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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땅에 꽂힌 지팡이에서 나무가 자라다

논산 강경읍에서 성동면 개척리로 들어오는 도로변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

다. 하늘을 덮을 듯 우거진 잎과 우람한 둘레만으로도 나무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바로 논산 성동 은행나무이다. 

성동 은행나무는 500여 년 전에 태어났다. 당시 조선시대 중종 때의 기인이며 도술가로 명

성이 자자했던 전우치(田禹治)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가 도술을 부리는 재주를 갖게 된

데에는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 계기가 되었다. 어린 시절 그는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중이

술 한 항아리를 몰래 빚더니 그것을 전우치에게 맡겼다. 

“내가 다녀오는 동안 이 술을 잘 간수하고 있어라.”

그러나 중이 며칠 후 암자에 돌아왔을 때 술항아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화가 난 중은

전우치에게 술을 훔쳐 마셨다고 크게 책망하였다. 억울한 누명을 쓴 전우치는 말했다. 

“나는 절대로 스님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히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다시 한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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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술을 빚어 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이번에

는 내가 술을 훔쳐 마신 도둑을 잡아버리겠

습니다.”

중은 전우치의 말대로 했다. 술이 막 익어갈

무렵 전우치는 몰래 숨어서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흰 기운이 무지개와 같이 창문 틈으

로 들어와 술항아리 입구에 박히더니, 모락

모락 술 향기가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전우치는 흰 기운이 일어난 곳을 따라가

보았다. 가다 보니, 그 기운은 앞산 바위 구멍으로 이어졌고 그 바위 구멍 앞에서 커다란

흰 여우가 술에 취하여 졸고 있었다. 범인은 바로 여우였던 것이다. 전우치는 밧줄로 그 여

우의 주둥이와 네 다리를 꽁꽁 묶어 짊어지고 돌아와서 암자의 대들보에 달아매 놓고 아

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글을 읽었다. 얼마 있자 여우가 술에서 깨어나 사람의 말로 슬피 하

소연하였다. 

“만약 나를 놓아 준다면 마땅히 당신에게 두터이 보답하겠소.”

“나에게 무슨 물건으로 보답하겠느냐? 그리고 네가 또 도망간다면 낭패가 아닌가. 그러

니 너를 죽여서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 말을 들은 여우는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나에게 요술을 가르치는 비책이 있는데 그 책을 바위 구멍 속에 감추어 두었소. 그 책을

당신에게 줄 것이니 시험 삼아 나를 밧줄로 매어서 그대로 놓아 바위 구멍 속으로 들어가

게 해보시오. 그랬다가 만약 나오지 않거든 그때 그 밧줄을 끌어내어 나를 죽여도 늦지는

않을 것이요.”

전우치는 여우의 말대로 하였는데 여우가 한 권의 소서(素書, 신서(神書)라는 뜻)를 가지

고 나와서 바쳤다. 전우치는 그제야 여우를 놓아주고 그 책을 펼쳐 보았다. 책 속에는 여

우가 말한 대로 신령한 법술과 비전( 傳)의 주문(呪文)이 가득했다. 전우치는 서둘러 주

사( 砂)를 갈아 그 책 내용 중 쉽게 깨칠 만한 것 수십 가지에 점을 찍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집 늙은 종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며 와서 그의 아버지의 부음(訃

音)을 전하였다. 전우치가 깜짝 놀라 책을 버려두고 황급히 문밖으로 나가니 늙은 종은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놈 여우 나를 홀렸구나.”

은행나무 유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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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차린 전우치가 다시 책을 보니 책에 담겨 있던 비책들이 모두 사라져 백지가 되어

있었고, 다만 그가 점을 찍어 둔 내용만 남아 있었다. 

“점이라도 찍어 두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이것만 알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

술로는 충분하리라.”

전우치는 그 후에 환술(幻術)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 주사로 점 찍

었던 비책에서 터득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을 호령하던 그였지만 1519년(중종 14) 일어난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

되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다. 호남 지방으로 내려오던 중 지금의 개척리 도로변에 이르러

길을 가던 전우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묘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

문이다. 잠시 주변을 살피던 그는 갑자기 자신의 지팡이를 쳐들더니 땅 한가운데를 노려

보다가 냅다 내리찍었다. 순간 전우치의 지팡이가 땅을 파고 들어가 꽂혔다. 

“이 지팡이가 싹을 틔워 자라나면 전씨가 계속 번창할 것이고, 만약 죽으면 전씨는 남의 그

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가 떠난 후 지팡이가 꽂힌 땅에서는 한 그루 나무가 움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잎이 돋고

가지가 자라 약 500년이 흐른 지금 울창한 은행나무가 되어 있다. 

실존 인물 전우치, 사람인가 귀신인가

성동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괴기스럽지만 전우치는 조선

시대 실존했던 인물이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 문헌에

등장하는데,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의 「한죽당필기(寒

竹堂筆記)」에는, “가정연간(嘉靖年間, 1522∼1566)에 역질

을 도술로 예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지봉유설

(芝峰類說)』에는 “본래 서울 출신의 선비로 환술과 기예에 능

하고 귀신을 잘 부렸다.”고 한다. 또, 『오산설림(五山說林)』

에는 “죽은 전우치가 산 사람에게 『두공부시집(杜工部詩

集)』을 빌려갔다.”고 나오며, 『어우야담(於于野談)』에 따르

면 “전우치가 사술(邪術)로 백성을 현혹시켰다고 하여 신천

옥(信川獄)에 갇혔는데 옥사하자 태수가 가매장시켰고, 후

에 친척들이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니 시체는 없고 빈 관만 남

전우치 시비

성동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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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곧 도교의 시해법(尸解法)과 상통한다. 여우에게 비책을 얻는

이야기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나온다. 

오늘날 성동 은행나무는 울창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있다.

돌계단을 오르면 비석과 표지판이 보이는데, 표지판에는 나무의 유래에 얽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비석에는 전우치가 직접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시가 새겨져 있다. 전우

치의 시는 조선 중기의 문인 차천로(車天輅)가 쓴 오산설림(五山說林)에 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동 은행나무는 높이 20m, 가슴높이 둘레 4.6m, 나무갓 너비 16m이다. 2000년 1월 11

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152호로 지정되었다. 해마다 전우치 집안의 문중에서는 정월 대보

름에 가문의 평안과 번영을 빌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나무는 전우치가 심었다고 해

서 전우치나무로도 불린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성동 은행나무

간접 관련된 유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