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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장의 주재료가 되다,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는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을 파랗게 물들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물푸레나무는 주로 따뜻한 곳에서 자라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만주, 우수리 

등지에 분포한다. 꽃은 4∼5월에 피는데 꽃잎이 없고, 열매는 9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물푸레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가지치기를 싫어한다.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는 생활에 많이 사용된 물푸레나무로는 드물게 규모가 크

고, 정자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학적·민속적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286호

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식물 4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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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로	최초	지정된	물푸레나무

‘수작골’이라는 옛 지명이 있는 언덕에 단독으로 자라는 파주 무건

리 물푸레나무는 물푸레나무 중에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었다.

줄기가 위로 자라 마치 2층으로 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나무

의 나이는 약 150년 정도로 추정된다. 키는 15m에 이르며, 나무 밑동 

둘레 4.23m, 가슴 높이 줄기둘레 3.29m, 수관 폭 동서 방향 14.1m, 남

북 방향 14.3m로, 특히 줄기가 굵다.

무건리 물푸레나무는 예전에는 경작지 한 가운데 있어 100여 가구의 

마을 사람들이 일하다 쉴 수 있는 정자목으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주

민들이 이주해 가서 민가가 없어지고 주위는 군 사격장으로 바뀌었다. ▼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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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푸레나무	공문	사건,	수청목공사

물푸레나무는 예로부터 쓰임새가 많았다. 가지가 질기고 잘 휘기 

때문에 농촌의 도리깨와 서당의 회초리로 적격이며 곤장으로도 쓰였

다. 조선 예종 때는 형조판서를 지낸 강희맹(姜希孟)이 박달나무 대신 

이 나무를 곤장으로 사용하여 죄인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상소

문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때의 ‘수청목공사(水靑木公事)’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른바 ‘물푸레나무 공문 사건’으로, 즉 물푸레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관아의 공문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이는 고려 우왕 때의 

권신(權臣) 임견미, 이인임, 염흥방 등이 물푸레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백성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마구 빼앗은 사건으로부터 유래했다.

•한방에서는 약재로도 쓰이는데, 동

의보감에 진피(秦皮)라 하여 눈에 핏

발이 설 때 즙액을 우려내어 눈을 씻

으면 낫는다고 전한다.

▼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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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명종대, 사헌부는 덕흥군과 정세호의 노비를 엄벌하길 아뢰며 

고려 말 수청목 사건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비들을 추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종 9년 3월 30일 기사를 보자.

사헌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래 상께서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들을 추쇄(推刷)하려고 진고(陳告)

하게 하니 그 유폐가 간활한 무리와 주인을 배반한 종들이 누락되었었

다고 하기도 하고 가현(加現)이라고 하기도 하며 다투어 투탁(投托)할 

꾀를 내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에게 공물을 바치고 몰

래 선두안(宣頭案)에 기록하는 자까지 있어서 서로 다투어 소송을 할 

때에는 관리가 감히 밝게 분변할 수도 없고 상께서도 자세히 살피지 

않아 날이 갈수록 심하고 해가 갈수록 심합니다. 주인을 배반한 종들이 

내수사에만 투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도가 큰 집에 투탁하는 자들

도 많습니다. 서리 오영정(吳永貞)이 ‘여종 대비(代非)의 모자 4명이 금

년 정월 도망하여 전의감(典醫監) 이문(里門) 안 다른 사람의 집에 임

시로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관청에 정소(呈訴)하려 할 즈음 덕흥군 이

초(德興君李岧)의 종 10여 명과 전(前) 동지(同知) 정세호(鄭世虎)의 

종 10여 명이 치고 때리며 빼앗아갔다.’고 본부에 정장(呈狀)하였습니

다. 이렇게 드러난 것을 만일 치죄하지 않는다면 고려 말의 수청목(水

靑木)의 폐단 같은 것을 장차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덕흥군과 

전 동지 정세호를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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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207번지 
- 1962. 12. 07.

제287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경기 양주시 남면 황방리 136, 외 3필 - 1982. 11. 09.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93-18 등 82필 
- 1999. 09. 18.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9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1323호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경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879번길 

172-34 (오금2리) 
조선시대 2001. 09. 21.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 - 1966. 03. 22.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경기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봉일천리) 
조선시대 1970. 05. 26.

사적 제323호 파주 윤관장군묘 
경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30 

(분수리) 
고려시대 1988. 02. 27.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경기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 외, 주월리 309 외 
석기시대 1994. 12. 21.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 외 
삼국시대 2002. 01. 29.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134-1 일원 234-1 
고려시대 2005. 06. 13.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경기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5-1 조선시대 2013. 0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