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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장군, 의령군 세간리에서 태어나다.

곽재우 장군은 1552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서 태어났는데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계

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이며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1585년 별시로 문과에 급제했

으나 답안지에 왕의 뜻에 거슬린 글귀가 있었던 탓에 며칠 만에 무효가 되고 말았다. 이일

로 과거를 포기하고 남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인 기강(岐江)에 강사(江舍)를 짓고 평생을 

은거하고자 했다. 그러나 3년 만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4월 20일 김해성이 함

락되고 뒤이어 왜적이 함안까지 쳐들어오자 4월 22일 수십 명의 사람을 모아 의병을 일으

켰다. 정암진과 세간리에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의령을 고수하면서 스스로 천강 홍의장군

(天降紅衣將軍)이라 칭하며 붉은 옷을 입고 위엄을 보였으며 혼자 적진에 돌진하거나 위장

전술로 적을 유인해 공격하기도 하고 매복으로 급습을 가하는 병법을 구사해 전공을 올렸다.

1592년 5월 하순, 마침내 함안을 전부 점령한 왜적 2,000명이 정암진에 도착해 정찰대를 

보내 도하지점을 설정하고 나무 푯말을 꽂아 표시를 해두고 뗏목을 만들며 도하준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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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곽재우 장군은 밤새 군사를 동원해 일본군이 세워둔 나무 푯말을 옮겨서 늪지

대에 꽂아두고는 정암진 요소요소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두었다. 날이 밝자 왜적의 선봉대

가 도하를 시작했으나 늪지대로 잘못 들어간 데다 매복한 군사가 공격하자 일본군 대다수

가 목숨을 잃었다. 강을 건넌 주력군도 곽재우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하여 왜적은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천강 홍의장군이 대승을 거둔 정암진 전투는 곡창지대인 전라

도로 진격하려 했던 왜적의 진로를 막아냈고 의병이 거둔 대규모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

가 컸다.

곽재우 장군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

이렇게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다보니 곽재우 장군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곽재우 장군은 전쟁터에서도 항상 조그맣고 예쁜 꽃상여를 갖고 다니면서 

소중이 여겼다고 한다. 이를 본 왜적이 그 안에 보물이 들어 있을 거라고 믿고 어떻게든 손

에 넣으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곽재우 장군은 왜적에 쫓겨 그렇게 아끼

던 꽃상여를 두고 도망가게 되었다. 왜적들은 이때다 싶어 급하게 꽃상여를 열었는데, 그 

속에서 땡 벌이 나와 왜적을 쏘아대어 추격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기강에서 전투를 할 때는 강이 깊은데 줄에다 삼대를 매어놓고 당기자 적이 물이 얕은 

줄 알고 쳐들어왔다가 빠져 죽었다는 짧은 이야기도 전한다. 정암진과 기강에다 줄을 매어 

놓고 사람 두루마기를 걸친 허수아비를 매달아서 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니 왜적이 군사가 

많은 줄 알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곽재우 장군은 전략, 전술이 뛰어났던 까

닭에 왜적들은 장군의 붉은 옷만 봐도 도망갈 정도로 사기가 꺾였다. 이 사실을 안 장군은 

곽재우 생가 충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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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에게 자기와 똑같은 빨강 옷을 입혀 왜적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하는 기지를 발취하

기도 하였다. 

백야마을에서 의령읍으로 들어가는 길옆에 ‘장군바위’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한

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어느 날 홀연히 한 장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좁쌀 한 말을 지

고, 바위 중간에 있는 돌문을 열고 들어갔단다. 

“아무에게도 내가 이곳으로 들어간 것을 알려서는 절대 안 된다.” 장군은 특별히 당부하고, 

돌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이를 본 한 여인이 경망스럽게 손가락질을 하자 장군이 

그 길로 돌문을 닫아 버리고 영영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몇 해가 지나서 임진왜란

이 일어나 왜적이 의령을 침입하자 곽재우 장군이 격퇴시켰는데 그때 장군이 지고 간 좁쌀 

한 말이 낱낱이 군사가 되어 왜적을 막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로 바위는 없어졌

다고 한다. 

세간리 현고수

유곡면 세간리에 가면 곽재우 장군의 생가가 있다. 조선중기 건축양식의 안채를 비롯해 7

동의 건물과 부대시설을 갖춘 정겹고 아담한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집 앞과 

마을 입구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 그루의 거목이 길손을 반갑게 맞아준다.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는 높이 24.5m, 둘레 9.1m 정도로 생가 앞에 서 있는데, 수령은 600

년 정도로 추정된다. 남쪽가지에서 자란 두 개의 짧은 돌기가 여인의 젖꼭지 같이 생겼다

고 해서 젖이 나오지 않는 산모들이 찾아와 빌면 효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의령 세간리 현고수(懸鼓樹)라 불리는 느티나무가 마을 앞에 서 있다. 수령은 600

의령 세간리 현고수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높이 15m에 둘레는 7m 이다. 이 나무가 현고수로 불리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곽재우 장군이 나무에 큰 북을 매달아놓고 의병훈련을 

하였던 것이다. 

의령읍 시가지와 남산 사이의 의령천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의령 9경의 하나인 이 구름다

리를 지나면 1978년 국가정화사업으로 추진된 충익사 일원을 구경할 수 있다. 

충익사 입구에는 곽재우 장군과 17장령의 위훈을 기리고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1972년에 

건립한 의병탑이 있다. 높이는 27m이다. 가운데 18개의 둥근 백색환은 곽재우 장군과 17

장령을 상징하며, 모양은 북모양이고 흰색은 우리민족의 상징인 백의민족을 뜻한다. 또한 

양쪽 기둥 하단의 팔자형은 조선8도를 뜻하고, 양 기둥은 만세형상이며 전체모양은 횃불

을 상징한다. 가운데 새겨진 ‘의병탑’이란 글자는 건립당시 대통령인 박정희의 친필글씨이다.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및 수많은 의병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충익사는 해마다 의병의 

날인 6월 1일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한편 기념관에는 홍의기마상, 의병창의도, 정암진승

첩도 등 곽재우 장군의 전적도 5폭과 유적지 사진 등이 소장되어 있다.

곽재우 장군 및 의병관련 유물은 2012년 6월 1일 개관한 충익사 옆 의병박물관에 전시되

어 있다. 곽재우 장군의 유물은 임진왜란 때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전하는 장검과 말안장, 

그리고 명나라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포도연(葡萄硯)과 화초문팔각대접, 그리고 사자철인

(獅子鐵印), 갓끈 등이 있다.

1987년 경상남도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된 충익사 모과나무는 높이 12m, 둘레 4m로 수령

은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모과나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원래 가례면 수성마을의 당산나무였으나 정화사업 때 충익사로 옮겨졌다. 충익

사에서 의령천을 따라 3km 정도 내려가면 의령관문과 정암루가 있으며 밤이면 경관조명

이 좋은 정암다리 아래에 그 유명한 솥바위(鼎岩)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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