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호남한국학 교양강좌

절의로 시대의 격변을 이끈
호남, 의향(
)이 되기까지

義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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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
□ 주 최/후원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주 관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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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원 작가 <초청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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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좌

의향 호남과 시대정신

송 갑 석
(국회의원, 전 광주학교 교장)

의향 호남과 시대정신
송 갑 석(국회의원, 전 광주학교 교장)
『무등산 역사길이 내게로 왔다』 저자

광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광주는
의(義)를 따라 걸어온
역사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꽃 피우고,
모두를 감탄시키는 음식 맛을 지켜온 도시입니다.
그래서 빛고을 광주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큰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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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광주가 의향(義鄕)인가?
예부터 선각자들 사이에서는 ‘광나장창(光羅長昌)’이란 말이 회자(膾炙)되어왔다. 절의와
의로운 조선 선비들을 품어 배출한 곳이 광주 · 나주 · 장성 · 창평이라는 의미이다.
조선 폭군의 대명사 연산군시절, 채홍사(採紅使)의 눈에 띄어 연산군의 애첩(숙용淑容)
이 된 딸의 권세를 뒷배삼아 온갖 패악질을 일삼던 우부리(牛夫里)를 장살(杖殺)의 형벌로
죽여 꼿꼿한 선비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준 서창 절골 사람 눌재 박상과 육봉 박우 형
제, 환벽당의 주인 사촌 김윤제와 푸르디 푸른 빙월당의 고봉 기대승, 의병의 선각자 송
천 양응정과 금호 임형수, 나라를 구하는데 영남·호남이 따로 있나 화순의 일휴당 최경회,
장성 관수정의 주인 지지당 송흠,

호남 유일의 문묘(文廟) 배향자 필암서원의 하서 김인

후와 노사 기정진, 화차로 나라를 구한 망암 변이중, 표해록의 저자 금남 최부와 중국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한 방랑 시인 백호 임제 , 명제상 사암 박순, 창평의 면앙정 송순, 소
쇄옹 양산보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송강 정철,

인내로 살고 기록으로 투쟁한 보성

의 은봉 안방준 등이 그들이다.
‘광나장창’ 맨 앞에 ‘광(光’)자를 앞에 둔 것은, 의로운 선비가 많아 빛이 나는 곳이 광주
라서 그러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광주 사람들의 DNA속에 의(義)로움의 정
기(精氣)가 깃들어 있고 광주의 넋(魂魄)에는 선비정신, 의병정신 핏줄을 타고 흐르고 있
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광주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선봉의 고장이다. 특히
1592년 4월 임진왜란과 구한말, 들불처럼 의병들이 일어나 잉걸불이 되어 나라를 구하고
자 제 한 목숨을 초개처럼 버렸다. 임진왜란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제봉 고경명과
복수의병장 고종후, 고인후 부자, 의병의 든든한 후원자 회재 박광옥, 지혜와 용기로 나라
에 충성한 금남군 정충신과 어등산 아래 박산마을의 양팽손의 손자 양산숙, 세상 다스림
에 밝았던 운암서원의 해광 송제민과 못 다 핀 꽃 김덕령, 세상이 싫어 은둔의 영토를 선
택한 풍암 김덕보, 서하당 김성원이 있었다. 한말에는 죽봉 김태원(본명이 김준)과 김율
형제, 양진여·양상기 부자, 강사문, 김원국·김원범 형제 등이 의병으로 나섰고, 호남창의회
맹소 맹주 백마장군 기삼연은 1908년 음력 설날 광주공원 앞 서천교 밑 백사장에서 총살
당하였는데 기삼연 의병장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광주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색동
옷을 입히지 않았고, 시신이 광주에서 장성으로 운구될 때는 인근 고을마다 사람들이 술
과 안주를 갖고 나와 길에다 펼쳐 두고 곡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일제 강점기인 1929년 11월 3일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는 전국 최초로 시민봉기 ‘곡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펼쳤으며 1980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이렇듯 원하던 원하지 않던, 호남사람들의 핏 속에는 의로움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의
로움의 DNA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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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사(忠壯祠) - 충효로써 죽음을 삼은 의병장
⦿ 임진왜란(1592~1598)의 초기전개
⦁4월13일 조선건국 200년이 되던 해에 왜군 조선침략 개시 육군 총9군 15만8천8백명,
수군 총 9함대 9천2백명, 본토 예비병력 약 15만
⦁4월14일 부산진 함락
⦁4월15일 동래성 함락. 싸우지 않으려면 명나라 정벌 길을 빌려달라는 왜군의 요구
에 동래부사 송상헌(정읍출신)은 전사역(戰死易) 가도난(假道難) 즉 싸우다 죽기는 쉬
워도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고 결사항전. 송상헌과 양산군수 조영규(장성출신)전
사
⦁25일 상주성 함락(순변사 이일 패전. 최초의 중앙군 장수)
⦁28일 충주 한금대 전투 패전(조선의 에이스 신립장군 패전)-서울을 출발할 때 중앙군
사 300명 겨우 소집. 충청도 병력 8천과 왜군 1만8천7백의 싸움
⦁5월 2일 한양 왜군에 점령(개전 20일만에)
⦁6월14일 평양 왜군의 점령(개전 2개월만에 호남과 평안도 일부 제외한 전역이 점령됨)
⦿ 이 기간 선조의 행적
⦁탄금대 패전 소식을 듣고 패닉상태
⦁4.30일 한양 버리고 북상. 5월 1일 개성도착, 5월 8일 평양도착, 6월 22일 의주 도착
⦁이 기간에 한 세 가지 일
① 우는 것 ② 양위소동 ③ 끊임없는 명나라 망명시도
⦿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정과 왕에 대한 백성의 분노
⦁경복궁, 창덕궁, 장예원(노비문서 보관청)을 방화
⦁평양성을 빠져나가는 선조 일행에게 돌을 던짐
⦁함경도로 피난한 두 왕자를 국경인이라는 조선의 관리가 붙잡아 왜군에 바침
⦁적지 않은 관리와 백성들이 왜군에 부역
□ 이해할 수 없는 전쟁1
적국의 수도와 궁궐을 점령했음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이해할 수 없는 전쟁2
오합지졸 조선군대에 어떻게 이순신 같은 존재가 가능한가
⦿ 조선을 구하는 호남
湖南國家之保障, 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국가지보장, 약무호남시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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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바다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꾼 이순신과 전라도 수군
⦁5월 7일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옥포해전 승리(적선 26척 격침)
⦁5월 7일 합포해전 승리(적선 5척 격침)
⦁5월 8일 적진포 해전승리(적선 11척 격침)
⦁5월 29일 사천해전 승리 - 처음으로 거북선 등장
⦁6월 2일 당포해전 승리(왜선 21척 격침)
⦁6월 5일 당항포해전 승리(왜선 25척 격침)
⦁6월 7일 율포 해전 승리(왜선 7척 격침)
- 선조는 2차 출전 네 차례의 전후보고를 6월 21일 받았고 25일 후인 26일에야 명나
라 망명을 단념
- 1,2차 해전에서 모두 패한 히데요시는 나고야 사령부에서 긴급작전회의 소집
“이순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 있는가?”
“자세히 모릅니다. 조선군 포로들도 신립과 이일은 알지만 이순신이란 이름은 처음 듣
는다고 합니다.”
연합함대를 결성하여 조선수군을 전멸시키라 명령
⦁7월 8일 한산도 해전승리.(47척 격침. 12척 나포, 왜군 최소 3천명이상 살상)
⦁7월 9일 안골포 해전승리.(42척 격침)
- 두 전투에서의 아군 사상자는 전사 19명, 부상 114명
- 한산도 해전 후 히데요시의 명령“이후 조선수군과 접전치 말라”
⦁9월1일 부산포 해전 승리(100여척 격침)-10월5일(음9.1)은 부산 시민의 날
⦁1593년 7월 15일 이순신. 한산도로 본영을 옮김
⦁1593년 8월 1일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
□ 조선수군의 승리요인
- 이순신의 착실한 전쟁준비(판옥선, 거북선, 무기, 군사양성, 훈련)
- 판옥선의 상대적 우위와 대포화력의 우위
- 치밀하고 신중한 작전(숫적 우위 유지, 거리유지, 기습, 학익진 등)
- 전라도 수군들의 헌신-전라좌수영:5관(순천,보성,낙안,흥양,광양) 5포(진)
- 이순신 휘하 144명 부장들의 출신지-고흥34, 순천19, 나주15, 장흥11, 무안10
함평10, 보성, 강진, 영암 각7, 해남4, 진도, 낙안, 영광, 고창, 전주 각2.
○ 대규모 거병과 희생으로 민심을 되돌린 전라도 의병
□ 이해 할 수없는 전쟁 3
이런 임금, 이런 조정, 이런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의병이 가능한가?
(의병이란 개념도 생소)
⦁5월초 전라도군대 8천명을 이끌고 북상중 이던 전라관찰사 이광이 선조의 피난과 한
양 함락소식을 듣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림
⦁6.6일 전라관찰사 이광의 2차근왕군 3만이 1천6백명 왜군에게 용인전투에서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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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나주에서 김천일이 나주, 남평 사람들을 중심으로 송제민, 양산룡, 양산숙 형
제 등 300여명 거병. 당시 56세
⦁6월 11일 환갑의 고경명 담양 추성관 회맹후 유팽로, 박광옥, 김덕홍 등과 함께 거병.
6천명
- 호남 삼창의 : 고경명, 김천일, 유팽로
- 최초의 의병은 4월 22일 의령에서 거병한 홍의장군 곽재우
- 고령에서 거병한 의병장 김면
만석군이던 가산을 헐어 의병을 모았고(집안에 부리던 종700명 포함)그로 인해 가솔
들이 문전걸식하는 신세가 되었으나 개의치 않았으며 5월에 만들어 입은 갑옷을 다음
해 3월 과로로 쓰러져 죽을 때 까지 벗지 않았다.
유언으로 남긴 시가 가슴을 저리게 한다.
「지금까지 나라가 있는줄은 알았지만, 내 몸이 있는 줄은 진정코 몰랐구나」
⦁7월 10일 고경명, 유팽로, 안영, 고인후, 김덕홍, 김세근 등 8백여명 금산전투에서 순
절. 큰아들 고종후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고 복수의병장을 맹세하다.
⦁7월 20일 고경명의 순절소식을 듣고 보성, 장흥지역을 중심으로 임계영을 의병장 삼
아 박광전과

그의 아들들인 박근호, 박근제, 제자인 안방준, 장흥의 문유세 등이 전라

좌의병으로 거병.
⦁7월 26일 역시 고경명의 순절 소식을 듣고 화순의 최경회는 61세의 나이에 본인의 두
형, 아들, 조카들과 함께 전라우의병으로 거병, 최경회는 논개의 남편.
⦁10월 6일 전라좌우의병은 외곽에서 전투를 지원하여 제1차 진주성 전투, 즉 진주대첩
에 크게 기여한다.
⦁1593.2.12 김천일 등 호남의병 행주대첩에 기여.
⦁1593년 6월 22일 ~ 29일.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김천일, 최경회, 고종후, 황진, 양산숙 등 3천8백의 호남의병은 10만 왜군에 대항하여
관군과 명나라 군대, 경상도 의병의 지원없이 10일동안 사수하다 모두 순절
- 호남 절의록(정조23) :임란, 호란을 당해 절의한 호남출신 1천460명의 의사를 수록한 책
○ 호남을 지켜내고 한양 탈환의 초석을 닦은 권율과 호남군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 권율을 광주목사로 발령내다.
⦁용인전투 패배후 광주로 돌아와 1천5백명의 의병을 모집
⦁7월 8일 광주목사 권율 이치전투(대둔산 중허리를 넘어 전북 완주로 통하는 요충지)에
서 승리(한산대첩과 같은 날)
- 일본은 임진왜란 3대 전투를 일컬을 때 이치전투를 첫 번째로 침
- 이치 전투 후 권율 전라도 관찰사로 승진
⦁1593년2월12일 전라도 관찰사 권율 행주산성 전투 승리
⦁1593년6월6일 권율 도원수로 승진
⊙ 김덕령 조선 의병장이 되다
⦁1568(1세) 12.29일 광주 석저촌에서 3남3녀중 둘째 아들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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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4세) 종조부 사촌 김윤제로부터 글공부 시작
⦁1572(5세) 종조부 사촌 김윤제 사망
⦁1581(14세) 아버지 붕변 사망
⦁1585(18세) 흥양이씨 와 혼인
⦁1587(20세) 우계 성혼의 문하에서 수학
⦁1592(25세) 6월 5일 형 덕홍과 의병에 참여
6월 병환중인 어머니 봉양을 위해 돌아가라는 형의 권유로 귀향
7월 10일 형 덕홍, 고경명과 금산전투에서 순절
⦁1593(26세) 어머니 반씨부인 사망
10월 27일 담양부사 이경린과 장성현감 이귀가 전라도 관찰사 이정암에게 글을 올려
의병장으로 천거
11월 : 자형 김응회, 동생 김덕보 그리고 송제민이 충과 효 사이에서 고민하는 덕령에
게 거병을 권유
: 전라관찰사 이정암 덕령에게 거병권유
: 묵최로서 계의의병으로 나설 것을 결심하고 거병
: 약 3천의 의병을 모아 도원수 권율에 보고하고, 권율로부터 ‘초승군’이라는 표장을 받다.
⦁1593.12.13일 전라관찰사 이정암이 덕령을 의병장으로 발탁하는 장계를 조정에 올린다.
⦁1593.12.22일 분조인 세자를 삼례에서 만나다.
12.25일 세자로부터‘익호장군’이란 군호를 받다.
12.27일 전주 무과시험장에서 시범을 보이다.
⦁1594.1.1.일 선조로부터 ‘충용군’이라는 군호를 받다.
⦁1594.1.5일 선전관과 형조좌랑(정6품)에 임명됨.
⦁1594.2월 고성, 창원등지에서 왜적을 무찌르다.
⦁1594.4.1일 특명으로 각 도의 의병을 혁파하고 김덕령에게 예속시킴에 따라 전국 의병
의 총수가 되다.
⦁1594.8월 고성지방에서 노략질하는 왜군을 물리치다.
⦁1594.9.26~10.7 수륙연합작전인 ‘거제 장문도해전’에 이순신, 원균, 곽재우와 참전
⦁1595.3월 왜병을 정암 아래에서 크게 섬멸하다.
⊙ 사면과 복권 그리고 선양
⦁1661.8.30(현종2년) 김덕령 장군을 신원 시키고 복권하도록 명하다.
⦁1668.4.17(현종9년) 병조 참의에 증직되다. 하서 김인후(이조판서), 수은 강항(병조참의)
도 함께 증직
‣ 현종 즉위년부터 11년 12년을 정점(경시ㅣ근)으로 가뭄, 지진, 기근, 전염병이 계속
됐는데 그에 따른 호남민심 달래기가 아닐까?
⦁1678.3.1(숙종4년) 회재 박광옥과 함께 벽진서원에 합향
⦁1680.8.24(숙종6년) 왕명으로 사액. 10.15 병조판서로 가증
⦁1681(숙종7년) 액호를 의열사로 바꾸다.
⦁1694(숙종20년) 왕명으로「김충장 공유사」 처음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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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9.8(정조9년) 특명으로 시호를 의논케 하다. 덕홍은 지평, 덕보는 집의를 증직
⦁1788.4.6(정조12년) 충장 이란 시호를 주다.
11.16 김덕령과 흥양이씨의 정려비를 세우게 하고 석저촌의 이름을 충효리로 하
사하다.
⦁1789.1.14(정조13년) 종1품 좌찬성에 가증되다.(흥양이씨는 정경부인)
⦁1791.4.26(정조15년)「김충장 공유사」를 다시편집. 간행토록 하다.
⦁1971년 4월 ‘충장공 김덕령 장군 사우 복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974.4.4 충장사 기공식
⦁11.26 지금의 자리로 이장(11.19 파묘)
⦁1975.4.27 준공식(6천여명). 총사업비 1억3천만원

귀후제(歸厚薺) - 사촌 김윤제(沙村 金允悌) 재실(齋室)
- 누린만큼 베풀고 가진 만큼 나누었네.
사촌 김윤제(1501 ~ 1572년, 본관 광산)
○ 1501년 광주 충효동(석저촌. 성안마을)출생
- 사촌의 조부인 김문손때 광주노씨와 결혼하여 광주 금호동을 떠나 처가가 있는 충효
동에 1470년 무렵 정착. 2006년 현재 충효동 62가구 중 58가구가 광산김씨 낭장공파
○ 1528년(29세) 진사합격
○ 1531년(32세) 문과급제
이후 홍문관 교리 등 중앙관직과 영광, 부안군수, 나주목사 등 13개 고을의 지방관 역임
○ 1545년(46세) ‘을사사화’때 부안군수를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
이 시기에 ‘환벽당’을 지은 것으로 추정
○ 1551년(52세) 창계천에서 송강 정철을 만남
○ 1557(58세) 관직에 복귀하여 나주목사로 재직중 고봉 기대승의 「주자문록」 발간을 후
원하여 간행
- 주자문록 : 너무도 방대하여 학자들도 쉽게 접하고 소화하기 어려웠던 「주자 대전」
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64편의 글을 가려 뽑은 간추린 주자대전. 당시 기대승의
나이 31세
○ 1558(59세)년경 은퇴하여 환벽당으로 귀향
○ 1572(73세)년 사망
○ 중앙관직과 13개 고을의 지방관을 역임한 화려한 경력
○ 만석꾼의 재산가
○ 환벽당의 주인
○ 소쇄원(양산보)과 식영정(김성원)의 건립을 후원
○ 고봉 기대승의 후원자
○ 김성원과 송강 정철의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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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재산으로 관계수로를 개통하고 보(금다리보)를 쌓아 지역사회에 기여
○ 김덕령의 종조부, 서하당 김성원의 숙부가 되며 송강 정철은 외손녀 사위, 제봉 고경
명은 조카사위, 양산보는 매제임.
- 회재 박광옥이 송강 정철의 청으로 지은 사촌에 대한 애도시
청한 시절 급제하여 벼슬 하였고 / 흰 머리로 젊은이들 가르쳤었네
지방관을 역임할 제 은혜 끼쳤고 / 은퇴해도 노신으로 자문했었네
지초 난초 구원에 가득하였고 / 금과술로 좋은 때를 즐기었다네

풍암정사(楓岩亭舍) : 아름다운 정자, 가슴 아픈 사연
⦿ 풍암정사
〇 풍암 김덕보가 1614년(추정) 지음
〇 원효계곡과 어우러진 모습이 특히 아름다운 이 정자는 많은 사람들이 시와 글을 남김
- 제봉 고경명
- 석천 임억령 「그림 같은 도원승경 이곳에서 보았노라」
- 기암 정홍명(송강의 넷째아들. 풍암기)「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암괴석 사이에 백여
그루 단풍나무가 끼여 있어 가을이 한창인 때에는 서리 맞은 고운 단풍잎이 물위를
비추어 물빛이 단풍이고 단풍 빛이 물빛이다」
〇 이 아름다운 정자에는 한집안, 한사람의 가슴 아픈 역사와 사연이 깃들어있음
⦿ 풍암 김덕보(楓巖 金德普, 1571~1627)
- 1571년 광주 석저촌(충효동) 3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남
- 1581년(11세) 아버지 세상을 뜨다
- 1592년(22세) 임진왜란 발발
⦁6.5일 큰형과 작은형 의병에 참여
⦁7.10일 큰형 덕홍(16세 연상) 고경명 장군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
- 1593년(23세) 어머니 세상을 뜨다
⦁11월 작은형 의병을 일으키다
〈상중인 작은형이 의병장 권유를 받고 충과 효 사이에서 주저하자 임금이 욕을 보는
때를 당하여 마땅히 신하가 죽는 절개를 바쳐야지 어찌 효를 굽혀 충을 펴는 것이라
해서 어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가 마땅히 함께 국란에 나서야 하겠지만
여막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 형님은 국란을 평정하러 나아가십시오. 이 아우가 여막을
지키겠습니다.라며 형의 거병을 독려함〉
- 이후 어머니의 삼년상을 치르면서 전국 의병대장이 된 형에게 식량, 무기 등을 조달하
고 상담과 조언 역할을 함
〈당시 형이 덕보에게 이르는 말이 너에게 나의 용력이 있거나, 나에게 너의 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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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몸도 화를 면하고 공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점을 보아 김덕보의 사
려 깊고 지혜로운 됨됨이를 알 수 있음〉
- 1596년(26세) 형 덕령 이몽학 난의 여파로 누명을 쓰고 체포됨
8월21일 6차에 걸친 형문 끝에 끝내 승복하지 않고 옥중에서 장살됨
8월 형의 시신을 소달구지에 싣고 와 무등산에 안장
- 1597년 5월26일(27세)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언급됨
〈엎어지며 자빠지며 간신히 악양(하동군 악양면) 이정란의 집에 이르렀으나 문을 닫고
거절당했다. 김덕령의 아우 김덕린이 빌려 쓰는 집이다. 나는 아들 열을 시켜서 억지로
사정하게 해서 들어가 잤다〉
- 1597년 9월 16일(27세) 형수인 흥양이씨 부인 순절. 담양 추월산으로 피난 갔다가 적
들이 핍박하여 다가오자 꾸짖으며 굴하지 않다가 보리암 근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다
- 1614년(43세) 풍암정을 짓고 은거
- 1627년(57세)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안방준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병환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망
- 1785년(정조9년) 전라도 유생들의 상소에 의해 큰 형과 함께 포상됨
- 1788년(정조12년) 고향에 삼형제와 흥양이씨 부인의 충절을 적은 비석을 세우게 했음
⦿ 은봉 안방준(隱峰 安邦俊, 1573 ~ 1654. 본관 죽산)
- 보성읍 우산리 출생
- 죽산 박광전의 문하에서 수학
- 임진왜란을 맞아 스승 박광전과 함께 의병을 일으킴
- 정묘⦁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킴
- 은봉야사별록, 호남의록 등 많은 저술을 남김
〇 조선중기 호남 3대 부자(해남의 고산 윤선도, 광주의 회재 박광옥과 함께)
〇 은봉야사별록(隱峰野史別錄)
-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이순신 장군과 호남의병 연구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책으로 인정받고 있음
- 1850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며 일본인이 번역, 간행 했을 정도
⦿ 회재 박광옥(懷齋 朴光玉, 1526~1593. 본관 음성)
- 서구 매월동 출생(전평제 옆 화산마을)
- 소과와 대과에서 급제하여 여러 중앙관직과 영광군수, 밀양부사, 나주목사 등 여러 지
방관직 역임
- 임진왜란 때 제봉 고경명과 의병을 일으키고 권율 장군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행
주대첩에 일조함
〇 조선중기 호남 3대 부자
〇 매월동에 전평제를 조성하여 서창일대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줌
〇 향약실시, 향교후원, 학당건립 등 지역사회에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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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괴정(三愧亭) -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1900년 남평문씨 문병일이 부친 문유식의 뜻을 기리고자 아버지의 호인삼괴를 붙여
만든 정자
○ 정자가 있는 자리는 평소 부친 문유식이 즐겨 찿던 장소로 없는 바람도 저절로 만들
어질 정도로 시원한 곳으로 한 여름에도 이불이 필요하고 음식 또한 잘 상하지 않는
곳 이었다 함
○ 들머리 논둑에 커다란 표지석이 있고 단풍나무, 향나무,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작
은할미 당산이라는 돌도 있음. (할아버지 당산과 큰 할머니 당산은 없어짐)
○ 1985년에 옛 기와를 시멘트 기와로 교체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쓰레기장을 만들고
가는 통에 지금은 정자 둘레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버림
⦿ 문유식 : 구한말 이곳 금곡마을의 부농 이었고 시예를 좋아하고 온화한 성품이었다고 함
- 남평문씨 : 중시조는 문익점
- 풍암 문위세(장흥. 남평문씨 29세손. 전라좌의병)
⦁박광전의 손아래 처남. 퇴계의 문인. 외숙부 귤정 윤구에게서 글을 배움
⦁윤구 : 해남윤씨.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 기묘사화의 영향으로 18년간 유배생활
⦁아들 4형제, 조카사위, 조카 그리고 증손등과 함께 의병에 참여
- 문유식은 남평문씨 34세손
⦿ 삼괴(三愧)
- 세 가지 부끄러움 : 미립(未立) - 뜻을 세우지 못함.
미현진(未縣親) -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지 못함.
미교자(未敎子) -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
- 자식이 본인의 뜻을 받들어 삼괴정을 지었으니 최소한 미교자의 부끄러움은 빼야할 듯
- 〈예기 禮記〉에도 군자의 다섯가지 부끄러움 이라는오괴가있고 경상도 중심으로 여
러곳에삼괴정이 있음.
- 문유식의 증손자 문병일(2003년 당시 50세로 마을에서 포도농사를 하고 있었음)의 삼괴
즈그 할아버지만 못하단 소리 안 듣고 살면 잘 사는 것인디... 근디 그것이 참 힘드요...
내 부끄러움은 큰 일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그라고 소원이 없으니 부끄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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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벽당(環碧堂) : 요순시대를 꿈꿨던 시인이자 실천가들
⦿ 환벽당
⦁사촌 김윤제가 1545년(을사사화) 즈음 지은 것으로 추정
⦁주변이 온통 대나무 숲의 푸르름으로 쌓여 있다는 뜻-영천자 신잠이 지음
⦁송강 정철을 발탁한 곳
1551년 여름 어느날 사촌이 낮잠을 자던 중 냇가에서 용이 꿈틀대는 꿈을 꾸다 깨어
창계천에 나가보니 한 소년이 멱을 감고 있었다. 16세의 그 소년은 귀향살이에서 풀려
나 아버지를 따라 창평으로 내려온 정철 이었는데 그날 순천 처가에서 은둔중인 작은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창계천 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중이었다. 이후 사촌은 송강
의 스승이자 후원자가 되어 10년동안 뒷바라지 하며 송순 임억령, 김인후, 기대승 등에
게 수학케하고 자신의 외손녀와 혼인까지 시킨다. 송강은 10년 후인 1661년 진사시,
1662년 문과에서 장원을 급제한다.
⦁김덕령이 어린시절 뛰어 놀던곳
⦁증암 천변의 정자 : 독수정원림, 소쇄원, 취가정, 환벽당,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송강정
⦁신죽림 칠현 : 소쇄원, 면앙정, 환벽당, 식영정, 송강정, 명옥헌, 취가정
⦿ 성산삼승(星山三勝) :
소쇄원(1520년대중반~1542년경, 양산보), 환벽당(1545년 김윤제), 식영정(1560년. 김성원)
⦁세 사람의 관계 : 김성원은 김윤제의 종질(사촌의 아들)이자 제자이고 양산보는 김윤제의 매제
⦁김윤제는 소쇄원 건립 초기와 식영정 건립에 많은 제정적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김윤제는 양산보에게 시집간 누이를 특히 예뻐하여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창계천에 다
리를 놓음(금다리)
〇 성산삼승에서 교유한 사람들
⦁면앙정 송순(俛仰亭 宋純, 1493~1582),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 사촌 김
윤제(沙村 金允悌, 1501~1572), 소쇄옹 양산보(瀟灑翁 梁山甫, 1503~1557) 하서 김인후
(河西 金麟厚, 1510~1560), 미암 유희춘(眉巖 柳希春, 1513~1577), 송천 양응정(松川 梁
應鼎, 1519~1557), 사암 박순(思菴 朴淳, 1523~1589), 서하당 김성원(棲霞堂 金成遠,
1525~1597),

회재

박광옥(懷齋

朴光玉,

1526~1593),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1527~1572), 제봉 고경명(霽峰 高敬命, 1533~1589),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
옥봉 백광훈(玉峰 白光勳, 1537~1582)
⦁양산보는 과거를 본적이 없고 김성원과 백광훈은 소과에 급제한 후 대과를 보지 않았
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소과, 대과 급제. 특히 양응정과 정철은 소과, 대과 모두 장원을
했고 김인후와 기대승은 소과 장원, 박순(아버지 박우는 소과 장원)과 고경명은 대과
장원
⦁이들은 화담 서경덕(1489~1546), 일재 이항(1499~1576), 퇴계 이황(1501~1570) 남명
조식(1501~1572), 우계 성혼(1535~1598), 율곡 이이(1536~1584)등과 활발하게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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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사선(星山四仙) : 석천 임억령,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송천 양응정
⦁식영정사선(息影亭四仙) : 석천 임억령, 서하당 김성원, 제봉 고경명, 송강 정철
〇 이들의 인척관계
⦁송순은 양산보와 외종 사촌지간(양산보의 어머니가 송순의 고모)
⦁임억령은 김성원의 장인이니 김윤제와는 사돈이고 박광옥이 외사촌 동생
⦁김윤제는 양산보의 처남, 김성원의 종숙이고 고경명이 종생질녀서(사촌 여동생의 사위)
정철이 외손녀사위
⦁양산보는 김인후와 사돈지간이고 양응정과는 8촌지간
⦁김인후는 유희춘과 사돈이고 기대승과도 사돈(손자가 기대승의 딸과 결혼)
〇 이들의 뿌리
⦁여말선초에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키기위해, 세조왕위 찬탈에 항거하여 낙향한 사람들
의 후예
- 송순, 박광옥, 고경명, 눌재 박상의 선조들
⦁김문발 - 광주 향약의 기원. 박순, 박광옥, 기대승 등이 계승
⦁무오⦁갑자사화 戊午⦁甲子士禍(1498, 1504. 연산군)의 영향
- 금남 최부 錦南 崔溥의 후예들 : 사위 유계린 그의 아들 유희춘
제자 윤효정 그의 아들 윤구(기묘명현)
제자 임우리 그의 조카이자 제자 임억령
-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의 후예들 : 제자 최산두 그의 제자 김인후, 유희춘
- 지지당 송흠 知止堂 宋欽의 후예들 : 제자 송순 그의 제자 김인후, 정철, 제자 양팽손
그의 아들 양응정
⦁기묘사화 乙巳士禍(1519. 중종 14)의 영향
-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 화순 능주에서 사약 받고 사망. 사림에 절대적 영향을 미
침. 양산보
- 신재 최산두(新齋 崔山斗) : 김인후, 유희춘의 스승
- 학포 양팽손(學圃 梁彭孫) : 양응정의 아버지
- 나옹 유성춘(懶翁 柳成春) : 유희춘의 형
- 눌재 박상(訥齋 朴祥) : 박순의 숙부. 송순, 임억령, 김인후의 스승
- 하천 고운(霞川 高雲) : 고경명의 조부
- 덕양 기준(德陽 奇遵) : 기대승의 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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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정 醉歌亭 : 의병장, 적이 아닌 임금의 손에 죽다
⦿ 1890년 김덕령 장군의 후손인 김만식이 건립
⦁취당 김만식(翠堂 金晩植, 1834~1900) 예조판서, 평안도 관찰사, 한성순보 창간, 최초의
영어학교의 장교
⦁1950년 한국전쟁으로 소실, 1955년 중건
⦁정자 전면 네 기둥에는
忠貫日月(충관일월, 충성은 일월을 꿰고)
氣壯山河(기장산하, 기개는 산하를 덮었는데)
醉歌於地(취가어지, 취하여 땅에서 부른 노래)
聲聞于天(성문우천, 감동하여 하늘에 들렸네)
⦁정자 앞 마당의 바윗돌 :근행석과 비슷
- 근행 覲行:시집간 딸이 친정에 뵈러 간다는 뜻
- 근행석:

충효마을 에서 친정(담양군 봉산면 연동리 연동마을)까지 이씨 부인이 치마

에 싸가지고

왔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사실은 덕령과 그의 친구들이 무등산에 있

던 좋은 바윗돌을 처갓집의 선물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음
- 흥양이씨(興陽李氏) : 세조의 왕위 찬탈에 벼슬을 버리고 경상도 상주에서 담양으로 이주
⦿ 석주 권필이 꿈에 김덕령의 시집을 얻었는데 그 첫머리의 시가
「취시가」(醉時歌)였고 이것을 세 번 읽은 후 꿈에서 깨어 기록함
「취했을 때의 노래 이 노래 아무도 듣는 이 없네
나는 꽃과 달의 취함도 원치 않고
나는 공훈을 세우고도 싶지 않네
공훈을 세움은 뜬 구름 다름 없고
꽃과 달에 취함도 뜬 구름 한가질세
취했을 때의 노래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네
다만 원하기를 장검 들고 밝은 임금 받들고 싶네」
그리고 답시를 지음
「장군께서 지난 날 칼과 창을 잡았으나
장한뜻 도중 꺽일 운명임을 어이하리
지하의 꽃다운 넋 다함없는 원한이
한 곡조 취시가에 또렷이 담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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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주 권필 石洲 權韠(1569~1612)
⦁선조, 광해군 시대의 최고 시인 중 한명. 문장가
⦁송강 정철의 문인, 허균의 절친
⦁임진왜란 이후 세상에 뜻을 접고 후학 양성
⦁송제민의 사위로 김덕령과는 인척간
⦁호방하고 자유분방, 불의를 좌시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서슬 푸른 풍자를 마다하지 않음
⦁광해군의 처남 유희분의 방종을 풍자한 시를 지어 잡혀가 고문 끝에 귀향길에 올라 동
대문 밖에서 행인들이 준 술을 폭음하고 사망
⦿ 김덕령
⦁1595(28세)10월 8일 살인죄 적용 체포 구금되다.
⦁1596(29세)2월 28일 왕명으로 석방되고 내구마를 지급받다.
7월 6일 이몽학의 난
7월 14일~17일 권율의 명령으로 난의 평정을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운봉까
지 갔다가 난이평정되자 다시 진중으로 돌아오다.
7월 18일 충청순찰사 종사관 신경행이 장군이 이몽학의 난에 연루됐다고 서
장을 올림.
7월 도원수 권율에 의해 체포
8월 4일 한양으로 압송되어 선조의 친국을 받다.
8월 21일 6차에 걸친 형문에도 승복하지 않고 옥에서 숨지다.
9월 초 무등산 이치(배재)에 안장
춘산곡 - 김덕령 옥중시
춘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붙는다
저 뫼 저 불은 끌 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의 내 없는 불이 나니 끌 물이 없어 하노라
⦁1597. 9.16 부인 흥양이씨 담양 추월산 에서 순절
□ 김덕령 죽음의 원인
- 중앙 정계의 거물 윤근수의 노복을 군율로 다스리다 죽게 하여 한차례 체포된 사건
으로 조정의 눈 밖에 남
- 전쟁이 소강상태 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병의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짐
- 무엇보다 이몽학의 난이 결정적
- 권위와 지지가 땅에 떨어진 왕과 지도층에게 백성들의 영웅인 의병장의 존재는 엄청
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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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좌

절의와 호남의 선비들
– 김덕령을 중심으로

김 덕 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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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 억울하게 죽고 광주 1번지에 자리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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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 억울하게 죽고 광주 1번지에 자리 잡다.
진주성 전투에 이어 전라도 의병을 이끈 마지막 의병장은 광주 출신의 김덕령이었다.
1593년에 의병을 일으킨 김덕령은, 조정으로부터 ‘충용장’의 호를 받고 전국 의병의 총수
가 되었다. 그는 남원, 고성 등지에서 활약하고, 영남의 곽재우 등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
다. 그러나 그의 명성을 시기한 무리들의 음모에 의해서 김덕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
였다. 이몽학의 난을 토벌하려다가 오히려 그와 내통했다는 무고로 인하여 옥사를 당했던
것이다. 광주의 중심가인 충장로는, 사후에 명예가 회복되어 추증된 그의 시호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將帥는 누구던고, 金德齡이 이 아닌가.
軍官이 令을 듣고 나는 듯이 날려가서
德齡 집을 찾아 가서 德齡을 재촉하여
漢陽 城中 得達하니, 李如松의 擧動 보소.
德齡의 손을 잡고 반가이 하는 말이
이같은 亂世中에 그대 같은 將略으로
數間茅屋 집 간운데 寂寞하게 누웠는고.
朝鮮을 나와 보니, 亂離가 大端하오.
蒼生은 姑捨하고, 社稷이 말 아닐세.
임금이 播遷하니, 社稷이 어렵도다.
日本 大將 少西이는 智謀將略 議論컨대
司馬穰苴 無可奈요, 孫臏 吳起 可笑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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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壯한 將帥 百萬 軍兵 거느리고
平壤을 屠戮하고, 練光亭에 坐定하여
府都를 雄據하니, 잡기를 議論컨대
그대 將略 아니오면 어느 누가 잡으리오. (한양5백년가)

2. 김덕령의 거의
충장공(忠壯公) 김덕령(金德齡:1567~1596년)은 본래 선비였지만, 의병을 일으켜 정부로
부터 장군 직위를 받았기 때문에 흔히 김덕령 장군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사후 2백여년
지난 정조 때에 충장이란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사우 이름은 충장사라고 한다. 1947년에
작명된 광주의 일번지 충장로란 도로명은 바로 이 김덕령의 시호를 딴 것이어서 김덕령
은 광주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특히 광주의 얼굴인 무등산을 언급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김덕령이다.
김덕령은 자는 경수(景樹), 본관은 광주이다. 체구가 작았으나 강인하였으며 탁월한 용
력을 지녔다. 누나와 힘 자랑을 한 일화가 전한다. 항상 스스로 재능을 감추었으며 형님
[덕홍]을 따라 우계 성혼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17세 무렵에 문장이 이미 이루어졌다.
1592년 임진란 때 형님을 좇아 고경명 의병진에 참여하여 전주에 이르렀으나, 형님의 권
유에 따라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귀향했는데, 형은 금산전투에서 순절하고 말았다.
1593년에 어머니 상을 당해 복상(服喪) 중에 김응회⋅송제민 등이 기의할 것을 권하고,
담양부사 이경린과 장성부사 이귀 등도 또한 감사 이정암에게 천거하므로 이에 감사가 조
정에 아뢰었다. 조정으로부터 자급(資給)과 전구(戰具) 등이 내려오니 공이 사양하였으나
부득이하여 상복을 입은 중에 기의하였다. 종제인 덕휴와 함께 담양에 가서 담양인 이인
경과 더불어 5천인을 모았다. 마침내 도내 여러 고을에 격문을 보내니 분조(分朝:세자 광
해군)에서 익호(翼虎)라는 호를 내려 주었다. 이 사정을 행재(行在:임금이 임시로 가 있는
곳)에 아뢰니 승지를 제수하고 또 충용(忠勇)의 호를 더 내리고 사신을 보내 격려하였다.
1594년 ‘영남으로 길을 떠난다’라는 격문을 영남에 보냈는데 “담양으로부터 동래⋅부산
에 이르러 바로 동해⋅대마도⋅일본 오사카성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진군
하여 남원에 이르러 광한루에 진을 쳤다. 광한루 앞에 큰 나무가 있어 수풀을 이루었는데
공이 장검을 휘둘러 잠깐 사이에 이를 다 베어내고 말 달리는 훈련장을 만들었다. 남원
사람 최담령이 담략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부장(副將)을 삼았다.
의병장 곽재우에게 글을 보내 함께 원수 갚는 일에 힘쓰자는 뜻을 밝혔다. 이때에 두 마
리의 호랑이가 진중에 들어왔는데 공이 손으로 이를 잡아 왜군 진영에 보이니 적들이 더욱
두려워하였다. 김덕령에 무등산에서 호랑이를 잡은 일화도 있다. 진군하여 진주에 이르러 크
게 둔전(屯田)을 일으켜 싸우며 지킬 계책으로 삼았다. 임금도 제도의 의병들을 모두 충용군
에 속하게 하니, 적들이 공의 위명을 듣고 모습을 그려놓고 보면서 말하길 “진짜 장군이다”
고 하고 석저장군(石底將軍)이라고 칭하면서 군사들을 거두어들이고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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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을 이끌고 의령에 도착하여 곽재우와 함께 정암의 아래에 진을 쳤다. 공이 곽공
에게 “적들이 무얼 하려 하는가”라고 물으니, 곽공이 답하여 “적들이 필시 밤을 틈타 강을
건너 우리를 치려고 함이라”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두 진이 한데 합쳐 있음
은 좋지 않다”고 하고 마침내 병사들을 이끌고 물을 건너 몰래 그 표목을 뽑아 깊은 곳에
꽂아 두었다. 적들이 과연 밤에 와서 표목을 보고 건너왔다. 공이 그 뒤를 밝아 북을 두드
리며 함성을 지르고 뒤쫓으니 적들이 거의 다 몰살당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진주에 주둔하면서 여러 차례 조정에 싸움을 허락해 줄 것을 청했으나 이때 명나라 장
수 심유경은 바야흐로 화의를 이루고자 하고 또 공이 전공을 세우는 것을 꺼리는 자들이
또한 이를 따라 막는지라 출전의 명을 얻지 못하였다. 공은 대공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알고 술 마시는 것으로 울분을 달래었다. 마침내 무고를 당해 체포되니 영남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그 원통함을 호소하여 석방되게 되었다. 임금께서 불러 보시고 위로하며 말
한 필을 내려주어 진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1596년 충청도에서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과 내통했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잡혀가 국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에 조정에서는 모두 “덕령은 하늘을 날아다니니 체포할
수가 없다”고들 말하였는데, 승지 서성만이 홀로 “덕령이 반역을 도모하였을 리가 만무하
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노하여 “네가 가서 잡아 오라”고 함에 서성이 도착해 본즉 이미
진주 옥에 갇힌 뒤였다. 의연하게 포박당한 채 의금부에 이르러 임금으로부터 친국을 받
았다. 패전의 책임을 전가하여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조는 가혹한 형벌을 가했
다. 김덕령은 6차례의 형문에도 자복하지 않았다. 임금의 눈치를 살피고 정파적 이해관계
를 따지며 일부 신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옥사하고 말았다. 정탁⋅김응남 등은 모두
힘써 구원하였으나, 오로지 영상 유성룡만이 말하길 “이후에 만일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는지 신은 모르겠나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옥중에서 8월 21일에 옥사하였다. 그의 죽음은 누가 봐도 원사(寃死)였다. 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술을 나누며 기뻐하였다. 진주 백성들은 거리에서 통곡하였고 온 나라 사
람들은 슬퍼하면서 악무목(중국 송나라 장군 악비)의 죽음에 비견하였다.
정조는 ｢김충장유사서(金忠壯遺事序)｣에서 “아, 충장공 같은 이는 어쩌면 그리도 불행했
던가. 그가 태어난 시기는 국운이 한창 왕성하던 선묘 때였다. 그 당시 인재가 배출된 것
은 거의 주 나라 무왕(武王) 때에 버금갈 정도였는데, 그가 그 뛰어난 용력과 세상을 요
리할 만한 재목으로 칼을 짚고 용기백배한 군사들을 통솔할 때, 익호장군이니 석저장군이
니 하여 조정에서 그를 중히 여기기 어떠했으며 또한 적국에서는 얼마나 꺼려하던 존재
였던가. 그 강대하고도 충만한 기운을 절월(節鉞)을 잡고 전군을 지휘하는 데 조금이라도
써 보았더라면 연연산(燕然山)에다 공적을 새길 만도 하고, 능연각(凌煙閣)에 화상이 걸릴
만도 했을뿐더러 임진왜란 때 8년 동안이나 그들로부터 치욕을 당할 까닭도 없었을 것이
다. 애석하게도 하늘은 그를 내셨는데 사람이 액을 주고, 재주는 타고났는데 쓰이는 길은
좁아 결국 무고한 탄핵을 받은 무목(武穆), 악비(岳飛)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금인(金人)들
이 술을 마시며 축하를 하게 한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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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화가 된 김덕령
김덕령 옥사 이후 전국을 누비던 호남 의병들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의병을 일으
켰다가 김덕령처럼 비운의 죽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력한 힘이나마 서로 합쳐
국난극복에 뛰어들어도 부족한 판에 서로를 물어뜯고 중상모략하고 죽였다. 그 결과는 참
혹했다. 1년 뒤 정유재란이라는 왜군의 재침은 또 다시 전국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들고 말았다. 그때 김덕령의 부인 이씨는 추월산에서 적을 만나 순절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덕령은 뒤늦게 신원되었다. 1661년(현종 2)에 전라
감사는 김덕령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현종은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대신들이 합당
하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현종이 허락함으로써 신원이 이루어졌다. 사후 65년이 지난
뒤였다. 그리고 7년 뒤에 병조참의의 증직이 내려졌다. 이민서(李敏敍)가 광주목사로 재임
하던 1678년(숙종 4)에 광주사림들의 발의에 힘입어 서창 벽진에 있는 벽진서원(碧津書院)
에 김덕령을 추향하였다. 이때 이민서는 김덕령 전기에 해당되는 ｢김장군전(金將軍傳)｣을
짓기도 했다. 벽진서원은 율곡 이이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으로 활약한 회재
박광옥(朴光玉:1526~1593)을 제향하기 위해 1604년(선조 37)에 설립되었다. 김덕령 배향과
함께 양인의 충효대절을 포장하는 의미로 사액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다
가, 1680년(숙종 6)에 광주목사에서 동경연(同經筵)으로 자리를 옮긴 이민서의 청액 상소로
마침내 의열(義烈)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김덕령에게 병조판서의 증직이 함께 내려졌다.
이어 의열사에 1694년(숙종 20)에는 광주목사를 역임한 양곡 오두인(吳斗寅)이 배향되
었다. 1788년(정조 12)에는 김덕령의 형제인 김덕홍(金德弘), 김덕보(金德普)를 합향하자는
상소로 모두 5위가 의열사에 제향되게 되었는데, 이때에 정조 임금에 의해 김덕령에게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석저리에 충효리란 이름이 내려졌다. 의열사는 1868년에 훼
철된 후 중건되지 못하다가 1986년에야 중건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1971년에 경향의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충장공 김덕령장군 사우 복원사업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충효초등학교에서 기공식을 갖고 충효동 오월당에 터를 잡았으나,
동네 속에다가 터가 협소하다는 기술진의 자문에 의해 현재 지점으로 위치를 변경하였다.
1974년에 추진위는 ‘충장공김덕령장군 유적보존회’로 개편하고 충장사를 착공하여 이듬해
인 1975년에 완공하게 되었다.
김덕령의 신화화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이 검이다. 그 검은 거병 당시 김덕령 장군이
가져간 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니 아쉽기만 하다. 김덕령이 장차 국난이 있을 것을 예
견하고 칼을 주조했다는 곳이 기록상으로는 두 군데가 보인다. 하나는 입석대 위에 있다
는 주검굴(鑄劒窟)이다. 18세기에 발간된 지리지인 여지도서와 광주목지에 따르면, 주
검굴은 무등산 입석대 위에 있고, 김덕령 장군이 의병을 일으킬 때에 이곳에서 대검을 주
조했다. 주검굴의 더 정확한 위치에 대해 나도규(羅燾圭:1826~1885)는 ｢서석속록(瑞石續
錄)｣이라는 유산기에서 상봉에 있다고 했다. 나도규보다 뒤에 무등산을 다녀온 뒤 유산기
를 남긴 이연관도 주검굴이 무등산 정상부에 있다고 말했다. 19세기에 작성된 고지도에
도 입석대 위에 ‘김충장공주검굴’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검굴이 입석대 위에
있다는 말은 당시 기록은 물론이고 사람들 기억에 제법 각인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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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입석대나 서석대 아래에 있다는 주검동(鑄劒洞)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발
간된 광주읍지의 기사는 칼을 주조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앞의 것과 같다. 그
러나 주검 장소의 이름에 대해서는 주검동이라고 했고, 위치에 대해서는 입석대 아래나
서석대 아래라고 했다.
이름과 위치가 기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왜 이러할까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무등산과 관련된 김덕령 설화가 많은 것처럼, 김
덕령이 영험한 칼을 주조했다고 하는 장소 또한 광주 사람들에게 복수로 기억되고 있었
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주검굴과 주검동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에 가까울까가 궁금하다. 주검굴은 문자
그대로 주검을 한 굴이라는 뜻이고, 주검동은 주검을 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중에서
주검동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 이민서가 ｢김장군전｣에서 김장군이 의병을 일으킬 때에
서석산 골짜기에 들어가 대검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주검을 한 곳이 입석대 위일까, 아니면 입석대 아래일까도 궁금하다. 입석대 위라면 숯
과 철 및 영광로 등을 이동하는 데에 따른 불편한 점이 많다. 하지만 입석대 아래라면 사
정은 훨씬 나은 편이다. 따라서 주검 장소가 입석대나 서석대의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서석산 골짜기에 들어가 대검을 만들었다는 기록과 부합된다.
이렇게 보면, 김덕령 장군이 의병을 일으킬 때에 칼을 주조했다는 곳은 지금의 주검동
임에 분명하다. 원효사 뒤의 칼등처럼 내려 온 한 가닥 능선을 ‘주검등’이라 하는데, 이는
주검등 끝의 바위 아래에 김덕령 장군의 검을 만들었던 주검동이 있기 때문에 주검등이
라고 한다. 바로 그 주검동의 큰 바위에는 “만계력사(萬曆癸巳) 의병대장(義兵大將) 김충
장공(金忠壯公) 주검동(鑄劍洞)”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바위 높이는 어른 키만 하고 폭
은 4~5미터 정도 되는데, 계사년(1593년)에 의병대장 충장공 김덕령이 칼을 주조한 골짜
기라는 뜻이다. 그리 유려한 필체는 아니지만, 이 글씨를 누가 언제 써서 새겼는지에 대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1933년에 광주군사를 쓴 일본인은 뒤에
그 자손들이 그 유적을 추모하여 암벽에 주검대(鑄劍臺)라고 새겼다고 했으니, 그 후손들
이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담양 보리암 옆 바위에 19세기 광주목사 조철영
이 김덕령 부인의 순절 사실을 새겼기 때문에, 주검동 글씨도 그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지만 속단할 수 없다.
김덕령의 검은 단순한 명검의 차원을 넘어 신검(神劍)이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
다. 실려 있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변형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김덕령이 주검동에서 칼을 만들었을 때 산에서 뇌성이 울리고 계곡에서
흰 기운이 솟아올랐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광주읍지에는 칼이 완성되자 산에서 뇌성
같은 소리가 울리고 수일 동안 계곡에서 하늘까지 흰 기운이 솟아올라 사람들이 모두 이
상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보다 훨씬 먼저의 자료인 안방준(安邦俊:1573~1654)의
은봉전서에도 장인이 장검 주조를 완성하자 청백의 기운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산이
5~6일 동안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뇌성과 백기는 신검의 등장과 김덕령의 옥사를
의미하는 신호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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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김덕령 장군이 검을 차고 정지(鄭地:1347~1391) 장군의 철의(鐵衣)를 입고 정장
군 묘에 제를 올리는데 차고 있던 검이 스스로 땅에 떨어져 사람들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읍지에 “분토동(奔兎洞)은 주의 북쪽 15리에 있는데 경렬
공 정지의 무덤이 있다. 충장공 김덕령이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킬 때 정지의 갑옷을
입고 그의 무덤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허리에 찬 칼이 문득 스스로 풀어지니 사람들이 신
기하게 여기며 상서롭지 못한 징조라 하였다. 당시에 입은 갑옷은 지금까지도 자손의 집
에 보존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정지 장군이 고려말에 왜구의 두목 왜산지(倭山智)를 무찌를 때 철의를 입었다는 말이
전해온다. 광주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거사를 도모할 때에는 어김없이 정지의
갑옷을 꺼내 입고 전의를 불태웠다. 김덕령이 바로 이 철의를 입고 주검동에서 주조한 칼
을 차고 정지 장군 묘에 나아가 비장한 각오로 출정식을 거행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때
그 검이 허리에서 떨어져 버렸다. 매우 상서롭지 못한 일이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 김덕령은 무고에 휘말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내용이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가장 이른 문헌은 광주목사를 역임한 이민서(李敏敍:1633~1688)가 지은 ｢김장군전(金將軍
傳)｣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강재항(姜再恒:1689~1756)의 ｢김덕령전(金德齡傳)｣과 앞서 언
급한 것처럼 광주읍지에도 적혀 있다. 병자호란 때에 절양루에서 의병을 일으키면서 유
평(柳玶:1577~1645)도 철의를 입었다. 철의는 현재 광주시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주검동은 무등산에 서려 있는 김덕령 장군의 대표적인 전설 소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전설들은 아마도 김덕령 장군의 예사롭지 않은 생애와 억울한 죽음을 암시한 것 같다.
김덕령의 억울한 죽음은 이후 호남지방에서 의병에 응하는 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말
았다. 이 말은 택당집에 실려 있다. 그만큼 호남 사람들에게 미친 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4. 나가는 말 - 호남 사람들의 대를 이은 의병 활동
정묘호란 때 양호의병의 주력부대가 호남출신으로 충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임진왜란 때에 거의한 호남의병(고경명, 김
천일 등)이 국란극복의 견인차였다는 자부심이 작용하였다. 또한 호남의병은 김장생의 격
문 이전에 재경 호남사림의 통문이나 전쟁 발발 소식에 의해 자생적으로 조직되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정묘호남의병은 후방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의병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호남의병 가운데 본인이 이전에 임진왜란이나 이괄의 난 때에 의병을 일으킨 전
력이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친족 가운데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킨 사람도 적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부자나 형제 또는 친족끼리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병자호란 때에도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호남을 의향으로
칭하기에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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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 때 활약한 안방준 의병진은 안방준 본인의 개인적 흡인력에 의해 구성되었다
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그렇지만 의병 개개인의 친족간의 결속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부자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데, 안방준과 그의 아들
들의 거의가 그것이다. 뒤에 언급할 민대승이 그의 둘째 아들과 거의하기도 하였다. ②형
제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데, 김취인(金就仁, 본관 낙안)은 동생 근인과 함께 안방준 의
려에 들어갔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김선이 동생 전과 함께 동참하였다. ③친형제는
아니지만 종형제끼리 거의한 경우가 많다. 가령, 김종혁(金宗赫, 본관 김해)은 종형제와
함께 안방준을 따라 거의하여 군무를 주관하였고, 최강(崔崗, 본관 경주)은 종형 현과 함
께 거의하였다. 이외에 김여련(金汝璉, 본관 광산)은 7종형제와 함께 안방준을 따라 거의
하였다. ④숙질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데 황석준(黃錫俊, 본관 장수)는 조카들인 유중,
수남, 시민, 득영 등과 함께 창의하여 병량을 모집한 후 안방준 막하에 들어가 군무를 규
획하였다. 이 가운데 황시민도 군무를 주관하였다고 한다. ⑤이 외에 형제숙질간에 참여
한 경우도 있는데, 보성 출신 조홍국(趙弘國, 본관 순창)은 숙부 정형⋅정현, 사제 창국,
종제 흥국, 종질 순필⋅순립과 함께 거의하여 안방준 막하에 들어가자 안방준이 ‘1문7의’
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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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1896 호남의병과 광주
3. 을사늑약 이후 호남의병과 광주
4. 광주의병의 주도인물
5. 광주의병의 활동
6.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한말의병은 1895년부터 1915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약 20여 년간 투쟁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1905년 무렵에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전국의 크고 작은 산과
너른 들판은 일본 군경과 맞서 싸우는 의병의 함성과 피비린내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제와 투쟁한 이들의 항쟁을 흔히 의병전쟁이라 부른다.
그러면 왜 정규 군대도 아닌 민간인들이 손에 죽창이나 화승총 등 보잘 것 없는 무기
를 들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앞장서야만 했을까. 당시 조선의 위정자
들은 국가적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근대화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
었다. 이 틈을 타고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을 식민화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적 침
탈을 자행하였다.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였으며,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등 조
선의 주권을 유린하였다. 이어 일본은 친일정권을 내세워 단발령과 의관제도(衣冠制度)의
개정 등과 같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를 거듭 내놓았다. 1896년 2월에 아관파천(俄館
播遷)이 발생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대한 조선 왕실의 위기감에서 비
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일본은 제국주의 마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보호’라는 미명하에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자주국가의 상징인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그리고 일
제의 정치적 침탈을 세계에 호소했던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으며, 허울밖에 남지 않은
군대조차 해산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강토에서 두 차례나 국제적인 전
쟁, 즉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벌임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토를 유린한 후 대규모의 군
대를 아예 주둔시켰다. 또한 전국의 주요 항구와 도시의 번화가, 비옥한 농토와 어장,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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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등 경제적으로 유망한 자원을 빼앗아갔다. 이처럼 일제의 국권침탈이 갈수록 강화되어
우리 민족의 생존권까지 위협하자, 이에 맞서 지식인에서 농투성이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의병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반일투쟁을 전개한 의병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조차 아직 밝혀
진 바 없다. 그저 의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1907년부터 약 5년 동안 의병의 규모
는 총 14만명 정도로 추산될 뿐이다.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190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
까지 희생된 의병의 숫자가 약 15,00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당
시 의병의 규모와 심각한 피해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전라도 의병의 활동에 대해 이미 역사가 박은식(朴殷植, 1859-1925)은, “대체로
각 도의 의병을 말한다면 전라도가 가장 많았는데, 아직까지 그 상세한 사실을 얻을 수
없으니 후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박은식의 이러한 주장은 일제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아래의 [표 1]이 그것이다. [표 1]에 의하면 1908-9년
사이에 전라도의 의병투쟁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각도별 교전횟수와 교전의병수(1908년 후반-1909년 전반)
구분
도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합 계

교 전 횟 수(%)
1908
1909
78(4.0)
165(9.5)
217(11.0)
138(7.9)
113(5.7)
66(3.8)
274(13.9)
547(31.5)
219(11.1)
273(15.7)
153(7.7)
61(3.5)
158(7.9)
161(9.3)
273(13.8)
124(7.1)
232(11.7)
111(6.4)
108(5.5)
61(3.5)
41(2.1)
17(1.0)
99(5.0)
14(0.8)
11(0.6)
1,976
1,738

교 전 의 병 수(%)
1908
1909
1,453(1.8)
3,453(8.9)
7,666(9.3)
1,003(2.6)
6,815(8.2)
832(2.2)
10,544(12.7)
17,579(45.5)
9,960(12.0)
5,576(14.5)
3,328(4.0)
934(2.4)
5,702(6.9)
3,667(9.5)
18,599(22.5)
2,468(6.4)
7,998(9.7)
2,148(5.6)
1,391(1.7)
540(1.4)
2,590(3.1)
123(0.3)
6,438(7.8)
270(0.7)
283(0.3)
82,767
38,59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1, 1965, 295-296쪽 인용)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08년 전라도의 의병들은 일본군경과 교전회수 및 교전
의병수에서 전국대비 25%와 24.7%를, 1909년에는 47.2%와 60%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
서도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의 의병이 더욱 강력하게 투쟁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광주-전남의 한말의병은 1908-9년 사이에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돋보이는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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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96년 호남의병과 광주
광주는 지리적으로 전라남도의 중심지에 해당된다. 장성․나주․화순․담양 등의 내륙도시
에 둘러싸인 광주는 역사적으로도 일찍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근대에 들어와 이러
한 비중은 더욱 높아져서 1896년 지방제도의 개편과정에서 광주는 전라남도의 도청소재
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일제의 침탈은 전라도의 경우 광주를 거점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이 지역의 의병들은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노력했다.
한말 전라도 의병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1896년 초에 일어났다. 이 지역의 이른
바 전기의병은 장성과 나주 등과 같은 내륙지역에서 주도하였다.1) 장성에서 먼저 일어났
는데,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핵심인물이었다. 그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노사(蘆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손자이자 제자였다. 장성의병의 주도인물로는 기
우만을 비롯하여 기삼연(奇參衍)․이승학(李承鶴)․기재(奇宰)․박원영(朴源永) 등을 들 수 있
는데, 이들은 대부분 기정진의 문인들이다.
기우만이 이끄는 장성의병은 개화파의 득세와 고종이 환궁하지 않은 점 등을 창의(倡
義)의 명분으로 내세워 1895년 음력 1월경에 봉기하였다. 이들은 장성향교를 본거지 삼
아 의병을 모은 다음, 200여 명의 대오를 편성한 후 나주로 향하였다. 그것은 나주의병과
연합하여 북상, 근왕(勤王)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장성의병은 나주의병을 주도하던 세력
과 의병의 주도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 같다. 이에 기우만은 나주에서 광주향교로 이
진하면서 전라도의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어 음력 2월 30일에 광주에 집결해 줄 것을 호
소하였다.2)
당시 기우만은 광주로 의진을 옮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은 “광산(光山)이 호남의 중심지이니 처음 일하는 마당에 있어 지리적 조건이 진실로 마음
에 맞다”하고 먼저 글월을 만들어 광산의 여러 의사에게 통고하였는데, 이제 와서 이주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3, ｢송사집｣, 30쪽)

즉 기우만은 호남의 중심지라는 광주의 지리적 이점을 높이 샀던 것이다. 이는, 전라도
각 고을의 의병들이 편리하게 집결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주였음을 알려 준다. 다시
말해 광주가 의병의 진원지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기우만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을 모을 계획이었다. 그가 광주의 유림에
보낸 글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드러난다.3) 이 글에서 그는, 광주가 사림의 ‘연해(淵海)’이
1) 한말 장성의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槽谷憲一, ｢初期義兵運動について｣,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4, 1977.
김정, ｢한말 전남장성의 의병항쟁｣, 광주교대 논문집 21, 1981.
이상식, ｢한말의 민족운동--장성지방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人文科學 2, 木浦大, 1985.
그리고 나주의병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졸저,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제2부 제1장 제1절 ｢나주의병｣, 일조각, 2004.
배항섭, ｢1896년 나주 향리층의 의병주도와 그 배경｣, 대동문화연구 51, 2005.
배항섭, ｢중·후기 의병전쟁 시기 나주 지역 향리층의 동향｣, 한국사학보 23, 2006.
졸고, ｢한말 나주의병의 주도인물과 활동｣, 한국학논총 3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2) 봉서 · 봉남일기(鳳棲 · 鳳南日記), 국사편찬위원회, 1979, 278쪽과 독립운동사자료집 3, ｢송사집｣, 독립
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29-30쪽과 이상식, 앞의 논문, 1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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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충의의 고가(古家)’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기우만은 광주의 유림
을 의병에 끌어들여 서울로 북상할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광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병으로 가담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광주향교의 재임(齋任)을 맡았던
박원영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이 광주의 객사인 광산관(光山館)과 광주향교를 중심으로 의병의 전열을 가다
듬으며 북상할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조선 정부는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선유사(宣諭使)
를 파견하였다.4) 정부에서는 삼남지역의 의병을 해산하기 위해 유림에서 신망이 높은 신
기선을 파견한 것이다. 신기선은 전주를 거쳐 오면서 의병의 해산을 거듭 종용하였다. 광
주향교에 주둔 중이던 기우만 등은 고종의 해산조칙을 지닌 선유사의 지시에 따르고 말
았다. 이들은 대부분 근왕적(勤王的) 성향이 강한 유생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삼연만
이 의병의 해산에 반대했을 뿐이다.5)
이 과정에서 광주향교는 전기의병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고, 광주향교의 박원영
이 그러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때문에 박원영은 주동자로 지목
되어 진위대에 의해 피살되었을 것이다.6) 이로써 1896년 전후의 광주의병은 별다른 활동
을 전개하지 못한 채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경우에서도 전기의병의 특성이
자 한계라 할 수 있는 반침략적․근왕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기
의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3. 을사늑약이후 호남의병과 광주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의병이 재차 일어났다. 광주․전남지역의 이른바 중
기의병은 최익현(崔益鉉)․백낙구(白樂九)․양한규(梁漢奎)․양회일(梁會一) 등이 주도하였다.
이 가운데 최익현이 호남지역 의병의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7) 주지하다시피
최익현은 1906년 6월에 전 낙안군수 임병찬(林炳瓚)과 함께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서 수백 명의 문인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킴으로써 호남의 의병기운을 일깨웠을 뿐만 아
니라 의병항쟁을 고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8) 이때 태인의병에 가담한 광주출
신 의병으로는 박현동(朴玄東)과 최기룡(崔基龍)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광주지역에서도 의병의 움직임을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신문기사를
통하여 광주지역 의병활동의 일면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松沙先生文集 1, ｢輪示光山諸壯士｣, 경인문화사, 1990.
홍영기, 앞의 책, 146-7쪽.
독립운동사자료집 2, ｢호남의병장열전｣, 1970, 627 · 632쪽.
진위대가 광주로 향하자, 박원영은 기우만에게 피신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독립운동사자료집 3, ｢송사집
｣, 35쪽). 이들은 서로 자중하며 몸조심할 것을 걱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우만은 피신했고, 박원영은 뒷
수습을 책임졌던 것 같다. 박원영이 참변을 당하자, 기우만은 훗날 제문을 지어 그를 추모하였다(송사선
생문집 4, ｢제박주옥원영문(祭朴周玉源永文)｣, 경인문화사, 489-493쪽).
7) 태인의병에 대해서는 홍영기, 앞의 책 제2부 제2장 제1절 ｢태인의병｣을 참고할 것.
8) 위의 책, 183쪽.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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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광주지방에셔 의병이 기(起)랴고 다수상회야 처처에셔 금 14,000량과 미 250
석과 기타금품을 강탈며 일진회원 20여 명을 감금구타얏는 그중 4명은 중상얏다 보
고가 有 고로 광주경무지부에셔 O島(O도)보좌관이 순검 4명을 인솔고 출동얏다더라(대한
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31일자 ｢湖南義擾｣)
2) 경상전라도 등지의 의병이 처처봉기야 인명살해 폐가 종종 유지(有之)더니 일전의 광
주우편국을 습격야 사무원 좌야씨(佐野氏)를 살해얏더라(위의 신문 1906년 12월 15일자 ｢光
州義擾｣).

광주에서는 1906년 3월과 12월에 각각 의병이 봉기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인용문을 통
해 을사조약 직후 광주의병이 군수품 확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일진회원의 재산을
빼앗아 의병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둘째 인용문에서는 의병이 광주
우편국을 습격하여 일본인 사무원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병활동을 누가 주도했
는지, 그후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잘 알 수 없으나 당시 광주의병의 움직임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1904년 음력 11월에 장성에서 광주의 주흥동(朱興洞)으로 이사한 기우만은 의병
봉기를 몇 차례에 걸쳐 시도하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9) 이 과정에서
그는 의병에 연루되어 두 차례나 경무서(警務署)에 구금되어 서울로 압송되기도 했다. 이
후, 그는 역사의 편찬을 통하여 의병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10) 이와 같이 을사늑
약이후 광주지역의 의병활동은 크게 두드러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의병을 일으키
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후기
의병에 들어와 광주지역 의병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1907년 후반,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의병항쟁은 전국에 파급되
었다. 광주를 포함한 전라남도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이 지역 의병들은 내륙도시를 진원
지삼아 점차 연해-도서(島嶼)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였다.11) 1908년만 하더라도 함평․나
주․장성․광주 등이 의병활동의 중심지였다. 그후 차츰 의병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본도의 불온함은 경기도 북부 및 황해도 동남부에 지지 않아 특히 광주 담양 장성 나주 부근은
가장 심하여 수가 수십 내지 2백의 무리를 이루는 일이 있다. (중략) 특히 남해에 도서가 많은
것을 이용하여 본도의 토벌이 빈번하자 해적으로 변하여 해도를 겁략하고 해도에 토벌대를 파
견하면 홀연 본도내로 둔서(遁鼠)함과 같은 상태(한국독립운동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84,
483쪽)

위의 인용문은 1909년 2월을 전후한 시기의 상황을 보여준다.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
담양 장성 등 내륙지역의 의병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연해-도서 지역으
로 의병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송사집｣, 독립운동사자료집 3, 40-56쪽.
10) 졸고, ｢舊韓末 湖南義兵의 倡義性格｣, 호남문화연구 22, 1993, 49-50쪽.
11) 졸고, ｢舊韓末 全羅南道 島嶼地方 義兵에 대한 一考察｣, 東亞硏究 21, 1990,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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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의병의 주도인물
이제 광주지역에서 의병을 주도한 인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한말 광주의병의 주도 인물
성 명

연령(직업)

출 신 지

소속의병장

활동기간

김동수
김원국(창섭)
김원범
박경옥(경욱)
박봉석
박원영
박처인
박현동
양상기
양진여
오성술(인수)
윤영기
이기손(금재)
정사천
정익중
조경환

32(포목상)
36(농)
32

경양면 병문동
당부면 북촌
당부면 북촌
흑석면 성덕촌
도천면 수박등
광주군
소고룡면 장교
와곡면 상촌
서양면 이동
서양면 이동
삼가면 송산동
광주군 노대리
본양면 북산리
갈전면 궁산
동각면 유림촌
서방면 신안리

양진여, 독립
전해산·조경환, 독립
전해산·조경환
전해산
안규홍
기우만

8-9년, 피체
8-9년, 피체
8년, 전사, 김원국 동생
8년 4월, 피체
8-9년, 피체
1896년, 처형
7년말,4형제의병장
6년, 피체
8-9년, 양진여 아들
8-9년, 피체
8년, 피체
7년, 3·1운동
8-9년, 만주망명
7년
9년
8-9년, 전사

25
45
25
28(농)
51(주막업)
27(농)
28
32
55(목수)
40
32

최익현
양진여
김태원, 독립
고광순
기삼연·김수칠
김태원, 독립

이들은 대부분 20-50대 연령으로서 활동력이 왕성한 청장년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농촌
지식인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들 중에서 광주출신의 주요 의병장으로는 조경환, 오성술,
이기손, 김원국․김원범 형제, 양진여․양상기 부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1907년 후반
부터 1909년에 광주를 비롯한 전남 각지에서 뛰어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의
병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경환 의병부대
조경환(曺京煥, 1876-1909)은 광주 출신의 유생의병장이었다. 그의 호는 대천(大川), 아
명은 정거(丁擧), 본명은 준환(準煥)으로 최익현의 영향을 받아 의병에 투신하였다. 그는
1907년 음 12월에 김태원의 휘하에 들어가 좌익장으로 활동함으로써 함평읍․창평 무동촌
(茂洞村)․장성 낭월산(浪月山)․영광 월암산․어등산(魚登山)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였
다. 1908년 4월 하순 의병장 김태원이 전사하자, 그는 흩어진 의병을 수습하여 전해산과
함께 의병부대를 이끌었다. 1908년 음 7월, 이들은 일본 군경의 추적을 분산시켜 보다 효
과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의병부대를 나누었다.
조경환 의병부대의 주요 구성원으로는 도통장 박용식(朴鏞植)․선봉장 김원국(金元國)․도
포장 김원범(金元範)․총독장(摠督將) 박규봉(朴圭奉)․좌익장 김동수(金東洙)․모사(謨士) 권택
(權澤)․일초십장(一哨什長) 이동언(李東彦)․3초십장 원재룡(元在龍)․4초십장 서경수(徐景洙)․
동몽집사(童蒙執事) 김복동(金福東)․곽진일(郭鎭一)․조찬성(趙贊成)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1백명 내외의 군세를 형성하여 전라남도의 광주․함평․영광․장성․담양 등지를 무대로 활동
하였다. 조경환 의진은 전해산․김여회(金汝會)․심남일(沈南一) 의진과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한편, 1908년 음력 12월 하순 과세(過歲)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부분의 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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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시켰다. 그는 나머지의 부하들을 이끌고 광주 어등산에 주둔하다가 일본군 헌병대의
급습을 받아 그를 비롯한 20여 명이 순국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선봉장 김원국이 흩어진
의병을 수습하여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조경환 의잔은 한말 호남지역 후기의병의 활성화
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후기의병의 연합항쟁을 선도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 오성술 의병부대
오성술(吳成述, 1884-1910)의 광주 출신으로, 호는 죽파(竹坡), 휘는 인수(仁洙)이며, 성
술(成述 혹은 聖述)은 자이다. 그는 나주 출신의 김태원 등과 함께 호남창의회맹소에서
활동하였다. 호남창의회맹소의 대장 기삼연이 순국한 이후 그는 김태원(1878-1908) 의병
부대의 핵심참모로 활약했던 것이다. 하지만 얼마후 김태원 역시 광주 어등산 전투에서
전사, 순국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흩어진 의병을 수습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다. 마침 전
북의 이석용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다가 김태원 의병장을 흠모하여 찾아온 전해산과 만나
이들은 의기투합하였다. 전해산 조경환 등과 함께 오성술은 자신이 학문에 정진했던 용진
산에서 새로운 의병부대로 개편했다. 처음에는 조경환을 의병장에 추대했으나 얼마 지나
지 않아 부대를 소규모로 나누어 각자 독립적인 의병부대를 이끌었다.
그의 의병부대는 곡창지대인 남도 땅에 침투하여 경제침탈에 앞장선 일본인 소유의 농
장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한국 농민의 토지를 빼앗
아 농장을 설치하고서 미곡 수탈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초보적인 유격전술을 구사
하면서 한층 강화된 일본군의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오성술은 필요할 때마
다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의병부대 등과 연합전선을 형성하며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면 1908년 7월경 그는 전해산 의병부대와 합진하여 석문산전투를 승리로 이끌
었다. 10월 16일 함평 대명동 전투에서도 그의 의병부대는 전해산 의병부대와 합진하여
일본군 7명을 사살하고 다수의 무기류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1909년 1월 1일에도
이들이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고막원 헌병분파소를 공격했다. 연합 의병부대는 고막원 헌
병분파소를 장악한 뒤 2명의 헌병 보조원을 사살하고 다수의 무기류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나주군 남평면 거성동에서 심남일 의병부대와 합동작전을
벌여 다수의 일본군을 살상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호남의병의 활약으로 일제 군경이 진퇴양난에 빠지자, 그들은 대규모의 병력을 일시에
투입하여 호남의병을 섬멸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립했다.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
전’(1909년 9-10월)이 그것이다. 이 무렵

그는 일본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심남일

전해산 박영근 등과 함께 대구로 압송되어 1910년 9월 대구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
였다.12) 이와 같이 오성술 의병부대는 1907년 후반부터 약 2년간 광주 나주 담양 함평
일대를 누비며 반일투쟁을 주도하였다.

12) 조선총독부관보 제22호, 1910년 9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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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기손 의병부대
이기손(李起巽, 1877-1957)은

광주 출신으로, 본관은 전주 호는 금재(錦齋)였다. 그의

의병활동의 궤적은 주로 일본측 자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그가 남긴 격문 등 몇
몇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호남의장 이기손은 중군 양동환 선봉 엄석운 후군 오용근 등과 격문을 전라도 안의 여러분에게
삼가 알린다. (중략) 죽음을 같이하는 동지 장사와 주야 계획을 세우고 정병을 모아서 병기(兵機)
를 정비하고 추적(醜賊)을 섬멸함을 기도한다(한국독립운동사 1, 685-6쪽).

그는 유생출신으로 휘하에 선봉장 엄석운(嚴錫雲), 중군장 양동환(梁東煥), 후군장 오용
근(吳鎔根) 등을 거느리고 1908-9년 사이에 주로 활동한 것 같다. 그는 노사 기정진 계열
의 오준선의 학풍을 이어받아 위정척사적 성향이 강하였다. 그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의병
에 투신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09년 9월에 실시된 일제의 이른바 ‘남한폭
도대토벌작전’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그
후 귀국하여 전북 금산에 은거하여 고종을 위한 사우를 세우는 등 근왕적 성향을 고수하
며 여생을 마쳤다.

(4) 김원국․김원범 형제 의병부대
김원국과 김원범은 형제 의병장이란 점에서 이채롭다. 이보다 앞서 활약했던 김태원과
김율도 형제 의병장이었다. 형인 김원국(金元國, 1873-1909)은 광주 출신으로 호는 석포
(石浦), 본명은 창섭(昌燮)이었다. 그는 1908년 음력 5월 조정인 의병부대에서 활동하였으
며, 그 해 음력 8월에는 조경환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1909년 음
력 정월 조경환 의병부대의 도포장을 맡은 동생 김원범 등이 어등산에서 전사한 후 독립
하여 100여 명의 의병을 이끌었다.
선봉장 곽진일, 중군장 오덕신, 후군장 김재연, 도포장 이교학, 호군장 조찬성 등이 김
원국 의병부대의 지휘부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자산가들로부터 군자금을 징발하여 목포에
서 무기구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들은 김성수 집안의 소작료를 징발하여
군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병장 김원국은‘호남의소(湖南義所)’의 이름으로 광
주세무서에 편지를 보내어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며, 나주 및 광주 향교에 의
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김원국 의병장은 1909년 4월에 임곡면 오산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는 선봉장 곽진일에게 의병부대를 인계하
고 부상을 치료하던 중 그해 6월 11일 체포되었다. 체포된 후 그는 경찰의 신문조서에서,
‘동생 김원범과 조카 김인조의 전사로 인해 더욱 전의를 불태우며 항일투쟁을 선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후 광주지방재판소를 거쳐 대구감옥에 갇혀 있다가 1910년에 옥
중 순국하였다. 한편, 그의 의병부대는 광주 나주 능주 함평 영광 장성 창평 담양 동복
등지로, 주로 전남 중서부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김원범(金元範, 1886-1909)은 형과 마찬가지로 광주 출신이며, 1908년 후반 전해산 의
병부대의 중군장을 맡았다. 그후 그는 조경환 의병부대의 도포장으로 활동하다가 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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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정월에 어등산에서 체포된 후 자결하였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형인 김원국은 더욱
항일의지를 불태우며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김원국 김원범 형제는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
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5) 양진여․양상기 부자 의병부대
양진여(梁振汝, 1862-1910)와 양상기(梁相基, 1883-1910)는 부자(父子) 의병장으로 유명
하다. 양상기는 호남의병이 가장 활발하던 1908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로 활동하
였다. 그의 의진의 규모는 대체로 수십명에서 100여명 정도를 이룬 것으로 파악되며, 일
본군경을 상대로한 반일투쟁보다는 먼저 의병의 규모를 증강시키는데 힘을 기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는 의병을 정예화하여 세력을 확대한 다음 전국각지에서 투쟁중인 의병부대
와 연합하여 서울을 공격하여 일시에 친일정권을 무너뜨리고 일본군을 구축할 계획을 구
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1907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진행된 이른바 서울진공작전과
같은 전략을 구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진여 의병부대의 활동지역은 대체로 출신지인 광주를 비롯하여 담양 창평 장
성 등지로서 주로 전남의 중서부 내륙지방을 근거지삼아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의병활동
은 주로 군자금의 확보, 의병의 정예화와 규모의 확대, 친일관리를 비롯한 친일세력의 제
거, 그리고 반일투쟁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일투쟁은 일본인 관리의 처단, 일본군경에 대
하 공격 등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로 쳐들어가
친일정권을 전복하고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 체포되어 대구감옥에
서 1910년 5월 30일 순국하였다.13)
한편, 양진여의 아들인 양상기는 1908년 5월경 거병 준비를 갖추어 1909년 6월까지 약
1년동안 의병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부친 및 1908년 중반 의병활동 중이던
권택(權澤 : 沈南一 의병부대의 謀士) 등과 기맥을 통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그가 순
사(巡査)로 활동했던 배경에는 의병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도 부친과 마찬가지로 군자금의 확보 및 친일파 관리 및 일진회원의 처단, 항일투쟁
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던 중 1909년 4월 담양군 무정면 덕곡(德谷) 전투에서 일본 수비대
와 교전하다가 크게 패하여 대부분의 병력을 잃었다. 그후 홀로 잠복하여 재기를 노리다
가 1909년 12월 체포되고 말았다.
한편 그는 재기할 희망이 보이지 않자, 전북으로 들어가 은신하였는데 기회를 보아 국
외로 망명을 도모할 계획이었던 것 같다. 그가 ‘도미(渡美)’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밝힌 점
에서 그러하다. 이는, 호남지역의 경우 이미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으로 인해 의병
세력이 완전히 붕괴된데다 국내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한다.
한편, 이들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많다. 전남 광산군 서
창면 벽진리 출생14)이라거나, 장성군 갑향면 향정리에서 살았던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의 출생지는 광주군 서양면 니동(泥洞)이 확실하다고 한다(양진여의 신문내
용, 손자 故 양일룡 선생의 증언 및 의병장 양상기의 판결문 등). 한편, 양진여 의병부대에
13) 구한국관보 4698호, 1910년 6월 7일자.
14) 독립유공자공훈록 1, 국가보훈처, 1986, 726쪽.

- 41 -

서 활동한 양동골(梁東骨, 1885-1961 ; 字 瑞賢, 諱 瑞永)은 양진여의 막내동생이었다. 양
진여-양상기 부자와 양동골 등 제주양씨 일문이 의병에 투신한 애국적인 가계라 하겠다.

(6) 전해산 의병부대
전해산(全海山, 1879-1910)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나주 영광 등 전라남도 서부지역을 중
심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15) 그의 자는 수용(垂鏞)이고, 이름은 기홍(基泓)이며, 자호한
해산(海山)은 항일투쟁을 전개할 때 산과 바다를 누비며 활동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1906년 6월 최익현과 임병찬이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일으킨 태인의병에 많은 영
향을 받았으며, 그후 전북 진안 마이산(馬耳山)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석용(李錫庸)의 창의
동맹단(倡義同盟團)에 참모로 가담하였다.16) 그는 1907년 겨울부터 이석용 의병부대의 핵
심인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17) 창의동맹단은 진안과 임실을 중심으로 전주 장수 남원
순창 정읍 등 전라북도 서부 산간지역에서 활동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에 이석용은 전해산더러 남쪽으로 내려가 김태원 의병부대에 합하기를 권하였다. 이석용
은 전북에서, 전해산은 김태원과 같이 전남에서 각각 의병항쟁을 확산시켜 장차 남과 북
이 연합하여 일제를 몰아내려는 복안이었던 것이다.18)
그런데 전해산이 전남으로 내려오기 직전에 김태원은 어등산에서 이미 전사한 뒤였다.
그는 광주와 나주 등지에서 활동 중인 오성술 조경환을 만나 재기의 방책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조경환 등과 함께 흩어진 의병들을 수습, 재편하였다. 그후 음력 8월에 조경환
의병부대와 분진하여 스스로 독자적인 의진을 이끌고 본격적인 의병항쟁에 나섰다.
그가 이끈 대동창의단(大東倡義團)은 선봉장 정원집, 중군장 김원범, 후군장 윤동수, 호
군장 박영근, 도포장 이범진, 척후장 임장택, 도통장 김성채, 참모장 임봉래, 참모 이영준
김돈 김공삼 김원국 이성화 등으로 편제되었다.19) 대동창의단은 김태원 의병부대의 잔여
의병들이 많았는데, 전투력이 뛰어난 정원집과 같은 해산군인이나 포수들도 다수 포함되
어 있었다.20) 이들은 구한국 군대의 전통적인 편제를 갖추었다. 또한 일원적인 지휘계통
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 병사를 지휘하는 십장(什長), 십장 위에는 도십장(都什長) - 도포
(都砲) - 선봉(先鋒) - 의병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구비한 것이다.21) 그리하여 대동
창의단은 1908년 후반부터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다음해 4월 부대를 해산할 때까지 일제
군경과 혈전을 벌였다. 전해산 의병부대는 약 300명의 규모로 전남 서부의 곡창지대인
함평 나주 무안 영광 장성 광주 고창 부안 등지를 주 무대로 활동하였다.
전해산은 전라도의 다른 의병부대와 연합전선의 구축에 노력하였다. 특히 심남일, 조경
환 김영엽 등이 이끄는 의병부대와 자주 연합작전을 펼쳤다.22) 전해산은 신속한 이동과
의병활동의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 간부들로 하여금 각기 수십명의 의병을 통솔케 하였으
며, 자신도 100명 전후의 부하들을 지휘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활
15)
16)
17)
18)
19)
20)
21)
22)

강길원, ｢해산 전수용의 항일투쟁｣, 역사학보 101, 1984.
전북의병사 하, 266쪽.
송상도, 앞의 책, 138쪽.
윤병석, 앞의 책, 260쪽.
해산창의록, 2쪽.
윤병석, 앞의 책, 262쪽.
강길원, 앞의 논문, 29-30쪽.
윤병석, 앞의 책, 262-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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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합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다. 전해산 의병부대는 주로
영광 불갑산과 함평 석문산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였다. 불갑산과 석문산은 유격전
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광 불갑산 전투, 장성 동화 전투, 담양 한재(大峙) 전투, 함평 월야
전투 등에서 많은 전과를 올리며 전남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의병부대로 활약하였다. 이들
은 항일투쟁뿐만 아니라 주민 보호에 앞장섰다. 군수품을 조달할 때에도 가능한 그 댓가
를 지불하였으며, 가의(假義)의 퇴치, 헌병보조원의 만행, 세무관리의 행패, 일진회원의 비
행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적극 보호해준 것이다. 이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음
은 물론이다. 함평군 월야면 자은동 전투에서 전해산 의병부대에 패배한 일제는 그 화풀
이로 민가에 불을 놓아 1백여 호를 태워버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병들을 원망하지 않
았다.
하지만 일제 군경은 갈수록 증강되었고, 탄압 역시 강화되어갔다. 이에 전해산은 심남
일 김영엽 오성술 등과 함께 호남의병의 연합조직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08
년 겨울 이들은 호남동의단(湖南同義團)을 탄생시켰다. 그는 호남동의단의 대장으로 추대
되었는데, 그 편제는 다음과 같다.
대동의병대장 전기홍

제1진의병장 심남일

제2진의병장 박도경

제3진의병장 김영엽

제4진의병장 조대천

제5진의병장 신화산

제6진의병장 이순식

제7진의병장 이기손

제8진의병장 오성술

제9진의병장 권 택

제10진의병장 안덕봉23)
당시 전라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의병부대가 모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라도 서부에서 동부까지 망라되었는데, 이들이 연합조직을 결성한 것은 일제의 강력한
진압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24)
이들의 활동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자, 일제는 전해산이 이끄는 대동창의단을 진압하기
위한 전담 토벌대를 편성하거나, 한국인 밀정과 일본 수비대, 경찰을 주축으로 하는 변장
정찰대를 구성하여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다. 1909년에 들어와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
러졌다. 결국 전해산 의병부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갔다. 특히 1909
년 4월 이들은 영광 오동 및 덕흥 전투에서 잇따라 패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재기가
불가능한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전해산은 남은 의병을 해산하고 후일을 도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의병을 해산
하면서 한 편의 시를 남겼는데, ‘호남 삼월에 오얏꽃은 지는데 보국할 서생이 갑옷을 벗
었네. 산새도 또한 사정을 알고 떠나가는 나를 밤새 부르며 돌아가지 말라 하네.’라고 하
여,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23) 해산창의록, 2-3쪽.
24) 홍영기, 앞의 책,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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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09년 5월 부대의 지휘권을 호군장 박영근에게 이양하고 전북 장수군의 산골에
서 학동들을 가르치며 후일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1909년 12월 어느 변절자의 밀고로
영산포헌병대에 체포되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전대장의 기상｣에서는 그를, “공평
정직하고 일호도 사사 뜻이 없는 진실한 의사”라고 평하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일본인
재판장을 향해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눈을 빼어 동해(東海)에 걸어 두라. 너희 나라가 망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고 말하였다. 1910년 8월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여
러 동지들과 함께 대구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 외에도 적지않은 의병부대가 광주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박용
식(朴鏞植)은 전 나주군서기 출신으로 조경환 의병부대의 도통장으로 활동하다가 조경환
의 순국이후에 독립하여 활동하였다. 그가 통솔하던 의병부대의 의병 중에는 장성출신의
판목 조각자 · 인쇄자 · 배포자 등이 있었는데, 그들은 의병관련 인쇄물 200여 매와 인쇄
판 40여 개, 목제활자 수천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탈되었다. 목활자로 남긴 광고문이나

통문이 일제측에 피탈되어 현재 전하고 있다.
그리고 박처인(朴處仁)은 어등산 근처의 소고룡면 출신으로 의병활동 당시 40대 중반의
나이였다. 그는 후기의병의 비교적 초기인 1907년 12월 4-50명의 의병을 인솔하며 활동
했는데, 5형제중 막내만 제외하고 모두 의병에 투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에 관한 구
체적인 내용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김동수․박봉석․박현동․신덕균․윤영기․정사천․정익중 등 광주출신 의병장들이 활약
하였다. 하지만 1908년 초부터 본격화된 일본군경의 군사작전과 1909년 9-10월의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으로 인해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의병활동은 종식되고
말았다.

5. 광주의병의 활동
그러면 광주의병은 어떻게 싸웠을까. 이들은 먼저 무기의 개조와 신무기의 확보를 통하
여 투쟁역량을 강화해갔다. 초기의 의병들은 대체로 화승총을 주무기로 싸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의병들이 직접 무기를 제작하거나 개조한 경우가 많았
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의 성능이 개선되어 연발총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
니라 의병들은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신무기를 사용하거나, 해안을 통하여 신식총을 밀
수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의병의 전술이 정면공격에서 유격전술로 전환하였다. 초기 의병들은 주로 정
면공격을 시도하여 거점을 확보한 후 북상하는 이른바 ‘북상지계(北上之計)’를 추진하였
다. 이에 반해 1907년 이후의 의병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유격전술로 일제 군경과 맞서
싸웠다. 이와 같은 광주의병의 활동에 대해 일제는, “우리와 충돌을 거듭함에 따라 적(의
병:필자주)은 그 행동을 실험하여 근래에 이르러 교묘히 지형을 이용하여 기습을 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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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합집산의 모양이 진보한 것 같다”라고 평한 사실이 주목된다. 즉, 1907년 이후 광주
의병은 이른바 “분산과 집중”과 같은 초보적인 유격전술을 구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의병은 의진간의 연합전선을 강화해갔다. 이들은 “무릇 일은 합치면 강해지고
분열되면 약한 것이다. (중략)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한다. (중략) 이로부
터 일이 있을 때는 합치고, 일이 없을 때는 나뉘었다”라고 있듯이, 의진간의 연합투쟁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라남도에서 주로 활동하던 11개의 의병부대가 전해산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호남동의단을 결성하였다. 그리하여 광주의병은 연합투쟁
내지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는, 초기의 의병들이
분산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라도의 수많은 의병장들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의병
들은 납세거부투쟁, 가짜 의병의 침탈 방지, 악질 부호의 토색 근절, 미곡의 일본 유출 저
지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의병활동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의병과 주민 사이의 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의병장 박용
식은 주민과의 관계를 “의병과 주민은 머리와 꼬리처럼 서로 붙어 있다. 재난은 서로 도
와주며 서로 믿고 의지함이 마치 부모형제의 친밀함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는,
광주의병의 활동이 안민(安民), 즉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의
미할 것이다. 물론, 의병의 안민활동에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줌으로써 자신들의 활
동기반도 견고해지리라는 기대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은 주민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활동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1907년 이후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광주의병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들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약 3년간 일제의 군경에 맞서 목숨을 걸고서 약 110여
차례이상 대소의 전투를 주도하였다.25) 이들은 일제의 침략기구와 군대·경찰, 그리고 한국
에 이주해온 일본인 농민들을 구축(驅逐)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
와 같다.

광주 래신(來信)을 거즉 본월5일에 의도 1천여 명이 광주군에 돌입야 재무서 우편취급소 분
파소외 타공해를 타파무여에 일반 민정이 현금 오오중(嗷嗷中)이라더라(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0일자 ｢光郡義擾｣)

광주의병들이 광주에 위치해있는 일제의 침략기구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일본인 농장을 공격하여 일본인을 살상하고 그들의 가옥을 불태우기도 하였다.26) 이는,
의병투쟁의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예시해주는 주목할만한 사건27)으로서 이후 일본인 농
장에 대한 의병의 공격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의병부대와 활동방향에 대하여 일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5) 이 통계는 일제측 자료인 폭도에 관한 편책 · 폭도사편집자료 · 조선폭도토벌지 · 전남폭도사 등
과 당시의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6)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9일자 잡보.
27)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 투쟁의 한 양상｣, 전남문화재 3, 1990, 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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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면에 있어서의 폭도의 수괴는 고 최익현의 일파 문하인 장성군 서이면 송계동 거주 기삼
연 부자, 라주군 거평면 갈마지 거주 김대현(김태원의 잘못 : 필자주), 광주군 고룡면 장교 박처
인 형제 등이며 본거는 일정하지 않으나 전라북도에 경계하는 장성군의 산맥내 혹은 장성 함평
나주 광주 등의 군계에 있는 산맥내를 배회 출몰하며 많을 때는 1-2백명 적을 때는 혹 30명의
단체가 되어 횡행한다.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일본인을 살멸하고 일본인을 신뢰하는 일진회원 및 경찰 관리를 살
해하는데 있음은 물론 한편으로는 각군 각면에 있어서의 조세징수원을 협박하여 징세를 금하고
이미 징수한 금액을 략탈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각군에 점점히 재류하는 일본인의 공포는 물론
징세상 일대장애가 되어 그 폭도가 배회하는 지방의 각군은 조세의 납부가 전무한 상황이다(한
국독립운동사 9, 26쪽).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07년 말부터 1908년 초의 의병활동은 반일투쟁과 아울러
조세불납투쟁(租稅不納鬪爭), 친일세력의 처단 등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의병이 활성화
된 지역에서는 세금이 전혀 걷히지 않을 정도라는 것이다. 심지어 의병들은 군자금으로
세금을 빼앗아 사용하거나, 부호나 지주들의 소작미를 거두어 이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친일세력으로서는 주로 일진회원과 밀정이 제거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의병들 역시 활동목표가 국권을 수호하려는 데에 있음을 확고하게
피력하였다.
지난 3월분에 의병 팔십여 명이 광주군 당부면 월산리에 취회하야 대장이 출석연설왈 오배가
이부모 기처자고 풍찬노숙에 불고사생 본의가 하재오면 위국제민(爲國濟民)코 인즉
국체를 미성면 불능지니 아의 서맹으로 단체 즉 거의어니와 불연이면 아 입산잠종이 가라
거날 일제히 응락하 장졸이 발검절지(拔劍斫指)야 배천고축(拜天告祝) 후에 호상 경계왈
자금이후 덕화로 인심을 수습하면 천하불조호아 고 행진소도에 민개흠복하야 도금기수가 1
천여 명에 달얏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26일자 ｢義兵消息｣).

위에서 보이듯이, 의병의 목표를 위국제민(爲國濟民)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민지향적 의병을 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광주의병의 활동이 거세어지자 일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28) 특히, 1908년 2-3월에 실시된 진압작전에 의해 광주지역 의병들은 최소한
200여 명이 전사하였는데, 이때 의병장 기삼연 김준·율 형제 등이 희생된 것이다. 그래도
의병이 종식되지 않고 더욱 확산되자, 일제는 1909년 9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이른바 ｢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자행하였다. 전남지역을 완전히 포위하여 닥치는대로 의병을 살상
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하여 광주의병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 기간에 의병
약 500명이 전사하였고, 피체 혹은 자수자만 하더라도 1,500명을 웃돌았다. 일제의 마수
를 벗어난 의병장 가운데 광주출신으로는 이기손이 거의 유일하다. 그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전북 금산(현 충남)에 은거하였다.

28) 姜吉遠, ｢省齋 奇參衍의 抗日鬪爭｣, 朴永錫敎授華甲紀念 韓民族獨立運動史論叢, 탐구당, 1992, 50-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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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1896년의 전기의병도 그러했지만 1907년 후반이후 호남의병이 한말의 의병전쟁을 주
도했으면서도 기념사업은 전무한 형편이다. 심지어 망월동 5·18묘역의 ｢역사의문｣ 공간에
도 임진왜란 의병을 기념하는 공간이 있으나 한말의병은 전혀 없다. 당시 호남의병의 피
해는 엄청났는데, 전사 500명에 체포자만 약 1,700명이나 되었다. 아울러 일본 군경에 의
해 수많은 마을이 불타고 무고한 주민들이 학살되었다.
이에 한말의병을 기념하는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항쟁 1백년이 지난 현재까지 광주 · 전남에는 그것을 기념할만한
상징물이나 유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한말의병의 영령들에게 후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 광주는 역사적으로 의향(義鄕)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광주 전남은 이미
임진왜란 당시부터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것(若無湖南 是無國家)”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며, 지금으로부터 1백년 전에는 반침략반봉건의 기치를 내세운 동
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자부심을 간직한 지역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해방이후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손꼽히는 광주민중항쟁 역시 바로 우리 고장이 진원
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포충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충사는 해방이후 한말 의병을 기
리는 사업을 추진한 장소이므로 더욱 각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포충사에는
한말 호남의병을 기리는 ‘호남순국열사(湖南殉國烈士)’(1951년 건립)를 위한 비석이 서있
다. 이 비에는 고광순 의병장을 비롯한 15명의 의병장이 ｢창의제공(倡義諸公)｣ 항목에, 그
리고 황현 등 7명은 ｢취의제공(取義諸公)｣ 항목에 새겨져 있다. 해방직후 호남순열모의계
(湖南殉烈慕義契)가 결성되어 호남출신 가운데 의병을 일으킨 분과 의를 지킨 분들을 현
창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6.25전쟁의 겪으면서도 전쟁의 와중에
비석을 건립하였으며, 호남절의사와 같은 저술 간행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러한 뜻을
계승하고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기념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요컨대 광주지역 한말의병기념사업은 한말 호남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불굴의 민
족혼이 살아 숨쉬는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통하여
한말 전라도 의병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지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이고,
광주가 의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도량을 조성하는 기념사
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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