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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신하를 잡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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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위해 울어주는 나무

홍성군청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58년에 심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공민왕이 특별히 이곳에 느티나무를 식재한 이유는 그의 사상적 스승인 보우

(普愚)대사 때문이었다. 

보우대사는 1301년(충렬왕 27년) 홍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정씨가 해를 안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보우는 13세에 출가하여 수행에 정진하다가 원나라 유학을 다녀왔다. 공

민왕이 그를 쓰고자 하였으나 보우는 처음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은 사람을 보내어

보우를 억지로 궁중에 머물게 할 정도로 보우를 총애했다. 보우는 왕의 청으로 봉은사에

서 설법하였고 왕사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다시 보우가 떠나려 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보우는 몰래 빠져나갔다. 

왕은 1358년 보우의 고향인 홍주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다. 수년 후 왕은 다시 보우를 간

곡히 청하여 왕사로 삼았으나 보우는 이런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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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참된 승려가 뜻을 얻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려면 사악한 승려가 때를

만납니다. 앞으로 왕께서 살피시고 그를 멀리한다면 국가의 큰 다행이겠습니다.”

그것은 고려 말 정사를 어지럽히던 신돈에 관한 충언이었다. 그러나 공민왕이 지혜롭지 못

하여 신돈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보우는 결국 왕사의 인장을 반납하고 물러났다. 비록

고려 말 신돈과 공민왕으로 인해 정국이 어지러워지고 고려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홍주 오관리 느티나무에는 공민왕의 보우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공민왕은 보우대사를

왕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홍주를 목(牧)으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오관리 느티나무는 고을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밤새 슬피 울어 그 위험을 미리 알려 주

었고, 나무가 울 때면 목민관은 서둘러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홍주에 부임

하는 관리들은 제일 먼저 이 나무 아래에 제물을 차리고 고을의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제

를 올리곤 했다. 현재까지도 제물을 차려놓았던 기대(器臺)가 남아 있다.

나무와 함께 한 관리들의 정취

오관리 느티나무는 두 그루로, 홍성군청 앞마당에 3.5m 간격으로 나란히 자라고 있다.

북쪽 나무가 약간 큰데, 높이는 17m, 가슴 높이 둘레는 6.6m이고 가지 폭은 동서 방향

홍성 오관리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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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남북 방향 21m 규모이다. 남쪽 나무는 높이 11.5m, 가슴 높이 둘레는 5.2m, 가지

폭은 동서 방향 18.1m, 남북 방향 19.4m이다. 두 나무의 가지는 서로 얽혀 있으며 남쪽

나무는 1970년 무렵 군청에 난 화재로 가지의 상당 부분이 타버린 상태이다. 2005년 10

월 31일 충청남도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다.

오관리 느티나무가 위치한 곳은 홍주읍성의 동헌이 있던 자리다. 군청 입구에 홍주 아문

(衙門)이 있어서 이곳이 옛 동헌 터임을 알 수 있다.  

느티나무 뒤쪽 군청사를 끼고 돌면 조선시대 홍주목의 동헌이었던 안회당이 나온다. 이 건

물은 전체 22칸 규모의 목조 건물로 1678년(숙종 4)에 처음 지어져 홍주목사와 홍주군수

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1870년(고종 7)에 목사 한응필이 개축했다.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안회당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았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안회

당이라는 이름은 논어의 “노자안지(老者安之) 소자회지(少者懷之)”에서 인용한 것으로,

노인들과 젊은 사람 모두를 위해 정사를 펼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안회당 뒤뜰에는 작은 연못 위에 세워진 정자 여하정이 있다. 여하정은 1896년(고종

33) 이승우 목사가 옛 청수정 자리에 세운 것으로 역대 홍주목사들이 휴식을 취했던 곳이

다. 정자 내의 기둥에는 시액(詩額) 12현판이 걸려 있다.

굽이마다 역사의 흔적, 홍주읍성

홍주읍성은 축성연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려시대 백월산 중턱에 위치했던 해풍현

이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어 대략 그 즈음 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규모

안회당 여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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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300척의 토성으로 400개의 성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최대 길이가 약 1,772m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810m만 보존되어 있다. 

동문인 조양문은 현재까지 남아있고 1975년 복원한 것이다. 아문은 조양문의 문루를 설

치할 때 함께 세운 것이며 ‘홍주아문(洪州衙門)’이란 글씨는 흥선대원군이 직접 썼으나 현

재 남아있지 않다. 우리나라 아문 중에서 가장 크고 특이한 형태를 지니며 조선시대 관아

의 구조와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

으킨 민종식 등이 이 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여 덕산으로 격퇴시킨 일이 있다. 

남문 쪽에는 2011년 봄 개관한 홍주성 역사관이 있어 홍주성 복원과정과 홍주지역의 사상

적 변천을 알아볼 수 있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성곽 밖에는 홍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흉상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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