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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영의 중심 세병관 

세병관은 제6대 통제사 이경준(李慶濬)이 통제영을 통영 두룡포에 옮겨온 이듬해인 선조 

38년(1605) 1월에 기공하여 그해 7월 14일에 준공한 통제영 객사이다. 조선시대의 객사는 

절대왕권을 상징하는 건물로 읍성(邑城)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도

시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경준 통제사 또한 세병관부터 지은 것이다.

그 후 이조 24년(1646) 김응해(金應海) 제 35대 통제사가 규모를 크게 다시 지으면서 입구

에 지과문(止戈門)을 세웠고, 고종 9년(1872) 채동건 제 193대 통제사가 중수하였다.  

세병관은 정면 9칸, 측면 5칸의 단층 팔작지붕으로 된 웅장한 건물로 모든 칸에는 창호나 

벽체를 만들지 않고 통칸으로 개방하였다. 우물마루로 된 평면바닥의 중앙 일부를 한단 올

려 놓았는데 여기에 전패를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세병관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목조 건축 

중 경복궁의 경회루(국보 제224호),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과 함께 평면면적이 가장 

넓은 건물에 속한다. 

종목 국보 제 호

명칭 통영 세병관(統營 洗兵館)

분류 유적건조물·정치국방·궁궐·관아 

수량·면적 동

지정(등록)일 

소재지 통영시 문화동 

시 대 조선시대 

은하수로 병기를 씻는 

세병관(洗兵館)



‘세병’(洗兵)이란 ‘만하세병’(挽河洗兵)에서 

따온 말로, “은하수를 끌어와 병기를 씻는

다”라는 뜻이다. 당(唐)나라 시인 두보가 지

은 ‘馬行洗兵’이라는 사(辭)에서 인용하였다. 

현판은 서유대 제136대 통제사의 친필이다.   

 

평화(平和)를 희구하는 통제영 본영

세병관은 통영의 중심가인 문화동 언덕에 위치해 있다. 언덕길 오른쪽에 돌장승 ‘벅수’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 세병관 앞에 서면 웅장하지만 결코 위협적이지는 않은 공간미를 느낄 

수 있다. 건물의 위용은 남해 바다를 호령하고 남을 듯하지만 ‘세병관’에 담긴 큰 뜻은 ‘평화

(平和)’이다. 그래서 입구 문을 들어서면서 ‘전쟁이 그치기(止戈)’를 염원하게 되고, 세병관 

마당에 서면 ‘은하수를 끌어와 병기를 씻는(洗兵)’ 평화지향의 정신을 알게 된다. 

세병관은 우리나라 목조단층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세병관 우물마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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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보의 사(辭)에서 뽑은 글이 장수(將帥)의 공간에 현판이 되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산천

초목과 민중의 삶을 염려하는 지도자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공간이다. 현대 사회도 모양을 달리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현

대인에게 더욱 큰 뜻이 살아있는 역사의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세병관은 바로 옆에 있었던 통영초등학교의 교실부족으로 교사(校舍)로 사용된 적도 있었

다. 통영 토박이 어르신들로부터 “세병관 마루에 칠판을 세워놓고 공부했다.”는 전언을 듣

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은 통영초등학교가 이전을 했고, 또 통제영도 제 모

습 갖추기 복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역사의 한 장이 되고 말았다.     

세병관 길목을 지키는 벅수

‘벅수’는 세병관을 오르는 문화동 언덕길에서 예나 제나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서있다. 툭 튀어 나온 큰 눈과 

무뚝뚝한 표정은 다소 험상궂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무뚝

뚝한 표정이 오히려 더 정감있게 다가온다. 벅수는 남 장

승 하나 뿐인 독 벅수로 몸 앞부분에 토지대장군(土地大

將軍)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7호로 지

정되어 있다. 

통영 사람들은 ‘문화동 벅수’를 통영의 상징물로 여기고 

있다. 마치 제주도 사람들이 ‘돌하르방’을 제주를 대표하

는 문화재로 여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화동 일대

가 도시계획으로 정비되면서 노후 건물을 뜯어 내고 길을 

확장할 때 ‘벅수’의 이전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통영 사람들의 벅수에 대한 사랑은 

벅수가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세병관 터에 얽힌 이야기

통제영의 세병관 창건에 얽힌 많은 이야기 가운데 김여엽(金汝燁), 김여욱(金汝煜) 형제가 

남긴 『남행기문(南行記聞)』(1926)이라는 문헌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 한양에 살던 두 형제가 이 고장에 통제영이 설치된 당시, 그들 선대인 김섬한(金暹漢)

의 묘소가 파헤쳐져 유실되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듣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급히 통영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1626년 1월 10일 한양에서 출발하여 아흐레만인 18일 고성에 도

통영 문화동 벅수는 고종 10년(1906)에 세

워진 석장승이다.



착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 수소문하니 동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랬다.

“원래 댁의 선조는 고성에 살았으며 가문이 매우 현창(顯彰)했었다. 그러다가 여러 곳의 선

영가운데 시조의 묘를 어느 해 두룡포(頭龍浦)에 옮겨 단장했는데, 그 후 세병관을 세우면

서 그 선영이 파헤쳐지는 변을 당한 이후 가문이 쇠퇴해졌다는 이야기가 전설마냥 전해지

고 있다. 그리고 그 때 무덤에서 금관자(金貫子)가 나왔다는 소문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묘를 파고 새로 지은 세병관에는 원귀가 나타나 통제사가 변을 당하는 일이 한 두번이 아

니었던 까닭에  그 후 누구도 들어가기를 꺼려한다.”

두 형제는 19일에 고성의 선영을 둘러보고 다음 날 20일에 고성군수 이정언(李廷彦)이 제

수를 보내왔기에 제물을 차리고 선영에 제사를 지냈다. 21일에야 비로소 통영에 가서 통제

사 이수일(李守一, 제20대 통제사)를 방문하니 그는 기피하고 만나주질 않았다.

선대의 묘가 있었다는 경내를 두루 살펴보니 과연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이 박혀 있어 진정 

명당임이 틀림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당시의 도훈도였던 박두갑(朴斗甲)을 만나 20여 년 

전 그때의 내력을 물었다. 박두갑은 자초지총을 이야기했다. 

통제사 이경준이 갑진년(1604)에 통제영을 이곳 두룡포로 옮길 때 부하 장수로 하여금 묘

를 파서 이장하게 하였다. 그 자들이 땅을 파고 함부로 도끼질하여 석곽을 파낼 때 금은보

화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통제사가 이를 알고 정결한 곳을 찾아 이장하도록 명하였으나 

다시 군졸들이 풀 넝쿨로 덮어두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통제사의 꿈에 한 신인(神

人)이 나타나 이르기를 “네가 처음에는 내 장지를 빼앗더니, 더 무슨 원한이 있기에 또 백

골마저 박대하느냐?” 하고 크게 호통쳤다. 놀라 꿈에서 깨어나 부하를 불러 그 무덤에 관

한 일을 다그쳐 물었다. 군관이 그제야 그 사체를 길가에 내버려두었다고 실토하므로 통제

사는 즉시 그들을 잡아다 엄중히 다스리는 한편, 박두갑에게 관을 새로 짜고 옷을 만들어 

백골을 다시 수습하여 북쪽산에 이장토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박두갑은 축문을 지어 제사

를 지내고 엄숙히 이를 시행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23일 아침, 다시 통제사를 찾아가 그 모든 사실을 말하니, “세월이 오래 되어 나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딴전을 피울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두 형제는 돌아나오면서 

후일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그 때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관련문화재  통영 세병관/ 통영 문화동 벅수(중요민속문화재 제7호)

관련이야기 소스  세병관 터 이야기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이야기 소스 발굴 연구 경남·부산·울산 문화유산 이야기 여행 
	이야기로 위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채영희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야기의 힘,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다 -이 은 진 경남발전연구원장 
	부 록
	경상남도문화유산이야기
	창원
	곰이 잡아 준 터에 절을 세우다.
	불목하니의 이루지 못한 연정
	철새와 전설이 깃든 땅, 주남저수지
	창원의 바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몽고인을 감동시킨 고려 우물의 맛
	세종의 제갈량, 최윤덕 장상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백월산에서 성불하다.
	황금 돼지가 되어 사라진 궁녀

	진주
	 귀주대첩의 주역 강민첨 장군,진주 개경향에서 태어나다
	 포은 정몽주 선생 진주 비봉루에서시를 읊다
	의기 논개이야기

	통영
	절해고도에 떠 있어도 외롭지 않는매물도
	은하수로 병기를 씻는 세병관
	조선 수군 승리의 상징, 한산도

	사천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다솔사
	미륵불 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매향- 사천 매향비와 향촌동 매향암각
	임금의 태를 묻은 길지- 사천시 곤명면 세종대왕·단종태실지

	김해
	철의 제국, 가락국에 꽃 핀 사랑
	시공(時空)을 초월한 연정(戀情)
	죽음으로 맺은 언약
	김해의 장군차, 세계의 명차로 우뚝서다.

	밀양
	개가금지법을 주창한 변계량
	어변당과 비룡장군 그리고 이무기의복수
	자연과 소통한 점필재 김종직의혜안
	사연 많은 무안 땅, 뻑쇠의 울음도함께 한다.

	거제
	임진왜란에서 첫 승리를 거둔옥포대첩
	고려 의종의 유폐지 폐왕성
	신비의 섬 해금강

	양산
	자장율사, 독룡(毒龍)을 벌하다.
	스님을 사모한 호랑이 처녀
	침하돈(沈下豚), 침하돈(沈下豚)
	신전리 이팝나무, 쌀밥에 맺힌 한이꽃으로 피다.

	의령
	망우당 곽재우의 의기는 만세에전하고 - 망우당 생가와 충익사그리고 전설들
	미수 허목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미수기언책판과 이의정 및 학고정
	오운마을에서 옛 것의 향기를느끼다. - 옛 담장과 의동정, 운곡재,칠우정

	함안
	변함없는 충절, 만고에 빛나다.- 어계고택과 생육신 조려
	불꽃이 연못으로 지다.- 무진정과 함안낙화놀이
	아라가야, 그 역사의 자락을 걷다.- 사적 제515호 말이산고분군
	조선의 선비정신을 내보이다.- 조선시대 연못의 정수 무기연당

	창녕
	따오기가 들려주는 이야기-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순장소녀 송현이 비사벌을 말하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화왕산이 들려주는 이야기- 곽재우장군의 전설과 창녕조씨득성설화

	고성
	갈천서원에서 고성의 정신을 배우다.- 갈천서원과 행촌도촌선생유허비
	당항포에서 임진왜란을 체험하다.- 고성소을비포성지와 당항포해전
	연화산은 발길을 멈추게 하고- 고성 옥천사 일원에 얽힌 이야기

	남해
	태조 이성계, 남해 금산에서백일기도를 올리다.
	가천 암미륵 숫미륵 바위 이야기
	남해 사람들이 정지 장군의 전공을기려 전승탑을 쌓다.

	하동
	가야 허왕후의 애틋한 모정(母情)이깃든 칠불사
	눈 속에 칡꽃 피는 곳, ‘화개’ 에는쌍계사가 있다.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정기룡 장군

	산청
	삼우당 문익점 선생과 단성 ‘효자리’비석
	속세와 인연을 끊은 절, 산청 단속사
	지리산 성모상 이야기

	함양
	함양태수 최치원 선생의 효심이깃든 함양 상림
	황석산성의 피 바위 전설
	조선 오현, 일두 정여창 선생의 효심

	거창
	덕유산 흰 구름이고 탈속의경지에 자리한 거창 수승대
	거창 고견사에 얽힌 이야기
	용왕이 앉았던 바위, 건계정

	합천
	신라 충신 죽죽과 합천 대야성 전투
	이성계의 스승 무학대사, 합천에서태어나다
	팔만대장경에 얽힌 이야기


	부산광역시문화유산이야기
	부산
	정묘(鄭墓)를 지키는 배롱나무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
	백양산 자락의 선암사, 동평현 부사를구한 스님
	운수산에는 팔푼이 스님이 살았다는데
	숭어떼가 찾아들고 인어의 사랑이 맴도는가덕도 등대 해안
	공동체 문화의 꽃 부산 고분도리걸립
	16나한이 지켜주는 금빛 연꽃 속의 마하사
	죽음을 넘어 선 사랑의 나무, 수호신으로거듭나다.
	금샘과 범어사, 그리고 이야기로 전하는불법의 세계


	울산광역시문화유산이야기
	울산
	우리나라 철 생산의 주축이었던 달천 철장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곡천
	인도에서 온 배와 호국 용(龍)
	가지산이 석남사를 품다.
	달 밝은 밤에 노래하고 춤추는 처용
	문수보살을 만나러 가세!
	태화강을 거슬러 오르는 자장
	갈문왕의 사랑- 울주 천전리 각석
	그 많던 승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