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07호

지정(등록)일 1999. 04. 06.

소재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3  

(운림리)

아들을 잃은 슬픔이 깃들다,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따뜻한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자라서 둥근 형태로 보이며,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원

반모양으로 10월에 익는다. 줄기가 굵고 수명이 길어서 쉼터 역할을 하는 정자나무로 

이용되거나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당산나무로 보호를 받아왔다.

조선 전기의 김종직(1431-1492)이 함양현감으로 있을 때, 함양의 학사루(學士樓) 

앞에 심었다고 전해지는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는 약 500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져 있

고, 함양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40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물 54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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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모양의�뿌리,�판근(板根)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는 높이 22.2m, 밑동 둘레 12.10m, 가슴 높이 

줄기둘레 7.25m, 가지 펼침은 동서방향 24.5m, 남북방향 25.1m에 이

르는 거대한 나무이다. 원줄기는 곧추 자라 올라가서 지상 3m부터 여

러 개로 갈라졌는데, 지상 3.5m 높이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4개, 4.5m 

높이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3개의 큰 줄기로 갈라져 있다. 수관은 부챗

살 같이 퍼져 반원형의 균형을 이루면서 발달해 있다.

잎의 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 크기의 잎이 달리는 

것은 성숙한 느티나무에서 정상적인 일이다. 느티나무는 개화한 뒤 

종자가 자라기 시작하면 꽃이 붙어 있는 가지의 잎은 생장이 둔화된

다. 종자에서 분비하는 식물 호르몬이 잎의 성장을 억제하고 영양분

이 종자로 가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을까지 계속

된다.

그러나 이 나무는 이외에도 다른 느티나무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특별한 생김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나무의 뿌리목 가까이에 마치 

두꺼운 책을 옆으로 세워서 나무를 받치고 있는 것 같은 보기 드문 모

양새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함양�학사루�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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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판자모양의 뿌리라는 뜻인 ‘판근(板根, buttress root)’이라 부르

는 특수 조직이다. 일부는 땅 위로 나오고 나머지는 땅 속으로 들어가 

옆으로 퍼짐으로써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역할을 한다. 가로

수에 버팀목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무 스스로가 만든 것이

다. 원래 판근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땅이 무르고 흔한 태풍에 대비

하기 위해 주로 열대 지방의 나무에서 잘 나타나는데 독특하게도 함

양 학사루 느티나무에서도 발견된다.

� 김종직의�어린�아들을�잃은�슬픔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조선 전기의 유명한 학자이자 개혁

정치를 시도했던 문신관료이다. 1470년(성종 1), 노모를 모시겠다고 

임금께 청해 그 다음해에 함양군수가 되었으며 1475년까지의 재임

▲�함양�학사루�느티나무�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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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5년 동안, 새로이 차밭을 만드는 등 백성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

조선 초기의 야사를 적어 놓은 『대동야승(大東野乘)』 중 ‘동각잡기

(東閣雜記)’ 상권(上卷)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함양군수로 재직하던 어느 날, 김종직은 학사루에 올라 유자광(柳

子光)의 시 한 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얼굴빛이 변했다. 그는 유

자광의 시를 당장 떼어내 태워 버리라고 명한다. 출신이 천하고, 남이 

장군을 역모에 옭아 넣어 모함했다고 해서 김종직은 유자광을 평소 

멸시하고 싫어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자광은 가슴 깊이 원한을 

묻어 두고 세월을 기다렸다. 두 사람의 이런 갈등은 그 후 연산군(燕

山君, 재위 1495~1506) 때 유자광이 조의제문을 빌미로 1498년에 무

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김종직이 유자

광의 시를 떼버리라고 말할 때만 하더라도 그 뒷날의 일을 어찌 짐작

할 수 있었을까.

김종직은 함양군수로서 5년간의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 즈음, 마흔

이 넘어 얻은 5살 아들을 홍역으로 잃는다. 김종직은 이 슬픔을 시로 

읊었다. ▼�함양�학사루�느티나무�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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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랑 뿌리치고 어찌 그리도 빨리 가느냐

다섯 해 생애가 번갯불 같구나

어머님은 손자를 부르고 아내는 자식을 부르니

지금 이 순간 천지가 끝없이 아득하구나

이 애절한 마음을 담은 시는 그의 시집 『점필재집』에 전하고 있다.

김종직은 어린 아들을 잃은 다음해인 1475년, 정3품 통훈대부로 승

진해 함양을 떠나게 되면서 죽은 아들인 ‘목아(木兒)’를 위해 오래 사

는 나무인 느티나무를 이곳에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 최치원과�함양�학사루

통일신라시대 함양태수를 지냈던 최치원(崔致遠, 857~?)은 학사루

에 자주 올랐다고 전해지며, 그와 관련된 사료들이 조선시대에도 전

해지고 있다.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최치원과 학사루와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학사루(學士樓) 객관 서편에 있다. 최치원이 태수로 있으면서 오르던 

곳인 까닭으로 학사루라 이름하였다. 그 뒤에 왜적에게 소실되었는데, 

고을 관아를 옮길 때에 누 또한 옮겨다 지었으나 이름은 그대로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제31권

또한, 『연암집』에서도 최치원과 학사루와의 인연에 대해 자세히 적

혀있다.

“함양군(咸陽郡)의 관청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백 걸음쯤 떨어져 성벽 

가에 몇 칸짜리 누각이 하나 있는데,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퇴락되어 

서까래가 삭아 부러지고 단청은 새까맣게 되었다. 지금 임금 19년 갑

인년(1794)에 군수인 윤광석(尹光碩)이 개연히 녹봉을 털어서 대대적

인 수리 공사를 일으켜 누각의 옛 모습을 모조리 복구하고 옛 이름을 

•현재 학사루는 함양초등학교 안에

서 교실과 군립도서관 등으로 이용되

다가 1979년 함양군청 앞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함양학사루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0호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4 (운림리)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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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써서 ‘학사루(學士樓)’라 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여 글월

을 엮어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함양은 신라 시대에 천령군(天嶺郡)으로 불렸다. 문창후(文昌侯) 최치

원(崔致遠)은 자가 고운(孤雲)으로 일찍이 천령의 수령이 되어 이 누각

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미 천 년이 지난 것이다. 천령의 백성들은 문창

후가 끼친 은혜를 생각하여 지금도 그 누각을 ‘학사루’라 부르고 있으

니, 이는 그가 이곳을 거쳐 갔음을 들어서 기념한 것이다.“

『연암집(燕巖集)』제1권, 「함양군 학사루기(咸陽郡學士樓記)」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54호 함양상림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46 - 1962. 12. 07.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854 - 1988. 04. 30.

제406호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79 - 1999. 04. 06.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294호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263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375호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768-6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376호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배움길 11 

(교산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474호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산18-1, 

벽송사 
조선시대 1968. 12. 19.

보물 제1691호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14,  

법인사 (금천리) 
조선시대 2010. 12. 21.

보물 제1731호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 경남 함양군 금성길 14 (안의면) 조선시대 2011. 12. 23.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60 - 1966. 09. 08.

사적 제322호 함양 황석산성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153-2 고려시대 1987. 09. 18.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일원 (원평리) 
조선시대 2009. 05. 26.

명승 제72호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00 - 2010. 08.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