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문화유산과 그 삶의 이야기 - 서산 041

서서산 >  해 미 읍성  회화 나무

고통과 환희

두 개의 얼굴
종목 충청남도 기념물 제172호

명칭 서산 해미읍성 회화나무

분류 자연유산ㆍ천연기념물ㆍ생물과학기념물ㆍ생물상

지정(등록)일 2008.04.10

소재지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2

시대 조선시대

||||||||||||||||||||||||||||||||||||||||||||||||||||||||||||||||||||||||||||||

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밤마다 혼자 울어야 했던 교수목(絞首木) 

서산시 해미읍성 안에는 눈물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회화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제대

로 잘 자랐으면 풍성하고 멋스런 풍경을 만들어 냈겠지만 해미읍성의 회화나무는 회화나

무답지 않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나뭇가지들은 부러진 곳이 눈에 띈다. 그것은 이 회화나

무가 남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조선말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를 사악한 학문(邪學)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시작했다. 이른바

병인박해였다. 1866년 카톨릭 탄압

의 교령이 포고되자 수개월 사이에

국내 신도 8,000여 명이 학살되었다. 서산 해미읍성 회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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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부녀자와 어린이가 피신 다니다 굶주려 죽기도 했다. 그때 해미읍성 회화나무에도

시련이 찾아왔다. 해미읍성으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잡혀 들어왔기 때문이다. 잡혀온

신자들은 옥에 갇혀서 낮이나 밤이나 고문을 당해야 했다. 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에

칼을 쓰고 발목에는 수갑을 찬 채 갇혀 있었다. 

박해자들은 신자들을 나무에 묶어 놓고 죽을 때까지 몽둥이질을 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 위에 피를 쏟았다. 그 피는 나무를 타고 끊임없이 흘렀다. 나무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고 보고 들어야 했다. 

또한 신자들을 끌어내 돌다리 위에서 자리개질(볏단을 두 손으로 잡고 털듯이 내리쳐 죽이

는 방법)을 쳐서 죽이기도 했다. 여러 명을 눕혀 놓고 돌기둥을 떨어트려 한꺼번에 죽이기

도 했다. 읍성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수십 명을 한꺼번에 생매장시키기도 했다. 회화나무

에 철사를 묶어 사람들의 목을 매달아 죽였다. 사람들은 모진 고문에도 끝까지 신앙을 버

리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그리고 해미읍성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비명 같

은 기도 소리로 가득 찼다. 

“예수 마리아여! 예수 마리아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마리아라는 기도 소리를 “여수머리”로 알아들었고 지금까지 ‘여

숫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회화나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매달리고 묶인 채 매

질을 당하는 동안 회화나무에는 상처가 생기고 가지가 부러졌다. 몽둥이질 당하는 사람

의 피와 목이 매달린 사람들의 피눈물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회화나무는 그 아

픔을 간직한 채 지금까지 해미읍성에 쓸쓸히 서 있다. 

35세의 이순신이 머물던 해미읍성

해미읍성은 고려 말부터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서 왜구가 해안지방에 침입하여 막대한 피

해를 입히자,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조선 1417년(태종17)부터 1421년(세종

3) 사이에 당시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도절제사영을 이곳에 옮기고자 축성되었다. 1652년

(효종 3)에 병마절도사영이 청주로 옮겨가기 전까지 230여 년간 군사권을 행사하던 성으

로 있다가 병마절도사영이 청주로 이설된 후 해미현의 관아가 이 성으로 옮겨졌으며, 1914

년까지 겸영장이 배치되는 호서좌영으로서 내포지방의 군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해미읍성은 둘레가 6,630척, 높이가 13척, 치성(雉城)이 둘, 우물이 6개에 성벽 바깥으로

깊은 해자를 팠던 자국이 남아 있다. 성벽은 대체로 가공한 화강암으로 쌓되 아랫부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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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위로 올라갈수록 돌의 크기가 작고, 성문은 무사석축(武砂石築)으로 쌓았는데 남문은

홍예문(虹霓門)이 되고, 동문과 서문은 사각문(四角門)이다. 수구문(水口門)이 서문 옆

에 있으며 치성(雉城)이 두 개이고, 성벽 바깥으로는 남문인 진남루가 홍예를 올려 문을

삼고 그 위에 3칸 2층 누각을 세웠다. 서문과 동문은 있으나 북문은 원래 없었다.

이곳은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35세 때, 젊은 나이에 훈련원 교관으로 부임해 전

라도로 전임될 때까지 10개월간 근무(1579년, 선조 12년) 한 곳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국방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읍성의 원형 보존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된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회화나무만이 기억하는 아픈 역사

천주교 순교 성지인 해미읍성에는 1790년부터 100여 년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국사범

으로 규정하여 투옥했던 옥사가 있다. 이 옥사는 1935년 간행된 「해미순교자약사」의 기

록을 토대로 복원된 것이다. 각종 고문 도구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다.

해미읍성을 나와 동쪽으로 해미천을 건너면 해미순교성지가 있다. 2003년 건립된 이곳은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셔 놓은 곳으로 “예수 마리아”를 부르는 교우들의 기도 소리를 ‘여수

해미읍성 진남문 해미읍성 내부 모습

해미읍성 옥사 진둠벙이해미순교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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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라 알아듣던 주민들의 입을 통해 ‘여숫골’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오는 생매장 터인 진

둠벙이, 14처 노천 성당으로 단장돼 있다. 

초기 천주교 전래 당시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처참한 역사를 간직한 해미읍성의 회화나무

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방언인 ‘호야나무’로 불린다. 순교로 죽어간 수천 명 신자들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나무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서산 해미읍성 회화나무

간접 관련된 유적(물) 서산 해미읍성, 해미순교성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