,J、,*子.헤-합뻐女씨iE在iiitl.i*써 , flffj뼈훌下7其中-位 

{山女的뼈子 ,J、{*子뺑把i~有챔子:>t i효升天的{띠女뼈回흥, 但뻐;k뼈~ 

ill.不---울子u不liUHft!!-起回~ - 千룰, ,J、{火子II'!챔子표엄了뼈, --上

뼈주的{山女~Hill.훌Jt:il!回天용 ;ε듭되上回흉, }훌•fl-‘上了天 小ti:

子처뻐女的i종잖염不앓, 흩if :ltitJ.야(I(]~待中 , 小{*子뿔成7-~;;블石 

.\앙/ )7 }- 섯능 염1)호 

선녀를 기다리다 바위가 된 

총각 (눈썰바우” 
옛날에 한 총각이 계곡에서 목욕하는 선녀들을 

보고는 치미-를 하나 훔쳤다‘ 총각은 치마가 없어 

하늘에 오르지 못한 선녀를 집으로 데려 가려고 

했지만, 선녀는 치미를 입지 않아 따라갈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 말에 총각은 덜걱 치마를 

내주었고, 치마를 입은 선녀는 곧 돌아오겠다며 

하늘로올라갔다. 

총각은 선녀 말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 바위가되었다. 

Young Man Tu「ned into Stone While Waiting for a Fairy 
A long time ago, a young man saw a group of fairies bathing in the 
valley and stole one skirt. Later, he asked the skirt owner, who could 
not fly with。ut her skirt, t。 c。me to his h。use. She said she w。uld go if 
he returned her skirt. He did, and she flew to heaven with a pr。mise t。

come back. He turned into stone while waiting f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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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寶 야F바상늪염1)J_ 

..2.. 늦| 。 I..!느 口 。 흑동 :a 
걷r《l M 」 -「「- 「 」;」

이 무우폭포는 운악산 현등사에 오르는 길에 

있는작은폭포다. ‘무우(舞雪)’는 안개처럼 부떻게 

내리는 비를 뭇하기도 하고, 기우제를 지 내는 

제단을말하기도한다. 

폭포에서 물보라가 이는 모습이 안개비처럼 보여 

‘무우폭포’라고 했을 수도 있다. 또는 ‘무우귀영 

(舞땀짧월)’ 이라 하여 자연을 벗 삼는 즐거움을 

뭇히는 고사성어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Pictu「esque Mu-woo Wate「fall

Muwoo Waterfall is a small waterfall located on the way to Hyundeung 
Temple on Mt. Unak. Muwo。 means misty rain, and also refers to a 
ritual table used f。r a rain-calling cerem。ny. It is assumed that the 
names came fr。m the drizzle-like water spray 。f the falls or an idiom 
。f Muwookuiyoung (playing 。n a rain-calling ritual table). meaning 
pleasure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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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폭포 - 중생대 쥬라기 회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년 사이 
마그마가 지하 김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형성된 암석 

~~o 「1r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62-2(운악산) 

옹악앙정 
가핑8경중6경 

빼홉섣쩌雅的옳Z;; i훌布 

J!L:il布톨坐;흩흩E폼山;t;n츄ill헬上的4‘”·布 “ J!L: ” 指fl•~않 
ll tlll뼈 ffi . 1M당￥行析ffi11! tlll 11!iii . 而 ’‘ •• 긍ii ;布” 쩨名 , -ill.困ii$
ill起빼水m以잖홈뼈ffi, 웃 -ill.‘윈自 “JlL:퍼빼” jz-四추成춤, 룰되 

自 ?!.i ;l;J友, ↑台?!.i§llJZ.:@ .



백년혹포 -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년 사이 

마그마가 지하 깅은 곳에서 전전히 식어서 형성된 암석 

채·「1 I-는 닝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62-1 (운악산) 

얻를시 

눈생바위 

百年如-日,百年漫布
百~il:ffi"룰ii:~률山中20米*ir..l il布, ·*뉴M45ll뼈협的岩石上;R下, 百年
~-日용久不엎, 故而名日 “百年il :ffi" ”‘ 百年井不훨행혐혔추,α), 也代
---久뼈'51月 . IBU末뼈빼뼈i1'l:i#!용’K'f!J此~ir..i百&εil:f뉴下염~#'ltt固之tt 
百~il:ffi" 'lllft죠.布훌E폼山的fl:훌;l:ffi" . 

b )ιF바 장눈 염1}j_ 풀뀔l 
백년을하루처럼, 

백년폭포 
백년폭포는 운악산이 품은 20미 터 길이 의 

폭포이다. 45도 경사바위 위로 흐르는 폭포가 백년을 

두고 변함없이 흐른다고 하여 ‘백년폭포’라고 한다. 

백년은 단순히 숫자 100을 뭇히는 것이 아니라 꿀없이 

오랜세월을뭇한다. 

구한말 민영환이 지주 찾아와 나라 걱정에 한숨을 

지었다는 이 백년폭포는 무우폭포와 함께 운익·산의 

대표적인폭포다. 

Hund「ed Yea「 Waterfall - Steadfast to「 100 years 
The Hundred Year Waterfall is a 20 meter-high waterfall on Mt. Unak 
which flows through r。cks that slope at 45 degrees. It was named for 
its unchanging water fl。w The name is n。t meant t。 represent the 
number 100, but means unc。untable years. The falls are well known for 
being frequently visited by y,。unghwan Min, who was greatly concerned 
with the country during the late J。seon Dynasty. Al。ng with Muw。。
Waterfall, this is 。ne of the representative waterfalls 。fMt.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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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휠l b)ιF바 장눈 염1}J_ 

자연의신비 코끼리바위 

운악산은 금강산만큼 아름답다고 하여 경기 

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풍광이 뛰어나다. 

더욱이 이 산곳곳에 기이하게 생긴 바위가 많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 이 묘끼 리바위도 

그 기운데 하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긴 코를 늘어뜨린 코끼리의 옆모습이 또렷한 

이 바위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운악산의 팔경 

중하나다. 

Elephant Rock, Mystery of Natu「e
Mt. Unak is well kn。wn f。r its beautiful scenerι which is comparable 
t。 that 。f Mt. Geumgang. In particular, the many elephant-shaped 
rocks scattered across the m。untain create a unique atm。sphere. This 
elephant r。ck is one of them. Having a distinctively l。ng elephant trunk 
that aim。st |。。ks intenti。nally carved, it is 。ne 。f the T。p 8 scenic spots 
。fMt.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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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악산 코끼리바위 - 중생대 쥬라기 회강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 년전 형성되었으며, 절리의 발달과풍회에 의해 코끼리 모앙을보임 

~~o 「1r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영군 하면 하판리 산1 62- 1 (운악산) 

大自然的빼秘훌岩 
困죠동山的훌iii!톨용可以되훌剛山빼쫓, ill!:有京•• 金ji!IJZ名 , **홈윷IX\ 

光可m-m. 此外, 山」=·*?훌四~(IC]-昇울:0-1!!.흘遺tll-~~잉~t!CJ JI!:맴, 
훌울앓룰其中之-‘ ~it).. IJll훌-~ . jg~~올E有•-tH‘ (IC].주, • 

없了大훌빼빼~. @§此被뼈lJ!.Jii~를山'~•z-



운악산 병풍바위 - 중생대 쥬라기 회킹암으로 약 1억 5천년에서 2억 년전 
형성되었으며, 수직 절리가 발달하여 마치 병풍모앙처럼 보임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62-1(운악산) 

운익신정싱 

눈업비위 

棒落印度~Qr혀的岩E 

新흥法윗王 (514年) 해, 印IU!H히-~i꺼랬효.풀此山빼, 앉上7-1.Jt 

~ I司훔뼈뼈的울石빼를f'filoJ, f훌他凡近失빼, *Ht•理 但f생iA ;껴iX也 
룰出千홈j\li ttqJli j'., 주룰’ll!!IUl•울, 但~-룰ill!뼈 , Hft룰울石不ll!il: 

他上來故t~f언홉下去-# -~i可랬톨셜未야짧i1iX잊岩石, 而f'II휠 
It!!울行I훌死출 

b\ιF바 상누 염1}J_ 廳뿔l 
인도승을 L에친 바위 

(병풍바위) 
옛날 신라 법흥왕(514년)때 인도 승 마라하미가 

이 산을 오르다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바위와 맞닥 

뜨렸는데 정신이 헛갈리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허나, 이것도 부처님의 뭇이라 여겨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으나 자꾸만 미끄러졌다. 마치 

바위가 오르지 말라고 내치는 듯했다, 

결국 마리-하미는 바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 

에서 고행을 하다 죽었다고 한다 

Rock Denying the Climb of an Indian Monk 
In the Silla Dynasty, during the reign 。f King Be。pheung (514), an Indian 
m。nk named Marahama faced a br。ad rocky slope 。n his way t。 the 
t。p of the mountain‘ It was t。o r。ugh and steep t。 이mb. He decided to 
challenge himself, however, taking it as Buddha’S will. He tried in earnest, 
but could n。t succeed, almost as if the rocks w。uld not accept his 
attempts t。 climb. Ultimately, he died after a number 。f attem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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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뿔l ι1ιF바 섯능 염1}J_ 

임진왜란 때 왜군·| 많이 봐져 

축은 콧 (다록펙 오랑캐소) 
이곳은 임진왜란 때 격전지 중의 하나였다 

왜군은 운악산 자락에 있는 봉선사를 차지했지만, 

의병틀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운악산의 지리를 

잘 아는 의병들은 험한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왜군을 

기습해큰피해를췄다. 

특히, 이 계곡에서 왜군이 많이 빠져 죽어 훗날 

사람들은 이곳을 오랑캐소라 부르게 되었다. 다락터 

라는이름은지형이 다락처럼 높은곳을뭇한다. 

Place of 」apanese A「my Drowning during the 」apanese
Invasion of Ko「ea in 1592 
This was a fer。cious battlefield during lmjin War, which was part of the 
Japanese lnvasi。n 。f Korea in 1592. Japanese s。ldiers occupied B。ngseon
Temple in the midst 。f Mt. Unak, but they c。uld not defeat the Korean 
army easily. The K。rean army, who knew the a언a well, ”ed its geographic 
features to attack the 」apanese s。ldiers. In particular, many」apanese s。ldieπ
dr,。wned in this valley. Later, the pond became known as the Japanese 
Invader Pond. It has an。ther name, which is Darakteo, meaning high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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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릭터 오랑캐소 - 경기변성암복합체 선캠브리아기 복운모 면마암으로 

약 20억년전에형성될 

~~I> 「1~는 낯 

• 위치 경기도 가펑군 하면 상판리 산33-1 

王辰f쫓홈Liit~多優끓;형水而t的地方 
i!뿔훌王~~흥흩Lll>IHl~l~ld~z-‘ 흩ll'iil.t!.!S짧了E톱山빼下~· 

~츄, 但X兵m~찾力也不융小률 처긍톰山뼈없ltll:lt!!업7~1i-~Si. 

兵m훌,.~앓훌山~ij:>. ”*륨出其不-~갖훌율JI', tt他lrliUt7딛大 
~trtti . ;tX룰有lR~ll훌;ill死lEi!↑,월융뿔, f즐來A’fl항,e;z뿔p~
훌liiill . il앉lll:i!↑~~Ii的훌뼈jf~ftil!l-~홈的빼方 



복호동폭포- 선캠브리아기 고원생대 연미잉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추정될 

~~o 「 1 I-는 닝 

• 위치 ; 경기도 가펑군 북면 적목리 산1-28 

I곽舞*좌 1~1휠洞f훌布 
i&↑ii布因껴훌老1Ulil~形쪼而被~4i/«jj(~洞 •• ;째 il:/fl~*流~i.w.

g京MUI的톨ifj“$동山. jj(~~허짜布坐똥효.!1\ftlf-율內 , 짧iJl..!1\ftlf
----名톨困강中뼈木i1千7i.앓, 山띄왜P내不休, 못-iJI.룰因훌里有쩌多 

r.;:~~J얘的띄, l&iiii.(SSJ딩----‘ 

b)ιF싸 장능 염1}J__ 醒뿔l 
초무락골복호동폭포 

이 폭포는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복호동 “太虎洞)폭포라고 한다. 이 물줄기는 경기도 

최고봉인 회-악산에서 발원한 것이다. 

복호통폭포는 조무락골 안에 있는데, 조무릭골은 

숲이 하도 울창해서 산새들이 조무락(재잘)거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새들이 춤추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조무락C원舞했골이라고 한다고도 

한다 

Bokhodong Waterfall, Chomu「ak-gol
The waterfa ll is ca lled Bokhod。ng (tiger lying prone) as it l o。ks like a 
tiger lying d。wn. ltfl。WS fr。m Mt. Hwa-ak, the highest m。untain in 
Gye。nggi Province. The waterfall is |。cated in a place named Ch。murak

gol,whi[ h has many birds in a dense wo。dland. Chomurak means forest 
birds’twittering sounds, 。r birds’happy dancing. 

이야기기 있는 경기도 293 



b)ιF바 상늪 염1}J_ 

무관들이무예를갈고 

닦던무추채폭포 
무주채폭포는 옛날에 무관들이 수련하던 곳이 

라고 한다. 폭포가 우거진 숲으로 뒤덮여 있어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며 ‘ 물이 얼음처럼 차가워서 시원 

하니 수련장으로는 이만한 곳이 없었다 무관들은 

여름마다 이곳에서 무예를 갈고 닦았다. 

그리고 수련이 끝나는 날 나물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 춤을 추고 놀았다. 폭포 이름 ‘무주채 

(舞酒菜)’는 거기에서 유래되었다. 

Mujuchae Waterfall - Where Milita「y Office「S Drilled 
L。ng ago, M미ucha Waterfall was a training area for military 。fficers,까1e 

waterfall is hidden by rich trees and has icy cold water, making it suitable 
for training. Every summer, military 。쩌cers practiced their martial arts 
here and enjoyed seasoned vegetable dishes with drinks and dancing 
after training. That is why it is called Mujuchae, a place 。fmilitary 。fficers,

drinks and vegetable dishes. 

294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무주채흑포 - 경기변성암복합체의 선캠브리아기 고원생대 면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후정팅‘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영군 북면 적목리 산1 92 

•• 국잉용 

•• 견치용 

武官 ff〕tm훌武흥 ti{]~훌酒菜i훌布 
짧i~·,뀔¥illli룰Miiif tl!J iit'i옹’Otll$tl!Jit!!方. il lli'-!11千훌얻!i tl!J~~;t中 , 
不g被.A.:ltf~. il llitl!J水~ft;iJc-fM•l8.M快, 룰-lit~好빼tfj$~~Ji . 

iit홈m홉ilI天힘!승외此g홍iit흥, tfj$t홀흥tl!lll'ti벚, 用山환황빼下ill 

lilM~훌lf- , ’‘·,합혔” il llitl!J名추빼由此而풋 



무송암 - 경기번성암복합체에 속하는 선캠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대의 

혹운모 펀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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求子하1뼈岩 
Mfl!. 有↑'QI빼來fl)-↑女A흥it월, 1꾀뼈有{+ιg혈, 女A.ill.~求쩨 

-子*X룰뼈-~tl<JJJ\ l!! . ~ I히협굶뼈훌1j:£jji九~tl<J ·*tlJ~용처m . 井llX下

---암石*•*· *A.照做7 . 三↑月·+天E흉.出llllla『生下-주 
8용f울M那以듭凡룰不￥뼈女A홈到i&뿔求;F뻐1융如I!!以{양 흩;&!~~블E 

上훌ζ~if흙llX下石찢t!<Jliil'E 

b)ιF바 섯눈 염1}J_ 

0타|를낳게해준 

미록바우| (무송암) 
옛날 한 여인의 집에 스님이 시주를 와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인이 아기 낳는 게 소원이라고 

하자 스님은 용추구곡 미록바위에 소원을 빌띤서 

바위를 떼어 끓여 먹으라고 했다. 여인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석달 열흘 뒤 태기가 있어 아기를 

낳았다. 

이후 아기를 못 낳는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빌면 

틀림없이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 지금도 바위에는 

돌을 떼어낸 흔적이 있다. 

Mireuk Rock - Helping Women to Conceive 
Once 때。n a time, a monk visited a lady’s h。use seeking alms and asked, 
‘What is y。ur wish?” She said that she wanted a baby. He said, ’G。 to the 
Mireuk Rock. While y。u pray f。r offspring, take a piece of the r。ck t。 make 
a soup and eat it." She did as she was instructed and gave birth 3 m。nths
and 10 days later.‘ Since then, many infertile women have c。me here t。
prayf1。r。ffspring . Y。u can see the traces 。fr,。cks that have been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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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1ιF싸 상눈 염1}J_ 

단군아LH 용녀의재주 

(탁영로|) 
옛날 단군이 나라를 처음 열었을 때, 중국의 

천자를 지내고 있는 형이 조선을 구경하러 와서 

용추구곡에 마음을 뺏겼다. 천자는 조선을 뺏을 

궁리를 했고 이를 안 단군 부인 용녀는 재주를 

부려 비를내리게 했다. 

헌데 비가 어찌나 많이 쏟아지던지 강이 넙치고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천지는 용녀의 

재주를 겁내 두 번 다시 조선을 넘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다. 

Talent of Dangun’ s Wife 
A long time ag。, when Dangun first founded K。rea under the name of 
G이ose。n, his brother, a govern。r in China, visited G。j。seen . Attracted 
by Yongchu Valley, he planned to plunder Gojoseon. This was noticed 
by Yongnye。, Dangun’5 wife. She brought rain to stop his plan. The 
heavy rain caused rivers t。 。verfl。w and swept people away‘ This scared 
Dangun's br。ther,and c。mpelled him to promise not t。 covet Goj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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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 I-는 낮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인리 산76 
(연인산도립공원) 

• 슐숙의 tf루 

빼君之윷 7.1!:女的;r쩔 
Mll1f. llj쯤예ii固不久, 中힘天주헤1며합i/(fBi. 被::ltll*九l'tfl(J쫓톨~~ 

111!~1 . 뺑方1lt i1His:tft<':!'뼈·￥ ~it內↑Jfl(J삐용之률:It女옳뿔本쨌, ii:天

호下월7大兩. 大雨뻐훌如注, ’ilt!liI河, iR~A.f!i옳;It . 天子홈’m::1t:1c 
的빼力 , .i훌훌111.不승처뼈·￥홀휴分z!.!I 



귀유연 - 경기연성암옥합체에 속하는 선캠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대의 

혹운모 연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ot-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펌군 가평읍 승안리 산76 
(연인산도립공원) 

되훨;빼玩的i훌짝, f흥游j뼈 

농원계 

Miltr . 有-R효天앓{*훌죠흘大~$()띄훌, 'E:를훌I)此llt i뭘*장不’~Ii!:. 
빼빼7ttt. ;7.t ?o)‘不{호好훔, • • 죠 .. 大帝, r!li!7 ;훌뿔 但不'flπ셰쫓 
;Jil {}Ji<J不71흥흩6 . 욕훨不짜不lU/i上來흩岩E上休· 3i릎大경홈앤i훌反 

天~$()요 ~g!'./OC7월"fi . ~~~뼈요名:£it. 훌~出M天而빠빼용~a此 
休.!!!. $(JIU~ .

b)앙/ )7 )- 섯능 펀1)호 

거북이놀던계곡, 

귀유연 
옛날 하늘나라에 옥황상제를 모시던 거북이가 

이곳을 내려다보니, 물이 어찌나 깊은지 검푸르다 

못해 까닿게 보였다. 거북은 호기심에 옥황상제 몰래 

이곳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닿지 않아 다시 올라와 바위에서 쉬었다. 

옥황상제는 법을 어긴 거북을 바위로 만들었다. 

이 귀유연은 일명 용담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북이 

쉬는듯한모습을지녔다 

Guiyuyeon - Valley of Tu「tle Playing 
A long time ago, a turt le that served the Great 」ade Emperor |。oked
d。wn at the pond. The water appeared very deep, with a dark blue col。r
that was mysterious. Full of curi。sitι the turtle secretly jumped int。
the water. However, it was so deep that he could n。t reach the bottom. 
When he came up t。 a r。ck f。r a rest, the Great Jade Emperor found him 
and turned him int。 a r。ck. Guiyuye。n, which is also called Yongdam, 
lo。ks like a turtle taking a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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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풀. b)암I J7 }-- 상능 염1) 

물살이흐르면서 

노니는시내 (농원계) 
조선 말 학자 유중교가 용추구곡을 찾았는데,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이곳에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만하다.”며 감탄하였다. 

그는 계콕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지었으며 아홉 

구비마다 이름을 붙여줬다. 이곳은 용추구곡의 

아홉 번째 구비로 경사진 기암괴석을 힘차게 내려 

오는 물살이 장관을 이루어서 ‘물살이 흐르면서 

노니는시내’라하여 ‘농원계’라불렀다고한다. 

Wate「 Dancing C「eek
In the late J。seen Dynasty, the sch。lar Yu Joonggy。 came t。 Yongchu 
Valley and sang its praises, saying, ”까1is is a paradise. Staying here clears 
up all w。rries". He c。mp。sed s。ngs ab。ut the beautiful valley and 
named all nine of its curves. This is the 9th curve with rocks of fantastic 
shapes 。n the slopes and a vig。r。us fl。wing stream, pr。viding a 
magnifice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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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流熺꼈的i훌--
l.ll~末뼈的쏠흠f9pa했총到;U*九짝r.:iM P.Jl.il “앤t~빼원7tJllj~ . 忘외I 
t!tli히所휴%”, 뼈用.曲flilM il~tl!l쫓. . #;@*§↑九ilil뻐1起7~추 
~뿔룰:l.E었九~tl!J ll九↑WJ, 111&•,빼*'l tl!J 1W울↑훌石윷~而下빼水~11 '1 

;j±jj! , 톨 “*~il~tl!J il~ ”, 故名흉;iiil 



수락폭포 - 경기번성암복힐체에 해'Et등샤는 선캠브리아기의 호싱 펀마암 

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폭포 

~~I> 「1 I-는 낳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150 
(연인산 도립공원) 

잃;:-、、 

水落i룰布和뼈孝子 

옥넘어 

*홈훌布困其tii1l:훌下tl(j~土행특햇而빼名 il:fli홈下듭;re:~호~짧뿔, jg뿔 
호i좀.뼈1'*子 -↑l!f天都向:It斗t훌析빼治tt~;?;tl(J病, ~-1''1 

父풍去IJl\ll'~의, ]C"}:jj而많回iiJii< 中 F.i~;효1.!!!ll'쩌흩얘llllll . 힘흥껴了弘 

lllf생ffltl(j흥行웰효了흥子엎fl , 

b)앙 풀뀔l 
물떨어지와투효자 

(수락폭포) 
수락폭포는 물이 웅장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어서 ‘물멀어지’라고 불린다. 

수락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흐르는 경반리에는 

옛날에 두 효자가 살았다. 한 사람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밤마다 북두칠성에 빌었으며, 

한 사람은 아버지를 위해 핑을 잡으러 나섰다가 

헛걸음쳤는데 닭장에 핑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나라 

에서는 둘의 효행을 기리려고 효자 정문을 세웠다. 

Su「ak Waterfall and Two Devoted Sons 

Surak Waterfall, also called Multteoji (water-dr。pping sp。t), looks quite 
magnificent. The water fl。ws d。wn through Gye。ngban-ri , where there 
。nee lived tw。 devoted s。ns. One son prayed t。 the Big Dipper every 
night for his mother’s recovery, while the other son went out every day 
to catch pheasants for his father’s health. Later the government built a 
gate h。noring the br<。thers’devotion t。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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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풀’ b)ι)z-") J 7 )-- 장눈 염1)J_ 

덕이 넙치는마을 
(강씨봉마을터) 
이곳은 아주 오래전, 강씨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자리이다. 이 마을사람들은 세 가지 덕을 

먹고 살았다고 한다. 하나는 송이버섯의 송덕이고, 

또 하나는 지붕을 잇는 데 썼던 억새의 새덕, 그리고 

더덕이다. 모두 산간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소중한것들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이곳에 궁예의 부인 

강씨의 집터가 있었다고 한다. 

Village of Abundant Deok IGangssibong Village Site] 
This is the village site 。f the Kang clan from a |。ng timeag。. It is said that 
th。se living there enj。yed 3 Deoks. One was 5。ng-De。k。f pine mushroom, 
an。,ther was Sae-De。k of flame grass used for connecting ro。fs, and the 
other was Deo-Deok (codon。psis lanceolata)깨ese are all indispensible for 
th。se living 。n m。untain sides. Aco。rding to the Korea Place Name Book, 
this was 。nee a dwelling place of Queen 뻐ng, wife。fGungye. 

30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채·「1 I-는 닝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1 - 1 

(강씨봉자연휴앙림) 

美f흥之村 (姜 ~Iii훌村i止) 

이동연 

얘久以前, 훌뿔·~호룰훌E\:!1111生;폼a<J뼈方 효;훌훌此村里的.A.ll三뼈 

*西生活 ‘ 松훌, 빼룰J]i用뼈훌흔, iφ홍 ;z三휴힘l톨처山ti.A.來ilt不 

可或였a<i~•효빼. 엉용흙固It!?名r연‘lil!iCI훌, 此t앤훌훌링협夫A훌El:a<Ji!&홈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가펌군 북먼 적목리 산1-1 
(강씨봉자연휴양림) 

이동언 

抱川走向的姜l:H쫓山里 (姜 ~di흥村不{jtj~llJt ) 
뼈升훌fl:lll村fQ뼈川市-*面的山뼈~4빼쫓fl:lll山l빼或不例;*** 훌fl: 

,.村困클용的夫A훌fl:居住此地而짜名, 困此, J!里빼빼名홈’‘뿜有좋fl: , 
J!↑山뼈亦如훌 듭來, m짧흉固뼈홍以탑在J!뿔,.뿔뿔.,훌路tt-Jfifl~>

名원, 1!!훼;;/;)不倒앓lit . 如今, J!뿔被함、;b훌fl:lll山뼈或不{헤웠l업 

b)bP바갖눈 염1}J_ 廳뿔l 
포천으로 가는 강씨봉고개 

(오뚜기고개) 
강씨봉마을에서 포천시 일동면을 넘는 고개를 

강씨봉고개, 또는 오뚜기고개라 한다. 궁예의 부인 

강씨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 강씨봉마을은 곳곳의 

지명에 강씨가붙어 있다. 이 고개도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 이후 이곳에 군사도로를 

만들 때, 작업했던 군부대 이름을 따서 오뚜기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은 강씨봉고개와 오뚜기고개, 

두개로불리고 있다. 

Gangssibong Hill towa「d Poch eon 

(Gangssibong Village 0-ttugi Hill) 

The hill from Gangssibong 끼II age t。 lldong mye。n, p。che。n City, is called 
Gang찌b。ngHill 。r。ttugi 에|| As Gangssibong Village is kn。wn as the dwelling 
때ace ofα.ieen Kang, wife of Gunggye, there are many places that named after 
Queen 뻐ng. It is same with this hill. Concurrently, this is als。 called Ottugi Hill. It 
was named after the military camp that undertook road cons『ucti。n뼈rkafter 

the Kor뻐nWar.Nowπiscalledb。·th Gangssib。ng Hill and Ottugi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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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를 b\앙.., ) 7 }-- 청능 엽'J}호 

강씨마을의큰봉우리 

(강씨봉) 
옛날, 논남기 계곡 상류에는 강씨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 시작은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부인 강씨가 터를 잡고 살면서부터라고 

전해진다. 강씨 부인이 왕건과 궁예의 싸웅을 피해 

숨어 살았다고 하는가 하면, 궁예의 폭정을 말리다가 

귀양 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강씨들이 모여 이룬 미을이라서, 미을에서 가장 

높은산을 강씨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Large Peak in the Village of the Kang Clan (Gangssibong) 
Once up。n a time, the Kang clan lived t。gether in the vi”age along the 
upper stream 。f N。nnamgi Valley. It is said that Queen Kang, wife of 
Gungye, the founder of later Gogurye。, established the village. Some 
stories say that Queen Kang hid in the village t。 escape the battle between 
Wanggeon and Gungye, and 。thers say that she lived in e예ile after she 
br。ke up the tyranny 。f Gungye. The highest peak 。f the village is called 
Gangsshib。ng because the village was f。rmed by the Kang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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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는 녕 

• 위치 ‘ 경기도 가펑군 북면 적목리 산1-1 
(강씨봉자연휴양림) 

姜 J:\;村里的最高山l뚫 (姜 J:\;m훌) 

이용언 

Mftoi , 효%빼~il읍上游휴-↑村;흥, R有훌양훌~居住 뼈f좋훌Ml흩 

:tr.F.i홈句iiiia잉링흠夫A훌~i조居此i1!!감휴M;jij.6J!a<J . 1E有f울\ll.훌~夫A 

1'J 了없합王양;foi릉빼之홍而빼居, "IE有\ll.톨뼈止링··~!l<l\!l:F.등않;;Mfi!l 
到此i1!! . 困 1'13&뿔훌훌~훌훌호活뼈村子, 村子뿔톨it的山 .. 않flj;1'J훌 

~-· 



~~ o t-11-는 녕 

• 위치 ; 경기도 가영군 북면 적목리 산1-1 
(강씨봉자연휴양림) 

i홈往加平的 山wt (j흘成llJt ) 

i&里룰抱川市=mw~~里쪽子lll'°hn 'J!엉njt面*木里;t1i히的山뼈 ).). 
Jltr , 加平엉u~、껴土城뼈, 困ilt此山lltl&:~'1土뼈山뼈 也有f융ill.링협 fl<] 

夫A훌~흩此~쩨i훌而居, liJl:~'1il成, 因此1!2P4 il/£山없 大min~

Ill上也iel탔'1i11£ llt 

b \ιF싸 상눈 염1)J_ 醒뿔l 
가평으로가는고개 

(도성고개) 
이곳은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제비울에서 가명군 

북면 적목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다. 옛날에는 

가펑군을 토성현이라 부른 까닭에 가명(토성)으로 

넘는 고개라 해서 토성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한편, 궁예의 부인 강씨가 이 곳에 터를 잡고 

살 때 성을 쌓고 도성이라 했다고 하여 도성고개라 

부랙1 되었다고도 한다. 대동여지도에는 도성령으로 

나와있다. 

Hill towa「d Gapyeong (Doseong Hill) 
This is a high hill that runs fr。m 」e b iul, Yeong。k-ri, ldong-myeon, 
Poc h e。n City, t。 Jeokmok-r i, Buk-myeon, Gapye。ng County. As 
Gapye。ng County was referred to as T。se。ng-hyeon in the past, the hill 
was named Tose。ng Hill. It is also called D。seong Hill as Queen Kang, 
wife 。fGunggye built a fortress and called it as D。seong. It is marked as 
Doseongryeong in the Daedongye。'j i d。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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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홉l b\앙I J7 }-- %능 펀.,,호 

지네를물리친투꺼비 

(투꺼비바우|) 
이 바위는 생김새가 두꺼비 같아 두꺼비 바위라고 

불린다. 이 지역에는 두꺼비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 

옹다. 옛날에 두꺼비한태 밥을 나눠 주던 처녀가 

마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다. 

그날 밤, 산신당에서 처녀가 홀로 앉아 있을 때 

두꺼비가 나타나 천장에 독을 쏘자 지네가 떨어져 

죽었다. 두꺼비는 마을신 행세를 한 지네를 물리 

치고 처녀의 목숨을 구했다. 

Toad that Defeated a Centipede P「etending to be a God 

Toad Rock was named f。r its toad -like appearance. This area als。 has a 
t。ad legend. Once up。n a time, a y。ung ladywh。 fed a toad was ch。sen
t。 be a sacrifice for the village 9。d On the night 。f the sacrifice, the toad 
came up t。 the temple where she was left alone and discharged his 
p。ison on the roof, which killed a centipede that was pretending to 야 
the village god and saved h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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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쩌비바위 - 경기변성암복합체에 속하는 선캠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 

대의 혹운모 연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가영군 북먼 적목리 산1-1 
(강씨봉자연휴양림) 

毒死l윷~的홉훌'*· 

이동연 

i!快울石因:J\JJl~ i(A훌iiltl而被P니빼;ti*뿔 i!'i'lt!!方流~·-↑휴흥 •• 
l*(l{J샤ill. . M前, -↑•tti:.ti!.Rliiiltl•~llL(l{J~jA훌훌월rotM品혐 
훌엄村빼 훌天홈뿔, ~jA뺑自坐在山빼힐里, liiiltl出왜了, E向.

물JUI出훌%, -.R월&中훌왜lW而t 홈iiiltltr~7i!.R훌%없村빼 
的l윷잎, ~tlj79i;jA 



할바위 - 경기번성암복합체에 속하는 선챔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대의 

혹운모 연미암으로 악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펑 

~~o 「7 ←는 녕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먼 적목리 산1-1 
(강씨봉자연휴양림) 

姜fH훌山빼 tl엉的:fl物 (刀岩)

이용언 

MM". 有↑매훌*天的훌;HR病~tl<Jllh'i'i-월生쯤, 因 ::1.J iJWi똥흙, 他

!If天훌j此t샌::I.Jilt풍析빼 rt了凡百 Bf.i. 훌l'I:•山빼뭘룻, 用大刀빼울 

石빠升, M.Plli出훌石엄了후子 훌子用호E뺏了흙::l.Jlltli'i i읍好了病 

Mitt . .룰被기,Hftl'Ji&快울;i:;-fJUlil::IJ刀울 

b)앙/ )7 t- %늪 엽,,호 醫률l 
강씨봉산신령의선물 

(칼바우” 
옛날에 강영천이라는 효자가 병든 홀어머니와 

살았다. 가난하여 약을 구하지 못한 효지는 날마다 

이곳에 나와 어머니 병이 낫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길 수백일이 지나자 강씨봉 산신령이 나타나 

커다란 칼로 바위를 내리쳐 둘로 가른 뒤에 그안 

에서 보석을 꺼내 효자에게 주었다 효지는 보석으로 

약을사서 어머니 병을낫게 하였다. 

그 뒤로 칼로 자른 것처럼 반듯하게 나쥔 이 

바위를칼바위라한다. 

Gift of Gangssibong Mountain God (Kalbaui-Sword rock) 
Once 매on a time, a devoted s。n, Kang Young Che。n, lived with his weak 
mother. As they were p。이 they c。uld n。t buy medicine. So, Kang Young 
Cheon prayed here every day t•。 curehism。•ther's illness. A야rhund면dsdays, 

the Gangssib。ng mountain 9여 appeared before him and broke a rock with 
a large sword. He took 。ut precious jewel from the rock and gave π t。뻐ng 
Young C야。n, wh。 used π to buy medicine a때 cure his m。ther. Since then, 
the rock has뼈en 떼어 Kalbaui,f해ecting its division as if cut by a swo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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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뿔. b)ιF바 섯눈 염'J}J__ 

궁예부인의한 

(연화소) 
옛날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고 철원에 도읍을 

정했다. 그는 나라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날로 

폭정이 심해졌다. 이에 부인 강씨가 만류하자 궁예는 

부인을 이 산으로 귀양 보냈다. 그러나 부인은 궁예를 

원망하지 않고 이곳 소에 와서 시름을 달랬다. 

이 연화소는 궁예 부인 강씨의 이름을 딴 곳 

으로 강씨봉을 흐르는 큰 물줄기다. 이곳 강씨봉 

(오뚜기)고개 가는 길에 강씨가 머물던 옛 미을 터가 

있다. 

G「ief of Gungye’5 Wife 

A long time ago, when the first king ofTaebong (later G。gurye이, Gungye, 
founded the c。untry, setting up a capital in Cheolwon, he became a 
cruel tyrant. He even exiled his wife, Queen Kang, t。 this mountain f。r
disagreeing with him. The g。od wife did n。t blame the king and found 
cons。lati。n in this p。nd, upstream from Queen Kang’s Hill. The pond, 
called Ye。nhwa, was named after the queen. 。n the way t。 Ottugi Hill 
fr。m here, the remains 。fQueen Kang’s residence can still be found‘ 

30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연화소 - 경기연성암복힘체에 속하는 선캠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대의 
흑운모 편마암으로 악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펌 

채·「1 I-는 낯 

• 위치 경기도 가영군 북언 적목리 산1- 1 
(강씨봉 자연휴양림) 

s 짧夫A之恨 

이동연 

JA前, 링협양효윷혈固, ~융n앉原 他훈웹定힘흥앓빼a<Ji:!程'*'뼈行. 
;& , iH흥來웰를 他(!<)夫A훌~出面jJJ止, 링협Mll1.I把夫.A.mtl&flJ 7 iX 
座山上 얻夫A井未抱짱, 而톨용,.뽕훌ljj!j_王7)<il!!itl上쩌~~↑t愁 iX~흥'It 

ill以夫A훌~(!<)名추$~(!<) . 훌;mt효훌~-a<J'f流, 흩효往不倒웠뼈(!<) 
얘上표有훌~·앉生i!i:!a<JIB村故III: 



동자소 - 경기번성암복합체에 속하는 선캠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대의 

혹운모 연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후정될 

~~ot-1l-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1-1 
(강씨봉자연휴양림) 

링흉的JL子{|‘]熺겠的逢池 

월立탑홈句iffl (l<J 딩 'lll •ll :>ti훌 , 王紀훌El:力체;其拖仁政以治理百뾰 "5 

---『Z下fl뻔夫A훌f답Q j쩍↑JL子;;)[ fill:휠1J7 l&里. 탑뿔, 클흙iAiH휠j 
自己빼엄끊, *lli•子¢↑, 률子t'. t호i:1 t!t . 듭흙, 因딩 ilrnilli↑JL子 .. 
在此lit水II홈, l&뿔짜名를子m 

b)ιF바상눈염7딴 

궁예으l o~들들이 놀던 

연못 (동자소) 
옛날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포악한 짓을 서슴지 

않을 때였다. 왕비 강씨는 폭정을 그만두고 어진 

임금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라고 했다. 그러자궁예는 

부인 강씨를 아들 둘과 함께 이곳으로 귀양을 

보냈다. 그 뒤 궁예는 자신의 잘못을 뒤우치고 부인을 

찾아왔으나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후 이곳은 궁예의 두 아들이 물장구치며 놀았던 

곳이라 하여 동자소라불렀다고 한다. 

Pond Whe「e Gungye's Sons Used to Play 

A long time age, when the founder 。f Hu-Goguryeo (Later Gogurye。),
Gungye, tyrannized his c。untrι Queen Kang advised him t。 be a good 
king wh。 loved his people, but the king did not listen, exhiling her and 
his two sons t。 this place. Later, the king regretted his faults and came 
here to see his wife, but it was too late; she had already passed away. He 
called this place D。ngjaso, the p。nd 。fhis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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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휠I 야F싸상누염1})_ 

효자가놀던바위 

(거북바우” 
강씨봉마을의 효자로 널리 알려진 강영천은 

어려서부터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 

짱이 날 때면동무들과이 바위를오르내리며 놀기를 

즐겼다고 한다. 이 바위는 거북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거북바위라불린다. 

예로부터 거북은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라 하여 

상서롭게 여갔다. 오래도록살고늙지 않는불로장생의 

상징으로 꼽히는 거북은 십장생의 하니어기도 하다. 

Rock Where a Devoted Son Played 
!Geobukbawui-Turtle 「ock)
Kang Young Cheon, a dev。ted s。n 。f Gangssibong Village, served his 
mother with a devoted heart. When he had free time, he used to play 
on this rock with friends. This r。ck is called Ge。bukbaui as it |。。k like a 
turtle. Fr。m ancient times, a turtle has been regarded as representative 
of 9。。d f。rtune for its |。ng life, and is 。ne of ten traditional symb。Is 。f

longevity.‘ 

308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거묵바위 - 경기변성암복합체에 속하는 선캠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대의 

흑운모 면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될 

~~ol-11-는 낯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1 - 1 
(강씨봉자연휴양림) 

孝子岩(훨岩) 
「'1.Am的훌f\:*ltt흥주훌;Jc天M•J、~처!ij흙훌減훌훌, 흡혈111. ftlll 
{火!'!tin-월{£jg↑쏠石上玩용 岩::0-~~子.욕훌, 困 iltf&'fli:l'l'ft울‘ 自

古以뽕, 되훨困其훌1'11'* · lltiJ.;얘룰t‘生不총~-tiE . -!!!룰+κ호z-



압수바위 - 경기변성암복힐체에 속하는 선갱브리아기 중에서 고월생대의 

혹운모 연미앙으로약@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추정될 

~~o 「1 I-는 1i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1-1 

(강씨봉자연휴앙림) 

化成岩石的莫~Ho;흘~ 

MM. n:-↑村子뿔有↑內心뼈짧, 1i짜9t~atl'SA. l&↑'liA~里뼈 

Yll'ii.!ε~*I흘~~ll1i훌흙 有-天, 'SA的夫A回了썼흥, 'SA1f 
처흠年;tr-호7l!ll$ . ~il主A心,멍的I앉뿜•li흩年逃휠1Jj8J11! 山上, 흩被 

왜.되i6흉빼下Alll\到的빼fBJ , $흉力당aii훌.!i'il!~빼ttJ;앉的주, 

ilfiA~~lil1了울E 

b )ιF바 섯눈 염"J}J_ 풀띔l 
바위가된막쇠와언년이 

(암수바우|) 
옛날 어느 마을에 음흉하고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다. 이 집에는 언년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머슴 

막쇠와 좋이-지내는 사이였다. 

하루는 부자가 부인이 친정에 가고 없는 틈을 타 

언년이 한태 음흉한 마음을 품었다. 이를 안 막쇠는 

언년이를 데리고 이 산으로 도망쳤는데 말을 탄 하인 

에게 잡히려는 순간, 힘이 빠진 언년이는 막쇠의 

손을 놓쳤고 두 사람은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Rock of Humble Love「5

Once up。n a time, there lived a wicked, greedy and rich man. He had a 
maid named Eonnye。n (humble girl 's name) wh。 was in love with an 
under-servant named Maks。i (humble man’s name). One day, the rich 
man gave her a lus야비 glance during his wife’s absence. Seeing this, 
Maksoi rescued her and ran away t。 this mountain. They were chased, 
however, by other servants on horseback. When she lost her strength 
and let go of his hands, they were transformed Int。 the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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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1ιF바 장눈 염1)J_ 

어린효자의정성 

(효자소) 
가평 논남기 마을에 있는 효자문의 주인인 

강영천의 효는 어릴 때부터 지극했다. 강영천은 진주 

강씨로세살때 아벼지를여의고 벙약한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일곱 살 때 어머니가 병의 악화로 

정신을 잃자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 어머니에게 먹여 살아나게 했다. 

여기는 효자 강영천이 친구들과 물장구치며 

놀았던 곳이라하여 효자소라 한다. 

Integrity of a Young Devoted Son (Hyojaso) 
Kang Y。ung Che。n, the pers。n h。n。red by the Filial Gate in Nonnamgi 
Village of Gapye。ng, was well known f。r his 메al devotion from y。uth .

He is of the Jinju Kang clan. He |。st his father when he was 3 and lived 
with his ailing mother. When his m。ther lost her mind because of illness 
while he was 7, he bit 。ne 。f his fingers and gave bl。。d to n。urish his 
mother, ena비ing her t。 survive. This is called Hyojas。, where Kang 
Young Che。n played with friends. 

310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효자소 - 경기변성암복합체에 속하는 선캘브리아기 중에서 고원생대의 

혹운모 펀마암으로 약 20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될 

~~I>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먼 적목리 산1-1 
(강씨봉 자연휴앙림) 

小孝子的孝心(孝子m l
ha'!'~南뼈村종주11的초A률*天),1..1)‘ ft훌훌子 훌;!<天삐플州훌~ . 

三~111失去父흙, mr.홀m1~Hh'i'i-월호i!. -t~llti!t훌홈↑·~it훗去:I: 
i只애, 1f-~c'H、的他f.t~i&t3 己뼈주tj , 빼.i!D.ll回母흙빼호$ jg里.

물후子킹을;!<天;fll1:H¥’(]-끓겠*mffilfl~方, 因此앓'1흥子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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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를 야F싸상능염1}i_ 

효자문과열녀문을 

지키는느티나무 
조선 영조 때 남순하는 성품이 어질고 효성이 

갚어 병든 아버지가 고사리국과 잉어를 먹고 싶다 

하자 눈 덮인 겨울에 고사리와 잉어를 구해 드렸다고 

한다. 3:. 열녀 청풍 김씨는 남씨 가문으로 출가한 

후 시부모님 공경에 극진했고 남편이 병을 얻자 

정성껏 간호하여 남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452년)는 두 사람에게 내린 효자문과 

열녀문을지키고있다. 

Gua「dian Zelkova T「ee of Good Son’5 Gate and Good Wife's Gate 
In the j。seon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Yongj。, there lived a 
9。od s。n named s。。nha Nam who used t。 gather spring vegetables 
and fish during the winter in his eff1。rts t。 supp。rt his sick father. There 
was also a 9。。d wife, Ms. Kim from Chungpung, wh。 married Mr. Nam. 
She supported her parents-in-law with all her heart and took great care 
。f her husband, even curing his illness. This 452-year-。Id zelkova tree 
stands next to the mem。rial gates f。r the good son and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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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 느릅나무괴로 함경남도 이님에 자생하며 낙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0월에 절실하며, 정자목 가구재 건축재 등으로 

쓰인다. 

~~or1r는 낯 

• 위치 ; 경기도 언천군 전곡읍 간파리 216 

잉윈리 

밀벌렐 

守t?孝子il和烈女il 的빼 

-at:차신 

l펴--윷뿜어뼈 , 홉-↑P~ p힘Jfitlti .A. • .11. ll f二)9:, 흥行포減 흙빼上빼 

父좋~Pf-윷11i~tlfl.. 他不.,..出~l:l!* ll윷~ti흩엄父;?<!If . f.!l 
3tiJIXI.효~-!tji률~릅fi. •心f총흥公훌, :it夫~f흙It-!흉心照.’ 文夫的홈 
困此씨以흘$. ;& .... 빼 (452~l -I휴11"•;&뼈↑A풍Mtlti훌子fl~께 

女il



은행나무 - 은행나무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닉엽교목이다 3∼4월에 
개화하고 8∼1 0월에 결실하며 가로수 악용 식용 가구재 관상용 둥 

으로쓰인다. 

*~o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따리 216 

'I,~원리 

홉펄렐 

高f휩빼予的i&홈엠 

-미치신 

)ft ;j';p;j뼈, .{立홈11~효i:!-↑~흘롬, 영tt:tt-협, 主.A.if않홈{.;훌훌 

7양빼, ififUii&f立il딩 己훗千.협的主A함下了-빼tR홈얘 (302年) ’ 
**솥~他好好P야f'jg!U에, ti'.훌훌퓨村뿔tl'J ;A( jjl~@:i흐 , 主 .A.tl'J i1<: t!!.

Ml왔er . 듭흉主.A.~융心P可,Pi&!UR홈, 훌Jlfl ififl所ilttl'J , 1t1t¥-!‘!H t 
... '.JI'.成了a.A.

b )b1='바 장눈 염1))__ 

고승이선샤한은행나무 

숙종 때 어느 고승이 초가집 사립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을 것을 청했다. 주인이 고승에게 잠자리를 

내주자 고송은 이슬을 피하게 해준 주인에게 은행 

나무(302년)를 심어주었다. 그러면서 이 나무를 잘 

보살피고 가꾸면 마을의 재앙과 액운을 물리치고 

주인집의 가세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후주인은은행나무를 정성껏 보살폈더니 차츰 

가세가 늘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Ginkgo T「ee Given by a Buddhist High P「iest
In the Joseon Dynastι during the reign 。f King Sukjong, a Buddhist 
high priest came t。 a shabby house and asked f。r shelter overnight. The 
house owner willingly offered him shelter. The next m。ming, the priest 
planted this gingko tree (302 years 。f age) as a present, saying this tree 
will protect the village from all disasters and misfortune and give wealth 
t。 the h。use 。wner. After that, the h。use owner t。。k care of this tree 
and lived as a prosperous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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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휠’ b\ιF바 섯누 염1}J_ 

선녀가바느질하던바위 

(선바우|) 
어느 날, 옥색저고리 다홍치마 입은 선녀가 

바위 꼭대기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때마침 힘세고 

인물 좋은 이사랑이라는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선녀의 아름다운모습에 발길을 멈추었다. 

그는 높은 바위를 오를 수 없자 도끼로 바위를 

찍기 시작했다. 바위가 반쯤 깎였을 때, 위험을 느낀 

선녀기-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 바위에는 지금도 

이사랑이 도끼로 찍은 흔적이 남아 있다. 

Rock of a Sewing Fai 「Y
One day, when a very beautiful fairy was sewing 。n the top 。f a giant 
r。ck, a hands。me and strong man named Sarang Lee passed by. He 
st。pped, struck by her beauty, and tried to talk to her. As he could not go 
up t。 the t。p, he started t。 break the r。ck. When about half of the r。ck
was br'。ken, the fa iry felt her life was at risk, and flew up t。 the sky. 까ie 

ax marks that Sarang Lee made st川 remain 。n the r。ck.

316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선바위 - 선캠브리아기 고원생대 장락충군에 해당하는 퇴적기원의 

펀암으로 약 19억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될 

~to 「1 I-는 녕 

• 위치 ; 경기도연전군 전곡읍은대리 산102 

f山女做cttt~活的岩石

有-天, --淡t훌혼'MJ< , ~il혼챔주뼈{山;9::~흩岩石上빼tt~~. 염 
好혹↑P4*때ftB빼年흉Al&i:l . $$뻐女뼈Jlll'lt훌뼈;Jil;Jil flll引而jli; )'/ilt步 

f엉xl'liR上~- (!!]!;율:o . ft用1Hk lt !i블石 엌옮훌lj-$빼It.I候, !!II뼈휠j 

危짧빼{山女--上了天 효;&↑울E上£4-i:EliUi !i'.총四 ftB用~~Mi:l fl!J 
fij{f , 



느티나무 - 느릅나무과로 함경남도 이남에 자생하며 닉엽교목이다. 

4∼5월에 개화하고 1 0월에 절실하며, 정자목 , 가구재 • 건축재 둥으로 
쓰인다 

~~II 「1 I-는 낯 

• 위치 ‘ 경기도 연전군 미산면 아미리 7(숭의전) 

이미리 

高때王훌的守jp~에 

m~;z빼뭘해 (550年)룰뼈양文흥2~m王~릅代했뼈빼 ili1 Sl뼈룰뼈u 

111代供훌흠jjjj太m ‘ 톨宗‘ 文宗‘ 元종빼{立, *行혐re~*히1톨, b용f울由 
족~J;Jt훌~Jill‘ 엌 iZIOt;효出빼빼~哭i立Jli ll'l ft융下大협lilt大암, 如훌~ 

---‘훌ljjz짜뼈1:111ft£·‘ ;i:융出llltiE• 

b\ιF싸 장눈 염1)J_ 廳률l 
고려왕실을 지키는 

느티냐무 
이 느티나무(550년)는 조선 문종2년 왕씨 자손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숭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 · 현종 · 문종 원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사당으로 이성계가 세웠다고 한다. 

이 나무가 철따라 웅웅 소리를 내며 울면 비나 

눈이 많이 오고. 이 나무에 까치가 모여들면 미을에 

경사가 나며, 까마귀가 모여들면 틀림없이 초상이 

난다고한다. 

Zelkova Tree that Protected the Royal Family in Gorye。이nasty 

This 550-year old zelk。va tree was said to have been planted by Wang's 
descendant in 1452, during the reign of King Munj。ng . Sungeui-je。n,
which was built by the f。under 。f the J。seen Dynasty, is a temple that 
preserves the ancestral tablets of kings 。f the G。rye。 Dynasty (Kings 
τaejα Hyunj。ng, Mu미ong and w。미ong) and perf1。rms memorial rituals 
for them. It is said that, when the tree makes a whistling s。und, the year 
will see a |。t of rain or sn。w A gathering 。f magpies in the tree f。retells a 
matter。fc。ngratulati。ns, while a gathering 。f (fl。ws indicate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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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추소목록 
PART 01 수원시 

01 짚신이 썩은 자리에서 자란 느티나무 경기도 수원시 ε엔구 하광교동 447-7 10 

02 위험을 알려주는 느티나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47-3 11 

03 일곱 개의 보물이 있는 칠보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산63(용화사) 12 

04 보물을가진바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산63(무학사) 13 

PART 02 성남시 
01 고향에 심은 느티나무 네 그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산3 16 

02 서울율 오가는 이들의 쉽터 (느티나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85 17 

03 잣고개(백현) 마을의 신성한 느티나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71 18 

04 신이 훌아하는 항기 (항나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5 19 

PART 03 부천시 
01 천년을 지격온 은행나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온2동 100-1 22 

02 백성올 위로하는 은행나무 ~ 경기도 부전시 오정구 여월동 243-9 23 

03 절개와 기상을 상징하는 측백나무 경기도 부전시 오점구 여월동 79-2 24 

PART04 안앙시 
01 마올 수호신 서낭 할아버지 느티나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689 28 

02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 경기도 안앙시 만안구 석수1동 241 -52(염물사) 29 

PART 05 안산시 
01 풍년을 내리는 항나무 경기도 인산시 상록구 딸곡1동 367-2 32 

02 까마귀 울음으로 재앙올 알리는 은행나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9 33 

PART 06 용인시 
01 풍요를 기원하는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50 36 

02 효자가 심은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연 통삼리 789 37 

03 우환을 물리친 수호나무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징리 554-1 38 

04 호랑이률 쫓아내는 구렁이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연 묘몽리 298-2 39 

05 어비리느티나무 경기도용인시 처인구 이동연 어비리 1383 40 

06 나라흘 걱정하는 충정나무 (은행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언 화산리 591-5 41 

07 머슴의 느티나무, 마올을 지키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월삼언 죽능리 442 42 

08 일올 묶어 두는 항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언 고안리 1055 43 

09 소원을 비는 서낭재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산40 μ‘ 
10 수호나무가 된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앙지면 제일리 247-1 45 

11 마올율 지키는 신성한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앙지연 식금리 529 46 

12 사랑을 이루어 주는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1-14 47 

13 황씨 증가률 지키는 항나무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서전동 261 48 

14 남펀을 기다리는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언남동 342-1 49 

15 소원성취 우물을 내리는항나무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상하동 9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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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을을지키는 느티나무 

17 효자를 도와 준 은행나무 

PART 07 평택시 
01 아들 낳게 해주는 신통방통한 소나무 (해송) 

02 보리 서 말과 느티나무 

03 열녀를 상징하는 맹나무 

04 잘못을 뉘우친 스닝과 은행나무 

05 탑신렁 무당이 섬긴 쟁나무 

06 구렁이가 사는 느티나무 
07 일본군을 혼내준 느티나무 

PART OB 광명시 
01 가지를 꺾으면 벌을 내리는 회화나무 
02 부정 타연 화내는 느티나무 

03 떼광을 이용한 공원 (가학광산동굴) 

PART09 시흥시 
01 액운을 막아주는 은행나무 

02 잡귀를 막는 서펀정승박이 소나무 
03 전염병을 물리쳐 준 향나무 

PART 10 군포시 
01 신렁이 깃든 느티나무 
02 왕자의 피가 묻은 노랑바위 

PART 11 호녕시 
01 일본 경찰을 혼낸 느티나무 

02 해치연 재앙을 내리는 느티나무 

03 신성한당산소나무 

PART 12 이천시 
01 피부병을 낫게 해준 느티나무 
02 남편을 따라 자결한 아내 (느티나무) 
03 소리 내어 우는 느티나무 

04 아기 낳게 해주는 느티나무 
05 느티나무와 여섯 선비 

06 아기를 접지해 주는 들메나무 

07 알려간느티나무 

08 도인이 주고 간 선물 (느티나무) 
09 물맛을 좋게 하는 항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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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보라동 398-7 5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17 、 52 

경기도 영택시 맹성읍 두1 리 산3- 1 4 56 
경기도 평택시 앵성읍 원정리 88- 5 57 

경기도 평택시 맹성읍 근내리 47 58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264 59 
경기도 평택시 오성연 당거 1 리 362-4 60 

경기도 평택시 진위연 미산리 974 61 

경기도 평택시 현덕연 덕목4리 755 62 

경기도 광영시 굉영동 575-17 66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산121 67 
경기도 광영시 가학동 산17-1 일원 68 

경기도시홍시포동 36 72 
경기도 시흥시 포동 산49-4 73 
경기도 시홍시 하중동 826-2 74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168-1 78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mH수리산 산림욕장) 79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515 82 

경기도 화성시 무송동 342 83 

경기도 화성시 팔탄연 구장리 산71-2 84 

경기도 이전시 장호원읍 진암리 73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115 

경기도 이천시 신둔연 수하리 87-2 

경기도 이천시 신둔연 용연리 556-1 
경기도 이천시 백사먼 도립리 736 
경기도 이전시 백사연 상용리 245 

경기도 이천시 마장연 관리 296 
경기도 이천시 마장연 이치리 549 

경기도 이천시 모가연 원두리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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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질 장애인 우의정 (소나무) 경기도 이천시 모가연 산내리 산33-1(권균 묘역) 97 

11 부정타는느티나무 경기도 이천시 율연 산성리 산77-9 98 

12 세 장수의 힘겨루기 일머리바위 경기도 이전시 설성면 수산리 ~f65-1 (노성산) 99 

13 가뭄올 해소한 느티나무 경기도 이전시 칭전동 420--8 (창전정소년 문화의 집) 100 

14 지팡이가 자란 은행나무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438(영월암) 101 

PART 13 김포시 
01 진사공 후손이 심은 은행나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35 104 

02 교수 형장이 된 은행나무 경기도 김포시 대공연 율샘리 200 105 

03 과녁이 된 상수리나무 경기도 김포시 대꽂연 초원지리 33-8 106 

04 :Al관이 심은 표시목 (응나무) 경기도 김포시 대공연 거울대리 497 107 

05 깨우칩을 주는 항나무 경기도 김포시 하성연 가금리 107 108 

06 충신이 심은 은행나무 경기도 김포시 하성연 석탄리 산1이-2 109 

07 집안 화목을 기원한 회화나무 경기도 김포시 하성연 마곡리 169-7 110 

08 벌을 내리는 은행나무 <f 경기도 김포시 하성연 마조리 산13 111 

09 도대갑 향나무 경기도 김포시 마신동 45 112 

10 만신과 스님을 붙잡은 느티나무 경기도 김포시 마신동 {:!27(자원화센테 113 

PART14 광주시 
01 마율올 지키는 느티나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3 116 

02 〈농사직설〉메 따라 심은 앵나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항리 37-3 117 

03 도깨비 훨터 (느티나무)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콕리 302-1 118 

04 베 찌던 여인에게 내린 저주 (느티나무) 경기도 광주시 도척연 진우리 983 119 

05 피난민이 심은 느티나무 경기도 광주시 도척언 진우리 707 120 

06 부처와 함께 크는 느티나무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686 121 

07 정승이 심은 흑백나무 경기도 광주시 남종연 삼성리 295-27 122 

08 효자 문익점 후손의 효자비 (문창문) 경기도 광주시 님종면 검천리 444-2 123 

PART 15 안성시 
01 도인의 예언 (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보개연 북가현리 1126 126 

02 나무 굴로 피난 간 사람들 (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금굉면 현곡리 189-1 127 

03 신이 보호하는 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금굉연 현곡리 243 128 

04 힐아버지 나무의 전설 (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금광연 오흥리 755 129 

05 매남마을 수호신목 (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706 130 

06 잡귀와 질병올 막는 음나무 경기도 안성시 미앙연 용두리 202-4 131 

07 액운율 물리친 은행나무 경기도안성시 대덕연 심한리 103 132 

08 벼락옳 맞고도 죽지 않은 음나무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렁리 710 133 

09 서낭당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양성연 산정리 2앉)-2 134 

10 우물율 메우고 심은 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원곡연 칠곡리 210--4 135 

11 아들 낳게해준은행나무 경기도 안성시 원곡연 칠곡리 633 136 

12 도인이 선사한 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598-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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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곡식올 질 자라게 하는 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일죽연 회콕리 713- 2 138 

14 큰 장마에 떠내려 온 느티나무 경기도 안성시 삼죽연 미장리 502- 2 、 139 

15 사과처럼 아름다운 원조 돌배나무 (취앙네) 경기도 안성시 고삼연 삼은리 32(고삼저수지) 140 

PART16 하남시 
01 항교의 수호목 (은행나무)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227-1어광주항교) 144 
02 귀 달린 뱀이 실던 은행나무 경기도 하남시 항동 127- 2 145 

03 귀 달린 뱀 (느티나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80--1(천현동 주민센터) 146 

04 개구리 바위 (고인돌)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222-6 147 

PART17 의왕시 
01 남원 앙씨 선조의 소원 (회화나무)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76 150 

02 농사룰 접치는 느티나무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496-1 151 

03 정승은행나무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184-1 152 
04 구렁이가 살린 느티나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43-14 153 

PART18 오산시 • 
01 주인올 따라 죽었다가 살아난 은행나무 경기도 오산시 궐동 147(권리사) 156 

02 며느리의 기원 (은행나무) 경기도 오산시 서링동 108 157 
03 구렁이룰 물리친 느티나무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17-1 158 

PART19 여주시 
미 삼국시대 군대 주둔지 오갑산 경기도 여주시 접동면 관한리 산1-17 일원 162 
02 노인이 꺾어온 나뭇가지 (은행나무) 경기도 여주시 홍천연 신근리 산55-9 163 
03 활 달린 구렁이 (느티나무) 경기도 여주시 금사언 외평리 197- 3 164 
04 위험을알리며우는느티나무 경기도 여주시 금사연 도곡리 183-1 2 165 

05 독사에 물려 죽은 왕자 (왕자바위) 경기도 여주시 대신먼 보통리 203-2 166 
06 옥녀를 위로하는 옥녀용 경기도 여주시 북내연 주암리 산5 일원 167 
07 용문산 은행나무와 마주 보는 은행나무 경기도 여주시 강천연 간매리 485- 1 168 

08 고승의 지팡이가 자란 은행나무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282(신록사) 169 

PART 20 앙평군 
01 용이 되지 못한 아버지 (떠드렁산) 경기도 앙평군 앙영읍 오빈리 160-2 일원 172 
02 몽황을 닮은 재상의 정자 터 (룡의정지) 경기도 앙영군 강상먼 교영리 18-2 173 
03 저|를 지내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음나무 경기도 앙명군 ~하언 성덕리 469-2 174 

04 솥장이 꿈에 나타난 산신렁 (국수당) 경기도 앙펑군 강하연 성덕리 469-1 175 
05 일본군을 혼내준 느티나무 경기도 앙평군 ~하면 왕칭리 493 • 176 
06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두몰머리 나루터) 경기도 앙펑군 앙서연 앙수리 698-3(두물머리) 177 

07 일본군의 손을 부러뜨린 느티나무 경기도 앙펑군 앙서면 앙수리 697(두물머리) 178 
08 업구렁이느티나무 경기도 양영군 앙서먼 증동리 555 179 
09 돌쇠의 짝사랑 (농다치 고개) 경기도 앙영군 옥천연 신복리 산202 일원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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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머니 바위를 버려둔 함씨족 (함왕혈) 경기도 앙평군 옥천연 용천리 ~f94(사나사 진입로) 181 

11 소원올 돌어주는 바위 경기도 앙영군 단월면 산음리 t엉4(국립신음 자연휴양림) 182 

12 가현리 마옳슐 경기도 앙명군 정운연 가현리 517-1 일원 183 

13 효자은행나무 경기도 앙펑군 앙동연 쌍학리 565-3 184 

14 안섬부리장승제 경기도 앙평군 지펑연 밍미리 1031 185 

15 마울의재복올지키는장숭과슷대 경기도 앙영군 지영언 일신리 ml 186 

16 정숭판서를 낸음나무 경기도 앙펑군 용문연 삼성리 ma 187 

17 산신령의 현몽(느티나무) 경기도 앙펑군 용문면 삼성1리 941 188 

18 산신바위 (풍잠바위) 경기도 앙평군 용문연 신접리 ~f94(용문산 관광지) 189 

19 마올의 인녕을 비는 산신제 (추옵산) 경기도 앙평군 개군연 내리 산42 190 

PART21 과천시 
01 구렁이가실던항나무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32-1 194 

02 아들옳 낳게 해 주는 동자나무 (느티나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07(군부대) ” 195 

PART 22 고양시 
01 가지를 쩍으면 혹이 생기는 느티나무 경기도 고앙시 덕앙구 오금동 산32-3 198 

02 마올시람들이 똘똘 뭉쳐 지켜낸 항나무 경기도 고앙시 덕앙구 대징동 59-7 199 

03 전쟁 때 마을사람들올 지켜준 항나무 경기도 고앙시 덕앙구 덕은동 140-1 200 

04 무학대사가 심은 느티나무 경기도 고앙시 일산동구 산황동 417 201 

05 나라의 재앙올 알려주는 은행나무 경기도 고앙시 일신서구 법곳동 430-1 202 

06 풍년올 비는 신렁한 은행나무 경기도 고앙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 203 

PART23 의정부시 
01 한씨 집안울 지키는 느티나무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75- 1 206 

02 나쁜 일올 알려주는 느티나무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297-3 207 

03 도인이 심은 회화나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α←1 208 

04 토라진 산에 있는 바위 (기차바위)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102(수락산) 209 

PART 24 남양주시 
01 소원올 들어주는 보리수나무 경기도 님앙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143(묘적사) 212 

02 논올사준느티나무 경기도 남앙주시 화도읍 답내리 430-4 213 

03 물길에 휩싸여도 타지 않는 시무나무 경기도 남앙주시 수동연 지둔리 420-1 214 

04 호랑이률 몰리친 소나무 경기도 남앙주시 수동연 외방리 188-1 215 

05 명재상이 심은 은행나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연 송촌리 635-3 216 

06 서|조률 감동시킨 종소리 (은행나무) 경기도 남앙주시 조인면 송촌리 산26-22(수종사) 217 

07 모자 쓴 부처흘 닮은 산 (물암산) 경기도 낭앙주시 별내동 일원(불암사) 218 

축렁산자연휴양림 
08 남이장군의 수련바위 (남이바위) 경기도 냥앙주시 수동언 외방리 산28(축렁산 자연휴앙링) 219 

09 독수리 머리를 닮은 바위 (수리바위) 경기도 남앙주시 수동연 외방리 산28(촉령산 자연휴양림) 220 

322 이야기가 있는 경기도 • f' 

.‘ 



• 

PART25 파주시 
01 무학대사가 심은 느티나무 

02 항나무가 선사한 샘물 

03 윤관 장군의 느티나무 

04 죽은 사람의 소원 (느티나무) 
05 전쟁 내내 우는 은행나무 
06 풍년느티나무 
07 도깨비느티나무 

08 포수와 산돼지 (포수바위) 

PART 26 구리시 
01 대감은행나무 

PART 27 포천시 
01 왕족의 태가 묻힌 산 (태룡산) 
02 비를 내리는 느티나무 

03 무학대사의 지앙이 (느티나무) 

04 영의정이 심은 느티나무 

05 대학자들이 만나던 바위 (병풍바웨 
06 천년을산은행나무 
07 주인올 구한 밀 (항나무) 
08 맑은 영혼을 가진 학자 (칭옥병 암각문) 

09 백로톨 닮은 바위 (백로주) 
10 궁예의 예언 (느티나무) 
11 신선이 놀던 자리 (선유담) 

PART 28 앙주시 
01 스님이 심은 느티나무 

02 사고를 막아주는 느티나무 

03 나그네가 심은 느티나무 

04 귀 달린 뱀의 저주 (느티나무) 
05 스님의 옷을 걸어둔 바위 (농바위) 
06 폭격맞은은행나무 

07 아기률 낳게 해주는 은행나무 
08 전쟁을 예고한 느티나무 

09 은행나무에 사는 도깨비 
10 용이 숭천한 자리에 싱은 느티나무 
11 부러진 도끼 자루 (느티나무) 

12 비석을 옮긴 산신렁 (감악산비) 
13 징숭의상여률 멈추게한느티나무 

14 신선이 된 충신 (남선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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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주시 굉탄연 용미리 376-7 

경기도 따주시 광탄연 마장리 128-4 

경기도 파주시 굉탄연 분수리 408-1(윤관 장군 R역) 

경기도 따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21 

경기도 파주시 월롱연 위전리 603 

경기도 파주시 파영연 율곡리 168-1 

경기도 파주시 따영연 금파리 산26-1 

경기도 따주시 마명언 덕천리 산1-31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2이석유공사) 

경기도 포천시 소훌읍 송우리 산28-6 일원 

경기도 포천시 군내연 용정리 268-1 
~· 

경기도 포전시 내촌언 내리 563 

경기도 포천시 가산연 마전리 145-1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빙축리 산16-1(회봉산) 

경기도 포전시 신북연 금동리 396 

경기도 포천시 장수연 추동리 446 

경기도 포천시 창수연 주원리 674-1 (영영천) 1.. 
경기도 포천시 영중연 거사리 163 
경기도 포천시 이동연 언곡리 342-1 (군부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연 도영리 52-3(백운계곡) 

경기도 앙주시 백석읍 오산리 474-2 

경기도 앙주시 백석읍 복지리 267 

경기도 앙주시 백석읍 연곡리 산50-1 

경기도 앙주시 백석옵 흥죽리 430 

경기도 앙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1 04- 1(불곡산) 

경기도 앙주시 은현언 하때리 380 

경기도 앙주시 은현면 몽암리 316 

경기도 앙주시 은현언 도하리 87 

경기도 앙주시 남연 한산리 627 

경기도 앙주시 남면 신산리 400 
경기도 앙주시 남언 신암리 187 

경기도 앙주시 남면 신암리 산35-1(감악산) 

경기도 앙주시 장흥연 일영리 368-2 

경기도 앙주시 남연 횡방리 산122(감악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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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231 

234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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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군올 피해 굴로 숨은 임쩍정 (임쩍정굴) 

16 갓바위 갓올 벗긴 부자 (갓바위) 

17 묘률 지키는느티나무 

18 영문가느티나무 

19 구렁이가 사는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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