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93호

지정(등록)일 2008. 03. 12.

소재지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00

의병의 사기를 북돋아 준 느티나무,  
의령 세간리 현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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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기슭이나 골짜기 또는 마을 부근의 흙이 깊고 그늘진 땅에서 잘 자란다.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원반모양으로 10월에 익는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마을에는 대개 큰 정자

나무가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기능을 했던 것이 느티나무였다.

경상남도 의령군 세간마을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다. 나이는 520여 년 정도

로 추정되며, 높이는 15m, 가슴 높이 줄기둘레는 7m이다. 이 느티나무에 큰 북을 매

달아 치면서 전국 최초로 의병을 모아 훈련을 시켰다고 하여 이때부터 느티나무보다

는 현고수(懸鼓樹)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성을 인정받아 2008년에 천연기념물 

제493호로 지정되었다.

식물 56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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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북을�걸어�의병들을�부르다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왜군은 부산포를 기습 상륙했다. 이로써 

7년 전쟁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 당파싸움에 휘둘려 대비 없이 멍하

게 앉아있던 관군은 변변한 대응 한번 못하고 연달은 패배로 풍비박

산되고 말았다.

이에 의령 땅의 곽재우는 선비로서 소중히 아끼던 책과 붓을 던지

고 왜적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재물을 털어 무기와 군량을 마

련한 그는 전쟁발발 후 불과 9일 만인 4월 22일 전국 최초의 의병을 

모집하여, 17장령들과 함께 서부 경남으로 들어온 왜군을 무찔렀다.

이 소식을 들은 숫한 의병들이 곽재우를 찾았다. 이들을 전장으로 

계속 내보내기 위하여 무엇보다 훈련이 급선무였다. 이에 곽재우는 우 ▼�의령�세간리�현고수(느티나무)

•곽재우의 기의는 호남·호서의 의

병보다는 한 달, 김면(金沔)·정인홍

(鄭仁弘) 부대보다는 50일 정도 빠른 

최초의 의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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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커다란 북을 하나 마련하여 마을 입구 당산목 느티나무에 매달았다.

‘두두둥 두두둥’ 넓은 들판을 굵게 울려 퍼져 나가는 북소리는 젊은

이들을 마음속 깊이부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분으로 들끓게 했다. 

북소리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고 군령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현고수’는 곽재우 장군이 말을 매고 큰북을 달고 치며 의병들을 불

러 모은 바로 그때 그 나무이다. 이 나무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

별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ㄱ’자로 구부정하게 구부러진 줄기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북이 걸려있었을 듯하다. 그 때문일까 나무를 보

고 있자면 금방이라도 적의 섬멸을 독려하는 전쟁터의 북소리가 터져 

나올 것만 같다.

이렇게 ‘북을 매달았던 나무’라는 뜻에서 이 느티나무가 ‘현고수’라

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해마다 열리는 의병제전 행사를 위

한 성화를 이곳에서 채화하고 있다.

▲���의령�세간리�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2호

·소재지 :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 외 3필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의령�세간리�현고수�(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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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는 현고수 외에도 마을 뒤로 돌아 들어가면 천연기념물 302

호 은행나무 한 그루가 같이 자란다. 높이 25m, 지름 3m나 되며 높이 

2m쯤 되는 곳에서 큰 가지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전체적으로 웅장

하면서 원추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무이다. 대체로 현고수와 같은 

시기에 심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 홍의장군을�기억하며

들으니 홍의장군은

왜군을 노루 쫓듯 한다고 하네.

그대를 위해 말하니 끝까지 힘을 다해

곽분양처럼 되소서.

『연려실기술』16,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의병 곽재우1)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은 이 같은 시를 지

어 곽재우를 칭송했다.

•곽분양은 당 현종 때의 곽자의(郭子

儀, 697~781)로, 안록산의 난을 평정

하는 데 공로를 세웠다. 그가 노년에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손들과 함께 연

회를 즐기는 모습을 그린 <곽분양 행

락도(行樂圖)>는 성공과 행복의 상징

으로 자주 그려졌다.

1) 聞道紅衣將 逐倭如逐獐 爲言終戮力 

須似郭汾陽

◀�의령�세간리�현고수(느티나무)�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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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투에서 홍의를 입고 뛰어난 무공을 세웠다고 해서 홍의장군

(紅衣將軍)으로 불리기도 하는 곽재우(郭再祐, 1552~1617)는 외가인 

의령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이곳에서 의병장으로 주로 활동했다. 그

래서인지 지금도 의령이 그를 대표하는 지역이 되었다.

세월이 무수히 흘렀지만 여전히 의령에서는 그를 기리고 있다.

2015년 경남 의령군은 10월 10일 오전 충익공 곽재우 장군의 탄신 

463주년을 맞아 곽재우 장군을 비롯한 17장령, 무명의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충익사 사당에서 기념 다례제를 봉행했다. 다례제에는 

오영호 의령군수를 비롯해 18장군 후손과 관내 기관단체장, 관람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례는 오영호 군수가 헌관으로 18장군의 후손인 이상조씨가 고유

축관을 이행했다. 오영호 군수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제42회 한인축제에 의병제전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하고 돌아

왔다"며 "자랑스러운 의병문화가 세계적인 축제로 널리 알려지는 계

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96호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 자국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리 316  - 1968. 05. 29.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 

외 3필 
 - 1982. 11. 09.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 경남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산34-1 - 1988. 04. 30.

제492호 의령 백곡리 감나무 
경남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2길  

158-15 
 - 2008. 03. 12.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373호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797-1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472호 의령 보천사지 승탑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96-1,  

781-4 
고려시대 1968. 12. 19.

보물 제671호 곽재우 유물 일괄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1 조선시대 1980.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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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6호
중교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93 - 1972. 02. 12.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62호
용사일기목판 경남 의령군 정곡면 정곡8길 8-1 조선시대 1972. 02. 12.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14호
성황리 삼층석탑 경남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693 통일신라시대 1974. 12. 28.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201호
의령향교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리 - 1982. 08. 02.

경상남도기념물

제101호
호미산성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51-5  - 1990. 12. 2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6호
의령 보덕각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 1983. 07. 2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31호
의령 덕곡서원 경남 의령군 의령읍 벽화로 629-12  - 1985. 11. 14.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3호
의령 안희제 생가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로2길 37 - 1993. 01. 0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55호
수도사 석탑 및 부도군 경남 의령군 용덕면 이목리 157, 636  - 1997. 12. 3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63호
의령 수도사 칠성탱 경남 의령군 용덕면 덕암로 581-137  - 2005. 01. 13.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37호
의령 입산리 탐진안씨 종택 경남 의령군 입산로2길 15-5 대한제국시대 2008. 02.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