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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래순천대명예교수승평지방사연구원장

임란의병은 활동 목표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눠졌

다 지역별로 향토를 지킨 향보의병(鄕保義兵)과 국가방

위를 목표로 싸웠던 구국의병(또는 勤王義兵)이다 임진

왜란 초기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 7도가 일본군의 직접적

인 침략을 받았고 전라도의 경우에는 무주 금산지역이

적침을받았으나도내의의병과관군의용전으로적을격

퇴했다 이로써조선의곡창지역인전라도가보존됨에따

라호남의 의병이 유일하게나라를지키는구국의병으로

활약했다 임진년 5월부터 봉기한 호남의병이 북상해 경

기도와 서울에서 그리고 경상우도로 진군해 이듬해 6월

까지침략군과치열하게싸웠다

당시호남지방에는구국전쟁을주도했던임진 5대의병

이 있었다 1592년 6월3일 도성탈환을 목표로 해 도내에

서 가장 먼저 군사활동에 뛰어든 김천일 휘하의 나주의

병 담양에서임란의병최대규모로성군해6월11일 6000

대군을 이끌고 북상길에 올랐던 고경명 휘하의 전라도

연합의병 7월하순보성장흥순천지역에서일어났던임

계영 장윤 휘하의 전라좌의병과 화순광주지역에서 최

경회가 이끌었던 전라우의병 그리고 10월에 장성에서

의병의 기치를 세워 경기도로 진군했던 남문의병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김덕령 휘하의 충용군은 훗날

1593년 11월에결성된의병군이었다

임진왜란 초기 1년이 넘게 육해상에서 펼쳐진호남의

병의활약은종횡무진으로눈부셨다 먼저국가의병참기

지인호남전역을지켜낸가운데도성탈환의기반을구축

함으로써 1593년 10월 마침내 국왕이 환도할 수 있게 했

다 그 동안 의병전투는 한겨울에도 그치지 않았고 전국

각처의작전지역에군량을조달했을뿐아니라명군의군

사활동도뒷받침했다 영남지방에서활약했던전라좌우

의병은 곽재우 의병과 함께 당시의 3대 정예의병으로 맹

위를떨쳤다 특히임진년 12월전라좌의병은엄동설한의

천신만고끝에성주대첩을달성 성주일원을수복함으로

써경상우도에서의전세를반전시키는데공헌했다

이와 같이 임란 7년전쟁의 선봉에서 국난극복의 동력

으로우뚝섰던호남의병 그러나일도에한정된구국의병

이 감당해야 할 수난과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고 더없이

처절했다 그중에서도호남의의병정신과구국의의병혼

을 충격적으로 떨친 의병항쟁은 1592년의 제1차 금산성

전투와 1593년의 제2차 진주성전투이었다 금산성 혈전

은임란의병최초로고경명유팽로안영고인후등전라

도연합의병 지휘부가 집단적으로 순절한 사건이었고 진

주성 혈전은 김천일최경회고종후장윤 등의 호남의병

지도층이 진주성의 함락과 동시에 역시 모두 순국 한국

의병전투사상 극한의 희생을 치른 대표적인 의병항전이

었다 이두차례에걸친임란최대규모의의병혈전은전

자가 1592년초반에호남을지켜조선왕조를구한의병전

투였다면후자는 1593년에호남의관문인진주성을방위

함으로써다시호남을지켜결국나라를구한의병항전이

었다고할수있다

임진왜란시 호남의병은그활동이육지와해상에서동

시에 전개됐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수군과 밀접한 관

계를 유지한 전라도 해상의병이 따로 존재했던 것이다

전라좌우수영을 중심으로 연해지역에서 봉기한 의병이

때로는해상의관군인수군과결합해해상전투에참전하

기도하고때로는해안지역에서의매복작전을통해적의

해상군을 격퇴하기도 했다 정유재란 때에는 해안지역에

서 펼쳐진 의병전투가 주류를 이뤘다 육상의 의병과는

달리이들해상의병은대대로해안지방에거주해온사람

들이었으므로 육해상 작전에 모두 능한 민병조직이었다

평소에바다와선박에익숙한연해지역의해상의병중에

는스스로군비를갖추어자발적으로해전에뛰어든군사

들이많았다

이순신의장계와 난중일기에서보듯이순천의향교유

생 성응지 일가 전만호 이원남 일가 첨정 이기남 일가

전봉사정사준일가백야도감목관조정 여수의정철일

가 그리고순천 고흥의의승장수인과의능등의활약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들은 해상전투에 자원해온 뒤 군량

을 스스로 마련하여 두루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적을 직

접 토벌함에 있어서도 뚜렷한 전공을 세웠다라고 이충

무공이높이평가했을만큼그들의활약이매우컸었다

전라도 해상의병의활동은수군의전력강화에큰영향

을 미쳤고 수군승첩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

라정유재란때명량해전에서보인피란민들의활약또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해상의병의 한 유형이었다 피란

민들로구성된해상의병은가까운장흥해남강진진도

영암 보성 고흥 등지에서 모여든 다양한 신분의 향민집

단이었다 그들의병지도층은향선을동원하거나군수물

자를조달하는등후방에서의응원전이계속됐으며 명량

해전이후호남연해지역의의병항전은더욱격렬하게전

개됐다 명량패전으로인한일본군의보복공세가한층격

화됨에따른격렬한항쟁이었다

강진 해남 영암 보성 고흥 등 해안지역에서 펼쳐진

해상의병의활동은 1598년중순까지이어졌다 해상의병

의 대표적인 인사들로서는 영암 강진지역의 전몽성 김

덕란 유장춘 박문립 염걸 윤신 형제와 보성의 최대성

전방삭 정회 고흥의송대립 신군안 김붕만등의활약이

컸다 명량해전직후에벌어진강진의밤재싸움과병치혈

전 1598년 고흥의 첨산전투와 보성의 안치혈전 등은 고

립무원의들녘에서외롭게싸우다가대부분이희생된의

병항전이었다 임진왜란중호남지방에서만찾아볼수있

는 해상의병은 전라도 연해지역민의 총동원체제를 상징

하는독특한의병사례였다

따라서 그들은정규군인전라도수군과결합돼수군전

력을 한층 보강함으로써 임란 7년전쟁을 이겨낸 동력으

로작용했다 이렇게볼때호남은육해상에서임진왜란 7

년전쟁을 주도하여 조선왕조를 지켜낸 근거지였음을 부

인할 수 없다 필자가 최근에 남도의 백성이 지킨 나라

(2016 순천대 박물관)를 펴낸 것도 그 까닭이 여기에 있

다

여수진남관(鎭南館)은 정면 15칸측면 5칸팔작

지붕의 웅장한 목조건물로 현존하는 옛 지방관아

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조선시대 전라좌수

영에 속한 군사 조영물로서 1599년 처음으로 지어

졌으나 그뒤 1716년에화재로소실된것을중건했

다

이 건물의 터는 충무공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당시에는 진해루(鎭海

樓)라는누각이있었다 진해루가정유재란때일본

군에 의해 불에 타 소실되자 1599년 삼도수군통제

사겸전라좌수사로부임한이시언(李時言)이 전라

좌수영 건물로 75칸의 거대한 객사를 지어 진남관

이라 명명하고 수군의 중심기지로 사용했다 이후

1716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18년 전라 좌수사

이제면(李濟冕)이다시건립했다

마루는통간(通間)으로개방했고장대석(長臺石)

을섞어쌓은기단위에막돌주초를놓고민흘림두

리기둥들을 세웠다 기둥에는 주두와 첨차소로로

공포(처마끝무게를받치기위한기둥머리쪽나무

부분)를짜올렸다

조선시대 여수는 독립된 군현이 아니었고 순천

부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진남관은 객사의 역할

도담당했는데매월초하루와보름에왕실을향해

망궐례(望闕禮)를거행하는장소였다 1910년(순종

4)부터 50년가량 여수공립보통학교와 여수중학교

야간상업중학원교사로사용되기도 하는등의 400

년이넘도록남쪽을지켜주는거대한보루이다

또한 진남관 옆의 고소대에는 타루비(墮淚碑)

라 불리는 충무공 추모비(보물1288호)가 있다 공

의순절 6년후인 1603년 휘하에있던군사들이장

군의공덕을추모하기위해건립했다비문은 영하

수졸위통제사 이공순신입단갈명왈타루 개취양양

인사양우이망기비즉루필타자야 만역삼십일년추

립(營下水卒爲統制使 李公舜臣立短碣名曰墮淚 蓋

取襄陽人思洋祐而望其碑則淚必墮者也 萬歷三十一

年秋立)이라고적혀있다즉수영의수군들이통제

사이순신공을위하여조그만비석을세우나니이

름은타루이다 중국양양지방사람들은선정을베

푼양우를생각하면서그비를바라보면반드시눈

물을흘렸다는고사를인용한것이다타루비옆에

는 1620년 전라좌수사안륵의주도로건립된 통제

이공수군대첩비가 있다 관청 주도로세워진최초

의 비석으로 빗돌은 이순신의 부하였고 이후 삼도

수군통제사를 지낸 유형이 황해도 강음에서 실어

왔다

이와 함께 덕충동 마래산 기슭에는 1601년에 영

의정이항복이발의한뒤 왕명을받은통제사이시

언이 충무공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충민사(忠愍

祠)가있다 아산의현충사나통영의충렬사보다훨

씬앞서세워져 이순신을모신최초의사당으로알

려져있다

1870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철거됐다

가 1971년부터 여수지역 유림들이 정화 5개년사

업을펼쳐재건을착수해 1978년에완공을보아오

늘에이르고있다

남해안시대신해양관광지로떠오르는여수는전

라좌수영의 본거지로 화살의 재료인 시누대를 채

취한 오동도 거북선 등 병선을 제작한 선소(船所)

등 충무공의 애국충혼이 도처에 서려있는 생생한

역사의현장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학예실장

�������	

이순신과진남관

김형주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제5부도전정신과 정의로 빚어낸 역사

임진왜란7년전쟁과호남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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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래 순천대명예교수

약무호남시무국가 조선은남도의백성이지킨나라

김천일 고경명 김덕령

김천일을제향한나주시대호동정렬사

전라좌수영본영진해루터

충무공애국충혼곳곳서려

현승평지방사연구원장

한국 임진왜란사 연구회장 사단법인

남도평화문화재단이사장역임

저서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

쟁 남도의백성이지킨나라등다수

김천일고경명임계영최경회김덕령

임란초기부터육상해상서종횡무진

금성산전투진주성전투등에서맹활약

수군과결합해 7년전쟁이겨낸동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