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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리 마을이야기
1-1. 동네소개
지리적으로는 (군북면 동편리와 접하는 산줄기 1) 닭이봉, 상봉(북산), 철마산
(샴바우산), 공림산 으로 이어지고, (제원면 명곡리(구상리)와 접하는 산줄기
2) 국사봉(천태산), 옥방재, 발군산, 청룡바위산이 이어지고, (제원면 명곡리(바
레실)와 접하는 산줄기 3) 철마산(샴바우산), 일흔이재, 심북봉 으로 이어진다.
이 산줄기들과 함께 하는 물줄기는 조정리, 동편리, 두두리를 흘러온 조정천
물이 천을리 골짜기에서 발원하는 물과 합쳐 흐르다 봉황천과 합쳐지고 곧 바
로 천내강과 만나 금강으로 흐른다. 동쪽으로는 발군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철
마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닭이봉과 국사봉이 있어 산들이 사방으로 둘러 싸서
큰 울처럼(즉 한울타리 처럼) 생겼다 해서 한우리, 한울리, 한눌리, 하늘리,
1907년부터 천을리 라고 부르는 마을이다.
행정적으로는 금산군 제원면에서 군북면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4Km정도 가
다 보면 제원면 명곡리(구상리)를 지나면 군북면에 들어서서 처음 보이는 마
을이 천을리다. 동쪽으로는 제원면 동곡리(새방이)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군북
면 내부리, 외부리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제원면 명곡리(구상리)와 접하고, 북
쪽으로는 군북면 두두리와 접하는 지역에 위치 하고있다. 천을리의 총 면적은
3.42㎢입니다. (1,034,550평)
인류의 정착은 고조선(古朝鮮)전 이지만 역사기록은 백제 부터 시작되고 있
다. 백제 때는 진내군의 영역 이었으며 통일신라 때는 진예군에 속했었다. 고
려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여 들을 개간하고 농촌으로서는 일찍 발전
한 지역이었으나 그때부터 정착한 씨족의 전통은 이어지지 않는다. 조선시대
초기 세조 때를 전후하여 명문들이 들어섰으나 그 맥도 끊어졌으며 연산군(이
융李㦕) 이후에 선비들이 관직을 버리고 초야에 묻히는 환경속에서 차츰 정착
하는 씨족이 교대하며 다시 빛을 보이기 시작하는 지역이다. 여러 씨족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임진왜란 때에도 그대로 씨족의 명맥을 보존한 지역이다.
때로는 국난과 정란, 사화에 힙싸여 전원을 택하는 씨족들이 이 지역에 정착

- 1 -

했고 한국전쟁(6,25)때도 이 지역은 그 참혹한 전쟁을 피해갔다. 아름다운 산
울타리에 둘러쌓여 산좋고, 들좋고, 물좋고, 곳곳에 샴(샘)이 있어서 풍족 하지
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대대로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왔다.
역사적으로는
523년(백제) 진내군(進乃郡)이라 칭함 (泗沘사비시대)
757년(통일신라) 진예군(進禮郡)으로 개칭 (경덕왕)
1305년(고려) 고려초 진예현(進禮縣)에서 금주군(錦州郡)으로 승격
1413년(조선) 전라도 금산군(錦山郡)으로 개칭 (태종 13

(8도제)

)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이후 (동학운동[東學運動]) (고종 31)
1895년

5월 26일 (조선) 공주부 금산군(錦山郡) 지방관제 개편때 (공주부
(公州府)

편입

23부제(23府制)

)

1896년 8월 4일 (조선) 전라북도 금산군(錦山郡) (전라북도 편입

(13도제)

)

1897년 (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대한제국)
1907년 2월 27일 (대한제국) 한우리에서 천을리로 마을 이름 변경
1910년(일제) 북일면(北一面) 6개리로 편성
1914년(일제) 군북면(郡北面)10개리로 편성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53년 12월

(대한민국) 내부리에서 두두리로 면사무소 이전

1963년 1월 1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금산군(錦山郡) (충청남도 편입)
1974년 10월 30일 (대한민국) 군북면(郡北面) 내부출장소 설치
1998년 09월 30일 (대한민국) 군북면(郡北面) 내부출장소 폐쇄
군북면 지역으로 1789년『호구총수』에는 한우리(閑右里)가 나타나고, 1872
년 금산군 지도에도 한우리가 나타난다. 1914년 통폐합 직전의 시기에 천을,
노론이 보이다가, 1914년 통폐합으로 천을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9년『금산군지』에는 하늘이와 노른이가 자연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금산군(錦山郡)의 행정구역상 명칭은(1914년 3월 1일) 옛 금산군(錦山
郡)과 옛 진산군(珍山郡)을 폐합, 병합하여 오늘에 금산군(錦山郡)이 되었다.
옛 금산군(錦山郡)은 (백제시대에는 진내군(進乃郡)또는 진내을군(進乃乙郡)이
라) 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경덕왕때는 진예군(進禮郡)이라)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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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려초기에는 진예현(進禮縣)으로 하였다가 1305년(고려 충렬왕때 31년)
에 금주군(錦州郡)으로) 승격시키고, (진예현(進禮縣), 부리현(富利縣), 청거현
(淸渠縣), 무풍현(茂豊縣), 진동현(珍同縣)의 5현을) 소속시켜, 지금주사(知錦州
事)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高麗史 57券) 1413년(조선 태종 13년) 이에
따라 금주군(錦州郡)을 금산군(錦山郡)으로 개칭하여 조선말까지 이르렀다.
금산읍(錦山邑)은 1940년 10월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읍 9면)
군북면(郡北面) 지금의 명칭은 1910년 옛 군북면(郡北面)(부곡리(釜谷里),
右里), 헌대리(獻垈里), 보광리(寶光里), 골남리(骨南里), 한좌리(閑左里))이

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북일면(北一面)(호티,

한우리(閑

북일면(北一面)이 되

소오, 사문, 백운, 어은, 중신, 풍정,

내부, 외부, 상신, 천을, 노론, 두두, 산덕, 헌대, 샘골, 동편, 통점, 조정, 보광, 산안, 하곡, 상곡)·

이면(西二面)(의총,

하신)의

서

일부를 합해 10개(호티, 내부, 외부, 천을, 두두, 동편, 조

정, 보광, 상곡, 산안)리로 만든 것이다.

제원면(濟原面) 지금의 명칭은 조선조의 제원역(濟原驛) 명칭에서 유래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동일면(東一面)· 부북면(富北面)· 옛 군북면(郡北面)
의 일부를 합해 만든 것이다.

1-2. 옛 명칭 설명
숲 : 동네 오래된 느티나무 근처
뒷샴 : 동네 우물
안말 : 예전에 안말 마을이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
웃말 : 예전에 웃말 마을이 옥뱅이골(옥방재 아래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덕골 : 천을에서 발군산 동북방향 서당골 옆근처(덕골도랑)
진골 : 약수터 가는길 초입 근처(진골도랑)
공림이 : 공림뜰을 말한다.
옥방재 : 천을리에서 제원면 동곡리(새방이)로 넘는 고개를 말한다
뒷모종 : 우물근처 언덕 묘지터
양지편 : 마을 북쪽 양지바른 언덕 근처
산제당 : 산제를 지내는곳 향바위 밑에 있다.

- 3 -

서당골 : 천을에서 발군산 동남방향 서당이 있었다 합니다.
삿갓재 : 웃말이 있던 근처
엉칭게 : 삿갓재 아래 도랑 근처(엉칭게도랑)
하늘폭포 : 마을 동북쪽 용천대(龍天帶)
아래솔골 : 청용바위산에서 서당골 방향 위쪽 골짜기
장수바위 : 오래전(617년경) 이곳에서(약수터 옆 바위) 동네 소년이 수년간 무
술 수련을 하여 목검으로 바위를 두 동강 내고 하산하였고 그 후 세상에 나가
큰 장수(계백(堦伯))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청룡바위 : 천을리 어귀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에서 큰 장수(계백(堦伯))가 낚
시로 청룡과 백룡을 낚았고 여의주를 동네 뒷산에 숨겼는데 용들이 여의주가
없어 아직도 승천하지 몿하고 여의주를 찿아 다닌다는 전설이 있다.(이제 돌아
와서 여의주 돌려줘요! 용용 죽겠네)
※ 참고 (옛날에 용이 여의주를 찿아 다니는걸 목격한 동네 사람 두분이 용이
참 안됐고 애처로운 마음에 나이 많은 한분이 저러다 용용 죽겠네! 라하니 다
른 한분이 용용 죽겠지요 라고 했답니다. 그후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용
용 죽겠지가 (몹시 약이 올라 죽겠지 라는 뜻으로, 남을 약 올리면서 하는 말
로) 오늘날 까지 사용되고 있다.)
※ 용용 죽겠지의 유래는
용을 숭배하던 화하족이 곤륜산을 넘어 중원으로 동진해 들어옴에 따라, 지나
본토 내의 선주민이었던 동방족(동이족)과 한동안 중원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
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전쟁을 할 때는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이때부터 봉을 종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삼고 있었던 동방족(동이
족)은 봉황새가 그려진 봉도등 깃발을 용을 종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삼았던
서방족(화하족)은 용이 그려진 용도등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생겨난 동이족의 유명한 말이 “용(龍), 용(龍), 죽겠지!”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동이족의 후손인 우리 한국인은 오늘날에도 다투거나 장난을 칠 때
상대방을 향하여 ‘용용 죽겠지!’라고 한답니다. 이 말의 기원은 고대 지나 본토
내에 있었던 ‘봉’을 종족의 상징으로 삼은 동이족(한국인)과 ‘용’을 종족의 상
징으로 삼았던 화하족(지나인) 사이의 전쟁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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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바위 : 천을리 남쪽(군북주유소)앞에 있는 바위로 누룩처럼 생겼다 한다.
( -- 누룩바위와 삼신 할매 -동네 어귀 이루리에는 아주 오래된 커다란 누룩처럼 생긴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바위산 가파른 정상부에는 참매 3마리가 자리를 잡고 살고있어 동네에서는
삼신 할매가 살고있다 라고 하였고 옛날에는 이 바위산 밑으로 길이 있어고
여기 바위산에서 소원을 빌면 할매가 나타나 꼭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전설
이 있다.)
비석거리 : 숲거리에서 조정천 부근에 있었던 거리로 비석들이 그곳에 있었다
고 한다.(현재는 숲에 있어요)
일흔이재 : 천을리에서 금산을 갈때 넘어가는 옛 고개를 말한다.
이루재골 : 약수터 가는길 후반부 근처
돌모랭이 : 천을리 북쪽에 있는 모랭이를 말한다.(현재는 개발해서 사라짐)
독다리께 : 청룡바위 앞에 갱변을 건너는 돌다리(오래전에 없앴겠죠)
감나무골 : 노른에서 메디기 가는길 근처
모삼밭골 : 노른에서 감나무골 반대편
구렁이골 : 노른에서 모삼밭골 아래
호랑이바위 : 발군산 정상 중턱에 있다 (할머니와 호랑이 대한 전설이 있다)
안이루리골 : 천을에서 내부리 가는길 근처
작은옥뱅이골 : 옥방재에서 발군산 근처
김학술의 비 : 효자비로 어버이가 병들어 위독할때 (단지斷指)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여 생명을 연장 시켰고, 시묘살이 때는 범이 호위 하였다고 한다.
비각(碑閣)은 1900경자년(庚子年)에 고종황제가 하사 하였고, 위치는 마을회관
에서 갱변(큰하천) 가는길 중간에 있다.
김만식 효자비 : 마을에서 영창고무 쪽에 있으며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고 합니다.
약수터
동네에서 피부가 안좋은 사람들은 이 약수물로 씻고 마시면 피부에 관련된 증
상이 매우 좋아진다고 하는 천을리 동네사람만 아는 비밀의 약수터 랍니다.
군에서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5 -

※ - 천을리 서당길의 비밀 이야기 - ※
어느날 서당가는 길모퉁이에서 예쁜 여인이 나타나 입맞춤을 하려 했습니다.
급히 자리를 모면하고 서당에 가서 스승에게 그이야기를 했더니 스승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듯고도 한참을 생각 하시더니 그 여인을 다시 보거든 그 여인이
하는대로 입맞춤을 하라 하였다.
다음에 만나면 입맞춤을 해야지 생각하고 서당 오가는 모퉁이를 지났는데 그
여인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러다가 시간이 1년 정도 흐른
후 문득 그 여인에 대한일이 생각나서 스승님께 왜 그랬냐고 물으니 스승님께
서 말씀 하시기를 여기 천을리(한우리)는 용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용이 여자
로 둔갑해서 입맞춤을 요구할 때 응해서 입맞춤을 하다가 여의주를 입으로 넘
겨주면 그것을 받아서 삼키고 처음 눈으로 보는것에 따라 그 사람이 그 당대
에 최고로 추앙받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전설 이야기를 한다.
하늘을 처음 보면 공자같은 대학자가 되고 산을 보면 큰 장수가 되고 등 등
스승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한번 나타나면 다시는 그 여인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아! 통탄 스럽구나 머리도 안좋은 사람이 천운도 버렸으니 스승님
조기교육 좀 시켜주지 기회를 놓쳤으니 나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 왔다. 그
래서 여기에 기록으로 남긴다. 천을리(한우리) 서당근처에서 처음 보는 여인이
입맞춤 하자고 하면 응 해서 입맞춤 하고 여의주를 삼켜라(좀 더러워도 참고)
그러면 당신도 당대 최고로 추앙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

2. 천을리 마을표지석(선돌) 전설(구전) 이야기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동네 입구에는 천을리(天乙里) 라고 쓰여져
있는 무척 큰 표지석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재미있는 유래담이 전해지고 있다.
오래전(1022년경)양씨들이 많이 사는 한우리(閑右里) 한울리라는 천을 마을과
맏은편 하천 건너 홍씨들이 많이 사는 혼태봉이라는 헌대리(獻垈里)마을이 있
었답니다. 이들 마을에는 힘이 무척 좋은 장사가 한 사람씩 살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성을 따서 양장사와 홍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장사는 마을 표석을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둘이같이 마을 표석을 쓸 바
위를 찾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양장사가 길몽을 꾼후 홍장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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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서대산에 놀러 갔다가 산정상 근처 서대(西臺)에서 교묘한 바위를 홍장
사가 발견 하였습니다.
이 바위는 보통 사람들은 빼도 못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바위 였습니다. 양장사와 홍장사는 함께 그 교묘한 바위를 뽑은 후 걸방을 만
들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고 마을 입구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바위를 헌대리의 홍장사가 먼져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을인 헌대리 앞에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장사도 그 바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밤에
몰래 그 바위을 뽑아다가 천을리 마을입구에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양장사가 몰래 마을 바위을 뽑아간 사실을 알게 된 홍장사는 그 다음날 다시
그 바위을 뽑아서 자기 마을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천을마을 양장사와 헌대마을 홍장사가 바위을 자기 마을로 옮기
기를 반복 하였다 하네요 이 바위가 천을리에 남은 이유는 두 가지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첫째 이야기는 바위을 반복하여 천을과 헌대 두 마을에 옮겨지다가 천을 마을
의 양장사가 화가 나서 살짝 꼽은것이 아니라 겉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
속 깊숙이 꼽아 놓아서 헌대의 홍장사가 빼어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둘째 이야기는 헌대마을 홍장사가 병이 들어 먼저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한우리에서 그 자연석 바위에다가 한우리라 쓰고 마을 표
석이 된것 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석에 천을리라고 새긴것은 정미년丁未年 정월일正月日(1907년2월27일)
에 글씨를 잘 쓰던 동네사람 김서방(김상오金尙午)가 쓰고 이글을 동네사람들
이 음각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이름을 천을리 라고 쓴 내용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
인 한우리에 대해 동네 사람들은 이름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답니다. 왜냐
하면 동네 큰 산 너머 화산에서 나오는 땅의 기운 때문에 동내가 원인모를 불
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울리 대신에 천을리 라고 이름
을 바꾸고 나서 마을 표지석에 천을리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철마산, 발군산, 국사봉, 닭이봉(계봉))이 사방으로 둘러 싸여
마을이 큰 울처럼 되었으므로 한울, 한눌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하늘이라 하였
으며 이를 한자화하여 천을리라 한다. 하늘리 우리말을 한자로 천을리라고 표
기한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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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흔이 고개(이루리 재, 일월이 재)
금산 군북 천을리하면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아름다운 고을의 대명사로 불리
운다. 천을리의 철마산이 옛날에는 혼자서 재를 넘기가 쉽지 않은곳 으로 지
목 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북땅 천을리(天乙里)에서 금산으로 넘는 철마산(일흔이 고개)라고 하며 여기
에서 도적들이 자주 출몰헀다. 그래서 사람들은 70여명이 모여서 고개를 넘어
야만 했었다 합니다.
오래전 1497년경
게

일이다. 조정에서 버림을 받아 아버지가 참형(斬刑)에 처하

되자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 죽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 했다.

아침에 대문을 열고 나간 아버지가 조정에서 곧장 끌려가 목에 형리의 칼이
씌워질때 아버지는 거기에 따라온 큰 스님에게 단 한마디 유언을 남긴다.
"스님, 내 아들들에게 나와 같은 죽음을 강요 시킬 수는 없소. 어째서 내가 죄
인이란 말이오. 내 아들들에게 명대로 살수 있도록 스님이 뒤를 보살펴 주시
오."
조정에서 참의 벼슬에 있었던 그 신대감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때 스님은 벌
써 그 대감댁에 들려 그의 아들 형제를 데리고 마을을 벗어났고 포리들은 그
아들들을 잡으려고 대감집을 덮쳤었다. 그러나 포리들의 눈에는 자결한 참의
아내만 보았을뿐 그의 아들들은 집에 없었다.
스님을 따라 도망을 나와서 한양 가까운 절간 불당 뒤에 숨었다가 몇일이 지
난후 그 절간을 빠져나온 그들 형제는 처음에는 금산땅 서대산 굴에서 몸을
피했고, 다음은 여기 철마산 산중에 피해서 처음에는 움막을 지었고 다음은
숫가마를 만들어 생활했고 그들이 자라나서 의적으로 변해서 여기를 주름 잡
았었다.
경상도 지방에서 한양가는 길은 꼭 제원역을 지나간다. 그래서 조정에 아첨하
는 벼슬 살이들은 의적들로 인해서 제원 근처에서 큰 곤욕을 치러야 했고, 돈
에 눈 멀은 장사꾼들과 관가의 부정한 관리들은 여기에 끌려와서 개과천선 하
게했다 합니다.
포도청에서 제원, 금산, 영동 근처에서 활개치는 그들 형제무리을 잡으려하는
포리들 수가 늘수록 소문은 더 빠르게 전국에 퍼져 나갔다. 그래서 한양과 각
지방에서 설움 받는 사람들은 여기로 모여 들었고, 그 들의 숫자는 그럭저럭
500명이 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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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에는 진달래꽃이 으뜸이었다. 꽃이 절정에 이를때즘 조정에 운평(運平)
흥청(興淸)이 서자 한때는 규수 였던 아낙네들도 몸을 피해와서 여기에 정착
을 했다. 그들은 70명이 넘지 않게 모여서 골짜기나 양지바른 곳에 살면서 조
직적으로 움직였다.
서러움 받은데 대한 반발뿐만 아니라 의협심을 일으키는 그들이었다. 철마산
하면 큰 짐승이 많은 산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 저기 골짜기을 점거하면
서 짐승들도 달아났는지 그림자도 없었다.
세월이 흘러 여기에 정착한 형제가 장성 하였을때 나라 임금이 바뀌고 새 세
상이 되자 억울한 많은 사람들의 죄가 풀리고 크게 죄를 면하는 지령이 떨어
졌다.
그들의 아버지가 억울한 죄명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때, 그들 형
제는 그래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철마산 여기 저기 골짜기에서 슬픈 통곡소리가 합창이라도 하듯 들려왔다. 어
디서 처음 울음이 복받쳤는지 자기네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울음소리였다.
그들 형제도 그 울음에 섞여서 그날 저녁은 실컷 울었고, 각 처소(處所)마다
호롱불을 밝혔을 때에는 제원 일대에서 볼때 마치 어느 큰 절간의 초파일 연
등행열 같았다 하니 그들의 수와 세력을 짐작할만 했다.
그들은 차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여기 철마산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
게 되었다. 이것은 나라의 정사가 잘 풀리는 까닭에서였다. 그들이 차츰 이곳
에서 물러가고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진짜 도적패들이 이곳을 점거하기 시
작했다.
그래서 근처 고을 사람들이 여기 철마산(일흔이 고개)을 넘을 때는 70여명이
모여서 도적을 피하며 넘어갔었다 한다.
천을리 일흔이 고개는 한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한을 달랬던 한많
은 고개였다. 이 고개 이름을 일흔이 고개라 부르는 것도 그 한많은 사람들이
일흔명 남짓 모여 여기저기 골짜기에 분산되어 살았기에 부르게 된것이라 전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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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흔이 고개(‘일흔이재, 일월이재, 이루리재’)의 기억
2019년 지금은 군북면 천을리에서 금산에 갈때 일흔이재 아래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승용차로 15분 정도면 금산에 도착한다.
68여년 살아오다 보니 요즘은 가끔 이 고개 일월이재에 대한 어릴적 기억들이
가끔씩 아지랑이 피듯 떠오른다. 일흔이 재! 옛날에는 일흔명 정도가 모여야만
넘을수 있었다는 고개 그만큼 도적들 수세가 있었던 고개라고 한다.
어릴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산들이 모두 민둥산 이어서 도적들이 숨을 만한
숲이 안 보여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른들은 옛날에는 나무가 무지무
지 많았다고 했다.
아마 그때 어른들도 앞의 어른들로 부터 들었을 것이고, 앞의 어른들도 그 앞
의 어른들로 부터 들었을 것이며, 그 앞의 어른들은 또 그 앞의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일 것이다.
이 재의 또 다른 이름은 이루리재다. 어려서 우리는 그냥 이룰재 라고 불렀다.
옛날 시골 사람들은 ‘재를 넘어 외지로 나가야만 큰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염
원했던 말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몸이 훌쩍 커서야 들었다. 농사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담기지는 않았을까 생각했다.)
이 재를 넘어야만 금산장을 볼수 있어서 당시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무척 많았
다 한다. 짐작컨대 소금 장사도 넘고, 새우젓 장사도 넘고, 제사장 보러가는
할머니도 넘고, 소 팔러 가는 사람도 넘고, 소 사러 가는 사람도 넘고, 명절
때 아이들 옷 사러 가는 사람도 넘고, 농사철에 일꾼들 반찬 장만하러 가는
아낙도 넘고, 장 구경을 핑계 삼아 단골집에 술 먹으러 가는 한량도 넘었을
것이다.
남쪽으로 제원을 거쳐 금산읍으로 이어지는 신작로가 북쪽으로는 추부로 통하
는 신작로가 생기 기는 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도라꾸(트럭)가 뿌연 먼지를
날리며 지날 뿐이고 버스는 아예 없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이 길이 포장된 지
오래고 수시로 차들이 오가고 있다.
나는 일흔이재를 세살 때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처음으로 넘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며칠을 몹시 앓다가 금산읍에 있는 병원에 간 것
으로 기억한다.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 등에 업혀 재를 넘을 때 뻐꾸기
가 많이 울었던 것만은 기억이 생생하다.
“뻐꾹 뻐꾹 뻐뻐꾹 뻑꾹”하며 울었다. “뻐꾸기 운다. 뻐꾸기 운다.”며 칭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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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한편으로 달래면서 재를 넘는 어머니는 무척 힘이
들었을 것이다. 날은 더운데다 자식 놈은 고열에 칭얼대며 늘어지기까지 하니
얼마나 무거웠을까. 더구나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
하며 넘느라고 애도 많이 탓을 것이다.
병원에서 팔뚝만한 주사기를 보고 울며 기함을 하니 어항속의 빨간 물고기를
(나중에야 금붕어인줄 알았지만) 가리키며 달래주던 기억도 생생하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내가 그때 무슨 병을 앓아서 금산 병원에까지 가야했는지는 모른
다. 죽을 뻔했지 않았나 생각될 뿐이다.
어머니도 내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알
려주지 않았다. 아니 알려줬는데도 앓고 난 후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잊었는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로 재를 넘은 것은 군북 초등학교 4학년 때 700의총 소풍 때다. 이루
리재를 넘어가야 해서 4학년 이상 고학년 학생들만 700의총으로 소풍을 갈수
있었다.
두 번째 이후로는 소풍, 영화단체관람, 행사등 으로 1년에 2, 3번은 이루리재
를 넘어 갔다. 아직도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 아주 어렵게 사는 당시
우리 또래 어떤 아이의 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실화영화를 나는 기억 한다.
담임선생님 인솔 하에 학급전체가 단체로 넘어가서 지금은 없어진 금산극장에
서 흑백 영화로 봤다. 영화가 너무 슬퍼 참 많이도 울었고, 영화를 보고나서는
슬픈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온 길을 되짚어 재를 넘었다. 넘어갈 때는
영화 본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서 고된 줄을 몰랐고, 넘어올 때는 영화 얘기로
고된 줄을 몰랐다.
금산에 중학교 입학 했을 때부터는 새벽밥을 먹고 동네 친구와 선배와 같이
이 재를 넘었다. 새벽밥을 먹자마자 어둠속에 묻힌 집을 나와 바쁜 걸음을 걷
다보면 어느새 고갯마루에 오르게 되고, 날이 훤히 밝았던 기억이 아련하다.
금산읍에 하숙을 정할 때까지 아침저녁으로 넘었고, 토요일에는 낮에 넘었다.
외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불짐을 지고 눈길을 넘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
지만, 고등학교 때는 여름과 겨울방학 때나 집에 올수 있었기 때문에 일흔이
재에 대한 추억이 어릴 때보다는 덜하다. 이때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
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릴적 추억이 깃든 일흔이재 지만 지금은 나무숲이 너무 우거져 일흔이재의
둥구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도로가 옛길을 따라 나지 않고 일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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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방향으로 꺾어져 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경사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산 아래 바래실 마을과 연계해 도로를
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근 한시간 가까이를 걸어야 넘을수 있었던 재를 지금은 자동차로 5
분도 안돼 넘는다. 격세지감이 크다. 빨라서 좋기는 하지만 산길 따라 열리는
아기자기한 이야기와 낭만은 없다. 으슥한 묘지 앞 휘도는 길의 무서움도 없
고, 이루리 고개 정상의 둥구나무 그늘에서 땀 식힐 때 불어주던 산들바람의
시원함도 느낄 수 없고, 산 바위위에 매가 날던 기억도 새롭다.
그러면서도 옛날로 돌아가라 하면, 나는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자동
차, 휴대폰, 문명의 빠름과 편리함이 몸에 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 마음
의 간사함 아닌가 싶다. 옛 추억은 마음속에 있을때 즐거운것 이지 싶다.
언젠가 일흔이재 옛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진다 해도 내 마음속에는 일
흔이재의 추억과 그 무언지 모를 아련함이 아직도 남아 있다.
승용차로 일흔이재 아래 도로를 넘을 때마다 정해진 순서 없이 제각각 떠오르
는 일흔이재의 기억들이 있어 나는 오늘도 웃으면서 즐겁게 일흔이재 아래 도
로를 넘어간다.

5. 천을리 발군산에 대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산48 [천을리 뒷산(발군산)] - [제원면 동곡
리(새방이)]가 인접한 산이다 (발군산 삼각점 : 375M, 발군산 정상 : 402M,)
발군산 삼각점 (36.155833, 127.537778)

정상 (36.153300, 127.538640)

조선 영조(1728년 3월 15일) “이인좌의 난” 안음(安陰)에서 정희량(鄭希亮),
이인좌(李麟佐), 박필현(朴弼顯)등과 공모하여 난을 일으킨다.
그때 발군(發軍)한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발군산(發軍山)이라고 한다.
안음(安陰) - 경상남도 일부지역 [함양군(咸陽郡), 거창군(居昌郡)] 조선시대
이 지역을 안음 이라 명칭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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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군산 호랑이 바위 이야기 - ※
천을리 동네 뒷산 발군산 에는 호랑이 5시 바위에 대한 재미있고 슬픈 전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읍니다.
1700년경에 동네 아주머니가 뒷산 밭에 일을 하다가 산중턱 바위를 보았는데
아주머니는 그만 땅에 주저 안고 말았다. 그 바위 위에 아주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정신을 가다듬고 바로 집으로 돌아 왔고 다음날 그 밭에 갈려고
하니 어제 호랑이가 생각이나 발 거름이 떨어지지가 안았다고 한다. 그래도
그 밭을 일궈야 집에 자식들을 먹일수가 있으니 무서워도 밭에 도착하여 어제
호랑이가 앉아 있던 바위를 보았는데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일을 시작 하였고 일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줄 몰랐다 그러다 바위쪽
을 바라보니 호랑이가 어제와 똑같이 바위에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곳 바로 집으로 내려왔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밭에 가서 바위를 보니 오늘도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고
아주머니는 또 일을 하다가 바위를 보니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는
놀라기는 했지만 가슴만 뛸뿐 정신은 멀정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바로
집으로 내려 가면서 호랑이가 그 바위 위로 오는 시간이 오후 5시쯤이면 나타
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다음날 다시 밭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호랑이 바위를 살피
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오후 5시쯤이 되니 바위로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내려와서는 바위위에 전에 보았던 자세로 걸터 앉아 아주머니를 바라 보고 있
었다.
아주머니는 바로 집으로 왔고 다음날부터는 왼지 오후 5시 호랑이가 나타나는
시간이 기다려 졌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호랑이가 5시에 나타나도, 이제 아주
머니는 호랑이가 무섭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일을 하고 오후 6시쯤 다시 바위를 바라보니 호랑이는 보이기 않
았다고 합니다.
그 호랑이는 오후 5시에 나타나서 오후 6시에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고 합니
다.
아주머니와 호랑이는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지키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렇게 호랑이와 30여년을 넘게 보고 지냈고 아주머니도 나이가 들어 백발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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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되었을 때 어느날 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천을리 발군산으로 보부상 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하게 산 주
변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5시 바위 호랑이는 그날 그 무리의
사람들로 인해 생을 마감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모르는 무리들은 3000명 정도 였고, 여기 발군산에서 5일
정도를 머물다가 어느날 흔적도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백발 할머니는 밭으로 가서 다시 일을 시작 했고 오후 5쯤이
되어도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합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들에게 그동안 일을 이야기 하고 다음날 아들
들의 부축을 받아 호랑이가 있던 바위에 올라가서 보니 그 바위 근처에서 호
랑이 뼈를 발견 하였고 할머니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프게 우셨
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호랑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5일 정도 더 사시다가 돌
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할머니 장례 때 호랑이 뼈도 따로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후 아들들은 세상이 뒤집어질 난(무신란 1728년 3월 15일)이 일어난걸 알
았고 여기 발군산에 머물던 무리들이 진압군이 였다는 것도 그 후에 알았다
합니다. 할머니의 아들들은 할머니 제사 때는 호랑이 밥상도 따로 챙겨 주웠
다고 합니다.
천을리 뒷산 발군산에 올라갈 때마다 “할머니와 5시 호랑이 바위 이야기”를
떠올리며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깊게 생각해 보곤 한답니다.

무신란, 이인좌의 난[李麟佐─亂]

1728년 3월 15일

1728년(영조 4년) 정권에서 배제된 소론과 남인의 과격파가 연합해 무력으로
정권탈취를 기도한 사건.
이인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며, 무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신란 이라고도 한다.
이인좌의 난은 전국적인 내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제 거병 지역과 반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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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물에 따라 경상도에서는 정희량(鄭希亮)의 난, 전라도는 박필현(朴弼顯)
의 난, 충청도는 이인좌(李麟佐)의 난 등으로 불린다.

역사적 배경
경종이 세자 때부터 질환이 심했으므로, 숙종은 세자의 왕위계승을 우려해 이
이명(李頤命)에게 연잉군(延礽君 : 뒤의 英祖)을 은밀히 부탁하는 정유독대(丁
酉獨對 ; 1717년 숙종과 이이명 두 사람만의 만남)를 하였다.
경종은 숙종 말년에 세자청정을 할때도 정사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고, 재위
중에도 국사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론측은 경종의 무자다병(無子多病)을 이유로 연잉군의 세제책봉(世弟冊
封)과 세제대리청정을 서둘렀다.
그러자 소론측은 경종의 보호를 명분으로 신임사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경종
이 재위 4년 만에 죽고 세제인 영조가 왕위를 계승하자, 신임사화의 옥사를
문책하게 되면서 노론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경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위협받게 된 박필현(朴弼
顯)· 이유익(李有翼)· 심유현(沈維賢) 등의 과격 소론측은 갑술환국 이후 정권
에서 배제된 남인들을 포섭해 영조와 노론의 제거를 계획했다.
그 명분으로 경종의 사인에 대한 의혹과 영조는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을 내세워, 영조를 폐하고 밀풍군 탄(密豊君坦 : 昭顯世子의 曾孫)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당인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의 모반을 정당화하였으며, 또한 민
심을 규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1725년(영조 1)부터 박필현 등은 당론을 토대로 자파 세력으로 간주되는 각
지방의 인물을 선별해갔다.
이에 경중(京中)에서는 이하(李河)· 양명하(梁命夏)· 윤덕유(尹德裕)등이 가담하
였다. 지방에서는 정준유(鄭遵儒, 안음인으로 나중에 希亮으로 개명)· 나만치
(羅萬致, 은진인)· 조덕규(趙德奎, 여주인)· 임서호(任瑞虎, 이천인)· 정세윤(鄭
世胤, 안성인)· 이호(李昈, 진위인)· 민원보(閔元普, 충주인)· 이인좌(청주인)·
신천영(申天永, 청주인)· 김홍수(金弘壽, 상주인)· 이일좌(李日佐, 과천인)등이
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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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안병사 이사성(李思晟), 금군별장 남태징(南泰徵)등과 내통하였다. 이들은
경종의 사인에 대한 의혹을 심유현(경종의 前妃 沈氏의 동생으로 경종의 임종
을 지켜보았다.)의 발설과 결부시켜 흉언을 퍼뜨렸다.
그래서 전국 여러 곳에서 흉서와 괘서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이들은 가정(家
丁)·노비 등의 가속인을 모군(募軍)하고 명화적(明火賊)등을 군사로 동원하기
로 하였다.
난의 계획은 1727년 정미환국으로 온건 소론이 다시 기용되자, 동조자의 확대
가 어려웠고 모의가 노출되어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의 고변을 비롯해
양성인(陽城人) 김중만(金重萬) 등이 각지의 취군(聚軍) 동태를 속속 고변하였
다. 영조는 친국을 설치하고 삼군문에 호위를 명하였다.

난의 전개정리
난은 3월 15일이인좌가 청주성을 함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반군은 병영을 급
습해 충청병사 이봉상(李鳳祥), 영장 남연년(南延年), 군관 홍림(洪霖)을 살해
하고 청주를 장악한 뒤 권서봉(權瑞鳳)을 목사로, 신천영을 병사로 삼고 여러
읍에 격문을 보내어 병마를 모집하고 관곡을 풀어 나누어주었다.
또 경종을 위한 복수의 기(旗)를 세우고, 경종의 위패를 설치해 조석으로 곡배
하였다. 그리고 이인좌를 대원수로 한 반군은 청주에서 목천· 청안· 진천을 거
쳐 안성· 죽산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북상하던 반군은 안성과 죽산에서 관군에게 격파되었고, 청주성의 신
천영은 창의사(倡義使) 박민웅(朴敏雄) 등에 의해 상당성(上黨城)에서 궤멸되
었다. 한편, 이인좌의 반란에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에서도 호응하였다.
영남 지방은 정온(鄭醞)의 4대 손인 정희량(鄭希亮)이 조묘의 천장(遷葬)을 구
실로 민정(民丁)을 모집해, 이웅보(李熊輔 : 이인좌의 동생)와 더불어 3월 20
일 안음의 고현창(古縣倉)에서 일어나 안음현감과 거창현감을 투서로 위협해
쉽게 두 지역을 장악했다.
이어서 합천에 거주하는 정희량의 인척인 조성좌(曺聖佐) 일족의 도움으로 합
천·함양 등 4개 군현을 석권하였다.
이에 경상감사 황선(黃璿)은 성주목사 이보혁(李普赫)을 우방장으로, 초계군수
정양빈(鄭暘賓)을 좌방장으로 삼아 주변의 관군을 통솔해 토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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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은 거창에서 함양을 거쳐 전라계를 넘어 충청도의 반군과 합류하려 하였
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호남 지방의 반군은 태인현감 박필현이 모주(謀主)로
무장(茂長)에 유배중인 박필몽(朴弼夢) 등과 내통하였다.
그러나 전라 감사와의 연결에는 실패해 박필몽은 상주의 촌리에서 체포되어
참형되었고, 박필현은 고부군 흥덕(興德)을 거쳐 죽도에 잠복했으나 체포되어
처단되었다.
3월 14일 최규서의 고변을 비롯하여 경기도 각지에서 취군 현황이 속속 보고
되자, 영조는 도성문을 폐쇄하고 경외(京外)의 관군을 동원해 서울의 방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을 사로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로,
박찬신(朴纘新)을 도순무중군(都巡撫中軍)으로, 박문수(朴文秀)를 종사관(從事
官)으로 삼아 난의 토벌에 나섰다.
관군은 3월 24일 안성· 죽산의 반군을 소탕하고, 이인좌· 권서봉· 목함경(睦涵
敬) 등을 생포하였다. 안성· 죽산에서의 반군의 패보는 삼남 지방의 반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오명항이 이끄는 관군이 청주를 거쳐 4월초 추풍령을 넘었을
때에는 영남 지방의 반군도 지방 관군에 의해 이미 소탕되었다.
관군은 거창에서 회군해 4월 19일 개선하였고, 영조는 친히 숭례문루에 나가
영접하였다. 난의 평정에 소론 정권이 앞장섰으나 주모자의 대부분이 소론이
었기 때문에, 이후의 정국 추이에 그들의 처지를 약화시켜 열세를 면하지 못
하게 되었다.
반면에 영조 즉위초부터 주창되어온 탕평책의 실시는 명분을 더욱 굳힐 수 있
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왕권의 강화와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수 있게 되었다.

정희량 반란군의 거창 함락과 반란자 이웅보가 주변의 군현에 보낸 글
(영조 4년 3월 27일)
적이 거창을 함락시키니, 현감 신정모(申正模)는 성을 버리고 도망하고 좌수
이술원(李述源) 이 죽었다. 이웅보(李熊輔)는 이인좌의 동생 이웅좌(李熊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인좌가 청주에서 양 성으로 갈 때 이웅보가 먼저 정희량과 안동에서 만나
거사하기로 약속하고 3월 13일에 안동에 이르러 보니 정희량이 안음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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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오지 않았다.
이웅보가 드디어 안음으로 가서 모집해 놓은 군사를 현의 옛 창고앞에서 일으
키고 그 창고의 곡식을 풀어 먹였다.
20일에 적들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곧장 안음 현청으로 들어가 현감 오수욱
(吳遂郁)을 보고는 글을 던지고 갔다.

오수욱에게 던진 그 글에 이르기를,
"나라의 운수가 기울어 민병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종사가 장차 위태롭게 되었
으니, 마치 불이 처음 붙은 것과 같아 그 형세는 반드시 꺼야만 한다.
이러한 때에 그 누가 능히 한 모책을 내어 나라를 위한 의미심장한 걱정을 하
겠는가? 이웅보는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의리상 편안함과 근심을
함께 해야 하므로, 마땅히 죽을 힘을 다해 분발해서 위로는 종사를 안정시키
고 아래로는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3월 20일에 동지 한두 사람과 함께 의병을 규합하여 사직을 위할 계책
을 하는데, 혹 이런 충적을 좌우에 알려 주지 않아서 흉폭한 난리에 죽음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감히 이런 충정을 알리니, 이 죄를 조금만 용서하
여 이 일이 성공되게 한다면 종사의 다행함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오수욱이
두려워하여 병영으로 도망했다.

또 거창 현감 신정모에게 투서하기를,
"국운이 불행하여 이제 큰 난리가 일어날 것이니, 종사가 망하지 않음을 다행
으로 여길 것이 못된다. 내가 왕실에서 갈라져 나온 가계에서 태어났으니 비
단 신하일뿐만이 아니므로, 의리상 나라와 함께 죽어야 한다.
망령되이 한 손으로 하늘을 떠받들고자 하여 밤낮으로 동쪽으로 내려와 드디
어 동계(同溪)의 후손 정희량(鄭希亮)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종사를 안정시키
고 백성을 보전케 할 계책을 삼고자 하니, 마땅히 먼저 귀하에게 나가 충적을
토론하면 거의 양해하여 좌우로 공제할 것 같기에 감히 전진하지 않고 일단
물어나서 조용히 있으면서 조정 관리가 왕복하기를 기다리겠다.
이로써 이 놈의 온 가슴속에 충적이 있을 뿐 맹세코 다른 마음이 없음을 밝힌
연후에 함께 죽을 힘을 다해 종사를 붙들기를 원하나, 충심을 폭로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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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두려움이 더욱 깊다.
이는 국가의 일이므로 다른 지역의 수령 역시 범연하게 보거나 대수롭지 않게
듣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서는 안된다.
귀 읍의 병마 및 제반 군장비를 혹 빌려준다면 며칠 안에 북상하여 국난에 달
려갈 것이다."
하였는데, 신정모 역시 두려워하여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좌수 이술원(李述源)이 도보로 20여 리를 달려가 산골짝 사이에서 신정모를
뒤좇아가서 그의 소매를 잡고 붙잡으며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웅보가 서울을 침범하려고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분해
하는 바인데 무슨 까닭으로 성을 버리고 부인이나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하십니
까?" 하였으나, 신정모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웅보가 본현으로 들어와 장사 50여 인을 보내 이술원을 찾으며 말하기를, "
이술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이술원이 칼을 빼어들고 손으로 자신을 찌르
려다 포박을 당하자, 이웅보를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나는 네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 빨리 나를 죽여라." 하였다.
정희량이 말하기를, "형틀에 매어 고문하지 않으면 영을 어긴 자를 징계하기에
부족하다." 하고는 이에 나숭곤(羅崇坤)으로 하여금 콧대를 베게 하니, 이술원
이 죽음에 임하여 안색을 변치 않고 큰소리로 꾸짖기를, "정희량이 반역을 하
니, 나숭곤 너 역시 반역하느냐?" 하였다.
눈과 코를 베어 잠시 후에 곧 죽었는데, 이때 나이 50이었다. 침류정(枕流亭)
에서 번개가 쳤는데 그 빛이 붉어 본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임금이 어사 이종성(李宗城)을 보내어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는 사헌부 대
사헌을 증직하고, 관찰사에게 명하여 사당을 세우게 하여 포충사라 사액하였
다.
처음에 정희량이 거창현에 들어가 이술원을 죽이고 또 향임 신명익(愼溟翊)을
붙잡아 때려 죽이니, 신명익의 나이 53세였다. 이 일이 보고되자 좌승지를 추
증하였다.
이때 두 고을의 관원과 백성, 그리고 군졸이 모두 적을 따르니, 적이 창고의
곡식과 세금으로 바칠 공물을 더 내어 군민에게 흩어주고, 각절의 승도로 하
여금 군장비와 북과 깃발을 운반하게 하였으며, 각 역으로 하여금 마필을 세
우게 하니, 위세가 아주 드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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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사람 조성좌(曹聖佐)는 본군의 대성받이 집안인데, 역시 정희량에게 응하
고자 하여 먼저 군수 이정필(李廷弼)을 보고 안음의 적의 형세를 크게 과장해
공갈하고 위협했다.
이정필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야 그가 적임을 알고 가두었으며, 또
본군의 군사를 풀어 객사 밖에 진을 치고 스스로 지키고자 하니, 좌수 정상림
(鄭商霖)이 조성좌와 함께 적을 따르고자 하여 이정필을 협박하기를, "안음과
거창의 병세가 극히 성대하여 조석 사이에 합천을 도륙할 것인데, 조성좌 형
제의 집에서 부리는 장졸들이 또 수백 명이나 됩니다. 이제 조성좌를 가두어
이 무리들이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이니, 공은 진주로 가서 병영에 구원을 청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이정필이 그 말을 믿고 22일 새벽에 도망해 가니, 정상림이 즉시 옥문을 열고
조성좌 등을 석방하고, 군중으로 들어가 장교와 부하장병을 거느리고 절을 하
였다.
삼가 좌수 신만항(愼萬恒) 역시 현감 이정수(李廷秀)를 내쫓고 그 군사를 가지
고 합천의 적에 붙었다.
감사 황선(黃璿)이 성주 목사 이보혁(李普爀)에게 격문을 보내 우방장을 삼아
성주, 지례, 고령등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초계 군수 정양빈(鄭暘賓)을
좌방장으로 삼아 의령, 함안, 단성등 고을의 군사를 거느려 좌우로 나누어 진
격하게 하였다.
선산 부사 박필건(朴弼健)은 본진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길을 따라 진군하
면서 상주 장수 한속(韓㻋)을 후원으로 삼고, 대구 장수 하옥(河沃)은 병이 심
하여 황선이 그 군관 김진옥(金振玉)을 임시 장수로 차출하여 독전장이라 칭
하여 여러 고을의 진군하는 군사를 독려하게 했다.
또 안동 장수 김정상(金鼎相)으로 하여금 소속 읍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속과
앞뒤로 서로 내응하여 적을 견제하도록 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고, 또 우병
사 이시번(李時蕃), 진주 장수 이석복(李碩復)으로 하여금 고을 군사를 거느리
고 남로를 따라 진군하게 하였다.
이시번이 ‘마땅히 조정의 지휘를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즐겨 군사를 내지 않
으니, 오수욱, 이정필 등이 밤새 달려와 군사를 청했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황선이 적의 정세가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조정에 치계하고, 황선이 오수욱,
신정모를 잡아 장(杖)을 치고 이정필을 가두었는데, 신정모는 훗 날 죄를 받아
귀양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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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량의난 때 함양에서의 일 (영조 4년 3월 28일)
안음의 적 정희량(鄭希亮)등이 거창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함양으로 들어가 장
차 전라도 경계를 넘으려 하였다.
운봉 장수 손명대(孫命大)가 안음의 적변을 듣고는 미처 감사, 병사에게 보고
하지 못하고 급히 속읍의 군사를 동원하여 먼저 팔량령을 점거하니, 적이 이
때문에 감히 넘지 못하고 하루를 머물다가 거창으로 돌아갔다.
함양 군수 박사한(朴師漢)이 처음에 군사를 내어 적을 막고자 하였으나 백성
들이 모두 적과 내응하니, 박사한은 낭패하여 오수욱(吳遂郁)과 더불어 손명대
의 군사에 의탁해 함께 팔랑령을 지키다가 적이 함양을 버리자, 박사헌이 다
시 본군으로 들어가 관원과 백성들 가운데 적을 따른 자를 죽였다.
운봉의 천총 정후교(鄭後僑)는 강개하고 담략이 있었는데, 손명대가 군사를 내
어 적을 막을 때 정후교의 힘이 많았다.
적이 함양에 들어오자, 정후교가 수백 명의 군사로 함양으로 달려들어가 적괴
의 머리를 베어 바치겠다고 청하였으나, 손명대는 감사(監司)가 경계를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여 쓰지 못했다.

우지령과 무주의 고갯길을 먼저 점거하여 역적이 나아가지 못하다 (영조
4년 4월 1일)
역적 이웅보(李熊輔)와 정희량(鄭希亮)등이 함양에서 거창으로 돌아와 군사를
나누어 둘로 만들었다.
이웅보는 우지령(牛旨嶺) 밑에 진을 치고 장차 지례로 향하려 하고, 정희량은
생초역에 진을 쳐서 장차 무주로 향하려 하는데, 선산 부사 박필건(朴弼健)이
금오진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지령의 험한 곳을 먼저 점거하고, 무주의 고갯길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에도 또한 전라도의 군사가 점거하여 지킴이 있으니,
적이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때 경상 우병사 이시번(李時蕃)이 진주에 있어, 성문을 닫고 군사를 가지고
서도 끝내 적을 치지 않았다.
곤양 군수 우하형(禹夏亨)이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주에 이르니 문지기가
거절하므로, 우하형이 검으로 위협하여 드디어 들어가서 이시번을 책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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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의 난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하된 자들은 충의로서 마땅히 피를 흘
려 얼굴을 씻으면서 토벌하여야 할것인데, 이제 공은 대장이 되어서 강병을
가지고도 나아가지 않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천벌을 벗어 날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시번은 성품이 나약하여 끝내 감히 나가지 못하고 장수 이석복(李碩復)을
시켜 우하형 등을 거느리고 먼저 가게 하였다.
이석복이 산음에 이르러 다시 머무르고자 하므로, 우하영이 강개하여 검을 치
면서 말하기를, "적을 치는 일이 날로 급한데, 어찌 노약자를 버리고 정장을
가려 뽑아서 빨리 달려가 핍박하여 싸우지 않겠는가?" 하니, 이석복이 더듬거
리며 말하기를, "그대가 능히 이것을 하겠는가?" 하였다. 우하형이 말하기를, "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하고, 드디어 이석복과 군사를 나누어 남해 현감 윤하
(尹㵑)와 상중인데도 전투에 참가한 전 현감 하필도(河必圖)등을 거느리고 이
틀 걸을 길을 하루에 걸어서 빨리 달려가고, 이석복은 하동 부사 박도상(朴道
常)과 함께 잇따라 나아갔으며, 이시번도 또한 뒤따라 나갔으나 삼가현에 이르
러서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정희량(鄭希亮)
군사를 일으킬 날을 1728년 3월 12일로 정하여 청주(淸州)에서 합류하기로
했으나 정희량의 군사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이웅보와 조세추(曺世樞)는 3월
11일 청주를 떠나 12일에 안동에 들어가 김구(金榘)에게 행동을 촉구했다. 그
러나 김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권덕수(權德秀), 김민행(金敏行), 유몽
서(柳夢瑞) 등도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자, 이웅보 등은 안동을 떠나 안음의
정희량에게 가서 함께 기병하였다.
3월 20일 곧장 안음현(安陰縣) 관아로 들어가 현감 오수욱(吳遂郁)을 보고는
글을 던지고 갔다. 오수욱은 글을 보고 두려워하여 병영(兵營)으로 도망을 갔
다. 또 거창 현감 신정모(申正模)에게 투서(投書)를 하니 역시 신정모도 두려
워하며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때 두 고을의 군민들이 모두 따르니, 창고의
곡식을 더 내어 군민(軍民)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 절의 승려로 하여금 운반하
게 하였으며, 각 역(各驛)으로 하여금 마필(馬匹)을 세우게 하였다.
합천 사람 조성좌(曹聖佐) 역시 정희량에게 응하고자 먼저 군수 이정필(李廷
弼)에게 안음의 형세를 크게 과장해 공갈하고 위협했다. 이정필이 처음에는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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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지 못하다가 후에야 조성좌가 적임을 알고 가두었으며, 또 본군의 군사를
풀어 객사 밖에 진을 쳤다.
이후 좌수 정상림(鄭商霖)이 조성좌와 함께 적을 따르고자 하여 이정필을 협
박하니 이정필이 그 말을 믿고 22일 새벽에 도망갔다. 정상림이 즉시 옥문을
열고 조성좌 등을 석방하고, 군중(軍中)으로 들어가 장졸들을 거느리고 절을
하였다. 삼가(三嘉) 좌수 권만항(權萬恒) 역시 현감 이정수(李廷秀)를 내쫓고
그 군사를 가지고 합천으로 합세하였다.
정희량은 당초의 계획대로 이인좌의 군사들과 합세하기 위하여 함양으로 들어
가 장차 전라도 경계를 넘으려 하였으나, 운봉 영장(雲峰營將) 손명대(孫命大)
가 이 일을 듣고 미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급히 속읍의
군사를 동원하여 먼저 팔량령(八良嶺)을 점거하였기 때문에 하루를 머물다가
거창으로 돌아왔다.
이웅보와 정희량 등은 거창으로 돌아와 군사를 둘로 나누어, 이웅보는 우지령
(牛旨嶺) 밑에 둔을 치고 장차 지례(知禮)로 향하려 하고, 정희량은 생초역(省
草驛)에 둔을 치고 장차 무주(茂朱)로 향하려 하였다. 그런데 선산 부사(善山
府使) 박필건(朴弼健)이 금오진(金烏鎭)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지령의 험한 곳
을 먼저 점거하고, 무주의 고갯길(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에도 또한 전라도의
군사가 점거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정희량의 군세는 일시에 모두 무너졌다. 그 결과 정희량과 이웅보 등 21인을
붙잡아 목을 베어 난은 진압된다.

이인좌(李麟佐)
조선 영조 때의 역신(逆臣). 본명은 현좌(玄佐). 본관은 전주(全州). 청주 송면
출신. 관찰사 운징(雲徵)의 손자이며, 윤휴(尹鑴)의 손서(孫壻)이다.
당색이 과격한 소론 이었던 그는 영조의 즉위로 소론이 정계에서 배제되자 정
희량(鄭希亮)ㆍ이유익(李有翼)ㆍ심유현(沈維賢)ㆍ박필현(朴弼顯) ㆍ한세홍(韓世
弘)등 소론 과격파와 갑술환국 이후 정계에서 물러난 남인들과 공모하여 밀풍
군(密豊君) 탄(坦: 昭顯世子의 증손)을 추대하고 무력으로 정권 쟁탈을 꾀하였
다.
스스로를 대원수라 자칭하고 1728년(영조 4)3월 15일 상여에 무기를 싣고
청주에 진입, 충청병사 이봉상(李鳳祥), 군관 홍림(洪霖), 영장(營將) 남연년(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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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年) 등을 살해하고 청주성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각처에 격문을 돌려 병마를 모집하고 관곡을 풀어 나누어주는 한편,
서울을 향하여 북상하여 목천ㆍ청안(淸安)ㆍ진천을 거쳐 안성ㆍ죽산에 이르렀
다.
이때 반란진압을 위하여 출동한 도순무사 오명항(吳命恒)의 관군과 싸워 안
성에서 패하자 죽산으로 도피하였으나, 계속적인 추격으로 산사에 숨었다가
신길만(申吉萬) 등 마을사람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해 3월 26일 친국에서 역모의 전모를 공술하고 다음날 대역죄로 군기시(軍
器寺) 앞에서 능지처참되었다.

박필현(朴弼顯)
[1678년(숙종 4)~1728년(영조 4) = 51세]. 조선 중기부터 후기인 경종(景
宗)~영조(英祖) 때의 문신.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와 태인현감(泰仁縣監)
등을 지냈다. 자는 평중(平仲)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양아버지는 박태춘(朴泰春)이고, 친아버지는 이조 참의(參議)박태손(朴泰遜)이
다. 양어머니 전의 이씨(全義李氏)는 예조 참판(參判)이행진(李行進)의 딸이며,
생모 이씨(李氏)는 이지형(李枝馨)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박세남(朴世楠)이고,
증조할아버지는 병조 판서(判書)를 지낸 박황(朴潢)이다. 아들은 박사제(朴師
濟)이다. <이인좌(李麟佐)의 난(亂)> 때 반군으로 참여하였다가, 아들과 함께
처형당하였다.

6.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전라도 고창군 무장 기포지(전라북도 고창군 공읍면 구암리 591번지)

(茂長 무장) 東學輩布告文 (동학 무리의 포고문)
人之於世最貴者, 以其倫也. 君臣父子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慈子孝, 然後乃成
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
則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不思報國, 徒竊祿位, 掩蔽聦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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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意苟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非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
官, 人民之心, 日益渝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惡聲相續, 君
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 逆壞而無遺矣.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
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 以至方伯守令, 不念國家之危殆, 徒切肥己潤家
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擧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反充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昵, 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有以也, 奈之何民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輔民安
民之方策, 外設鄕第, 惟謀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理哉. 吾徒雖草野遺民, 食君
土服君衣, 不可坐視國家之危. 而八路同心, 億兆詢議, 今擧義旗, 以輔國安民, 爲
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驚駭, 切勿恐動, 各安民業. 共祝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

(무장 茂長) 동학 무리의 포고문(東學輩布告文)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君臣)과 부자
(父子) 사이의 인륜은 그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강직
하며, 어버이가 인자하고 자식이 효도를 한 이후에야 나라가 성립되고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자애
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며, 신성하고 사리에 밝으며 성인의 지혜을 지
니셨다. 현명하고 어질며 바르고 강직한 신하가 전하를 보좌하여 밝게 한다면
요순(堯舜)의 덕화와 문경(文景)1)의 통치를 손꼽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하라는 자들은 나라에 충성을 다할 생각하지 않고 다만 녹봉과
지위를 도둑질하며, 전하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하고 뜻만 맞추면서 충성을 간
하는 말을 요사스러운 말이라 하고, 정직한 자를 비도(匪徒)라고 한다. 안으로
는 나랏일을 도울[輔國]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가 많아,
백성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변하였다. 집 안에 들어가서는 즐겁게 살
아갈 생업이 없고, 밖에 나와서는 몸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학정이 날마다 심
하여 원성이 그치지 아니하니,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 상하의 명분이 뒤
집어지거나 무너져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사유(四維)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하다. 정승 이하부터 관찰사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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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집안을 윤택하게 할 생각에만 골몰하고, 관리를 선발하는 통로를 재물이 생기
는 길로 생각하여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되었다.
나라의 많은 재화와 물건들이 나라 창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 호주머
니만 채우고 있다. 또한 나라 빚은 쌓여만 가는데 아무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교만하고 사치하며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이 도무지 거리낌이 없다.
8도는 모두 어육(魚肉)이 되고 모든 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수령들의 탐학
이 참으로 그대로이니, 어찌 백성이 곤궁해지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 바, 근본이 쇠약해지면 나라도 쇠약해진다. 나랏일을 도
와 백성을 편안하게 할(輔國安民) 방책은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집을 지어 오
직 혼자만 온전할 방법만을 찾고 오로지 녹봉과 지위를 도둑질하니, 이것을
어찌 도리라 하겠는가.
우리는 초야에서 사는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있으므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8도가 한마음으로 수많은
백성과 의논하여 오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
게 만들 것을 죽음으로써 맹세를 하였다. 오늘의 상황이 비록 놀랄 만한 일이
겠지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라. 다
함께 태평한 세월이 오기를 기원하며, 모두 임금의 덕화(德化)를 입을 수 있다
면 천만다행이겠노라.

정리
고부 봉기 이후 파견된 안핵사(按覈使) 이용태(李容泰)의 횡포를 계기로 농민
군은 1894년(고종 31년) 3월 20일 전라도 무장읍(茂長邑)에서 전면적인 봉기
의 횃불을 들었다. 이 글은 동학 농민군이 무장에서 봉기하면서 발표한 격문
(檄文)으로, 이를 통해 제1차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과 봉기 주도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1894년 1월에 일어난 고부 봉기는 2월 중순부터 소강 상태에 빠졌다. 호남
출신 박원명(朴源明)이 새로 고부 군수에 임명된 후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
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는 안핵사로 임명되어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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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란 주동자들을 조사하였다.
신임 군수의 유화책에 2월 하순 농민들은 모두 해산하여 귀가했는데, 그 사이
이용태는 800명의 병졸을 끌고 봉기 주동자와 가담자 가운데 동학교도가 있
으면 그 집을 불태우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도 모자라 부녀자를 능욕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전봉준(全琫準, 1855~1895)은 2월 19일 전라도 각지에 동참을 촉구하
는 격문을 발송하였다. 손화중(孫化中), 서장옥(徐璋玉), 김덕명(金德明), 김개
남(金開男)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즉각적인 동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봉준은 고부 군민에게도 봉기의 확대를 주장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
다. 결국 전봉준은 3월 13일 대접주 손화중이 있는 무장으로 도피하여 다시
손화중을 설득했고, 결국 동학교도들에 대한 이용태의 탄압 실태를 본 손화중
은 봉기의 확대에 동의하였다.
3월 20일 동학농민군은 무장에서 기포(起包)하고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4000
명의 동학 농민군이 편성되었고, 대장은 전봉준이 맡았다.
동학 농민군은 명칭을 ‘호남창의소(湖南倡義所)’로 공식화하고 곧바로 고부 관
아로 진격하였다.
이어 3월 25일 백산에 집결하여 지휘부를 개편하여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總
管領)에 손화중⋅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오시영(吳時泳), 영솔장에 최경선
(崔景善)을 추대하였다. 이처럼 무장 기포는 동학 조직이 농민군으로 본격 재
편되는 계기가 되어, 1차 동학 농민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무장에서 일으킨 기포는 1월의 고부 봉기를 잇는 것이나, 종래의 민란과는 확
연히 다른 성격을 드러냈다. “보국안민(輔國安民)”이란 정치적 성격을 분명하
게 드러낸 것이다. 무장 포고문은 보국안민을 위해 부패한 지방관은 물론 사
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공경대부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이 타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패한 민씨 척족 세력이었다. 포
고문과 함께 기포의 목표와 행동 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4대 명의
(明義)도 발표되었다.
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남의 물건을 축내지 마라. ② 충과 효를 함께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③ 일본 오랑캐를 섬멸하고 성인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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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맑고 깨끗하게 하라. ④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 있고 지체가 높
은 자들을 진멸하고 기강을 크게 떨쳐 명분을 확고히 세워 이로써 성인의 가
르침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무장 포고문이나 4대 명의에서 ‘척왜양’ 구호가 부각되기도 했지만, 반외세 의
식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농민군이 ‘보국안민’의 반봉건에 집중했
음을 의미한다. 외세의 침략 행위가 아직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우선 내정을 개혁하여 외세가 함부로 국권을 넘볼 수 없게 하
려는 의도였다.
이처럼 무장 포고문은 동학 농민군이 보국안민을 위해 부패한 집권 세력과 관
리들의 처단에 나섰음을 알리는 선언서라 하겠다. 그렇다고 동학 농민군이 조
선 왕조의 전복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동학 농민군은 새로운 왕조 질서를
꿈꾸며, 민중의 삶을 얽어매던 각종 폐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7. 금산군(금산, 진산) 동학농민혁명 (금산군청 참고자료)
1) 제1차 농민봉기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로 인하여 1862년 삼남지방에 민란이 일어났으나
민란의 원인이었던 삼정문란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1876년 개항 이후에는 쌀 수출로 인한 물가 앙등이나, 각종 개화정책
에 따른 지출로 인하여 민중의 부세 부담이 과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
으로 인하여 1880년대 이후 민란이 격증하기 시작하고 1890년대에는 더욱
심해졌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893년에는 전국에 걸쳐 60여회 이상의
민란이 일어났고 1894년에 들어서는 “민란이 없는 고을이 없다”, “동서남북의
여러 읍들이 서로 민란 일으키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란의 전개 과정은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통문을 돌려 집
회를 열어 지방관에게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봉기
를 일으켰다.
농민들은 주로 부세 수취의 과중함을 호소하고 봉기한 후에는 부호 집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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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아전들을 살상하는 정도였으며, 봉기 지역도 한 개 군현을 넘지 못했
다.
민란이 빈발하는 가운데 1860년에 창도된 동학의 교세는 1880년대 들어 충
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까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 중에는 동학의 종교
적 가르침보다는 병을 고치거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도하는 자
도 있었지만,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난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자들
도 있었다.
날로 늘어나는 동학 교도에 대해 관이 가혹한 탄압을 가하자, 서장옥· 전봉준
과 같이 사회 변혁을 꿈꾸는 동학 지도자들은 1892년부터 충청도 공주, 전라
도 삼례, 한양에서 교조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교
조신원운동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1893년에 들어서부터는 외세 배척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월에 충청
도 보은과 전라도 금구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교조신원과 관련된 주장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척왜양 구호가 전면에 제기되었다.
특히 금구 집회에서는 한양으로 올라가 탐관오리를 축출하고 일본인과 서양인
을 물리치겠다는 계획까지 구상하였다. 그러나 두 집회는 신식군대를 앞세운
정부의 탄압 경고에 굴복하여 4월 초에 해산하였다.
보은·금구집회 이후 변혁을 꿈꾸는 자들은 전라도 전 지역의 봉기, 나아가 전
국적인 농민 봉기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이
활동하고 있던 고부· 태인· 정읍 등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인민에게 각종 부역·잡세를 강요하여 원한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특히 고부 일대의 수리 시설인 만석보의 과중한 수세로 농민이 괴로
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강제동원하여 그 아래 또 새로운 보를 만들
어 과중한 수세를 징수하여 사재를 늘렸다.
또 호남 지방의 조세미를 서울로 수송하는 전운사 조필영과 결탁하여 횡령한
조세미의 부족분을 농민으로부터 다시 징수하는 등 농민의 격렬한 분노를 샀
다.
더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농민들은 전라도 감영까지 가서 호소하여도 끝내 들
어주지 않자 1894년 1월 14일 전봉준을 지도자로 추대하고 봉기하였다.
군수 조병갑은 이미 도망갔지만 농민들은 감옥 문을 열어 죄수들을 풀어주고
아전들을 붙잡아 다스렸다.
농민들은 후환이 두려워 흩어졌지만 조사관으로 온 장흥부사 이용태가 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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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동학도라 칭하여 잡아들이고 그 처자까지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전봉준은 이 즈음부터 전라도 무장으로 옮겨가 전라도 각지에서 봉기할 세력
을 4천여명을 규합하여 3월 20일에 대대적으로 봉기하여 고부읍을 공격하였
다.
고부를 점령한 후 백산으로 이동한 농민군은 농민군 간부를 확대 개편하고 전
국 각지로 격문을 발송하여 백성의 호응과 궐기를 촉구하였다.
금산군에서는 이처럼 고부에서의 봉기가 점차 약화되고 전봉준이 무장에서 봉
기 하기 직전에 동학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지금의
금산군은 1914년 3월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금산군과 진산군을 통합하여 만
들어졌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과거의 금산군과 진산군을 구별하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꺼져가던 혁명적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금산군에서는 3월 12일 2천명의 동학 농민군이 제원역(역리)에 모여(이때 역
정건물 5채등을 불태움 지금 초등학교터) 죽창과 농기구를 들고 금산읍으로
몰려가 문서와 기물을 불사르고 김원택(金源宅) 등 금산군 향리들을 징치하고
가옥을 불사른 후 금산 군수에게 폐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금산봉기를 주도한 인물은 서장옥 이었다. 그는 제2대 동학교주 최시형이
이끌던 교단 조직과는 다른 노선을 추구하였다.
그는 1892∼1893년 교조신원운동과 외세 배척 운동을 전개하면서 전봉준, 김
개남, 손화중, 김덕명등 전라도의 혁명적 동학 지도자들과 함께 전국적 농민
봉기를 주도하였다.
서장옥과 연계된 동학농민군은 금산봉기 직후 진산군 방축점(防築店: 현재의
진산초등학교와 300미터 거리)에 동도소(東道所)를 설치하고 주둔하였다.
이후 이들중 서장옥 직할 부대는 전라도 부안으로 이동하여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 본대와 합류하고, 충청도 회덕· 진잠· 옥천 지역에서 온 농민군은 출신
지역으로 돌아갔으며 진산군 출신들은 방축점에 남게 되었다.
농민군이 진산군에 주둔함으로써 금산군의 양반유생과 보부상, 향리 등은 심
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4월 2일 금산군 보부상 접장이었던 김치홍
(金致洪)과 임한석(任漢錫)은 보부상과 읍민 수천 명을 거느리고 진산 방축점
으로 가 동학농민군들을 공격하여 114명 이상을 살해하고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존한 진산 출신 농민군들은 이후에도 계속 진산을 장악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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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강소 시기

집강소(執綱所)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호남지방의 각 군현에 설치하였던 농민 자치기구

진산 농민군은 격파되었지만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황토현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장성에서 서울에서 파견된 중앙군을 격파하고 4
월 27일 전주성까지 점령하였다. 전주성을 포위한 관군과 농민군은 치열한 공
방전을 펼쳤으나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에 놀란 정부의 요청으로 청으로부터 파견한 군사가 아
산만에 상륙하고 일본 역시 이를 틈타 대규모 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전봉준은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여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폐정개혁안을 제출하
여 관군과 5월 7일 화약을 체결하고 전주성으로부터 물러났다. 이후 농민군은
6월부터 9월 초순까지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통치 권력을
장악하고 농민군의 힘으로 부패한 행정을 개혁해 나갔다.
진산군에도 집강소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농민군을 진압한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진산군 접주 진기서(陳基瑞)가 진산 농민군을 이끌면서
집강소 활동을 전개했으리라고 추정된다.
금산군의 경우는 농민군 세력보다 반농민군 세력이 강성한 지역인데도 5월
15일경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집강으로는 처음에 용담군에 거주하던 김기조,
다음에는 금산군에 거주하던 조동현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 집강소 활동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였다. 5월 중순 이후 양반유생을 중심으로 민보군(民堡軍)
이 결성되고 이들이 금산 지역 치안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금산군에서 민보군 결성을 주창한 사람은 금산군 향리였던 정지환(鄭志煥)이
었다. 그는 다른 향리들과 논의하고 금산읍과 떨어져 살고 있던 금산군의 유
생 고제학(高濟學) 박승호(朴勝鎬) 전 첨사 박항래(朴恒來) 등과 의논하여 전
참판이자 전임 금산군수였던 정숙조(鄭䎘朝)를 맹주로 추대하고 민보군을 결
성하였다. 여기에 4월 2일 진산 농민군 공격을 주도한 김치홍 임한석 등 보부
상 세력이 함께 참여하였다.
고제학은 동학농민군을 중국 고대 황건적 무리에 비유하면서 이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군내 인사들이 힘을 합쳐 ‘옳은 것을 지키고 사악한 무리를 물리칠
것’을 촉구하는 포고문을 띄워 한 달만에 6천여 명의 동조자를 규합하였다. 고
제학은 같은 스승의 문인인 박승호와 더불어 의회장(義會長)이 되고 정숙조(鄭
䎘朝)를 맹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포장대(炮隊長) 정두섭(鄭斗燮), 무대장(武隊長) 정지환(鄭志煥), 참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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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봉(梁在鳳)과 신구석(辛龜錫), 호군감(犒軍監: 군비 조달직) 한홍규(韓弘圭)
등으로 진용을 갖추었다.
이때 병력은 포대장 휘하 포사 3백명, 무대장 휘하 무사 7백명, 민병 1천여
명이었다. 이렇게 하여 금산군은 양반유생 중심의 민보군이 장악한 반면 진산
군은 동학농민군이 장악하여 대치하는 국면이 10월까지 지속되었다.

3) 제2차 농민봉기
전주화약이 체결되어 농민군이 해산하였으나 일본군은 철수하지 않음은 물론
6월 21일 왕궁을 침범하여 대원군을 앞세워 개화파정부를 수립하고 갑오개혁
을 추진하게 하고 이틀 후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8월 중순 평양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군은 조선정부군과 연합하여 농민군
을 토벌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농민군 내부에서도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재봉기해야 한다
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전봉준은 9월 13일 전라도 53개 군현에 재봉기 격문을 돌리고 동학교주 최시
형과 연락을 취하여 그 산하의 충청· 경기· 강원· 경상· 황해등 동학 조직도
봉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9월 중순경부터 동학 조직 전체가 전국 각지에서 봉
기하였다.
황해도에서는 각 군현에서 수만 명이 봉기하여 9월 말에 해주를 점령하였다가
일본군에 패퇴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안성· 양지· 여주· 이천· 양근· 지평· 수원 등지에서 봉기하였다.
경상도 남해안에서는 9월 초부터 화개· 남해· 하동· 사천· 진주· 곤양 등지에
서, 경상도 내륙에서는 9월 중순경 예천· 용궁· 성주· 상주· 선산에서, 강원도
에서는 평창· 원주· 횡성· 홍천· 강릉· 양양, 평안도에서는 상원, 함경도에서는
원산 부근에서 봉기하였으니 그 규모는 대략 6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최시형 산하 조직 중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군은 10월 중순경 전봉준의 남접군
과 논산에서 합류하였는데 그 수는 약 5만명 정도였다.
농민군은 병력을 나누어 천안· 홍주· 예산· 공주· 남해안· 광주· 나주 등으로
배치한 후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부대 2만여 명이 10월 하순 논산에서
북상하여 공주 근처 이인· 효포· 대교 3면에 포진하였다. 농민군의 사기는 왕
성했으나 그 무기는 대부분 화승총과 창검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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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를 둘러싼 공방전은, 10월 22일 농민군이 공주의 전초기지인 이인역을 공
격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사흘동안 대교· 효포· 웅치에서 격전이 전
개되었는데, 지리의 이로움을 점한 정부군과 일본군의 신식 무기에 의한 집중
사격과 포위 작전으로 인하여 농민군은 경천점(敬川店)으로 후퇴하였다.
11월 8일부터 시작된 농민군의 2차 공격에서는, 정부군과 일본군의 최후 방어
선인 우금치를 빼앗기 위하여 7일 동안 4~50회에 걸친 돌격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빈약한 화력과 군사적 훈련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본군과 관
군의 우월한 화력과 전술 앞에 많은 사상자를 내거나 도망함으로써, 논산으로
후퇴했을 때에는 잔존자가 오백여 명이 되어버렸다.
전봉준 부대는 퇴각하면서 논산· 금구 등지에서 반격을 시도하고 11월 27일
전라도 태인에서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전봉준은 순창으
로 남하하여 재기를 꾀했지만 12월 2일 배신자의 밀고로 체포되고 1895년 3
월 하순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성두한 등 동지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한편, 전봉준이 공주로 북상을 준비할 때 김개남은 남원에서 북상하기 시작하
였다. 김개남은 전봉준 부대가 삼례를 떠난 뒤인 10월 중순 이후 남원을 떠나
전주로 향했고 전주에서도 며칠을 머물다가 고산을 거쳐 10월 22일 금산을
공격하였다. 김개남의 금산 공격에는 진산· 고산· 영동· 옥천· 무주· 연산· 공
주· 강경의 농민군 수만 명이 참여하였다.
최초 전투는 10월 22일 진산에서 금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부수암(浮水
巖)에서 벌어졌다. 민보군 주력이던 무대장 정지환과 포대장 정두섭 및 호군감
한홍규는 금산· 진산의 경계인 송원치(松院峙 : 소라니재)를 방어하고 있었다.
농민군은 부수암 주위를 둘러싼 상태에서 계략을 써서 민보군 일부를 부수암
쪽으로 끌어내어 포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민보군측 사상자가 백여
명이나 되었다.
같은 날 금산읍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금성산· 삽치(揷峙)· 민치(民峙) 세 곳에
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다. 농민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투는 10월 22일 정
오 무렵부터 24일 오전 10시경까지 이틀간이나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농민군은 군사적인 우세를 점하여 결국 금산을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보
군 맹주 정숙조, 포대장 정두섭, 무대장 정지환, 호군감 한홍규 등과 금산 민
인 1백여 명이 피살되었다. 특히 맹주 정숙조는 생포되어 제원역 남문 밖으로
끌려가 모욕을 당하고 처형당한 후 시체까지 불태워졌다.
김개남 부대는 금산 점령 후 11월 9일까지 약 보름간 머물면서 각종 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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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고 향교와 관청 등을 모두 파괴하였으며 곡식· 돈· 우마· 의복 등을 모두
군수 물자로 탈취하였다.
금산면(읍)에 있던 민가 4∼5백호가 거의 불타 그해 말 겨우 80호만 남아 있
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들은 11월 9일 금산을 떠나 다음날 진잠군을 점령하고 회덕과 유성을 거쳐
11월 13일 새벽 청주성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먼저 도착해 있던 일본군 부대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 김개남 부대는
2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이들은 퇴각하는 과정에서 진잠· 연산· 진안· 고산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전투
를 벌였으나 각 지역의 향리와 주민, 일본군의 공격으로 패퇴하고 말았으며
김개남은 11월 말 전라도 태인현 산내면에서 체포되고 12월 3일 재판과정 없
이 곧바로 처형당했다.
김개남 부대가 금산을 떠나기 전후하여 금산 인근에서는 진격해오는 일본군과
두 차례 격전이 있었다.
11월 8일 영동 양산 부근에서 농민군 천여 명이 일본군을 공격했다가 금산군
쪽으로 퇴각하였다.
11월 9일 금산으로 진입하려던 일본군과 농민군 사이에 한 나절 동안 전투가
벌어졌으나 농민군은 또 다시 패퇴하여 진산, 고산, 용담 쪽으로 분산 퇴각하
면서 농민군 6명이 전사하였다.
일본군은 11월 10일 금산에 진입하고 12일에는 진산까지 장악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농민군은 11월 14일 연산-진산의 경계 지역, 용담 지역에서, 16
일 진안에서, 17일 고산 율곡촌 부근에서, 18일 고산군 부근에서 간헐적으로
일본군 부대를 공격하였다가 퇴각하였다.
이처럼 금산 인접 지역에서까지 농민군이 일본군 부대에 의해 패퇴함에 따라
금산과 진산의 상황은 다시 변하였다.
금산군민은 일본군이 금산에 진입하자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일본군에게 호의
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반면, 진산군민들은 일본군을 피해 모두 도망하였으며
아예 일본군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진산군 수령 및 군민 전체가 농민군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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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민군 최후의 전투 - 대둔산
1894년 12월 초에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 처
형되고 각 지역에서 봉기한 대부분의 동학농민군도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작전
에 의하여 처절하게 진압되었다.
11월 중순경 한산· 서천· 서산· 영동· 보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걸쳐 전라
도의 남원· 나주· 장흥· 강진· 순천· 광양 등지에서 농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
하였지만 모두 무참하게 패배하고 수많은 농민군들이 학살당하였다.
동학농민군 최후의 전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대둔산이다. 대둔산은
현재 전북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 논산군 벌곡면과 금산군 진산면 사이에 위치
하고 있으며 최고봉이 878미터에 달하는데, 당시에는 남쪽에 고산현, 북쪽으
로 진산군과 연산현, 서쪽으로 논산군에 맞닿고 있었다.
주로 진산군 출신 농민군 50여 명이 이 높은 봉우리의 큰 바위 사이에 집 3
채를 짓고 11월 중순경부터 이듬해 1월 24일까지 끝까지 저항하였다.
당시 농민군 토벌에 참여했던 민보군 문석봉은 그 지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
였다. 도적들의 소굴은 가히 새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 마치
하늘 위에 양의 창자가 있고 그 속을 꾸불꾸불 들어가는 듯합니다.
위로는 만 길이나 되는 가파른 봉우리가 있고, 좌우로는 여러 겹의 바위 병풍
이 가로막고 있으며, 그 가운데 깊은 곳에 두 칸짜리 집이 겨우 들어앉아 있
습니다.
돌벽으로 쌓고 다만 처마 끝만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동서북 3면은 깍아지
른 듯 서있어서 장비를 갖추지 않고는 새의 날개로도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전면 아래의 길 하나뿐인데 이 또한 3층의 잔도(棧
道)가 걸쳐 있습니다. 가히 한 명이 만 명을 당해낼 수 있어 입구를 열 수가
없습니다.
또 대치할 만한 산봉우리도 없고 포석을 설치할 만한 곳도 없으며, 그 서남쪽
등성 아래 올려다볼 수 있는 봉우리가 하나 있으나 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문석봉(文石鳳),『義山遺稿』 : 이병규 박사학위논문에서 재인용.)
대둔산에 웅거하여 저항한 농민군은 대개 진산군 출신으로 동학 교단에서 높
은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주축이었다.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의 명
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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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우(崔公友 : 진산 접주) 최사문(崔士文) 김공진(金公眞) 김태경(金台景) 장
문화(張文化) 양양옥(梁良玉) 박중집(朴仲執) 이홍기(李洪基) 김치삼(金致三)
정옥남(鄭玉男) 고판광(高判光) 송인업(宋仁業)
최학연(崔鶴淵 : 都禁察) 장지홍(張志弘 : 都執綱) 최고면(崔高錦 : 都執綱)
이광의(李光儀 : 都執行) 이광우(李光宇 : 都執行) 이시탈(李是脫 : 大正)
조한봉(趙漢鳳 : 接司) 김석순(金石醇 : 接主) 진수환(陳秀煥 : 接主)
강태종(姜泰鍾 : 敎授), 전판동(全判童 : 奉道)
이들 중 최공우는 진산군 접주이고 최사문은 그 아들이었다. 김공진은 최공우
의 심복으로 고산현 출신으로 당시 진산과 고산 농민군이 함께 활동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밖에 김태경, 장문화, 김치삼 등은 진산 출신이 아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대둔산에 들어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반부 최학연부터 전판동까지는 일본군이 농민군을 진압한 후 현장에 남아
있던 서류를 통해 파악한 성명과 동학 교단 내에서의 직책이다.
이에 의하면 도금찰· 도집강· 도집행· 대정· 접사· 접주· 교수· 봉도 등 동학
교단의 거의 모든 직책이 망라되어 있다. 여기서 교수는 성심 수도하여 타인
을 가르치는 직책, 도집강은 위풍을 갖추고 기강을 세워 다스리는 직책, 집강
은 시비를 밝혀 기강을 잡는 직책, 대정은 근후한 인물로 공평을 유지하는 직
책, 도금찰은 대접주의 고문 역할, 접사나 봉도는 대접주의 비서 역할을 맡은
직책을 말한다.
이처럼 동학 교단 내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던 인물들이 있었던 데다가 대
둔산 북쪽에 위치한 진산군 염정동(廉貞洞) 지역 600∼700여 호 주민 거의
대부분이 동학 조직에 가담하여 대둔산 농민군을 후원하고 있었기에 이들의
저항은 오래 지속되었다.
다른 지역 농민군이 거의 진압된 상태에서 이들의 투쟁은 관군과 일본군의 주
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둔산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관군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것은 문석봉이 이끄
는 민보군이었다. 문석봉은 대둔산 농민군을 여러 차례 공격하려고 시도하였
으나 지형이 너무 험난하여 포기하고 농민군 내부를 이간질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그는 고산현 주암동에 사는 최공우의 심복 김공진을 잡아온 후 그로
하여금 허위 편지를 최공우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대둔산 근거지에 늦게 참여한 장문화· 김치삼 등 6명이 관군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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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최공우 부자 등을 잡으러 왔다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를 열어본 본 최공우 부자는 분격하여 1월 22일 장문화· 김치삼 등 6
명을 모두 죽여그 시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대둔산에서 염정동으로 내
려왔다.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전력이 약화된 농민군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일본군 특무
조장 다케우치[武內眞太郞]가 이끄는 3개 분대와 30명의 관군 연합 부대였다.
이들은 1월 23일 대둔산 양장면(良場面) 기동(基洞)에 이르렀고 이보다 먼저
전주에서 파견된 관군들은 대포를 산 위로 끌어올려 농민군 근거지를 향해 포
격하고 있었으나 포탄이 농민군 근거지보다 훨씬 앞쪽에 떨어져 한 발도 명중
하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일본군 2개 분대는 농민군의 배후로 40리 남짓 우회하였
다. 나머지 1개 분대와 관군 30명은 정면을 공격하기 위해, 길이 4미터 정도
의 사다리를 만들어 암석을 기어오르고 혹은 나무에 매달려 농민군 근거지
100미터 아래까지 당도하였다.
이때 농민군은 쌓아 두었던 돌과 나무 토막을 투하하였으나 일본군은 정면 바
로 밑을 피해 농민군 근거지 왼쪽을 기어 올라 산 정상에 도달하였다.
일본군은 관군 20명을 농민군 근거지 전방의 경사진 왼쪽(약 200m) 고지에
배치하고 나머지 관군과 1개 분대를 왼쪽 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앞서 농
민군 배후로 우회시켰던 2개 분대를 뒤쪽 고지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오전 11
시 10분부터 공격이 개시되었다.
근거지를 지키기 위해 암굴에서 내려온 5∼6명 중 한 두 명이 관군의 저격으
로 쓰러졌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농민군이 사격을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하였
다.
토벌대도 세 방향에서 엄호사격을 퍼부었으나 농민군 소굴은 세 방향이 큰 바
위로 뒤덮여 있어서 겨우 지붕만이 보이고 전면은 큰 돌을 쌓아올려 여기에
총 구멍을 냈으며 그 위에 또 큰 나무를 올려놓아 토벌대의 사격이 별로 소용
이 없었다.
결국 오후에 들어 일본군 1개 분대와 관군 3명이 농민군 배후의 가파른 언덕
을 내려와 가파른 암석을 기어 올라갔다. 농민군은 산이 험한 것만 믿고 배후
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계속 전방의 관군에게만 맹렬한 사격을 하
였다.
그 틈을 타고 일본군이 농민군 근거지에 올라가 일제 사격을 가하고 돌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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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민군 중에는 천 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뛰어내리거나 숨기도 하였으나
살아남은 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관군이 모두 죽였으며 어린 소년 한 명
만 살아 남았다. 28∼29세쯤 되는 임산부가 있었으나 사살되었으며 접주 김석
순은 한 살쯤 되는 여아를 안고 천 길 계곡으로 뛰어내려 즉사하고 말았다.
한편 문석봉은 산을 내려간 최공우 등이 다시 봉기하려고 1천여 명을 불러 모
았다는 정보를 접하고 1월 24일 4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염정동으로 향하였
다. 이들은 26일 농민군이 모여 있다는 염정동으로 가는 도중인 이수령(梨樹
嶺)에서 농민군 7명을 생포하였다.
염정동에 도착하여 농민군이 모여 있던 김세마(金洗馬) 집을 습격, 16명을 참
살하고 투항한 4백여 명을 모두 옷을 벗겨 빈 방에 가두었다. 그리고 새벽을
틈타 곧바로 10리 쯤 떨어진 대성사(大成寺)로 가서 먼저 붙잡은 농민군 간부
를 이용하여 4백여 명을 투항하게 하고 다시 토굴 속에 숨어 있던 40여 명을
생포하였다.
여기서 획득한 말과 소, 쌀 등은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농민군
간부 5명을 참살하고 나머지는 모두 귀화시켰다. 이처럼 염정동에 남아 있던
농민군도 진압됨으로써 금산· 진산군의 동학농민혁명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금산 민보군을 조직했던 양반유생들을 중심으로 농민군에 참여했던 민인들,
특히 진산군민들에 대한 보복이 잇달았다. 그들은 김개남이 파괴한 금산 향교
를 1898년에 보수함으로써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1902년에는 동학농민군과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
민보군의 맹주였던 정숙조, 보부상 두목이었던 임한석, 민보군의 실질적 지도
자 정지환, 농민군의 공격을 막아냈던 김제룡 등의 비석이 세워졌고 이 비석
들은 현재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남산공원에 모여 있다.
반면, 거의 모든 민인이 농민군에 가담했던 진산군에는 ‘반역’의 흔적을 소멸
시키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의 기억을 남겨 두지 않았다. 나아가서 1914년 3월
진산군은 금산군에 흡수되고 진산면으로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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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민군 지도자는 지역마다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인식에 있어 하나의 문제점은 전봉준과 호남 농민군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이다. 무장기포 이후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 지도부는 호남
지역 농민군을 중심으로 호남 일대를 돌아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가을 재봉기에서는 논산에서 손병희와 합세하여 공주전투에 이르렀으
나 일본군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마치 동학농민혁명은 끝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호남 주력 이외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관군 또는 일본군과 그리고 민보군)과의 대규모의 전투를 벌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전투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3월 초의 금산, 진산전투 - 서장옥, 최공우, 이야면

- 10월의 청주성전투, 목천 세성산전투 - 김개남
- 10월의 하동 진주 지역의 고승산전투 - 김인배
- 10월의 내포지역 (태안, 서산, 예산, 홍성) 전투 - 문장준
- 10~11월의 상주 김천전투 - 편보언
- 10~11월의 강릉 홍천전투 – 차기석, 맹영재
- 10~11월의 황해도 일대 전투 - 1895년 7월까지 항전
- 12월의 보은 북실 전투
- 1895년 1월의 장흥 석대들 전투 - 이방언, 이사경

구글 또는 다음에서 "천을리" 검색 하시면 천을리마을이야기 검색 됩니다.
https://2018chuneul.wixsite.com/1000eul2
작성자 : 신 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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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50 - 7361 - 4574

십삼도제 (十三道制, 13도제 )
1896년 8월 4일은 현재 한국 지방 행정 체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의 지방제도가13도제로 개편된 날입니다.

조선 13도제

조선 8도제

초기 형태는 14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종 13년인 1413년 조선은 8
도 체제를 완성합니다.
8 도에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京畿道), 강원도 (江原道), 충청도 ( 忠淸
道),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황해도(黃海道), 평안도(平安道), 함경도
(咸鏡道) 등의 명칭이 모두 등장합니다
도 밑에는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을 두었고 이전까지 있었던 향, 소, 부
곡(鄕, 所, 部曲)은 폐지하고 군현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향, 소, 부곡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특수한 행정 구획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양민이었지만 신분은 노비나 천민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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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신분제

청일전쟁

김 홍집

이후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동
원한 청일 양국이 충돌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1894년 7월부터 대원군과 친일 내각인 김홍집 내
각을 앞세워 제도, 행정, 사법, 교육, 사회 등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
니다. '갑오개혁' 입니다.

갑오개혁에 의해 1895년( 고종 32년) 행정 구역은 종래의 8도제에서 23부제
(23府制)로 개편됩니다.

23부제

을미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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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6월 18일 칙령 제97호와 칙령 제98호에 의해 8도는 23개의 부(府)로
나뉘었고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은 군(郡)으로 통일되었습니다.
23부제는 일본이 종래의 막번체제(幕藩體制)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통일국가를 형성한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 이후 단행한
폐번치현(廢藩置縣, 1871)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23부제는 1413년부터 50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8도제에 익숙했던 조선의 실
정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95년 10월 8일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주동이 되어
일본 낭인들이궁에 난입, 명성황후( 明成皇后) 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
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끼던 고종은 1896년(건양 1) 2월 11일 새벽
왕궁을 탈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아관파천(俄館播遷)입니다.

고종은 즉시 갑오개혁에 의해 갑자기 바뀌었던 제도들을 구제(舊制)로 환원하
는 조치를 취합니다.
행정구역은 23부제를 폐지하고 8도제를 부활시킵니다. 남부의 3개 도 (경상,
충청, 전라)와 북부의 2개 도(함경, 평안)는 각각 남북도로 나누어 13개 도(경
기도, 충청북도 ,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로 편성됩니다.
현재의 지방 행정 구역의 틀이 완성된 순간입니다.
13도제는 1896년 8월 4일 칙령 36호로 반포와 동시에 실시되었고 일제 시대
를 거치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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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부 (公州府)
정의 :
1895년(고종 32) 충청남도 공주를 중심으로 편성된 행정 구역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을 계기로 지방 행정 제도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
루어졌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하여 8도제가 폐지되면서 전국
을 23부로 개편하고 목· 군· 현 등으로 구별되던 군현을 모두 군으로 통일하
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충청도는 공주부(公州府)· 홍주부(洪州府)· 충주부(忠
州府)로 분할되었다.
내용 :
공주부는 예하에 공주군· 연기군· 은진군· 연산군· 석성군· 부여군· 노성군· 옥
천군· 문의군· 회덕군· 진잠군· 평택군· 보은군· 회인군· 영동군· 청산군· 황간
군· 청주군· 전의군· 목천군· 천안군· 직산군· 안성군· 진위군· 양성군· 진산군·
금산군 27개 군을 관할하였고, 부의 장관으로는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이는
종래의 도가 지나치게 광역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분할한 정책이었다. 그러
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한 인위적인 분할로 인해 제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변천 :
1896년(고종 33) 8월 칙령 제36호에 의하여 13도제 실시로 1년 여 만에 부
제가 폐지되고 충청도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주
부는 홍주부와 통합하여 37개 군이 충청남도 관할이 되면서, 공주군에 충청남
도의 도청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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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민란 (壬戌民亂)
1862년(철종 13)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을 총칭한다.
철종조 민란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된 원인이 환곡제의 문란과 관리들의 탐
학 등 삼정의 문란에 있었다고 하여 삼정란(三政亂)이라고 하기도 한다.
1862년 농민항쟁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70
여 개 고을에서 일어났다. 최초로 일어난 곳은 2월 4일 진주 바로 위쪽에 있
는 작은 고을인 단성이었다.
단성으로부터 시작된 항쟁은 3월에는 경상도 지역으로, 4월에는 전라도로, 5
월에는 충청도로 확산되었다. 정부가 조세문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하자 항쟁
이 수그러졌다가 정부가 개혁을 시행하지 못하자 다시 터져 나왔다. 9월부터
제주지역, 함경도 함흥, 경기도 광주, 경상도 및 몇 고을에서 농민항쟁이 발생
하였다.
농민항쟁이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삼정문란(三政紊亂)을 비롯한 봉건정부와
관리의 농민들에 대한 억압과 수탈이었다. 또 항쟁 과정에서 고리대나 고을의
소작료를 통해 지역 내 농민수탈에 앞장섰던 토호양반·지주 부호가가 공격받
았다는 사실은 농민층 분해에 따른 계급대립이 농민항쟁의 주요한 원인의 하
나였음을 말해준다.
농민항쟁 발생의 핵심 원인이었던 삼정문란은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으로 조성
된 봉건해체기의 사회모순이 응집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당시 조세는 삼정이
라 하여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에 의해 부과되었고, 이외에 잡세·
잡역세(雜役稅)가 부과되었다.
전정은 오랫동안 양전이 실시되지 못해 애초에 정확한 조세부과가 불가능하였
다. 더구나 해마다 풍흉에 따라 조세부담을 가감하고 조세 부담자를 모아 조
세 납부조직을 만들기［作夫］ 때문에 이 과정을 장악한 이서배(吏胥輩)의 농
간이 심각하였다.
더구나 전결세에 각종 부가세가 붙어서 조세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지방에 따
라서는 도결(都結)을 실시해 전결세를 받고 바치는 과정의 중간 이익을 수령
이나 향임(鄕任), 서리 등이 손쉽게 차지하였다. 군정은 군현별로 군역부담액
은 고정되었는데 군역을 부담하는 양민(良民)은 계속 줄어들어 남아 있는 사
람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환정은 애초 진대(賑貸)를 위한 환곡이 그 이자를 재정 확보에 이용하면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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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액수가 크게 늘어나 관청 고리대로 전락하였다. 또한 환곡을 나눠주고 거
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일어났고, 관리들이 중간에서 빼돌린 원곡
을 민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일도 빈번하였다. 삼정 이외에도 농민들은 잡세
와 잡역세를 부담하였다.
잡세는 포구세(浦口稅)· 시장세(市場稅)· 어장세(漁場稅)· 실점수세 등 상품화
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주로 농업 이외 부문의 생산과 유통에 주로 부과된 조
세였다. 잡세는 균역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국가제도에 의해 수립되었으나 대
부분 중앙관청, 궁방, 지방관청의 자의적인 수취에 맡겨져 있었다.
잡역세는 지방 재정분으로 충당하기 위한 조세인데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마
구 증대해 주요한 조세문제의 하나로 대두하였다. 결국 당시의 조세문제는 개
별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정확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신
분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별이 존재했다는 점, 군현 내의 수령· 향임· 이서배·
양반들이 결탁해 조세수취를 이용해 민(民)을 수탈했다는 점, 남의 조세부담·
포흠(逋欠)까지도 공동 부담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조세문제는 관리들의 부정에 의해서도 발생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
은 구조적인 요인이었다.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은 조세부담자의 사회적인 처
지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농민층의 분해가 현저해 진주의 경우 당시 토지대장을
분석해 보면 6%의 지주가 44%의 농지를 소유했고, 63%의 농민이 겨우 18%
의 농지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자연히 농민들간에 담세 능력의 차이를 가져
왔고, 담세 능력에 따른 정확한 조세부과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신분제의 변동양상은 울산지방의 경우 19세기 후반에 절반이상이 양반
신분으로 호적에 올라 있다. 이는 남아 있는 양민층에게 군역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신분에 따라 부담에 차이가 나는 조세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더욱이 조세 수취방식이 일반조세의 경우는 군현 단위로 제정되면 민에게 조
세를 부과하고 거두는 과정은 상당 부분 군현에 위임되었다. 이전에는 군현
내에서 지방의 사족층이 수령과 이서배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지방지배력이 쇠퇴하면서 수령과 이서배를 중심으로 한 민의 수탈을 견제
할 세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제 민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정치구조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
었다. 사회모순이 심화되고, 새로운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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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모순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을 통해 민들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독점한 지배세력
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판소리나 탈춤 등에는 관리와
양반의 지배를 벗어나 좀더 자유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
다. 농민항쟁은 농민들이 고을의 조세문제를 논의하면서 모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대개 고을민들이 마을이나 고을단위로 조세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논
의구조가 있었다. 고을단위의 논의는 주로 향회(鄕會)라는 고을 지배세력들이
모이는 기구에서 이루어졌지만 유사시에는 참가층이 확대되었다.
항쟁의 초기 논의과정은 향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민이 참여하는 경우와
민들이 논의를 제기해 각 마을에 통문을 돌리고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들어내
는 경우로 나뉘었다. 논의는 처음에는 고을 수령과 감영에 청원하는 등장(等
狀)을 내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시위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나아갔다.
처음에는 양반들도 함께 모였지만 이들 대부분은 농민들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과격한 방향으로 나가자 중간에 빠져 나오게 된다. 등장을 제기하고 시위하기
위해 읍내로 들어온 농민들은 수령을 고을 경계 밖으로 쫓아내고 관아를 부수
고 이서배들의 집을 불태우거나 죽이는 활동을 벌였다.
농민들은 시위하고 돌아가는 과정에 그 동안 괴롭혔던 토호양반가들을 공격하
기도 하였다. 농민들의 주된 공격대상은 이서배· 향임층· 양반가· 부호가 등이
었다. 초기에 일어난 항쟁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진
주지역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주는 경상우도에서 제일 큰 고을이다. 지리산 기슭으로 토지도 매우 비옥한
편이었다. 반면 진주목과 경상도 우병영이 자리잡고 있어서 농민들의 부담이
많았다. 진주목과 경상도 우병영은 관원, 이서배의 포흠으로 없어진 환곡을 토
지와 가호에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농민들이 크게 반발
하고 나섰다.
유계춘(柳繼春)· 이계열(李啓烈)· 이명윤(李命允) 등의 주도아래 진주목과 병영
의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응하려는 모임이 1월부터 2월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첫 모의는 서쪽 축곡면에서 가졌다. 여러 차례의 모임 끝에 고을 전체의 호응
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중집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2월 6일 수곡장터에서 열린 대중집회에는 여러 마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여기서 읍내를 공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마침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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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일 농민항쟁이 시작되었다. 수곡 장시와 진주 서북쪽 덕산 장시를 장악
한 농민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였다. 세력을 모은 봉기민들은 덕
천 강변을 따라 읍내로 진출하였다.
18일 읍내 외곽에 봉기민들이 진출하자 진주목사는 조세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약속문서를 내주었다. 19일에 농민들은 객사 앞 장터에서 집회를 가진 다음
병영을 공격하였다. 농민은 20일까지 읍내에 머물면서 진주목과 병영의 이서
배· 양반가를 공격하고 조세문서를 불태웠다.
농민들은 읍에서 물러날 때 몇 대열로 나누어 외곽으로 나가면서 평소 자신들
을 수탈하고 부리던 토호들이나 대상인, 지주· 관청기구를 공격하였다. 20일에
서 23일까지 22개 면을 지나면서 수십 채의 집을 불태우거나 파괴하였다. 농
민항쟁은 기본적으로 고을마다 개별항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봄철에 집중적으로 봉기하였다. 봄철은 바
로 지난 가을에 매겨진 조세를 완납해야 하는 때로서 관아에서 조세를 받아들
이기 위해 농민들을 들볶고 형벌까지도 서슴지 않는 시기였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고을 농민들도 ‘어느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일
어나 문제를 해결했다더라. 우리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봉기하였다.
또 정부에서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안핵사·어사 등을 파견하자 농민들이 이들
의 고을 조사를 기회로 삼아 항쟁을 일으켜 이들의 순행지역에서 연속적으로
항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농민항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개
되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어나는 시기나 항쟁의 유형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경상도 지역은 처음에 지리산 기슭인 단성· 진주· 함양· 거창 등의 진주권에서
2∼3월 사이에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다음은 경상도 서북인 상주권에서는 상
주· 선산· 개령· 인동· 성주· 비안· 군위 등에서 3∼4월 사이에 일어났으며, 두
세 차례 일어난 읍도 여러 곳 있었다.
셋째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울산· 창녕· 밀양· 신녕· 연일· 현풍 등 경주권에
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경주· 신녕· 연일· 창녕은 정부의 조세개혁 방안인 삼
정이정절목(三政釐正節目)이 반포된 이후인 10월 경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
났다.
경상도 지역은 경주· 창원· 상주· 진주· 성주 등 읍세가 큰 지역에서 주로 일
어났으며, 안동권에 속한 고을 중 비안에서만 항쟁이 발생한 점도 특기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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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이다. 경상도에서는 단성· 진주· 개령· 인동 등에서 사족들이 항쟁 초
기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 일부 세력 있는 양반들도 세도정권이나 지방관의
수탈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전라도 지역은 3월27일 익산지역을 시작으로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
다. 함평· 고산· 부안· 금구· 장흥· 순천· 강진 등 전라도 54개 군현 가운데 38
여 곳에서 항쟁이 일어났음이 확인된다. 전라도는 삼남 가운데서도 가장 항쟁
이 많이 일어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첨예한 계급대립과 국가 수탈이 보
다 격심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함평의 경우 농민들은 14개 면의 민들이 훈장, 면리임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한달간이나 모임을 지속하는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 충청도는 농민
항쟁이 크게 위세를 떨친 5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과 감영이 있는 공
주와 병영이 있는 청주를 중심으로 한 내륙지방에서 대부분 일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곧 공주와 그 관할에 속한 임천· 은진· 회덕· 진잠· 연산과 청주와 그 관할인
문의· 회인· 청안· 진천 등의 지역에서 항쟁이 발생하였다. 읍의 규모로 볼 때
는 공주· 청주· 임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적으로 소읍인 현에서 일어났
다. 서쪽의 내포지역에서는 한 곳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4월에 신창· 온양 등지에서 명화적이 나타나서 병영이나 진영에
서 명화적(明火賊) 체포를 위해 군대가 동원되는 등 통제를 심하게 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충청도 지역은 대부분 초군(樵軍)이라는 땔나무꾼, 일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항쟁을 일으켰다.
다른 지역은 공격 대상이 관아와 이서배에 집중된 데 비해 충청도는 오히려
토호양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지역 양반들과 초군, 농
민들간의 갈등이 그만큼 심했음을 말해준다. 삼남 이외의 기타 지역은 주로
가을에 들어서 일어났다.
당시 전라도에 속한 제주도는 9월부터 여러 차례 일어났고, 함경도 함흥, 경기
도 광주는 10월에 일어났다. 이들 지역의 항쟁은 제주도는 제주· 대정· 정의
세 고을만이 힘을 합쳐 이듬해 1월까지 끈질기게 항쟁을 벌인 점, 그리고 광
주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서울까지 와서 시위를 벌인 점 때문에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농민항쟁을 통해 농민들이 제기한 주요한 요구는 무엇인가. 농민들은 조세문
제의 해결을 비롯해 봉건적인 억압과 수탈 제거를 직접 요구하고 또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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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나타내었다. 항쟁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조목을 만들어 제시한 곳도
여러 곳 있었다.
경상도 내륙에 위치한 인동 역시 환곡의 포흠이 큰 문제였다. 관에서는 환곡
포흠을 농민에게 부과시키기로 하고 도결(都結)로 토지에다 배정하려 하였다.
이에 농민들은 항쟁을 일으키고 12개조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자료상 알
려진 것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① 이서(吏胥)의 포흠(逋欠)을 농민에게 징수하지 말라.
② 결가(結價)는 매결당 7냥 5전씩 하라.
③ 그간 도망했거나 죽은 군정(軍丁) 천여명을 장부에서 제외하라.
④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군보(軍保)를 1인당 2냥씩 하라.
①은 전주(田主)와 마찬가지로 이서가 착복한 환곡을 농민에게 징수하지 말라
는 것이고, ②는 토지 1결당 부담량이 자꾸 높아지자 국가가 정한 1결 23두의
부담을 돈으로 환산한 액수인 7냥 5전 이상은 거두지 말라는 것이다. ③과 ④
는 군역의 문제이다. ③은 평민들이 지는 군역 부담 총량을 줄여달라는 요구
이다.
신분제의 변동으로 평민이 줄면서 군역 부담자가 자꾸 줄어드는데도 고을에서
내야 할 군역 총 부담량은 줄여주지 않아 남아있는 평민들의 군역 부담이 높
아졌다는 것이다. ④는 평민만이 군역을 지는 것은 부당하니 양반도 군역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내걸고 항쟁을 벌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요구사항이다.
한편 충청도 공주농민들은 네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봉기하였다. 그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미(稅米)는 항상 7냥 5전을 정해 거두라.
② 각종 군포(軍布)를 소민(小民)들에게만 편중되게 부담시키지 말고 각 호마
다 균등하게 부담시키라.
③ 환곡의 폐단을 없애라.
④ 군액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환곡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결렴
(結斂)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①은 인동과 마찬가지로 전결세의 정액금납화를 요구한 것이고, ②는 신분에
따른 군역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③은 환곡폐단의 시정요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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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는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전결세를 자꾸 높이지 말라는 것이다.
1862년 농민항쟁에서 제기된 요구를 종합해 보면 전결세에 대해서는 무한정
높아지는 조세에 대해 1결당 조세부담을 고정할(정액금납화 요구) 것, 군역세
에 대해서는 인징·족징, 신분차별을 폐지할 것, 환곡제에 대해서는 이서배의
포흠을 농민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과 원곡 분급을 정지하고 순수하게 조세화
할 것 등이다.
농민들의 요구는 신분에 따른 조세 차별의 혁파, 규정에 없는 조세증대 금지,
중간수탈의 금지, 조세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과 등으로 요약된다. 농민들은
이처럼 직접 요구조건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고을 조세운영을 담당해온 수령·향임·이서배·양반층을 공격하
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읍의 권력을 장악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조세개혁
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조세문제와 같이 분명하게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중세
사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요구도 다양한 부면에 걸쳐 제기되었
다.
농민항쟁의 주요한 참여층인 초군들은 사대부가의 산림광점을 금하라는 요구
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농민항쟁의 참
여자 가운데는 억울한 재판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태신(笞訊)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재판과 형벌이 수령이나 지배층의 농민수탈의 무기가 이용되는 데 강
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 토호양반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많이 나타나
양반들의 억압과 수탈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농민들의 바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농민들의 조세개혁의 요구는 물론이고 농민들의 다양한 불만과 개혁
요구는 조선 정부로서는 세제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한 쉽게 들어주기가 어려
운 내용이었다. 먼저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에 부심하였다.
먼저 봉기지역에 중앙관리를 파견해 사태를 조사하고 수습하도록 하였다. 진
주에 박규수(朴珪壽)를 안핵사로 파견한 뒤 농민항쟁이 각지로 번져나가자 도
별로 안핵사· 선무사· 암행어사를 파견하였다.
경상도에는 선무사 이삼현(李參鉉), 안핵사 윤태징(尹台徵), 암행어사 이인명
(李寅命)· 박이서(朴彛敍)· 임승준(任承準)을, 전라도에는 안핵사 이정현(李鼎
顯), 선무사 조구하(趙龜夏), 암행어사 조병식(趙秉式)· 이필선(李弼先)· 조성교
(趙性敎)· 김원성(金遠聲)을, 충청도에는 암행어사 김익현(金翼鉉)· 정기회(鄭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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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를, 그리고 제주도에는 안핵사 이건필(李健弼), 함흥에는 안핵사 이삼현을
파견하였다.
정부는 처음에는 농민항쟁이 일어난 지역의 수령을 파직하고 항쟁 주모자의
처벌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5월 들어 봉기가 삼남지역으로 확산
되자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봉기주모자를 먼저 참수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세문제가 수령 한 개인의 탐학, 어떤 한 고을만의 문제가 아님
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결과
4∼5월 안핵사· 선무사· 암행어사들의 보고, 접견을 통해서 삼정의 문란상황,
농민항쟁의 요인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5월 25일부터 조세개혁을 위한 삼정
이정청(三政釐正廳)을 설치하고 삼정책문을 내려 널리 조세폐단에 대한 개혁
안을 구하는 등 삼정이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이
삼정이정책을 지어 바쳤다.
이는 이정청에 보내져 이정청의 이정절목 마련에 참고가 되었다. 그 내용은
삼정 운영상의 폐단을 개선하자는 것으로부터 동포제(洞布制)를 실시하거나
환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社倉制)를 실시하자고 하는 등 부분적인 제도개혁
을 제안하거나, 한 걸음 나가 농민들의 담세 능력 자체를 제고하기 위해 지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한 부류도 있었다.
정부는 윤8월 19일에 삼정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정책의 내용은 전결세와 군
역세 문제는 운영과정의 폐단을 제거하는 정도였고 가장 중요한 개혁은 환곡
제도를 혁파한다는 것이었다. 군정의 경우는 이전의 군역제를 그대로 시행하
거나 마을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동포제) 중 지역민이 원하는 대로 시
행한다는 것이다.
동포세의 경우도 마을에서 부담해야할 군역부담을 마을민이 원하는대로 시행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포세는 마을의 군역부담을 마을민이 공동으로 부담해
야 되므로 군역세의 신분적 차별을 완화시키는 내용이었다. 전정은 양전 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제기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환정에 대해서는 환곡이라는 이름을 폐지하고 그 동안 환곡세로 담당하던 재
정부분을 전결에 옮겨 받도록 결정하였다. 결국 정부가 마련한 삼정이정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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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농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환곡을 없애고 환
곡이 담당하던 재정분은 전결세에 덧붙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절목이 반포된 뒤 환곡에 재정을 의지하던 아문에서 반대를 하고, 농
민들도 정부가 환곡제도를 없앤다고 하면서도 이전에 이서배가 중간에서 가로
챈 환곡 원곡을 농민들에게서 회수하려고 하자 반발하였다. 결국 정부는 10월
29일 삼정이정책의 실시를 포기하고 “옛날의 규례로 돌아간다.”는 명령을 내
렸다.
정부안에서도 좌의정 조두순(趙斗淳)만 삼정이정책의 실시에 적극적이었을 뿐
영부사 정원용(鄭元容)이나 안동 김씨의 실권자 김흥근(金興根)· 김좌근(金左
根) 등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자신들이 마련한 조세개혁마저도 실
현하지 못하고 옛 제도로 환원시키고 말았다.
대신 정부는 원성이 가장 높은 환곡제 운영에서 허류(虛留) 환곡을 대대적으
로 탕감하는 조처만을 취하였다. 이후 조선정부의 긴급한 재정적인 필요에 따
라 원곡을 끌어다 쓰는 일이 생기는 등의 사태로 인해 소멸되어 갔다. 기본적
으로 농민들의 요구나 삼정이정책에서 제시된 환곡제 폐지의 방향이 관철되어
나간 것이다.
하지만 1862년 농민항쟁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불만과 개혁
의 요구는 조세제도 개혁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9월부터 제주
지역, 함경도 함흥, 경기도 광주, 경상도 몇몇 고을에서 농민항쟁이 다시 일어
났다. 이후 대원군 정권, 민씨 정권 하에서도 농민항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
다.
이를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
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민란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삼정이정
청마저 얼마 가지 않아 폐지되고 옛 정책이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농민의 생활
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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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생략

----

1413년(태종 13)에 여흥(驪興)· 안성(安城)· 음죽(陰竹)· 양지(陽智)· 양성(陽
城)의 5군현을 경기도로 옮기고, 경상도 옥천(沃川)· 황간(黃澗)· 영동(永同)·
청산(靑山)· 보은(報恩)의 5군현을 편입해 4목 12군 38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뒤 1598년(선조 31)에 감영을 충주에서 공주로 옮겼다.
충청도의 명칭은 충공도(忠公道)· 청공도(淸公道)· 청홍도(淸洪道)· 공청도(公淸
道)· 공홍도(公洪道)· 충홍도(忠洪道)· 공충도(公忠道) 등으로 자주 바뀌었다.
이는 주· 목의 소속 고을에서 역모나 강상(綱常)의 윤리를 범한 변이 일어나면
충주· 청주· 공주· 홍주 중 그 고을에 해당하는 머리자를 빼고 다른 주· 목의
머리자를 넣어 명칭을 고쳤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상 편의에 따라 충청좌도(忠淸左道)·충청우도로 나누고 관찰사는 한
사람을 두었다. 1896년에 8도를 13도로 나눌 때 충청좌도를 충청북도로, 충
청우도를 충청남도로 해 완전히 구분하였다. 충청남도는 37개 군으로 구성되
고 도청은 공주에 두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평택군이 경기도로 편입되고 어청도(於靑島)·
연도(煙島)· 개야도(開也島)· 죽도(竹島)의 4개 섬이 전라북도로 이속된 반면
전라북도 익산군의 일부(현재 강경읍의 일부)가 편입되었으며, 공주· 연기· 대
전· 예산·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논산· 부여· 서천· 보령· 청양· 홍성의 14개
군으로 편성하고 공주읍에 도청을 두었다.
1932년에 도청을 대전읍으로 이전했으며, 1935년 부제(府制)의 실시에 따라
대전읍이 대전부로 되고 나머지 지역은 대덕군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
립된 뒤 1949년대전부는 대전시로 개칭되었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 금산군(錦山郡)이 편입되었으며, 익산
군 황화면(皇華面)도 논산군 구자곡면(九子谷面)에 편입되어 연무읍이 되었다.
대덕군 유천면(柳川面)과 산내면(山內面)의 4개 리, 회덕면(懷德面)의 3개 리
가 대전시로 편입되고, 천안읍이 환성면(歡城面)을 합쳐 천안시로 승격되었으
며 나머지 지역은 천원군으로 개칭되고, 보령군의 대천면(大川面)과 당진군의
당진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 2012년당진군은 당진시로 승격되었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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