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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592년 4월 14일 조선에 상륙한 일본군은 부산, 상주, 충주 등

지에서 조선의 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듭했고 5월 초에는 한성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 남부 전역을 지배하기

에는 충분한 병력을 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상을 서둘렀다.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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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성 이남의 여러 지역에는 일본군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

거나 불안정한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았다. 경상우도 지역에

서는 곽재우의 봉기를 시작으로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일본군의 진입이 수월하지 않았던 전라, 충청 지역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다. 

임진전쟁1) 당시 경상우도와 전라도, 충청도에서 활동한 의병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경상좌도 의병에 대해

서는 위의 지역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병 관련 사료의 발굴과 더불어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

1)한국학계에서는 이 쟁의 명칭에 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김문자,｢ 쟁과
평화의 근세 한일 계 -임진왜란과 통신사｣, 기억의 쟁 일본의 역사인식
과 한일 계 ,이화여자 학교출 부,2003;박수철,｢15・16세기 일본의 국시
와 도요토미 정권 -‘임진왜란’의 재검토｣, 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한명기,｢‘난동’,‘정벌’,‘원조’를 넘어 -‘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하여｣, 역사비평  83,2008;하우 ,｢동아시아 국제 쟁으로서의 임진
쟁｣, 韓日關係史硏究 39,2011;김기 ,｢1592년 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
문명사 에서의 성찰-｣, 韓國史學史學報 26,2012)일본과 국에서 일반
으로 이 쟁을 지칭하는 용어인 ‘文祿・慶長의 役’과 ‘抗倭援朝戰爭’은 각각 자국
의 연호를 사용하 다는 과 국주의 이 내포되어 있다는 에서 역사용
어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 다.한국의 ‘임진왜란’은 국제 쟁으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쟁의 규모와 조선이 입은 피해를 오히려 왜소화할 수 있다는
등이 지 되었다. 의 논의에서는 한․ ․일 역사에서 공통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하나로 ‘임진 쟁’이 제안된 바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를 반 하여 임진 쟁
이라는명칭을사용하기로하 다.(김경태,｢임진 쟁강화교섭 반기(1593.6~1594.12),
조선과 명의 갈등에 한 연구｣, 韓國史硏究  166,2014,57~58쪽).

2)文守弘,｢壬亂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 素軒 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論叢 ,
太學社,1984;李謙周,｢壬辰倭亂時의 嶺左義兵活動一斑 -蔚山地方 義兵의 例-｣,

 울산 학교 연구논문집  15-2,1984;崔孝軾,｢壬辰倭亂 慶州戰鬪｣, 慶州史學  
10,1991;崔孝軾,｢壬辰倭亂 永川城 탈환 투의 고찰｣, 大丘史學  47,1994;
崔孝軾,｢壬亂 慶州寺院의 抗戰활동｣, 芝邨金甲周敎授華甲紀念史學論叢 ,芝邨
金甲周敎授華甲紀念史學論叢刊行委員 ,1994;崔孝軾,｢壬亂 初 慶州 義兵活動 硏
究｣, 慶州史學  16,1997;崔孝軾,｢경주의 蚊川 盟에 하여｣, 慶州文化  6,
2000;崔孝軾,｢慶州府의 壬亂義兵기록에 한 연구｣, 新羅文化  19,2001;(이상
의 논문을 비롯한 최효식의 경상좌도 의병에 한 연구는 최효식, 임진 쟁기
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2003;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
원,2004등의 단행본에 수록되었다)정진 ,｢안동지역의 壬亂義兵｣, 安東文化硏
究  4,1990;禹仁秀,｢蔚山地域 壬亂義兵의 活動과 그 性格｣, 歷史敎育論集  31,
2003;장 호,｢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 활동｣, 軍史  76,2010;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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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선의 의병이 맞서 

싸웠던 일본군의 편성체제와 행동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군의 행동양상이 언급되었다고 할지라도 

대개 그들의 북상 경로와 개별 전투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들이 

어떤 체제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전투와 후퇴, 그리고 주둔의 방식

은 무엇이었는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3) 의병연구를 비롯한 전투사가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투 상대 던 일본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일 것이다. 

근래 일본학계에서는 임진전쟁에 참전한 일본 장수들의 동향을 

고증하는 방식의 연구가 다수 배출되었으나,4) 조선이나 명 사료와

의 비교 고찰 없이 일본 사료만을 이용하여 일본군의 동향을 일방

적으로 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진왜란 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응양상에 한 검토 -경상좌병사 박진(朴晉)

과 권응수(權應銖)의 활동을 심으로-｣, 軍史  84,2012;이욱,｢임진왜란 기
경상좌도 의병 활동과 성격｣, 壬辰亂7周甲紀念 壬辰亂硏究叢書  2,壬辰亂精神文
化宣揚 ,2013.

3)근래 한국학계에서는 일본군의 행동방식에 한 연구가 조 씩 진행되고 있다.
(김만호,｢임진 쟁기 일본군의 함경도 령과 지역민의 동향｣, 歷史學硏究  38,
2010;김경태,｢임진 쟁 반기,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동향 - 공(戰功)의

기와 강화교섭(講和交涉)으로의 가능성｣, 大東文化硏究  77,2012;김문자,｢임
진 쟁기의 강화교섭과 加藤淸正 -조선왕자의 還문제를 심으로-｣, 한일 계
사연구  42,2012;신윤호,｢임진 쟁기 성주 투와 일본군의 동향｣, 歷史學硏究  
53,2014.

4)근래의 연구성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津野倫明, 長宗我部氏の硏究 ,吉川弘
文館,2012;井原今朝男,｢上杉景勝の朝鮮出兵と熊川倭城｣, 長野縣立歷史館 硏究
紀要  3,1997;中野等,｢文祿の役における立花宗茂の動向｣, 日本歷史  597,1998;
中野等,｢豊臣政權の大陸侵攻と寺澤正成 :文祿の役における兵站輸 をめぐって｣,
 交通史硏究  50,2002;津野倫明,｢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毛利吉成の動向｣, 高
知大學人文學部人間文化學科 人文科學硏究  9,2002;津野倫明,｢慶長の役における
黑田長政の動向｣, 海南史學  42,2004;津野倫明,｢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
 織豊期研究  8,2006;津野倫明.｢朝鮮出兵における鍋島直茂の一時歸國について｣,
 高知大學人文學部人間文化學科 人文科學硏究  13,2006;織田祐輔,｢文祿の役にお
ける「船手衆」の動向 -脇坂安治を中心に｣, 海南史學  47,2009;山内讓,｢來島村
上氏と文祿・慶長の役｣, 松山大學・松山大學論集  24卷 4-2號,2012;中野等,｢唐
入り(文祿の役)における加藤淸正の動向｣, 九州文化史硏究所紀要  56,201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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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조선 의병이 거둔 큰 승리 중 하나인 천성 전투

를 대상으로 하여 경상좌도 내륙지방에서 활동하던 일본군의 실체

에 접근하고자 한다. 천성 전투에 대해서는 이형석,5) 문수홍,6) 

최효식7)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8)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의병에 

참여했던 權應銖의  白雲齋實紀  권2에 실린 ｢永川復城記｣ (鄭湛이 

지음)를 주 자료로 삼고  宣祖實錄   亂中雜錄   寄齋史草  등을 

참고하여 전투의 전말을 서술하 다. 그러나 일본군에 대한 기술은 

단편적이다. 천성 전투는 일본군의 주요 이동경로 던 경상좌도

에서 획득한 최초의 탈환전이었음에도 의병이 맞서 싸운 상대에 대

한 정보는 한정적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선 

조선 사료에 일본군에 대한 정보가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에 

있다. 조선의 기록에는 일본군의 정체, 병력 수, 이동경로가 모호하

게 서술되었으며, 기존의 천성 전투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

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기에 일본군의 동향은 단순하게 묘사되었

던 것이다. 그러나 천성 전투를 직접적으로 다룬 일본 사료 역시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진전쟁 초기 일본군의 체제

와 전투 방식, 그리고 경상좌도에서 활동한 일본군의 양상을 알려

주는 사료를 통해 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의 실상을 간접적으

로 파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본 논문에서는  毛利家文書 ,  鍋島家文書   淺野家文書  등의 

5)李烱錫, 壬辰戰亂史 ,壬辰戰亂史刊行委員 ,1967,422~429쪽 (李炯錫, 壬辰戰

亂史  上․中․下,新現實社,1974등으로 증보개정).

6)文守弘,｢壬亂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 素軒 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論叢 ,

太學社,1984.

7)崔孝軾,｢壬辰倭亂 永川城 탈환 투의 고찰｣, 大丘史學  47,1994(최효식, 임

진 쟁기 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2003;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

국학자료원,2004에 수정 후 재수록).

8)그 외에도 이 수,｢ 천지역의 壬亂 의병활동｣,경북 학교 교육 학원,2006;

이재수,｢永川 邑城과 임진왜란｣, 역사교육논집  52,2014등의 연구에서 천성

투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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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집에 수록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이하 일본군 장수들

의 書狀類와 타지리 아키타네(田尻鑑種)의  高麗日記 , 텐케이(天

荊)의  西征日記 , 시모세 요리나오(下瀨賴直)의  朝鮮渡海日記 , 

요시노 진고자에몬(吉野甚五左衛門)의  吉野甚五左衛門覺書 , 제타

쿠(是琢)의  朝鮮日記 , 핫토리 덴에몬(服部傳右衛門)의  服部傳右

衛門覺書 와 같은 일기류, 오보에가키(覺書)류 등에서 경상좌도 지

방의 의병활동을 전하는 기록을 참고로 하여, 천성 전투에 참여

한 일본군은 누구이며 어떠한 행동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추

적해보겠다. 서장류의 경우 대부분 원본이 남아 있는 1차 사료이며, 

일기류의 경우 이동 경로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비교적 생생하게 기

록되어 있다. 오보에가키류는 후대에 변형이 가해진 경우가 있지만 

공식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 사건 등을 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사료와 함께 조선의 사료를 상호 비교하여 작업

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2. 일본군의 편성과 특징

다음은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기 약 1개월 전인 1592년 (음력) 

3월 13일에 일본군 장수들에게 내려진 부대편성 명령서를 표로 재

구성한 것이다.9)

9) 毛利家文書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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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을 지칭]로 도해할 병력에 한 일

1번

5,000

7,000

3,000

2,000

1,000

700

소 요시토시(宗義智)

고니시 유키나가(西行長)

마츠라 시게노부(松浦鎭信)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

고토 스미하루(五島純玄)

합계 :18,700

2번

10,000

12,000

800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사가라 요리후사(相良賴房)

합계 :22,800

3번

5,000

6,000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오토모 요시무네(大友吉統)

합계 :11,000

4번

2,000

10,000

2,000

모리 요시나리(森吉成)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다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아키츠키 타네나가(秋月種長)

이토 스 타카(伊東祐兵)

시마즈 토요히사(島津豊久)

합계 :14,000

5번

4,800

3,900

3,000

7,200

5,500

700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토다 카츠타카(戶田勝隆)

소카베 모토치카(長宗我部元親)

하치스카 이에마사(蜂 賀家政)

이코마 치카마사(生駒親正)

구루시마(來島)형제 (미치유키(通之),미치후사(通總))

합계 :25,000(개별 부 의 병력 수를 합하면 25,100명이나 원문에는 25,000으로

표기되어 있음)

6번

10,000

1,500

2,500

800

900

고바야카와 다카카게(早川隆景)

모리 히데카네(毛利秀包)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

다카하시 무네마스(高橋統增)

치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

합계 :15,700

7번 30,000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8번 10,000 (쓰시마(馬)에 주둔):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표 1> 1592년 3월 13일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부대편성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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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8,000

3,500

(이키(壹岐)에 주둔):도요토미 히데카츠(豊臣秀勝)

(같은 곳)호소카와 타다오키(細川忠 )

합계 :11,500

도합 :158,700(명)

1. 의 병력은 문서에 지정된 로 조속히 도해할 것.순풍이 불지 않으면 하루를 기다

리고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한 뒤에 섬과 섬10)을 이동할 것.만약 날씨가 좋지 않

은데도 도해하여 말 한 필,사람 하나라도 잃게 된다면 처벌할 것이다. 한 날씨가 좋

을 때 방심하여 도해하지 못한다면 처벌할 것이다.

1.말은 고려로 건 보낸다고 해도 진지 구축을 할 때는 필요가 없으므로 모든 병력이 건

간 후에 보낼 것

1. 의 문서에 지정된 병력 외에는 모두 나고야(名護屋)에 주둔할 것.한 사람이라도 도

해한다면 처벌할 것이다.

1.이번 쟁에서는 선박이 요하므로 선박을 비하는 만큼 공으로 취 할 것이다.

제 병력은 부두에서 선박 담당자[奉行]에게 증명서를 받은 후 차례로 도해하고,고려에

도착하면 자신이 타고 온 선박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박 담당자에게 달하고 쓰시마

로 돌아오게 하여 다음 병력이 이용하게 하라.

1.고려가 명 침략에 동의한다면 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차례로 도해할 것.만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병력은 고려 근처의 섬으로 이동한 뒤 선박을 정렬하라.그리고

차례와 계없이 모든 병력이 논의하여 고려 땅의 어떤 항구에라도 일제히 착진하여

진 을 확보한 후 축성공사에 착수할 것.이후 규슈(九州),시코쿠(四國),주고쿠(中國)의

병력은 물론,아와지(淡路)의 병력,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이하의 병력도 의 병력

들과 같이 일제히 도해할 것

이 부대편성 명령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급한 것이다. 이 

문서는 일본의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에서도 자주 인용되었

다. 이 명령서와 함께 부대의 조선 도해 순서와 도해 전의 주둔지, 

선박 담당자를 지정한 문서도 전달되었다.11) 이 두 가지 문서는 특

정한 전투에서 자신의 병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배치‧운용하기 위

한 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종류의 명령서에는 발급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었으며, 수신인으로 지정된 각 장수들에게 

10)이키섬과 쓰시마섬을 뜻함.

11) 毛利家文書  886.

12)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쟁에 앞서 부 를 편성을 지시한 진다테서(陣立書)의 성

격에 해서는 三鬼淸一郞,｢陣立書の成立をめぐって｣, 名古屋大學文學部硏究論

集  113(史學 38),199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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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졌다.13)

일본군은 1591년 후반부터 출진기지인 규슈(九州) 히젠(肥前) 지

역의 나고야성에 집결하고 있었으며 1592년 3월 13일의 명령으로 

나고야를 떠나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교토(京都)를 출발하여 나고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명령서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각 장수들 사이에는 서열이 존

재하지 않았다. 부대의 순서는 도해 순서에 불과했다. 이들 부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정점으로 하 고, 장수들은 그 아래에 서로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즉, 히데요시가 직접 일본군 전체를 

지휘하는 체제 다. 히데요시의 명령은 자신의 명령임을 나타내는 

붉은 인장을 찍은 명령서(도요토미 히데요시의 朱印狀으로 통칭)의 

형태로 각 군의 장수들에게 전달되었다. 전선의 장수들에게 전략적 

결정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전투 국면에 따라 우키타 히데이

에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일본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그 외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현지의 협의사항이 히데

요시의 명령에 의해 변경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지휘 형태

는 그의 도해가 연기를 거듭하면서 혼란을 겪었고 변형을 거치게 

되나,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되었다.14) 이처

럼 합의 체제를 가지지 않고 히데요시 이하에 각각의 장수들이 

13)이 명령서와 동일한 문서는  早川家文書  501, 鍋島家文書  29, 加藤清正家

蔵書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쟁 시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 달 방식

에 해서는 国重顕子,｢豊臣政權の情報伝達について｣, 九州史學  96,1989;佐

島顕子, ｢文祿・慶長役の秀吉朱印狀の 達について｣,  福岡女學院大學紀要 1,

1991;佐島顕子,｢秀吉と情報｣, 消された秀吉の眞實 -德川史觀を越えて ,柏書房,

2011을 참고.

14)김경태, 임진 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39~40

쪽;이처럼 임진 쟁 조선 지에서 체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 이 부재한

상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朱印狀)를 통해 략이 지시,변경되던 일

본군의 특징 인 형태에 해서는 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略 ,吉川弘文館,

2006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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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분립된 상태로 히데요시와 직결-혹은 토리츠기(取次)와 같은 

중개역을 통해 연결-되는 형태는 전쟁이라는 비상정국에서 일시적

으로 나타난 양상이 아니라 히데요시 정권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

다.15) 

또한 조선에 건너갈 각 장수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에

서 병력과 군량을 마련해야했고, 그것을 수송할 선박도 준비해야만 

했다. 또한 전쟁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군량은 조선 현지에서 조달

할 계획이었다.16) 병력과 군량, 선박 준비는 결코 원활하지 않았

다. 많은 장수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도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물론 자신이 메워

야 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지에 병력과 물자 수송을 재촉

해야만 했다.17)

이들은 나고야에 집결하여 출진을 준비하 고, 이후 이키, 쓰시

마를 거쳐 차례차례 조선으로 건너왔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소 요

시토시 등으로 구성된 제1군은 3월 13일에 쓰시마에 도착하 다. 

4월 13일 쓰시마에서 출발하여 14일에 부산에 상륙한 후 최초의 

전투를 치렀다. 이후 동래-기장-양산-밀양-대구-인동-선산-상

주-문경-충주-여주를 거쳐 5월 2일 밤~5월 3일 새벽에 한성에 

15)山本博文,｢幕藩初期の大名統制機構と 外關係(第一章,第二章)｣, 幕藩制の成立

と近世の國制 ,校倉書房,1990,참조.

16)中野等,｢朝鮮侵略戰爭における豊臣政權の兵糧補給について｣, 九州文化史研究所

紀要  35,九州文化史研究所,1990;中野等,｢(第1編 第1章)第1次朝鮮侵略戰爭に

おける豊臣秀吉の輸 ‧補給政策｣, 豊臣正權の 外侵略と太閤檢地 ,校倉書房,

1996;中野等,｢唐入り｣と兵站補給體制｣, 日本の時代史13天下統一と朝鮮侵略 ,

吉川弘文館,2003.

17)山本博文, 島津義弘の賭け ,讀賣新聞社,1997;北島万次, 加藤淸正 ,吉川弘文

館,2007;김경태,｢임진 쟁 반기,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동향 ― 戰功의

기와 講和交涉으로의 가능성｣, 大東文化硏究  77,2012;中野等,｢唐入り(文祿

の役)における加藤淸正の動向｣, 九州文化史硏究所紀要  56,2013등의 연구에서

는 가토 기요마사와 시마즈 요시히로가 병력과 군량,선박 조달의 문제에 고심하

던 상황에 해 상세히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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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했다. 

제 2군은 4월 18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4월 19일에는 양산에서 

출발하여 언양을 공격했다. 이어서 21일에는 경주를 점령한 뒤 하

루를 머물렀다. 가토 기요마사는 일본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내일

(23일) 이곳을 떠나 다음 성인 천을 공격할 것입니다. 반드시 소

문을 듣고 성을 버리고 후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 다. 이

후 신녕-의흥-의성-안동- 주-죽령을 거쳐 4월 28일, 혹은 29일

에 충주에 도착했다. 이어 1군과 다른 길을 선택하여 5월 3일 한성

으로 들어갔다.18)

구로다 나가마사 이하의 3군과 4군의 모리 요시나리도 2군과 같

은 4월 18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미 일본군에 의해 점령

당한 부산이 아니라 김해를 공격한 후(4월 19일), 창원-창녕-현풍

-성주-금산-추풍역-황간- 동-옥천-청주-진천-죽산까지 전진

한 후 2군과 같은 경로를 통해 5월 7일~8일경 한성으로 들어갔다.

4군에 속했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다른 부대보다 늦은 5월 3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5군의 상륙과 이동경로를 전해주는 사료는 많지 

않다. 6월 중 조선에 도착하여 한성으로 향하고 있던 시마즈 요시

히로의 가신 니이로 타다마스(新納忠增)의  朝鮮渡海之記 와  鍋島

家文書 에 실린 문서에 나타난 부산~한성 주둔상황을 비교해서 살

펴보면 5군에 속한 장수들이 상주에서 한성에 이르는 경로의 성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9) 시모세 요리나오(下瀨賴

18)이하 일본군 각 부 의 쟁 기 이동 경로는 이 우치 히로시(池內宏)의 ｢第一

章 第一軍乃至第三軍の京城進擊｣｢第二章 第四軍以下諸軍の動靜｣,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1936을 참고하 다.이 연구에서는 침략 쟁시기 일본 역사

학계의 분 기에 따른 표 상의 문제가 지 않게 발견된다.그러나 일본의 사료

와 조선 사료를 범 하게 이용하여 일본군의 이동경로와 투상황을 고증한

최 의 연구라는 은 분명하며,이 부분에 한정한다면 재로서도 인용의 가치

가 있는 연구이다.

19)池內宏,｢第二章 第四軍以下諸軍の動靜｣,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73~92쪽; 鍋島家文書  42((1592년)12월 10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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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의  朝鮮渡海日記 20)의 뒷부분에는 나고야에서 평안도 순안까

지(지명은 의주까지)의 일본군 주둔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5군 

소속 장수들의 주둔지는  朝鮮渡海之記 ,  鍋島家文書 에 기재된 

것과 유사하다. (다음의 <표 2>와 <표 3>을 참조)

6군은 4월 18일~19일에 부산에 도착한 후 5월 중순에 한성을 

지나 북진했다가 5월 25일에 경상도를 거쳐 전라도 지역으로 남하

했다. 7군의 모리 데루모토는 6군과 함께 부산에 도착하여 북상하

다가 성주에서 전진을 멈추었다. 6월 12일에는 주둔지를 개령으로 

옮겼다. 쓰시마 주둔이 지정되어 있던 8군의 우키타 히데이에는 

5월 6일~7일 경 한성에 입성했다.21) 9군의 호소카와 타다오키는 

6월 17일 경 조선에 도착했다. 도요토미 히데카츠는 5월 16일 이전

에는 조선에 도착하 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부산과 동래에 주둔했다. 

일본군 주요 장수들이 한성에 입성하는 5월 6일~7일 경, 그들 

사이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2) 가토 기요마사가 6월 

1일에 일본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고려(조선)의 일은 지역을 분

할(國割)하여 각자 (그 지역을) 접수하 습니다. 저는 수도에서 북

쪽으로 韃靼지역 경계에 가기로 하 습니다 … (황해도는) 구로다 

나가마사가 접수하고, 이보다 더 나아가 大唐(명나라) 국경은 고니

시 유키나가가 접수하 습니다”라고 하 다.23) 회의는 점령지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24) 

이러한 사실을 반 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土佐國蠧簡集 에 

보인다.이 문서집에는 ｢高麗八刕之石納覺之事｣제목의 문서가 있는데 

서), 鍋島家文書  43((1592년)12월 10일 나즈카 마사이에(長束正家)의 副狀).

20) 防長叢書  6,防長史談 ,1934.

21) 吉野甚五左衛門覺書  1592년 5월 6일~7일.

22) 吉野甚五左衛門覺書  1592년 5월 6일~7일.

23)1592년 6월 1일 가토 기요마사의 보고서 (｢韓陣文書｣).

24)池內宏,｢第三章 入京諸軍の動靜及び平壤占領｣,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

庫,1936,114~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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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각 부대의 주둔지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25) 즉, 

경상도는 모리 데루모토, 전라도는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충청도는 

5군의 시코쿠(四國) 부대, 강원도는 모리 요시나리, 경기도는 우키

타 히데이에, 황해도는 구로다 나가마사, 안도(함경도)는 가토 기

요마사, 평안도는 고니시 유키나가이다. 그러나 표기된 바와 같이 

각 지역에 1인의 장수만이 주둔한 것은 아니고 충청도의 경우와 같

이 함께 배치된 각 부대의 동료 장수들이 나누어 주둔했을 것이다. 

3월 13일의 명령으로 조선에 도해한 각 군의 장수들은 자체적인 회

의를 거쳐 위와 같이 조선 8도를 분담하여 지배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6월 3일 내려진 히데요시의 명령은 조선 현지 장수들의 

의도와는 달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주둔하던 장수들에

게 추가로 보내는 부대와 함께 명나라로 진격할 것을 명하 고, 이

미 지배하에 들어온 조선 토는 代官을 보내어 지배한다는 뜻을 

밝혔다.26) 장수들의 8도 분담 결정은 히데요시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즉, 히데요시와 현지 장수들의 의사에는 차이가 있었다.27) 

조선에 있던 제 장수는 히데요시가 파견한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

成), 마시타 나가모리(增田長盛), 오타니 요시츠구(大谷吉繼) 등 

25) 高知縣史  古代中世史料編,高知縣,1977;池內宏,｢第三章 入京諸軍の動靜及び

平壤占領｣,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1936,117~118쪽에 수록.

26)6월 3일의 명령서는  毛利家文書  903(한문서장),904등;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장수에 한 명으로의 진격 명령과 견에 한 내용은 ｢等持院文

書｣(1592년)6월 세이쇼 죠타이(西笑承兌)의 서장에 보인다.[北島万次, 朝鮮

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えて,1982,87~88쪽;北島万次編, 壬辰倭乱-秀吉の朝

鮮侵略-関係史料稿本 ,2005;中野等, 秀吉の軍令と大陸侵略 ,吉川弘文館,2006,

102~103쪽에서 재인용];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월 3일에 발 한 여러 종류의 명

령서에 해서는 中野等,｢天正二十年六月三日附豊臣秀吉朱印狀をめぐって｣(三

鬼淸一郞編, 織豊期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2000)를 참조.

27)池內宏,｢明 祖承訓の敗走以後に於ける我が軍の態度｣, 史學雜誌  29-7,1918;

北島万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えて,1982,95쪽;中野等, 秀吉の軍令と

大陸侵略 ,吉川弘文館,2006,104~116쪽 참조;나카노 히토시는 도요토미 히데

요시가 이후 일본군 장수들의 한성회의 결과를 해들은 이후에도 자신의 뜻(6월

3일의 명령)을 철하기로 하 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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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교(奉行 : 도요토미 정권 내에서 핵심 정무를 담당했던 이들에

게 주어진 직명)가 자신들에게 조선의 토를 분배하러 온 사자라

고 생각했다.28)

그런데 이 명령을 직접 전하기 위해 추가 부대와 함께 건너오던 

세 부교가 한성에 도착하던 7월 중순, 전장에서는 커다란 변수가 

발생했다. 조승훈이 이끄는 명군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한 평양

성을 공격하 던 것이다. 세 부교는 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에서 

부교들이 가져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 국경으로의 진격 명령

은 보류되었다.29) 이러한 상황에서 천성 전투가 발발하 다. 

3. 영천성 주둔 일본군의 실상

가. 영천성 주둔 일본군에 대한 재고찰

천성 전투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천성에 주둔하던 적이 

어떤 부대 는지, 병력의 규모는 어떠했는지, 그곳에 어떤 의도로 

주둔하고 있었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천성 전투를 다루고 있는 조선의 사료에는 일본군의 정체에 대

해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선  白雲齋實紀 의 ｢永

川復城記｣를 살펴보겠다. 이 사료에 의하면 천에 수 만 명의 일

본군이 있었다고 한다. 권응수 등이 이끄는 의병은 5월 초부터 활

동을 시작했다. 7월 14일에는 군위에서 오는 일본군을 박연에서 맞

아 승리했다. 7월 22일에도 거림의 적을 격파하여 군위로 가는 길

을 막았고, 하양으로 향하는 적도 막았다. 천성을 수복하기 위해 

28) 西征日記  1592년 7월 16일.

29)池內宏,｢明 祖承訓の敗走以後に於ける我が軍の態度｣, 史學雜誌  29-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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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의병은 3,560여 명이었다. 의병은 24일부터 성에 접근하여 

전투를 준비했다. 25일에 작은 접전이 있었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한 차례 접전 후 적이 패주하여 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장수차림의 왜인이 성 아래로 투신하 는데 정대임이 참수

했다. 적의 명장 法化라는 자 다. 27일 화공으로 성을 불태웠다. 

많은 적을 사살했다. 빠져나와 살아남은 자는 몇 명(數三人)에 불과

했다. 아군 전사자는 83명, 부상자는 238명, 노획한 적의 말은 

200필, 총통과 장검이 900여 자루 다고 한다.

 白雲齋實紀 에 수록된 ｢與孫參奉書｣는 천성 전투 직후의 편지

로 보인다. 천성 전투에서 생포한 자는 몇 명(數三人)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1593년 2월 말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장계는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권응수 이하의 의병이 5월 초부터 

천 근방에서 소규모 전투를 계속했다. 7월 14일에 어사라고 칭호

한 적 100여 명이 군위에서 오는 것을 신녕, 거림원에서 접전하여 

37명을 베었다. 22일에는 천에서 오는 300여 명의 적을 추격하

여 30여 명을 사살했다. 그리고 천성 전투에서는 300여 급을 베

었는데 불타죽은 적은 헤아릴 수 없으며 겨우 2명만이 살아남았다

는 것, 수급과 노획물은 박진의 처소에 보냈다는 것이다.

 宣祖實錄 에 의하면, 일본군 1천여 명이 천에 주둔하고 있었

는데, 권응수 등이 2천여 명을 거느리고 성을 포위한 다음 포로 공

격하고 불을 질러 승리했다고 하 다. 획득한 수급은 517 급이라고 

하 다.30) 또  宣祖修正實錄 에 의하면, 일본군 1천여 명이 천

성에 주둔하면서 안동에 주둔한 적과 서로 응하고 있었는데, 권응

수 등의 의병군이 성을 포위한 뒤 화공하여 수백 급을 베었다고 

하 다. 탈출한 자는 수십 명에 불과하 으며 이후 안동 이하에 

30) 宣祖實   권30선조25년(1592)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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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한 적이 모두 철수하여 상주로 향했다고 기록하 다.31)

 亂中雜錄 은  경상순 록 에 근거하여 천성 전투를 다음과 같

이 서술하 다. 우선 천성 전투 이전에 奉告御使라고 자칭하면서 

천에서 신녕으로 향하던 일본군을 권응수 등이 박연에서 맞아 싸

워 이겼다. 이후 천성을 공격하 는데 수백여 급을 베었다. 또한 

천성 전투 이후 군위에 있던 일본군은 철수하여 개령으로 향했으

며, 의성 ․안동 ․예천의 적도 풍산 구담으로 물러났다가 상주로 모

다고 하 다.32)

조선 사료를 살펴보자면 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소속부대, 

장수의 명칭, 병력 수 등이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략 공통된 서술이라면 경상좌도 지방의 일본군들이 서

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으며, 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약 

1천여 명 정도 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천성 전투에서 의병과 맞섰던 일본군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추정하 다. 먼저  壬辰戰亂史 에서는 5군 소속 후

쿠시마 마사노리의 부하 다고 보았다.33) 당시 후쿠시마 마사노리

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을까. 다음의 표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 표는 

시모세 요리나오(下瀨賴直)의  朝鮮渡海日記 와  鍋島家文書 에 나

타난 일본군 장수들의 주둔 현황을 간략화한 것이다. 지명과 인명 

오기는 수정하 다. 장수의 이름나 발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에 나타난 그대로 표기하 다. 

31) 宣祖修正實   권26선조25년(1592)8월 1일(무자).

32) 亂中雜   권2임진년 하,8월 1일,8월 3일.

33)李烱錫, 壬辰戰亂史 ,壬辰戰亂史刊行委員 ,1967,422~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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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지 주둔 장수 주둔지 주둔 장수

조선

槇島

모리 데루모토 휘하

모리 모토키요(毛利元淸)

모리 모토마사(毛利元政)

충주 하치스카 이에마사 휘하

조선

石山

모리 데루모토 휘하

깃카와 히로이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음죽 하치스카 이에마사 주둔

부산포 도요토미 히데카츠 죽산 후쿠시마 마사노리 주둔

동래 도요토미 히데카츠 휘하 新城 후쿠시마 마사노리 휘하

양산

타니 모리토모(谷衛友)

이시카와 사다미치(石川貞通)

이나바 노리미치(稻葉典通)

양지 나카가와 히데시게?

언양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新城 우키타 히데이에 휘하

新城 新城 우키타 히데이에 휘하

청도
고사쿠 사에몬타이후

(作左衛門大夫)
과천 우키타 히데이에 휘하

新城 新城 이시다 미츠나리 휘하

구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니시무라 사베이(西村左兵衛)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주 新城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휘하

新城 新城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휘하

인동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重 )

난조 모토키요(南条元淸)
개성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주둔

개령 모리 데루모토 본진 新城 모리 데루모토 휘하

선산
미야베 나가후사(宮部長房)

가키야 츠네후사(垣屋恒総)
평산 모리 데루모토 휘하

新城 토다 카츠타카 휘하 新城 모리 데루모토 휘하

상주 토다 카츠타카 주둔 산
오무라 스미요리(大村純賴)

오토모 요시무네 휘하

함창 소카베 모토치카 휘하 황주 오토모 요시무네 주둔

문경 소카베 모토치카 주둔 화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

모리 데루모토 휘하

新城 하치스카 이에마사 휘하 평양 고니시 유키나가 주둔

新城 하치스카 이에마사 휘하
순안 모리 데루모토 선 수비

숙천

<표 2>  朝鮮渡海日記  수록 일본군 주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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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지 주둔장수

부산포
도도 사부로 사에몬노죠(百々三郞左衛門 )　(도도 츠나이에(百々綱家)?)

미와 치카이에(三輪近家 :도요토미 히데카츠의 가신)

동래 도요토미 히데카츠 부

양산 도요토미 히데카츠 부

양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도요토미 히데카츠 부

구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사이무라 마사히로(齊村政廣)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重 )

난조 모토키요(南条元淸)

선산 미야베 나가후사(宮部長房)

함창 소카베 모토치카

문경 소카베 모토치카

충주
하치스카 이에마사

이코마 치카마사

죽산 후쿠시마 마사노리

양지
나카가와 히데시게(中川秀成)

우키타 히데이에

한성

마시타 나가모리

이시마 미츠나리

오타니 요시츠구

<표 3>  鍋島家文書  수록 일본군 주둔 현황 (1592년 12월 10일자 명령)

위의 기록에 의하면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충청도 죽산에 주둔하

고 있었다. 지명으로 표기된 곳은 기존의 조선 읍성이나 옛 성을 이

용하여 진지를 마련한 곳이고 新城은 새로 성을 구축한 곳이다.34) 

일본군 장수들은 자신의 부하를 다른 진 , 부산에 파견하거나, 

34)임진 쟁 시기 일본군의 축성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하 다.유재

춘,｢임진 쟁시 일본군의 조선 성곽 이용에 하여 -철원 성산성 사례를 심

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4,2003;太田秀春,｢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日本軍の

築城觀の變遷について -朝鮮邑城の利用から倭城築城への過程を中心に｣, 朝鮮學

報  181,2001(太田秀春,｢第二章 朝鮮の役に於ける日本軍の築城觀の變遷｣, 朝鮮

の役と日朝城郭史の硏究 ,淸文 ,2005에서 수정․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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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을 빌려주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소규모의 병력을 

지니고 있었던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천이라는 원거리에 부대를 

나누어 두었을 가능성은 낮다. 

 임진전란사 는 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후쿠시마 마사노리

의 부대라는 판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1926년에 일본 참모본부에서 편찬된  日本戰史 朝鮮役 의 해당 부

분을 살펴보면 천성 전투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한 뒤 ‘부대장은 

미상. 일설에는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대라고 함’이라는 주를 달았

다. 이어서 경주성 전투에 대한 서술 아래에도 ‘수비를 맡은 장수는 

미상이나 일설에는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장 다가와 나이키(多川

內記)라고 함’이라는 주가 붙어 있다.35)  임진전란사 의 서술은 

 일본전사 조선역 을 참고하 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전사 

조선역 의 체제는 각각의 서술마다 일일이 사료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둔장수를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의 주를 단 것은 

그만큼 근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전사 조선역 은 어디에 근거하여 후쿠시마 마사노

리의 부하가 천성과 경주성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서술하 던 것

일까. 나베시마(鍋島)가문에서 2군의 장수 던 나베시마 나오시게

를 현창하기 위해 편찬한  直茂公譜考補 에는 서술의 근거로 추정

되는 사료가 게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高麗軍記｣라는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먼저 “세 부교가 도해한 후 부산포에

서 한성까지의 경계와 제 군무의 통용을 위해 연계성(繫ノ城)을 구

축할 것. 경상도에서도 요해지를 건설하여 각자 수비할 것. 성을 

35)(日本)參 本部編, 日本戰史 朝鮮役 ,偕行社,1924,206쪽;崔孝軾,｢壬辰倭亂

永川城 탈환 투의 고찰｣, 大丘史學  47,1994,87쪽에서는 천성 투 당시

남천에 투신한 이는 ‘福島正則(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장인 법화 다고 한다’라

고 하 다.참고문헌으로는  임진 란사 와 천시에서 편찬한  천의 통 ,

그리고  日本戰史 朝鮮役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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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할 장수는 다음과 같음”이라는 명령 뒤에 부산포성, 안골포성, 

가덕성, 죽도성, 서생포성, 경주성, 충주성, 춘천성, 그 외의 연계

성(繫城)을 수비할 장수들의 명단과 병력 수가 표기되어 있다. 이 

중 경주성을 수비할 장수로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성주 대리(城代) 

다가와 나이키(田川內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36) 

 直茂公譜考補 의 내용상 이 문서가 실린 지점은 조승훈이 이끄

는 명군이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한 다음 부분이다. 편찬자는 

이 문서가 1592년 7월경의 사실을 반 한다고 생각하 던 것이다. 

이제 이 문서의 신뢰도를 살펴볼 차례이다. 

현재까지의 분석결과,  直茂公譜考補  (에 실린 ｢高麗軍記｣) 외

의 자료에서는 이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문서의 신뢰도를 결

정적으로 떨어트리는 것은 부산포성을 수비할 장수로 치쿠젠 주나

곤 히데아키(筑前中納言秀秋), 즉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

秋)의 이름이 명기된 부분이다. 1582년 출생한 히데아키는 1593년 

3월에 나고야까지 출진하기는 했으나 조선으로 건너가지 않고 8월

에 돌아갔다. 그가 조선에 파견되는 것은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후

다. 그리고 이름을 히데토시(秀俊)에서 히데아키로 바꾸는 것은 

1597년 6월의 일이다.37)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1592년 7월 경에 

‘히데아키(秀秋)’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건너왔다는 것, 혹은 건너올 

예정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실제 이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것이고 사실을 

반 하고 있다고 해도, 3명의 부교가 조선으로 건너와서 한성에 도

착하 을 때는 이미 이전과 상황이 달랐고, 조선에 있던 일본군 장

수들이 연계성 축성과 주둔을 위해 경상도 지방에 병력을 나누어 

보낼 상황은 아니었다. 즉, 1592년 하반기에 천성과 경주성에 

36) 直茂公譜 補  권7加藤淸正於兀良哈擒王子 明兵援朝鮮( 佐賀縣近世史料  제1

편 제1권,佐賀縣立圖書館,2003,649~650).

37)(일본)國史大辭典編集委員 編,, 國史大辭典 ,吉川弘文館,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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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하던 병력이 후쿠시마 마사노리 부대의 소속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효식은 가토 기요마사 등이 이끄는 제2군의 병력이 주둔

했을 것으로 추측했다.38) 앞 장에서 언급하 듯이 가토 기요마사

가 천을 경유한 것은 사실이다.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종군승려

던 제타쿠(是琢)의  朝鮮日記 에는 자신이 속한 부대의 이동경로로 

보이는 지명이 차례로 표시되어 있는데, 부산포-동래부-양산-수

-언양-경주- 천-신녕-의흥-의성-군위-비안-용궁-예천-함

창-문경-충주 순이다.39) 제2군에 속한 부대는 모두 천을 경유

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 천으로의 진격을 준비하던 중, 가토 기요마사와 나베

시마 나오시게가 일본에 보낸 보고서에는 “입구 쪽(口  々: 경상좌도

지역) 성에도 군량이 많으므로 사람을 남겨놓고 (히데요시의) 출진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40) ‘입구 쪽 

성’이란 이동 경로로 볼 때 부산 등 해안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宣祖修正實錄 의 의병장 柳宗介에 관한 기사에는 

“이 때 가토 기요마사가 안변에 있으면서 경주의 적과 상응하 다. 

一枝의 군사가 동의 고성, 강릉에서 평해에 이르기까지 마구 약

탈하 다”라는 부분이 눈에 띤다.41) ‘경주의 적’이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인지 확정할 수는 없으나 경주에 가토 기요마사의 병력 일부가 

주둔하 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명 침략을 목표로 두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가 다수의 병력을 후방에 남겨놓기는 어려웠을 

38)崔孝軾,｢壬辰倭亂 永川城 탈환 투의 고찰｣, 大丘史學  47,1994.

39) 佐賀縣史料集成  5.

40)1592년 4월 21일(明曆 22일)가토 기요마사와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連署 보고서

(｢韓陣文書｣(中野等, 豊臣正權の 外侵略と太閤檢地 ,校倉書房,1996,78쪽에서

재인용)).

41) 宣祖修正實   권26선조25년(1592)8월 1일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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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경상좌도 여러 지역에 남겨둔 이들은 진격로와 부산-일본 

현지의 연락을 원활히 하거나 조선으로 건너올 예정이었던 도요토

미 히데요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 병력을 남겨

두었다고 할지라도 이후 경상좌도에 진입한 모리 데루모토의 병력

에 의해 대체되었을 것이다. 

천성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주둔한 이가 누구 는지 파악한

다면 해답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와 <표 3>을 참

고하자면 경상도 중남부 지역에 주둔하는 것으로 기록된 장수들 중 

3월 13일의 명령서(<표 1>)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들

이 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아닐까. 조선으로의 도해 순서가 

명시된 3월 13일의 명령서 이전에도 병력 배치에 관한 명령서가 발

급된 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1592년 1월 5일의 명령서이다.42) 

그리고 이 명령서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

지 문서가 존재한다.43) 후자, 특히 세 번째 문서( 武家事紀  수록

문서)에 의하면 3월 13일 명령서에 명시된 장수들 이외에도 총 수 

28만이라는 많은 장수들이 나고야에서 출진을 대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4) 

이 문서에는 <표 2>와 <표 3>에서 경상도 중남부에 주둔하는 것

으로 표기된 장수들의 이름과 병력 수가 확인된다. 난조 모토키요

(南条元淸), 미야베 나가후사(宮部長房),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重

堅), 사이무라 마사히로(齊村政廣),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벳

쇼 요시하루(別所吉治),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등이다. 이들은 

최소 500에서 최대 2,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도해하도록 지정

42) 黑田家文書  176.

43) 淺野家文書  81과 山鹿素行, 武家事紀  卷31續集 古案 豊臣家下 道行之次第

( 武家事紀  中卷,山鹿素行先生全集刊行 ,1916,494~498쪽).

44)이 우치 히로시는 이 세 문서가 원래 하나의 완성된 명령서의 형태 으나 각각

의 문서집에 실리는 과정에서 형태를 달리하 다고 보았다.(池內宏, 文祿慶長の

役  正編 第1,南滿洲鐵道株式 社,1914,232~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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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이들은 3월 13일자의 명령서에 명시된 장수들이 조선으로 도해

한 이후에 차례로 건너와 경상좌도 중남부 각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수들의 주둔지는 천 근처 으며, 다른 지역

의 일본 장수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에 대한 약탈‧점령을 시도하

을 것이다. 따라서 천성 전투의 상대는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소규모 장수

들의 활동을 기록한 사료는 많지 않기에 직접적인 사료를 통해 행

동을 재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상도 점령을 지휘했

으며, 다수의 병력을 거느리고 여러 차례 의병과의 전투를 치른 모

리 데루모토군의 동향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겠다. 

나. 영천성 주둔 일본군의 행동 방식

천성에 주둔하던 부대는 모리 데루모토나 도요토미 히데카츠의 

부하일 가능성도 있다. 모리 데루모토는 3만이라는 많은 병력을 지

니고 있었으며, <표 2>와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휘하의 부대

를 분산하여 다른 지역에 파견하기도 했다. 부산과 동래에 부대를 

주둔시켰던 히데카츠의 군사가 천부근까지 진출했을 수도 있다. 

비교적 많은 사료를 남기고 있는 모리 데루모토 휘하 장병들의 동향

을 통해 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의 행동 방식을 재구성해보겠다. 

조선에 상륙한 이후, 모리 데루모토는 그가 인솔한 대부분의 병

력과 함께 경상좌도에 머물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카츠도 부산과 

동래에 주둔한 채 북상하지 않았다. 두 장수는 일본에서의 상륙과 

북상을 위한 중요한 통로인 경상도를 나누어 통치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모리 데루모토에게는 경상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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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한 숙박소 건설을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

다.45) 

그는 경상좌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을 시도했다. 본진은 

성주, 선산에 두었다가 6월 12일 개령으로 이동했다. 그의 부하들

은 경상좌도의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어 점령과 약탈 활동을 이어갔

다. 이하에서는 모리 데루모토의 가신인 요시미 모토요리(吉見元

賴)의 휘하에 있던 시모세 요리나오(下瀨賴直)의  朝鮮渡海日記 를 

중심으로 모리 데루모토 부대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겠다. 

시모세 요리나오는 요시미 모토요리와 함께 1592년 5월 4일 부

산에 도착했다. 휘하부대가 인솔 장수보다 늦게 도착하는 일은 드

문 일이 아니었다.46) 이들은 이동 경로에 진지를 건설하 다. 이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조선인을 쫓아내기도 했다. ( 朝鮮渡海日記  

5월 8일, 11일, 17일) 전쟁 발발 초기 일본군이 오기도 전에 도망

쳤던 조선인들은47) 시일이 지나면서 산성과 같은 험지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시미 모토요리 등이 창녕 부근에 만든 진지에는 70명을 

주둔시켰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5월 12일) 경로에 건설한 진지에

는 이처럼 약간 명의 병력을 주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모리 데루

모토의 서장에서도 이동 경로에 건축 중인 진지에 경비 부대를 

45)池內宏,｢第二章 第四軍以下諸軍の動靜｣, 文祿慶長の役 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95~110쪽;모리 데루모토는 5월 순 경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해에

비하여 숙박소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달받았으며,구로다 나가마사로부터 후방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1592년)5월 26일 모리 데루모토가 시시도 다카이

에(宍戸隆家)에게 보낸 서장의 두 번째 항목 [ 卷子本嚴島文書  94(廣島縣編,

 廣島縣史  古代中世資料編 3)]다른 부 와 함께 북상하려고 하 으나 이러한

임무가 생겨서 경상도에 머물게 되었는지,처음부터 후방 지원이라는 임무를 띠

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46)시마즈가의 니이로 타다마스(新納忠增)( 朝鮮渡海之記 ),나베시마가의 타지리 아

키타네(田尻鑑種)( 高麗日記 )의 에서도 알 수 있다.

47) 服部傳右衛門覺書 에 의하면 조선인들은 동래성 투 이후 양, 구,인동,선

산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하지 않은 채 성을 비우고 도망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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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두었다고 하 다.48) 이는 일본군이 북상한 후 경상도에 남은 

일본군이 1백여 명, 혹은 50~60명씩 모여 곳곳에 주둔하고 있으

며, 성주성에는 고작 40~50명만이 주둔하고 있다는 김성일의 보

고와도 맞아 떨어진다.49) 

경상좌도의 일본군은 각 거점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조선 읍

성 등을 활용하여 성곽을 개축하거나, 기존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단기간에 비교적 간단한 방어시설(繫城, 付城 등)을 신축하

으며,50) 여기에 소수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이들은 주둔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나아가 식량을 약탈하 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을 살해하거나 생포하기도 했다. ( 朝鮮渡海日記  7월 26일

(明曆 27일), 7월 28일(明曆 29일), 8월 4일(明曆 5일) 등) 일본군

이 준비해 온 군량은 대략 6개월분 정도 다.51) 나머지는 조선 현

지에서 조달해야만 했다. 조선인이 순순히 식량을 내놓지 않는 이

상, 약탈을 통해서만 군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조선인의 공격( 朝鮮渡海日記  7월 2일(明曆 

3일), 7월 27일(明曆 28일) 등)을 유발했다. 성주에 머물던 모리 

데루모토는 5월 26일 지에 보낸 서장에서 이미 위기감을 표출하

고 있었다. 즉, 조선인들이 일본군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고 있으며, 

일본군이 적은 인원으로 다니면 半弓을 쏘아 상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을 지배하기에 일본군 병력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개진

48)(1592년)5월 26일 모리 데루모토가 시시도 다카이에(宍戸隆家)에게 보낸 서장의

두 번째 항목 ( 卷子本嚴島文書  94).

49) 宣祖實   권27선조25년(1592)6월 28일 병진.

50)유재춘,｢임진 쟁시 일본군의 조선 성곽 이용에 하여 -철원 성산성 사례를
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4,2003;太田秀春,｢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日本
軍の築城觀の變遷について -朝鮮邑城の利用から倭城築城への過程を中心に｣, 朝
鮮學報  181,2001(太田秀春,｢第二章 朝鮮の役に於ける日本軍の築城觀の變遷｣,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硏究 ,淸文 ,2005에서 수정․증보).

51)1592년 1월 5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 加藤淸正家藏文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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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52)

모리 데루모토 휘하의 안코쿠지 에케이(安國寺惠瓊)는 5월 14일

에 부산을 출발하여 성주에서 모리 데루모토를 만난 후 다시 부산

으로 돌아온 후인 6월 8일, 일본에 서장을 보냈다. 여기서 그는 양

산과 현풍 사이에서 산에 올라가 농성하던 조선인을 공격하 다는 

것, 일본인이 왕래할 때 조선인이 반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전

했다.53) 7월 16일(明曆 17일)에 한성에 도착한 세 부교 중 한 사람

인 마시타 나가모리도 조선인이 일본군에 협조하지 않으며 지속적

으로 일본군을 공격하고 있으나, 전술상으로도 수적으로도 대응하

기 힘든 상황임을 토로했다.54) 전쟁 초반부터 경상도 남부에서 중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 일본군에 대한 조선인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의 기록에는 이처럼 산으로 도망친 조선인이 갑자기 ‘반궁’

으로 공격하 다는 내용이 자주 발견된다.55) 도망과 게릴라적 공

격은 일본군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행위 다. 일본군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일본군의 기록에 나오는 빈도만큼

이나 그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일본군의 약탈과 조선인의 공격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은 점차 거세졌다. 모리 데루모토가 

52)(1592년)5월 26일 모리 데루모토가 시시도 다카이에(宍戸隆家)에게 보낸 서장의

두 번째,세 번째 항목( 卷子本嚴島文書  94).

53)(1592년)6월 8일 안코쿠지 에 이가 동료들에게 보낸 서장의 첫 번째,아홉 번

째 항목 ( 卷子本嚴島文書  95).

54)(1592년)8월 28일 마시타 나가모리가 이시다 마사즈미(石田正澄)에게 보낸 서장

[ (福井縣立圖書館)松平文庫所蔵文書  (三鬼清一郎,｢朝鮮役における國際条件につ

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62(史學21),1974,13~14쪽(180~181)에서 재

인용)].

55) 高麗日記  1592년 5월 10일,10월 순,1593년 2월 22일의 기록;(1592년)5월

26일 모리 데루모토가 시시도 다카이에(宍戸隆家)에게 보낸 서장( 卷子本嚴島文

書  94);(1592년)6월 8일 안코쿠지 에 이가 동료들에게 보낸 서장( 卷子本嚴

島文書  9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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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에 안동, 8~9월에는 성주에 병력을 파견한 예와 같이 공격

의 규모가 클 경우 여러 지역의 병력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다. 그러

나 현풍, 김천, 성산 등지에서도 의병이 발생하는 등 (9월 11일, 

9월 13일, 9월 14일 : 각각 明曆 보다 1일 빠름) 경상도 지역 곳곳

에서 조선인의 일본군에 대한 공격의 규모는 커졌고 빈도도 높아지

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인의 공격에 대응하기 어

려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리 데루모토군이 경상도에서 이와 같이 고전하고 있을 

무렵, 조승훈이 이끄는 명군이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주둔하던 평

양성을 공격하 다. (7월 17일) 당시 조선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물

론 히데요시가 파견한 부교들도 앞으로의 전쟁 양상에 대해 위기감

을 느꼈고, 전투 직후인 대책회의를 소집했다.56)

그리고 모리 데루모토에게는 세 부교로부터 평안도를 진압해달라

는 요청이 도착했다.57) ( 朝鮮渡海日記  7월 18일 : 明曆 19일) 이 

기사에서는 이 요청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에 의한 것이라

고 하 다. 따라서 이는 명나라 진격을 명한 6월 3일의 명령서에 

입각한 요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부교는 북상 중에 이미 조선의 

상황이 일본에서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목격하 다. 그러므

로 데루모토에 대한 평안도 진압 요청은 역시 달라진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모리 데루모토는 병에 걸려 직접 병력을 이끌고 전선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58) 자신은 진지에 머문 상태에서 10월 

56)회의는 8월 7일~13일 사이에 이루어졌다.이 회의의 말에 해서는 池內宏,

｢明 祖承訓の敗走以後に於ける我が軍の態度｣, 史學雜誌  29-7,1918을 참조.

57)“(안동 지역을 진압하던 )關白樣より大谷刑部 輔․增田右衛門 ․石田治部

輔 彼三奉行衆 御朱印持參候て 安藝宰相殿江ハ京都より西目平安道と申國御しつめ

(御鎮め)候へと被仰渡候由候て(後略)”;평안도의 평양 이남은 이미 일본군의 령

하에 있었다.따라서 ‘진압(御しつめ :御鎮め)’이라는 표 은 명군의 재공격에

비한 방비강화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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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경 자신의 병력만을 평안도로 보냈다.  朝鮮渡海日記 와 <표 

2>, <표 3>에서는 1차 평양성 전투 이후 모리 데루모토 병력이 한

성 이북으로 북상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명군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이 평양을 전선으로 삼아 방비를 강화하기로 하 다는 사실

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조선 남부지역의 방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의병 봉기가 빈발하고 있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더 큰 적’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북

상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모리 데루모토 휘하의 군사가 천성에 주둔하 다는 사료는 확

인되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카츠의 부하 다는 사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천성과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던 모리 데루모토 

휘하의 군사들이 이동 경로상에 소규모 주둔지를 건설하고 병력 주

둔시키는 과정, 그들의 조선인에 대한 약탈과 조선인에 의한 끊임

없는 저항 등의 상황을 전하는 자료를 통해 천성 전투 당시 일본

군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상좌도 지역의 사족과 일반 민중들은 일본군의 살해와 약탈 행

위에 분노하여 봉기했다. 일본군은 이에 힘겹게 대응했고 시간이 갈

수록 주둔지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평양에서의 대규모 전투를 예

상한 일본군은 모리 데루모토의 군사마저 동원해야 했고, 경상좌도 

지역의 방어에는 공백이 발생했다. 조선 의병과의 전투를 견디기 어

려워진 일본군은 보다 큰 거점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를 활용하여 의병들은 경상좌도의 중요 거점

을 확보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퇴각한 

이후에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조선은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58)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리 데루모토의 귀국을 명했다.(1592년)9월 24일 도요토

미 히데요시의 명령서 ( 毛利家文書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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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임진전쟁 시기 의병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병이 맞서 싸

웠던 일본군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의병연

구에서는 의병의 상대 던 일본군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근거에 토대하여 일본군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진 경

우도 있었다. 

전투는 상대방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과 ‘적’이 남긴 사

료 대한 분석 없이 조선의 사료만으로는 전투를 온전히 재구성하기 

어렵다. 전투를 다룬 사료는 시대가 지날수록 전공을 과장하는 경

우도 있다는 사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소홀

히 한 연구는 일방적인 전공기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한

국의 임진전쟁 의병연구가 임진전쟁이라는 국제전쟁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료의 활용과 해석이라는 부분에서 보

다 균형을 갖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진전쟁 당시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대 배치 명령서

에서 지시된 편성체제 하에서 움직 다. 그들은 명 침략이라는 히

데요시의 큰 전략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각 부대는 각각의 장수와 

그의 가신, 그리고 가신이 거느린 개인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스스로 병력과 군량을 준비해야만 했다. 군량을 약탈할 것인지, 

지에서 운송할 것인지, 대여할 것인지는 부대를 이끄는 장수가 판

단해야했다. 전진 과정이나 주둔 시에 맞닥뜨리게 되는 전투에서 

어떤 전술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도 자신에게 있었다. 천

성에서 의병과 싸운 일본군을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이처럼 각 부

대가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부대가 누구의 부대인지, 전투에 참전한 이가 누구

는지를 전하는 사료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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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급한 부대 배치 명령서와 

그 외 전쟁 초기 주둔 현황을 전하는 사료를 활용하여 천성 전투

에 참여한 일본군의 정체에 접근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부하 다는 학설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며, 천을 경유

하여 북상한 가토 기요마사 등 2군 소속 부대일 가능성도 낮을 것

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9번 부대 이후에 조선에 들

어온 소규모 주급의 장수가 이끄는 군사 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

론에 이르렀다. 개령에 본진을 두고 경상도 내륙 여러 지역에 부대

를 파견하고 있던 모리 데루모토 휘하의 군사 을 가능성도 있으

며, 9번 부대의 장수로 부산에 주둔하면서 부산 ‧동래 ‧양산 ‧밀양 

방면에 휘하의 부대를 포진하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카츠의 부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리 데루모토가 경상도 중북부 지

역에 머물면서 북상한 일본군을 지원하고, 도요토미 히데카츠가 부

산에서 모리 데루모토 진 까지의 병참을 총괄하고 있었을 가능성

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천성 전투가 벌어진 시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행동 양상은 모리 

데루모토 휘하 부대의 기록을 통해 접근하 다. 전쟁 초반부터 벌

어진 일본군의 약탈과 살해행위는 조선인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

켰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인의 저항에 끝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다. 천성 전투와 같은 규모의 전투에서도 패배를 겪었다. 

이후 일본군은 주력부대는 명군이라는 새로운 적을 방비하기 위해 

한성~평양에 이르는 지역에 집결하 다. 경상좌도에 남은 일본군

은 곳곳에 설치한 주둔지에서 철수하여 방어가 수월한 거점으로 모

이게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천성 전투를 직접 언급한 일본 사료나 

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이 어떤 장수의 부대 는지 확정할 

만한 사료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일본군의 편성 체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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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행동 경로, 경상좌도 지역에서 벌어진 실제 전투와 작전을 

참고하여 천성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노

력했다. 천성에 입성한 일본군의 행동 방식 역시 간접적인 방법

을 통해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무비판적인 

답습을 경계하고 개별 전투사의 재구성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론을 

제안하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앞으로 소규모 주급 장수들이 남

긴 사료 조사 등 보다 면밀한 작업을 통해 천성 전투를 비롯한 개

별 전투의 실상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또한 일본군

이 평양 전선을 강화한 이후, 조선 남부에 남아있던 일본군의 행동 

양상과 조선 의병의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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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tivities of Japanese Armed forces in Kyeongsang 

Province in the Early Period of Imjin War : Battle of 

Yeongcheon Fortress 

Kim, Kyong-tae

To evaluate the activities of the righteous voluntary army during 

the Imjin War period, it is imperative to grasp those of their 

adversaries, the Japanese army. Researches up until now have 

not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army and some of 

them even illustrated the circumstances based on inappropriate 

grounds. Every battle needs at least one army and its counterpart. 

Without analyzing the adversaries and the materials written by 

them, it is hard to fully reconstruct the circumstances of a battle 

only with the materials written by people of Joseon to reflect it's 

perspective. This is why we need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army using Japanese historical records.  

During the war, the Japanese army moved on war footing directed 

by the order of deployment of Toyotomi Hideyoshi. They had to 

follow Hideyoshi’s grand strategy of invading Ming China. Yet each 

troop consisted of a general, his vassals, and the soldiers under 

their command and it had to procure its own rations and forces. 

How they procure the provisions was up to the judgement of the 

general: he had to make his own decision whether to pillage, to 

transport them from its domain, or to rent. He was also given 

mandate to decide what kind of tactics they would take  for the 

battles during the army’s advancing or stationing. The independent 

nature which each troop assumed renders it hard to trace the 

Japanese troops; information on the Japanese army, such a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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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m the troop belonged, who participated in the battle, is hard 

to find from historical records. And this is why it is hard to grasp 

the Japanese army who fought against the righteous voluntary 

army at Yeongcheon fortress.   

Using various orders of deployment issued by Toyotomi 

Hideyoshi,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Japanese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Yeongcheon Fortress must have been 

small scale troops which entered Joseon after the 9th troops or 

troops under the Mori Terumoto and Toyotomi Hidekatsu. 

Meanwhile, from the records of the troops under Terumoto, this 

article traced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Army in Kyeongsang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Yeongcheon fortress. From the early 

phase of war, pillage and violence by the Japanese army incurred 

strong resistance of Joseon people. Yet the Japanese army could 

not cope with situation and the righteous army staged a series 

of riots here and there. After the battle at Yeongcheon Fortress, 

the Japanese army suffered repeated defeats at subsequent battles 

of similar scale. After that, the main body of the Japanese army 

assembled along the line from Hanseong to Pyeongyang in order 

to defend the region from their new enemy, Ming army. The remnant 

troops left in Kyeongsang Province retreated from their various 

posts and gathered into positions where they could easily defend 

themselves. This made it possible for Joseon to recover the region 

which was exploited as main passage and posts of the Japanese 

army.  

Keywords:Imjin War,Imjin Waeran,Battle ofYeongcheon Fortress,

righteous army,Kwon ung-su,ToyotomiHideyoshi,Mori

Terumoto,ToyotomiHideka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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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 固城 의병의 활동 양상

신 윤 호*

1. 머리말

2. 임진왜란 초기 고성지역의 상황

3. 『雙忠錄』과『雙忠實紀』검토  분석

4. 고성지역 의병의 조직과 투

  가. 의병의 조직과 그 특성   나. 九萬 · 尺峴 투

5. 유재란과 고성왜성

  가. 기문포해 과 의병장 애상   나. 고성함락과 고성왜성 축성

6. 맺음말

1. 머리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은 조·명·일 삼국이 

관계된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다. 명나라까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이 당초 征明假道, 즉 조선을 거쳐 명나라 정벌을 목표

로 하 기 때문이다. 조선은 개국 이후 약 200년간 큰 전쟁이 없어

*국립진주박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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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의 폐단이 야기되었고 일본의 침략에 의해 국방상의 문제가 여

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예컨대, 개전 20일 만에 한성을 점령당하

고 약 2~3개월 만에 호남을 제외한 조선 전역이 일본군에 의해 유

린되었다. 반면,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약 100년간 내전이 있었으니 이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할 엄청난 수

의 정예병들이 자연스럽게 양성되었다.1) 

조선과 일본의 군사력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 일본군이 

퇴각함으로써 전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의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명군의 출병도 큰 역할을 하 으나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

병은 곳곳에서 수십 혹은 수만 명 단위로 기병하여 유격전으로 일

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본고에서는 고성지역의 전황과 의병활

동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

았는데 다만, 김준형에 의해 진주성전투가 있기까지 진주 주변에서

의 의병활동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고성지역도 함께 다루었으며, 최

명철은 최균 ․ 최강 ․ 이달 등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 을 뿐이다.2)

고성은 해안지역으로서 수륙 양면으로 적침에 노출된 곳이었다. 

임진왜란 초, 일본수군이 남해안을 침략하여 원균이 이끄는 경상우

수군을 무찌르고 진해 ․ 고성 ․ 사천 등지로 상륙하 으며, 창원 ․ 함안

․ 진해 등지의 육로를 통하여 침략해 오기도 하는 등 일본군의 분탕

과 횡행은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 와중에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 으니 최균 ․ 최강 ․ 이달 ․ 안신갑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병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고성뿐만 아니라 진주 ․ 사천 ․ 진해 ․ 창원·웅천에 

1)일본의 戰國時代로서 수많은 정병을 양산한 戰國大名의 성장배경에 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가 참조 된다.구태훈,「임진왜란 의 일본사회- 국시 연구 서
설」(『사림』29,수선사학회,2008);速水融(조성원,정안기 옮김),『근세 일본의
경제발 과 근면 명』,혜안,2006.

2)김 형,「진주 주변에서의 왜 방어와 의병활동 –제1차 진주성 투 이 -」
(『경남문화연구』17,경남문화연구소,1995)
최명철,『임진왜란기 고성 지역 의병장에 한 연구–최균,최강,이달을 심으
로-』(창원 학교 교육학석사학 논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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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그 활동범위가 매우 넓었다. 고성의병의 활약상을 논하

기 위한 사료로서 최균 ․ 최강의 유고 및 행적을 다룬『雙忠錄』과 

『雙忠實紀』를 들 수 있는데, 이외에 여타 사료가 충분치 않기 때

문에 이를 분석하여 그 간행과정과 성격을 알아보고, 중요한 부분

은 사료비판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정유재란 시기 고성현령 조응도와 박애상의 활동상, 고성왜

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고성출신 인물들은 이 외에도 많으나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고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례에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임진왜란 초기 고성지역의 상황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은 1번대~9번대까지 15만여 대군을 이

끌고 부산에 상륙하 다.3) 부산진에 이어 동래부까지 함락하고 군

사를 나누어 곧바로 북상하여 5월 2일 한성에 입성하 다. 조선은 

대규모 적침에 놀라 지방수령들이 앞 다투어 달아났고 임금까지 피

난을 떠나는 등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 다. 한편, 부산으로부터 남

해안을 통해 진격해온 일본 수군은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 도도 타카도라(藤堂高虎)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선단이었다. 이들은 일본군이 나고야성에서 부산으로 침략하는 

배의 수송이 원활하도록 對馬島, 壹岐島 등에 배치되었고, 조선이 

복종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격에 가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4)

고성지역에 일본군이 처음 침략해온 시기는 4월 말경이었는데, 

3)豊臣秀吉朱印狀案-天正20年 3月 13日付-(『秀吉と文祿․慶長の役』,佐賀県立名護

屋城博物館,2007,24~25쪽)

4)『日本戰史-朝鮮役-』(參 本部編,復刻板,19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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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의 경상우수군을 격파하고 진해 ․고성 연안으로 출몰하던 일본 

수군으로 추측된다. 이후 원균은 원군을 요청하여 이순신의 전라좌

수군과 연합한 후 5월 8일,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합포 ․적진포 ․사

천 ․당포 ․당항포 등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때 일본

군은 황급히 상륙하여 도주하였는데 함선이 격파되어 사천 ․고성 ․

진해 등 육로로 횡행하며 분탕질을 하였다. 5월 말경 일본군이 고

성을 점령한 후 西進하여 사천성까지 점령하였다. 

사천성을 점령한 일본 장수는 가메이 코레노리(龜井茲矩[眞矩])

로서 사천 부근에 배를 정박하고 상륙하여 사천성 뿐 아니라 곤양 ․

하동까지 진출하였다.5) 한편, 고성성을 점령한 후 수비하고 있던 

일본군은 호리노우찌 우지요시(堀內氏善)라는 수군 장수였다. 일본

선단을 이끌던 그가 상륙하여 고성을 침략한 과정을 살펴보면, 4월 

일본수군이 경상우수군을 와해시킨 후 도도 타카도라 등과 함선 50여 

척을 거느리고 거제도에 주둔하고 있었다.6) 이때 조선의 수군 가운

데 전라좌수군과 경상우수군이 연합한 후 진격하여 5월 7~9일, 옥

포 ․합포 ․적진포 등에서 승전한 후 잠시 물러나 있었다. 이 해전에

서 파선된 일본수군은 진해 ․고성 등지에 상륙하여 분탕질을 하였

다. 진해현감은 도주하고 고성현령 金絢은 형벌이 가혹하여 민심을 

잃은 자로서 백성들의 이반현상으로 버티지 못하고 도주하였다.7) 

그 외의 일본선단은 다시 여러 부대로 나누어 사천 ․곤양, 고성 ․진

해 등지로 진출하여 상륙한 후 각지를 침략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

미 일부 일본군이 횡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호리노우찌 우지요시가 

가세하여 고성성을 점령한 것으로 보이며, 가메이 코레노리 역시 

사천 ․곤양 지역으로 침략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 전라좌수영에서 이순신이 출발하여 노량해역에서 

5)『日本戰史-朝鮮役-』(參 本部編,復刻板,1978),204쪽.

6)『日本戰史-朝鮮役-』(參 本部編,復刻板,1978),205·214쪽.

7)『선조실록』27권,25년,6월 丙辰(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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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과 합세하였다. 사천 선창 앞바다에 이르자, 선창에 일본군 4백

여 명이 진을 치고 일본군선 12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

다. 거북선을 선봉으로 삼아 공격하고 적선을 불태우자 일본군들은 

육지로 도주하였다. 이어 조선수군은 당포에 있는 적을 발견하였는

데, 당포 선창에 배를 대고 성 안팎으로 진을 친 일본군을 다시 공

격하여 적선을 모두 불태웠다. 이때 우후 이몽구가 왜선을 수색하

여 가메이 코레노리의 금부채를 발견하였다.8) 즉, 가메이의 군대가 

사천을 비롯하여 당포부근까지 포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은 조선수군에 의해 해상로가 봉쇄되자 점령한 

읍성을 중심으로 수성전에 들어갔으며 사천 ․고성 ․진해 등에 주둔

한 일본군은 서로 군사 백여 명이 왕래하며 연락선을 형성하고 육

로를 통한 진격을 꾀하였다.9) 5월 말경, 초유사 김성일은 김대명 ․

한계 ․정승훈에 군사 6백여 명을 모집하여 고성의 崔堈 ․李達 부대

와 합세하여 사천 ․고성의 적을 공격하자 적은 웅천 ․김해 등지로 

달아났다. 이에 창원 마산포까지 진격하여 진을 쳤다.10) 이후 다시 

일본군이 고성 ․사천 등지로 침입하였고, 고성의 일본군이 진주로 

침범할 기세를 보이며 남강 이남지역까지 박두하자, 진주판관 김시

민 ․사천현감 정득열 ․곤양군수 이광악 등이 군사를 정비하여 사천 ․

고성 ․진해 등지의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고성은 일본군과 이에 부

역한 조선인들이 고성성을 굳게 지키고 있어 탈환하지 못하고 돌아

왔다.11) 

김시민을 필두로한 군사들이 고성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진주로 

회군했을 때, 흩어졌던 사졸들이 모여 군세가 1천여 명에 달하였다. 

8)『이충무공 서』권2,狀啓一,『唐浦破倭兵狀』.

9)『征蠻 』坤,承政院 開坼(7월 15일).

10)『난 잡록』1,임진년 5월 20일;『雲圃實紀』권1,「事實大略」25년(壬辰)5월 20일

(閔老峯所撰中 誌).

11)『선조실록』27권,25년,6월 丙辰(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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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 일본군이 진주를 범하려 한다는 소식에 김시민은 우병사 조

대곤과 함께 사천성으로 진격하 다. 十水橋에서 싸워 깨뜨리고 달

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사천성 아래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얼마 

후 사천성을 지키던 가메이 코레노리는 밤을 틈타 고성성으로 도주

하 는데, 고성성을 수비하던 호리노우찌 우지요시는 이미 웅천으

로 퇴각하 기 때문에 가메이 코레노리의 군대가 고성성을 수비하

게 되었다. 김시민이 이끄는 군사가 다시 고성성을 공격하기 위해 

永善縣에 진을 쳤다가 밤중에 大屯嶺을 넘어 새벽에 고성성 아래에 

당도하여 군세를 과시하 다. 이에 일본군은 며칠 후 밤에 달아나 

8월 말, 진해의 일본군과 합세하여 창원으로 퇴각하 다.12) 이로써 

사천·고성·진해를 수복하 으니 이 공로로 김시민은 진주목사로 

승진하 다.

고성지역은 임진왜란 초부터 조선군과 일본군의 공방전이 이어졌

는데, 부산·김해·창원 등지에 주둔한 일본군의 침략에 시달렸으

며, 거제도·가덕도 등에 주둔한 일본수군의 분탕질이 끊이지 않는 

등 수륙 양면으로 일본군의 출몰이 잦아 혼란의 중심에 놓인 곳이

었다. 일본군의 예봉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던 만큼 향토수호를 위

한 의병활동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12)『난 잡록』1,임진년 8월 4일·9일;『고 일록』권1,임진년 秋9월 1일(丁巳);
『日本戰史-朝鮮役-』(參 本部編,復刻板,1978),204·205쪽;
특히『일본 사-조선역-』의 련 서술내용에 의하면 가메이 코 노리가 고성에
서 창원을 거쳐 부산으로 철병한 이유가 하시바 히데카츠[羽柴秀勝]의 철군명령
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김시민軍의 압박이 있었던 사실은 기술하지 않았다.이는
참고자료의 여러 내용 가운데 일부만 선택 으로 인용한 결과라 단된다.여러
사료를 종합하여 단하건데 조선 측이 사천성을 공격하자 고성성으로 도주하
고,다시 고성성을 공격하자 창원방면으로 도주하 다.이러한 일련의 개에 비
춰봤을 때 비록 가메이군이 고성성에서 철군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
에 이미 세가 일방 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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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雙忠錄』과『雙忠實紀』검토 및 분석

<표 1> 『雙忠錄』과『雙忠實紀』의 구성과 내용

『雙忠 』(1823刊) 『雙忠實紀』(1929刊)

序 上之二十三年癸未(1823),柳 春 序 上之二十三年癸未(1823),柳 春

世系 1世~20世까지의 世系圖
重刊雙忠實紀
編定總例

간한 이유와 수정·편집된
내용 사례 서술

권1

詩

贈 弟投筆時 湖公

권1

先系
始祖 1代~10代祖까지의
행 을 기록

次姜白川應璜想思詞五首 事實

敬次徐藥峯渻韻贈姜白川此詩出
二公幷狀

遺稿

詩

季弟汝 赴擧

次姜白川此詩出二公幷狀,附原韻 次姜渭瑞應璜想思詞四首

贈姜白川 次徐藥峯渻韻渭瑞

亂定後歸故庄 次姜渭瑞見贈
弟自京還鄕

贈姜渭瑞
投筆

亂定後歸故山
喜孫兒始生二首

季弟自京還鄕

書

姜松窩偁書 壬辰六月十五日
投筆

姜松窩書 壬辰九月十三日
喜孫兒生二首

答姜白川應璜書 壬辰十月十三日

書

姜士盎偁〇 壬辰
答姜松窩書 壬辰臘月十七日

姜士盎
答姜白川書 乙未二月十三日 答姜士盎

答姜白川書 乙未九月初一日 答姜渭瑞 壬辰

答姜白川書 答姜渭瑞 乙未

答姜渭瑞答姜白川書 丙申七月十六日

姜松窩 答姜渭瑞 丙申

答姜松窩 答姜渭瑞

實記
湖公實記 狀 上觀察使狀

行狀二
溪公實記 墓碣銘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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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

龍蛇倡義事蹟

권2

家乘

濟州勝戰事蹟 敍述

遺事
湖公遺事 遺事

湖公遺事
溪公遺事

溪公遺事 挽 溪二

補遺

本縣邑誌 贈職焚黃韻

趙公慶男山西雜

권3 褒典

敎加里浦僉節制使崔 書
徐藥峯渻 姜白川書 宣武原從功臣錄勳 敎書
李忠武公舜臣 姜白川書 道儒請贈 上
察訪公諱振虎 湖公季子答姜松
窩書

本孫請贈 上

禮曹回 啓

권3
附

敎書 敎加里浦僉使崔 書
禮曹關文

行狀

湖公行狀

禮曹再 啓溪公行狀
狀後識 敎旨二

碣銘
湖公碣銘幷敍 焚黃告由文二
溪公碣銘幷敍

請諡 上 後禮曹回 啓
詩 姜松窩偁贈 湖公 諡狀二

輓 輓 溪公

권4

褒典

諡狀

道山祠奉安文 敎旨

常享祝文 宣諡時告由文二

권4

附

祠宇上樑文 請旌 上 後禮曹回 啓

禮曹立案講 重修上樑文

祠院

祠宇上樑文雙忠 跋二首
講 重修上樑文道內士林呈營請褒狀
奉安文二本縣士林呈繡衣金學淳請褒狀
常享祝文二請 贈時道儒上
祠宇重修上樑文本孫請 贈上
祠宇重修記

啓目
禮曺回 啓

還安告由文二禮曺下本道關草

禮曺再 啓

권5

從遊諸賢
敎旨

증직교지(최균)
증직교지(최강)

倡義諸賢
奉安
文

湖公奉安文

溪公奉安文 雙忠實紀 本跋

遺墨後敍 雙忠實紀重刊跋

고성지역 의병활동의 주축은 최균·최강 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료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 사료로서 1823년에 간행한『쌍충록』과 1929년에 간행한 

『쌍충실기』를 들 수 있다. 이 두 사료는 그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

나 『쌍충록』간행 이후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어『쌍충실기』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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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가 내용을 반 하 다.『쌍충실기』의「重刊雙忠實紀編定

總例」는 추가된 내용 및 목차 구성의 연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았

다. 예컨대,『쌍충실기』권2의「家乘」․「敍述」․「遺事」는『쌍충록』 

권2의「龍蛇倡義事蹟」․「濟州勝戰事蹟」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 

근거로 삼았던 출처별로 분류하여 각각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리

고 권5의 「從遊諸賢錄」․「倡義諸賢錄」은 이 책에서 고증된 것만 

가려서 새로이 구성하 다.

『쌍충록』과 『쌍충실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권1의 

「書」다. 이는 임진왜란 중에 주고받은 간찰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최균·최강 형제와 간찰을 주고받은 인물은 姜偁과 

그의 아들 姜應璜이다. 강칭의 자는 士盎, 호는 松窩이며 강응황의 

자는 渭瑞, 호는 白川이다. 그런데 이 간찰의 내용 및 간행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거나 참고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

니 아래의 『쌍충록』에 수록된 간찰 원문은 최균이 강응황에게 보

낸 답서다. 

答姜白川應璜書壬辰十月十三日

鳳城分手後矗樹蒼蒼送君舍情物非人而如是則人可以勿不如哉耿耿兵燈不寐

者久矣已而帳外有聲開戶視之豚兒來到忽傳半百里心貺三復燈前如對吾尊合

席娓娓而欣然有喜色矣不料金別將且擎一千里手滋初聞驚愕茫然開緘是乃行

施後平安消息而問術於愚矣然吾尊之用兵古之太公兵仙則餘外秘策問於天問

於地問於神而何問於庸陋一賤姿乎如愚之愚向者鼎津軍伍旣失偶與趙君宗道

郭君再祐纔到本營雖有對壘之擧卯君月前與別將李達安信甲往救李統使熊川

鎭而尙未返營心甚訝鬱示中興兒起送之敎不啻慇懃情誼而振兒以子弟軍官昨

送熊川鎭手下無人未副盛敎茹恨爲如何哉惠來想思詞律忘拙和呈豈無一粲笑

耶詩見上餘不備洞下散人均拜13)

13)『 충록』권1,「答姜白川應璜書壬辰十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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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간찰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지 않았다. 본문에 ‘李統使’라

는 단어가 있다. 李統制使, 즉 이순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統制使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책은 1593년 8월 15일 이순신이 최초로 

임명되면서 생겼다. 그런데 이 편지는 壬辰(1592) 10월 13일에 쓴 

것으로 이때는 통제사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모

순이다. 날짜를 잘못 기재하 거나 책 간행 당시의 관점에서 명칭

을 바꿨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이를『쌍충실기』에 실린 원문과 비교해본 결과,『쌍충록』

에 비하여『쌍충실기』는 간찰의 글자를 바꾸거나 여러 부분에서 내

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앞서 다루었던 ‘李統使’가 『쌍충실기』 

에는 ‘李水使’로 수정되어 있으며, 권율을 가리키는 ‘權元帥’14)가 

‘權光州’15)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본문의 □칸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쌍충실기』에서는 누락된 부분이다. 간찰의 내용이 곳곳에

서 누락되었음에도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舊本(쌍충록)을 

참고했음에도 이정도로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고의적으로 삭제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비단 위의 본문 뿐 아니라 모든 간찰에

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與姜松窩」․「答姜松窩」이 두 간

찰 내용은『쌍충실기』에 수록하지 않았다.

셋째, 간찰의 작성한 날짜를 삭제하 다는 점이다. 간찰의 사료

적 가치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점

인데, <표 1>의 권1,「書」를 보면 알 수 있듯이『쌍충록』에는 정확

한 연월일을 기록하고 있으나『쌍충실기』에는 이를 모두 혹은 부분

적으로 삭제하 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간찰의 작성시

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최균이 강응황에게 

14)『 충록』권1,書,「答姜松窩書 壬辰臘月十七日」.

15)『 충실기』권1,書,「答姜士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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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답서가 壬辰(1592) 10월 1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인 듯하다. 편지의 내용에 “아우(최강)가 이달·안신갑과 한 달 

전에 웅천의 李統使(이순신)를 구원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다”라고 하 으니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이순신의 수군과 연

계하여 활동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순신의 수군이 웅

천에서 전투를 벌인 시기는 1593년 2월~3월이다. 이 답서를 쓴 

10월 13일은 1차 진주성전투(10월 5~10일)가 끝난 직후인데, 최

강·이달은 이 진주성전투를 외원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본진(담

티고개)에 있던 최균이 몰랐을 리가 없을 뿐 아니라, 초유사 김성일

의 지휘하에서 진주성 수성방략에 따라 임진왜란 초부터 1차 진주

성전투를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진주성 주변에서 활동했던 최강·

이달 부대가 갑자기 9월 즈음부터 한 달 가량 웅천에 있었다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대로 최강·이달·안신갑 등이 웅천에서 활

동한 것은 사실일까. 앞서 서술하 듯이 1593년 2~3월, 이순신의 

수군이 웅천에서 육상군과 협력하여 한 달 이상 웅천에 머무르며 

수륙양면으로 적들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16) 이순신이 1593년 2

월에 올린 장계17)에는 수륙 합공을 위해 이미 경상우도순찰사(김성

일)에게 공문을 보내 병마를 거느리고 웅천을 공격하도록 했다고 

한다. 따라서 김성일의 지휘 하에 있던 최강·이달 부대가 이때 웅

천으로 부원하 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달의『雲圃實紀』에는 그의 집안 기록인『家乘』과『쌍충

록』을 전거로 하여 웅천에서 왜적과 싸우는 이순신을 구원하러 이

달·최강·안신갑이 함께 갔다고 하 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16)『난 일기』 癸巳年 2월 18~20일·3월 6일.

17)『이충무공 서』권3,狀啓二,「令水陸諸 直擣熊川狀」.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06 |  軍史 第95號(2015. 6)

二十六年癸巳二月(1593년 2월)

李舜臣進攻倭人於熊川 義兵將李達·崔堈·安信甲往救之 前後八戰 敵勢大

挫家乘

蘇湖崔公答姜應璜書略曰 月前卯君與李達安信甲往救李統使于熊川鎭而 尙

未返營心甚訝鬱云云雙忠錄18)

특히『쌍충록』을 전거로 밝힌 기사는 위의 편지 내용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적을 1593년 

2월의 기사로 밝혀놓았다는 점이다.『쌍충록』을 근거로 직접 내용

까지 인용하 으나 그 행적의 시기만큼은 다르게 기록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따라서 최균이 강응황에게 보낸 답서(壬辰 10월 13일)는 최강·

이달 부대가 진주성전투에 참전했던 사실, 이순신 수군이 육상군과 

연합하여 치른 웅천전투,『운포실기』에 수록된 사례 등을 참고해 

보면, 계사년(1593) 2월~3월 사이에 쓰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끝으로 살펴볼 부분은『쌍충실기』에 수록된「上觀察使狀」19) 이

다. 이 문서는『쌍충록』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발견되어『쌍충

실기』에 수록하 다. 그 내용은 최강이 1592년 7월 초에 고성에서 

왜적과 전투한 결과를 관찰사 김수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이탁 의『征蠻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탁 은 김수의 

종사관이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만 몇 곳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전문을 살펴보자.

‘固城縣伏兵將崔堈馳報內 倭賊二千餘名 今七月初三日 分三運入來爲去乙 率

軍五十餘名 先運接戰射中三倭 賊勢暫退 老弱軍乙良 專數登山 更率精勇軍三

十餘名 一時隱伏要路處 多設弓弩 村家焚蕩回軍時 先鋒二倭亦逢弩致死 賊徒

載去中路燒燼爲乎所馳報是白齊’20)

18)『운포실기』권1,「事實大略」,二十六年癸巳二月.

19)『 충실기』권1,遺稿,書,「上觀察使狀」.

20)『정만록』坤,承政院 開坼(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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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전문은 두 사료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쌍충실기』에 실린 

내용에는 글자가 결실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 예컨대, 『정만

록』에는 ‘七月 初三日’로 기록되었으나『쌍충실기』에는 ‘七月 初缺

日’이라 기록되었다. 또『정만록』에는 ‘率軍五十餘名’이라 하 으나

『쌍충실기』에는 ‘率軍二十餘名’이라 하여 거느린 군사의 수가 30

명의 차이를 보인다. 내용을 분석해보면『정만록』의 기록이 타당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에 보이듯이 처음에 50여 명을 거느리

고 싸우다가 노약한 군사를 산으로 올려 보내고 30여 명의 정용군

으로 싸웠다고 하 다. 만일『쌍충실기』의 기록대로 처음에 20여 

명을 거느리고 싸웠다면 노약군을 산으로 보낸 후에는 20여 명 이

하가 되어야 하지만 30여 명으로 싸웠다고 하 기 때문에『쌍충실

기』의 기록이 誤字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글자가 결실되거나 틀

린 것은 『쌍충실기』 간행 당시 이 문서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글자 판독이 되지 않거나 오판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쌍충록』․『쌍충실기』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

하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자료들의 간행과정에서 고의적 

가감, 또는 오판 등 의문점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할 경우 비판

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4. 고성지역 의병의 조직과 전투

가. 의병의 조직과 그 특성

고성에서의 倡義는 전주최씨, 함안이씨 등 사족층을 중심으로 조

직되었다. 전주최씨 문중이 고성에 처음 자리 잡은 시기는 16세기 

초, 최균 ․ 최강의 부친인 崔云哲이 이사하면서부터이다. 즉, 九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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昆季峰아래에 집터를 정하고 ‘蘇臺’라 하 다. 함안이씨 문중은 9세

손 仁亨·義亨·禮亨·智亨이 김종직의 문인으로서 문과에 급제하

여 중앙정계에 진출하 다. 그러나 무오·갑자사화로 인해 화를 입

고 낙향하여 고성에서 살게 되었으며, 이후로는 관료로 진출하지 

않고 은둔하여 학문에만 전념하 던 것이다.21)

재지사족으로서 전주최씨와 함안이씨는 고성에서의 입지가 확고

한 만큼이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 가장 먼저 의병을 조직하 다. 임

진왜란이 일어나자 최강은 맏형인 최균을 찾아가 기병할 의지를 보

고 최균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준비하

다. 우선 최균의 아우인 崔垍로 하여금 가족들을 데리고 의령 자굴

산으로 피난케 하고 장성한 가족과 노복들을 뽑았다. 그리고 가산

을 풀어 고을의 장정 수백 명을 모집하 다.22) 

이달의 경우는 1591년 10월에 부친상을 당하여 묘를 지키고 있

었는데, 전란이 발생하자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했다가 잠시 돌아와 

보니 부친의 묘가 파헤쳐져 있었다. 이에 분개하여 喪中임에도 의

병을 일으켜 최균·최강의 부대와 연합하 다. 이달의 수하 병사들

은 家僮들과 鄕里의 장정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달의 부친

이 생전에 가동들과 마을의 소년들에게 궁시를 나누어주며 사냥을 

장려하고 추석과 단오에 씨름대회를 열어 포상하는 등 용맹함과 건

장함을 길렀다고 한다.23) 이들이 모두 이달의 휘하 군사로 편성되

어 최균 부대로 달려왔다. 

일반적으로 의병은 가족, 친인척, 향리의 親友들로 조직되었으니 

고성의병도 이러한 양상이었다. 이달은 최균의 伯父의 외손자로서 

從甥姪이었다. 안신갑의 경우는 최균의 여동생의 아들로서 甥姪

21)『 충실기』권1,「行狀」;최명철,「임진왜란기 고성 지역 의병장에 한 연구-

최균,최강,이달을 심으로-」(창원 학교 교육학석사학 논문,2004).

22)『 충실기』권2,「家乘」.

23)『雲圃實紀』권1,「事實大略」 25년(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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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최균의 조카 ․사위, 아들들이 즐비하였다. 박연홍 ․최한 ․

정준 등은 고을의 壯士들로서 자원하여 군관으로 활약하였다. 아래

의 <표 2>24)는 의병 지휘부의 출신과 역할을 요약한 것이다.

직책 성명 성분 역할

의병장 崔均(1537~1616) 략 군량조달 담당

의병장 崔 (1559~1614) 최균의 아우,선 장

의병장 李達(1561~1618) 최균의 從甥姪,선 장

의병장 安信甲 최균의 甥姪,선 장

군 朴連弘 密陽人

군 崔僩 全州人

군 丁俊 昌原人

군 崔 虎 최균의 장남

군 崔勇虎 최균의 從姪

군 崔角虎 최균의 조카(균의 아우 垍의 아들)

군 崔振虎 최균의 막내아들

군 徐舜凱 최균의 사 ,문서· 출납 담당

<표 2> 의병의 구성

최균 ․최강 의병조직의 운영상의 특성은 이원적 구조로서 유격전

과 방어전을 나란히 진행하였으니, 최균은 본가인 소대계상에서 의

병을 일으켰으며 전략에 따라 담티고개25)로 진을 옮겨서 이곳을 

본영으로 삼고 최강 ․이달 등은 담티고개(본영)를 중심으로 주변지

역인 진주 ․사천 ․진해 ․웅천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종횡무진하였다.

즉, 최균은 50대 중반의 고령이기 때문에 유격전보다는 그의 

24)『 충실기』권2,「家乘」;권5,「倡義諸賢 」.

25) 재 고성군 개천면 청 리에 소재하는 곳으로서『고성지』에 ‘墻峙 在九萬 湖

崔均 壬亂留陣處 石築周圍 約一里許’(『고성지』권1,古蹟)라고 기록되었다. 한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담티재성지에 성벽이 길이 50m,

비 2m규모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성군 문화유 지표조사 보

고서』,창원문화재연구소,2004,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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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견을 바탕으로 계책을 세우고 군량조달을 담당하 다. 담티고개

는 고성과 진주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서 고성과 진주를 통하는 要

路 다. 길이 좁고 산이 험준하여 “이곳이야말로 지키기도 좋고 적

에게 속임수를 쓰기도 쉽다”라며 ‘風雲將’이라 써서 길목에 달아 놓

았다. 군량조달을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

에는 고개에 올라 여러 가지가 달린 횃불을 들게 하여 소리를 지르

고 갑자기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듯 했다가 다시 불켜기를 반복하

는 등 일본군을 교란시키는 疑兵策을 구사하기도 하 다.26) 이처

럼 담티고개 방어는 결과적으로 진주를 지키는 방편이 되었다.

최강 ․ 이달 등은 담티고개를 본거지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활발히 

부원하 으니, 임진년 5월에는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하에서 김대명

․ 한계 ․ 정승훈 등과 합세하여 고성 ․ 사천을 점령한 일본군을 웅천 ․

김해까지 축출하 으며, 7월 진주를 침범하려던 일본군에 대항하여 

김시민군과 합세하여 진주로부터 고성까지 추격하 다.27) 이후 대

둔령을 넘어 고성성을 압박하자 며칠 후 일본군은 창원까지 퇴각하

여 사천 ․ 고성 ․ 진해를 수복하 다. 10월 1차 진주성전투 당시에는 

망진산으로 진출하여 진주성을 포위한 일본군을 견제하 으며 이달

은 頭骨坪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28) 

최균 ․ 최강 ․ 이달 ․ 안신갑을 주축으로 하는 조직은 고성을 대표하

는 의병의 사례로서 구만동 담티고개를 본진으로 하여 최균을 중심

으로 전략 ․ 전술을 세우고 군량을 마련하 다. 그리고 최강·이달 ․

안신갑을 중심으로 정예부대를 꾸려 고성 주변지역을 종횡무진하며 

유격전을 펼쳤다가 담티고개로 회군하여 군사를 정비하 다. 이는 

의병의 장점인 지리를 이용한 유격전술을 구사하면서 담티고개에 

병참기지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병진을 운 하는 방식이었다. 

26)『 충실기』권2,「家乘」.

27)『征蠻 』坤,承政院 開坼(7월 15일).

28)『난 잡록』2,壬辰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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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정적인 군수 ․ 군량 보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격전을 펼 수 

있었으니 그 戰力이 배가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관군과 연

합하여 토적활동을 하는 등 고성뿐만 아니라 진주 ․ 사천 ․진해지역

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고성의병의 활동상이 기록된『쌍충실기』및『운포실기』등을 토

대로 보면 그 규모가 수백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최강이 관찰사 김

수에게 보낸 書狀29)에 의하면 최강 부대가 50명 또는 30명 정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서술한 고성의병의 특성에 

잘 나타나듯이 최강이 이끌고 다니던 정예부대의 인원에 불과한 것

으로 담티고개에 상주하여 병참활동을 하던 의병은 그 활동상이나 

병력의 수효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九萬·尺峴 전투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최강은 맏형인 최균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

으며, 휘하 군관으로서 박연홍 ․ 최한 ․ 정준 등과 문중자제인 용호 ․

각호 ․ 진호 등 장성한 가족과 노복들이 함께 하 다. 그 외의 가족

들은 둘째인 최게로 하여금 의령 자굴산으로 피난가게 하 다. 최

강은 최균의 권고에 따라 박연홍과 함께 우선 고성군수에게 알현한 

후 무기 등을 지원 받아 구만동으로 돌아왔다. 이때 일본군이 이미 

마을을 침략하여 분탕질하고 있었으니 당시 고성지역을 침범한 일

본군은 원균의 경상우수군을 깨뜨리고 4월말 경 배둔 부근으로 상륙

하여 九萬 ․ 馬巖 등 여러 갈래로 진군하 다. 최강은 일본군의 분탕

질을 보고 본진으로 돌아오는 길에 反加嶺에서 어린 조카 정호를 

구출하 다. 한편, 최균은 그의 본가인 蘇臺 溪上(구만면 효락리)에 

진을 치고 있다가 최강이 도착하자 즉시 군사를 정비한 후 일본군을 

29)『征蠻 』坤,承政院 開坼(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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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여 밤새도록 치열한 전투 끝에 격퇴시켰다.30)

5월 8일,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와 新川에 사는 李應星의 처 羅氏

부인이 순절하 고 까치골[鵲旨洞]에 사는 羅應璧·羅彦鱗·羅致紋 

등 나씨 일가가 일시에 참화를 당하 다.31) 이응성은 이달의 再從

叔으로 당시 북관에서 정문부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

씨 일가의 참화소식에 마암에 있던 이달이 30여 명의 의병을 이끌

고 달려와 최균·최강·안신갑 부대와 합류하여 나씨 일가를 점거

한 일본군을 공격하여 淸巖까지 쫓아내었다.32)

이때 쳐들어 온 일본군은 5월 8일 적진포에서 여염집을 약탈하던 

무리들의 일부로 보이는데 경상우수군․전라좌수군이 적진포해전을 

치른 후 근처에 사는 향화인 李信同이 찾아와서 한 진술에 의하면, 

어제(초7일) 포구로 와서 약탈하고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

를 불렀는데 이른 아침에 반수는 배를 지키고 반수 가량은 고성으

로 향하 다고 한다.33) 즉, 일본군의 반수는 고성으로 향하 고 배

를 지키는 나머지 반은 조선수군에게 격멸당한 것이었다. 초8일 아

침에 고성으로 향했던 일본군이 구만 등지 일대를 횡행하 던 것으

로 보이는데 이를 의병들이 다시 축출하 던 것이다. 

5월,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로 관군과 의병의 규합이 이루어지고 

진주성 방어의 전략이 수립되었다. 김시민 ․ 곽재우 ․ 조종도 ․ 최균

․ 최강 등 경상우도의 관 ․ 의병이 이 전략에 따라 낙동강 및 사천 ․

고성 ․ 진해 등에서 전투를 전개하 다.34) 진주성은 호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을로서 진주를 지키는 것은 적침으로부터 유일하게 

보전된 호남을 보호하는 길이었다. 고성의병이 본진을 소대계상에

30)『 충실기』권2,「家乘」;『운포실기』권1,「事實大略」25년(壬辰).

31)『 충실기』권2,「遺事」.

32)『운포실기』권1,「事實大略」 25년(壬辰);『 충실기』권1,「遺稿」,書,「 姜士盎

-偁 壬辰-」(湖 溪).

33)『이충무공 서』권2,狀啓一,「玉浦破倭兵狀」.

34)『난 잡록』1,임진년 5월 20일;『 충실기』권1,「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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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티고개로 옮기게 된 시기도 김성일이 부임하여 지휘를 시작한 

5월 말경이었으니 진주성 방어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담

티고개는 유격전을 펴기 좋을 뿐 아니라 고성과 진주를 통하는 요

충지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진주로 가는 길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위

치 다.

5월~8월 경, 사천성에는 가메이 코레노리, 고성성에는 호리노우

찌 우지요시가 각각 점거하고 있었다. 여기에 여러 해전에서 조선

수군에 패배한 일본군이 황급히 상륙하여 고성·진해 등지를 횡행

하고 있었다.

7월 초3일, 고성의 일본군이 3대로 나누어 진격하자 최강은 50

여 명을 이끌고 일본군 선발대와 싸워 3명을 쏘아 맞추고 격퇴시켰

다. 이어서 늙고 약한 군졸을 산으로 올려보내고 정예병 30여 명으

로 요로에 매복하여 弓弩를 설치하 다. 마을을 분탕하고 다시 쳐

들어오는 일본군을 맞아 2명을 쏘아 죽이자 적이 퇴각하 다.35) 

7월 초 7일, 김시민이 이끄는 부대가 고성으로 진출하 을 당시 

일본군이 3대로 나누어 法川, 尺峴, 鳥峴으로 각각 진격하 다. 이

에 복병장 鄭惟敬이 좌우로 공격하여 척현 밑에서 일본군의 선봉 

20여 명과 교전하던 중 척현 위에 있던 일본군 70여 명이 내려와 

구원하여 퇴각하 다. 이에 활을 끊임없이 쏘아 일본군에 중상자가 

많았는데 길이 좁고 험하여 비록 머리는 베지 못하 으나 적을 격

퇴하여 민가를 보전하 다.36) 8월에 일본군이 다시 진해 ․ 고성 ․ 사

천을 점령하자 김시민을 중심으로 최균 ․ 최강 ․ 이달의 부대가 합세

하여 사천의 적을 추격하자 고성성으로 달아났다. 이에 대둔령을 

넘어 고성성의 적을 압박하 고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 며칠 후 퇴

각하여 진해의 적과 함께 달아났다. 이들을 추격하여 平小太, 解文, 

35)『征蠻 』坤,承政院 開坼(7월 15일).

36)『정만록』坤,承政院 開坼(7월 15일),“晉州判官金時敏馳報內 今七月七日 固城留

屯倭賊 分三運 一運來于法川 一運向于尺峴 一運往于鳥峴等處爲去乙 伏兵 鄭惟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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潁黠 등 적장 3명을 생포하여 함안으로 돌아왔다.37) 이로써 사천 ․

고성 ․ 진해를 수복하 다. 

1593년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전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삼국 간의 강화교섭이 진행되었다.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

지역으로 후퇴하여 울산 ․ 서생포 ․ 동래 ․ 기장 ․ 두모포 ․ 양산 ․ 죽도 ․

안골포 ․ 가덕 등지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고성을 비롯한 웅천 ․ 김해 ․

창원 ․ 함안 ․ 진주 ․ 사천·곤양 등지는 수시로 출몰하며 약탈을 일삼

고 있는 실정이었다.38)

5. 정유재란과 고성왜성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전투 이후 일본군은 경상도 연해지역

에 주둔하 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명·일 간의 

강화교섭이 본격화하 다. 강화교섭 시기에는 부산·김해 및 가덕

도·거제도 등지에 일본군이 주둔하여 그 주변을 왕래하며 분탕하

거나 접전하는 등 조선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성지역의 

경우 간혹 농사를 짓고 사는 백성들은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들이 자주 출몰하여 산막을 불태우고 노략질 하거나 살해하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거나 불안한 상황에 놓 다.

최강이 김덕령의 별장으로서 고성 경계지역에 복병을 설치하기도 

하 으나 1596년 7월, 이몽학의 난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한 후 공

초하는 과정에서 ‘김덕령은 호남에서 거병하고, 홍계남은 남에서 

거병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때 김덕령이 잡혀갔고 며칠 

37)『 충실기』권2,「敍述」(嶺營古蹟);『고 일록』권1萬曆壬辰 秋9월 20일, 장

의 이름이『 충실기』에는 ‘平 太’로,『고 일록』에는 ‘平太’로 기록되었다.

38)『선조실록』권87,30년 4월 辛巳(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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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막하에 있었던 최강 역시 붙잡혀 갔다.39) 최강은 석방되었으나 

김덕령은 고문으로 죽고 말았으니 최강 부대는 그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병의 사기가 크게 꺾 으며 은둔하

거나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 다. 

정유년(1597) 일본군의 재침은 전라도 공략을 목표로 한 것이었

다. 이것은 임진란 때 조선을 거쳐 명나라 정복을 목표로 했던 정책

과 크게 달라졌던 것이다. 전라도는 유일하게 적침으로부터 보전되

었던 곳으로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

다. 이에 일본은 강화교섭 진행과정에서 조선의 남부 4道 할양을 

요구하 으며, 관철되지 않자 정유년에 다시 침공하여 실력으로 차

지하고자 하 다.

가. 기문포해전과 의병장 박애상

정유년 고성의 상황은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침공하기 수개월 전

인 거제 기문포해전으로부터 전란이 시작되었으니 이 해전을 살펴

보자. 강화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일본군의 출몰은 지속적으로 일어

났고 조선군과 일본군 간의 분쟁이 잦았으며 정유년에 와서는 첨예

하게 대립하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1597년 3월 8일, 왜선 

3척이 거제 기문포에 정박하고 상륙하 다는 소식에 통제사 원균이 

전라우수사 이억기, 안골포만호 우수, 거제현령 안위, 고성현령 조

응도 등의 군선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9일 아침 기문포에 도착하

다. 일본군이 배를 정박해놓고 산기슭에서 나무를 베고 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항왜 南汝文을 보내 그들을 회유하여 돌려보내기

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 돛을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총통을 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 다. 이때 조응도가 지휘하는 고성의 

39)『고 일록』권2,丙申 7월 庚寅(25일)·辛卯(26일)·8월 甲辰(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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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이 가장 앞서 나갔는데 그는 판옥선에 射夫·格軍 등 1백 40여 

명을 거느리고 출격하 다. 3월 9일 助羅浦 경계의 古多浦에서 접

전40)하 는데 일본군 20여 명이 올라와 교전 중 대부분의 군사가 

바다로 뛰어내려 다른 전선으로 구제되기도 하 으나 조응도가 전

사하고 射夫·格軍 등 다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 다. 이 과

정에서 고성의 판옥선을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는데, 임치첨사 洪

堅, 흥덕현감 李容濟가 적들이 타고있는 판옥선에 불을 질러 모두 

소탕하고 배에서 뛰어내린 적들을 참수하 다.41) 

이 전투에서 통제사 원균의 지휘로 적선 3척을 포획하고 수급 47

급을 베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측의 요시라가 경상우병사 김응서

에게 벌목하는 군사를 해하지 않기로 약조한 것을 어겼다며 강하게 

항의하 다. 이때 豊茂守의 사졸 32명, 고시니 유키나가의 사졸 15

명이 모두 참살 당하여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다고 하 으니 도합 

47명으로서 원균이 취한 수급 47급과도 일치한다. 특히, 豊茂守가 

김응서에게 전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대의 왜 32명이 중선 한 척

을 타고 나무를 벨 일로 거제 옥포 지경에 가서 정박하고 있었는데, 

조선수군이 유인하여 은밀히 다 죽 으므로”42)라고 하 다. 또한 

조라포 지경의 고다포에서 접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기문포해전

은 옥포와 조라포(고다포)의 인근 해역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거제도의 동쪽 해상에서 있었다. 

한편, 이 해전과 관련된 인물로서 고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雲

汀 朴愛祥(1554~1597)을 들 수 있다. 1854년에 창건한 新道洞祠

에 조응도와 박애상의 위패를 나란히 모셨는데43) 이는 그가 조응

도와 함께 활동하 기 때문이다.『선조실록』에 의하면 기문포해전

40)『선조실록』권86,30년 3월 戊申(18일).

41)『선조실록』권86,30년 3월 甲寅(24일).

42)『선조실록』권86,30년 3월 乙卯(25일).

43)『鐵城誌』권2,祠院,新道洞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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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응도가 3월 9일에 전사하 는데, 박애상의「墓碣文」44)에

는 박애상이 3월 29일에 橘島 해상에서 조응도와 함께 싸우다 전사

하 다고 한다. 그 후 시신을 찾지 못하여 옷과 신발을 거두어 초혼

장을 지냈다. 특히, 이 묘갈문은 조응도의 傍孫 趙鏞遠이 1855년에 

찬하 는데 그 내용 중에 “정유년 3월 29일 왜적과 귤도 해상에서 

싸우다가 조공(조응도)과 동시에 순절하 다.”45)라고 한 것을 미루

어 보면, 조응도의 후손들조차 조응도와 박애상의 전사한 날을 3월 

29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구나 조응도가 전사한 

후 3월 17일 원균의 아우인 元㙉이 고성현령에 제수되었으니46) 

3월 29일에 전사했다는 묘갈문의 기록은 착오이다. 

조응도와 박애상이 함께 전사했음에도『선조실록』과「묘갈문」에 

전사한 날이 일치하지 않은 연유를 보자면,『선조실록』은 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한 시간과 상황을 서술하

고「묘갈문」은 수군의 전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중에 박애상과 조

응도 등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시기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박애상의 경우는 시신을 찾지 못하 기 때문에 사망

한 날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

실이 후대(1855년)에 작성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조응도와 박애상이 전사한 곳과 관련하여 기문포가 거제도의 어

느 곳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앞서 서술하 듯이 옥포와 조라

포의 인근 해역이었는데 박애상이 조응도와 함께 귤도 해상에서 전

사했다고 하 기 때문에 귤도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귤도

라는 명칭은「거제부지도」(1872)47)에 표기된 것이 유일하다. 이 

44)『竹山朴氏忠質公波譜-固城·鐵城-』甲卷(2000),墓碣文,「雲汀公諱愛祥墓碣文」(1855).

45) 의 책,“…丁酉三月二十九日 倭戰於橘島之海 趙公同時殉節…”.

46)『竹溪日記』권4,丁酉萬曆三十年 三月 丁未(17일).

47)「巨濟府地圖」(1872년 지방지도),奎10512v.2-10,여타 각종 고지도에는 ‘柚子島’

로 표기되어 있으며 재도 유자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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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도는 柚子島라고도 불리는 곳으로서 조선수군이 칠천량에서 거제

현(고현) 앞 유자도 바다 어귀로 진을 옮겼던 일이 있었다.48) 그런

데 거제도의 서쪽 바다, 즉 沙谷里·長坪里의 북쪽 해안에 있어서 

기문포해전의 위치와는 반대쪽이라는 점이 의문이다. 옥포와 조라

포 인근에서 교전중 적들이 북쪽으로 달아나 추격하긴 했지만 서쪽

으로 진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

48)『난 일기』계사(1593)5월 24일․25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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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성함락과 고성왜성 축성

일본은 14만여 대군을 정비하여 해상에서는 7월 중순 칠천량해

전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을 격파하여 남해안에서 제해권을 

장악하 고, 육로로 진격하여 8월에 남원성을 함락시킨 뒤 전라도 

전역을 장악하 다. 경상우도의 경우는 고성을 비롯해 김해 ․ 창원 ․

함안 ․ 진주 ․ 하동 등 남부지역에 모두 적들이 웅거하 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49) 

임진란 당시 전라도 의병은 경기도 및 경상도 등지로 진출하여 

국토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정유재란에 와서는 전라

도가 일본군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의병활동을 기대

하기 어려웠다. 또한 그 외의 지역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의병의 

활동이 크게 쇠퇴하여 소규모 단위로 활동하거나 관군 혹은 명군을 

협찬하는 정도에 그쳤다. 의병활동이 전라도에 침략하기 전에 경상

도 연해지역은 이미 일본군의 소굴이 되어있었으며, 동쪽으로는 울

산·서생포, 서쪽으로는 전라도 순천에 이르기까지 해안지역 곳곳

에 왜성을 쌓았다. 일본군이 이처럼 해안지역에 성을 쌓은 이유는 

본토와의 연락이 용이하기 때문인데, 해로를 통한 군수조달 및 비

상시 본국으로 철수하기 좋은 위치 다. 즉,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

하여 장기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려는 의도 다.

고성은 일본군이 점거한 후 고성읍성의 일부를 개수하여 왜성을 

쌓았다. 이때 고성지역 역시 의병활동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왜성을 축성할 수 있었다. 고성왜성은 모리 데루모토[毛

利輝元]의 부장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 가쓰라 모토쓰나[桂元

綱]에 의해 축성되었다. 즉, 1597년 10월 23일에 명령서를 내려 

고성읍성 남부 구릉에 짓도록 하 다. 그리고 축성 이후 수성군은 

49)『선조실록』95권,30년 12월 乙丑(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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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카와 히데카네[小早川秀包], 다치바나 무네토라[立花統虎], 

타카하시 무네마스[高橋統增], 츠쿠시 히로카도[筑紫廣門]가 맡았

다.50) 고성의 주둔군에게 1598년 3월, 군량 2천석이 일본 본토로

부터 지급되었으며51) 병력은 1598년 9월 경 약 6~7천 명이었다. 

인근 지역인 진주에 약 400명, 사천에 7~8천 명 가량 주둔하 으

며 남원 ․ 창원 ․ 김해 ․ 거제 등지와 서로 연락망을 형성하고 있었

다.52) 

이후 사천성에 주둔하고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군이 조

명연합군을 물리치고 순천왜성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군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하 는데 이때 고성에 주둔하고 있던 다치바나 

무네토라 등도 함께 구원군으로 출발하 다. 이들은 노량 해역에서 

11월 19일, 조명연합군과 일대 격전을 치르고 부산으로 퇴각하

다. 이로써 고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모두 철수하 고 노

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 7년간의 전란이 종식되었다. 

고성왜성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구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가 1916년 조선사적유물조사53)를 실시

하면서이고, 반 미치오[伴三千雄]가 1922년 9월에 城址를 조사하

기도 하 다. 현재 고성왜성은 민가가 들어서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

사를 실시하면서 왜성의 흔적을 확인하 고54), 2006년에는 동아

대학교박물관에서 고성읍성을 발굴하 는데55) 읍성의 일부만 해당

될 뿐, 인접한 왜성까지는 조사하지 못하 다. 즉, 지금까지 본격적인 

50)『日本戰史-朝鮮役-』(參 本部編,復刻板,1978),附記 44쪽.

51)『日本戰史-朝鮮役-』(參 本部編,復刻板,1978),附記 82쪽.

52)『선조실록』권104,31년 9월 庚戌(28일)

53)黑板勝美,「朝鮮史蹟遺物調査報告復命書」(『黑板勝美先生遺文』,吉川弘文館,昭

和四九年)52 .

54)『고성군 문화유 지표조사 보고서』,창원문화재연구소,2004.

55)『고성읍성지』,동아 학교박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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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伴三千雄가 고성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郡吏의 안내를 받아 城址에 이르자 한눈에 일본식으로 축성된 

것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本丸이 있고 그 

서쪽에는 本丸보다 조금 낮은 커다란 二之丸터를 확인하 다. 本丸

의 동부에서부터 남부로 꺾어 둘러진 성곽[帶郭]이 있으며 그 西南

쪽 즉, 二之丸의 남부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三之丸이다. 帶郭과 三

之丸의 외면은 구릉이 끝나는 곳이 절벽이다. 고성왜성은 기존하는 

조선성의 남부에 이어져 있고 3면이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평

탄한 논과 접해 있다. 북쪽은 좁고 길게 되어있으며 조선성의 위벽

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올챙이 모양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바닷

물이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 있어서 성터에서부터 바라보면 보일 정

도라고 한다.56)

6. 맺음말

임진왜란시 고성지역은 수로를 통해 진격한 일본군에 의해 분탕

되었고, 육로로 횡행하는 일본군들에 의해 그 피해가 막대하 다. 

임진년 고성지역을 점거한 일본군 장수는 5~8월은 호리노우찌 우

지요시 으며 그 이후 가메이 코레노리가 점거하기도 하 다. 

고성의병의 활동은『쌍충록』․『쌍충실기』를 분석하여 그 성격과 

간행과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 검증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서술하 다. 의병의 조직은 최균 ․ 최강 ․ 이달을 

56)伴三千雄,「再び南鮮に於ける文祿慶長の築城に就いて」(『歷史地理』46卷3号,大

正14年 9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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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구성원들은 가족 ․ 친인척, 혹은 향리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당시 의병의 일반적인 형태 다. 조

직 운 상의 특성을 보면 최균을 중심으로 담티[牆峙]에 본진을 두

고, 최강 ․ 이달을 중심으로 정예병을 이끌고 고성 및 주변 고을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 다. 즉,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유격전을 펼치

는 의병의 장점을 살리면서 본진을 별도로 두어 안정적으로 병참활

동을 할 수 있게 하 다. 이는 전투와 병참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부대를 운용함으로써 그 역량을 극대화한 것이었다.

이 의병들의 활동상은 고성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수행하면서 

초유사 김성일의 지휘에 따라 김시민 등의 부대와 연합하여 진주 ․

사천 ․ 진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며 명성을 떨쳤다. 또한 

수군과 연합하여 해안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을 수륙 양면으로 공격

하기도 하 다. 

한편, 고성현령 조응도와 의병장 박애상이 함께 활동하 는데, 

정유년 3월 9일 거제도 기문포해전에서 함께 전사하 다. 다만 기

문포해전의 위치는 거제도 옥포와 조라포 인근의 바다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귤도 해상에서 전사했다는 사료의 내용도 

그 위치와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조응도와 박애상의 활약상의 대체적인 사실은 확

인된 셈이며 기문포해전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단서로서 

거제도의 귤도(유자섬)가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박애상의 문중 자

료를 통해 알 수 있었으니 이와 같은 지방 및 문중 자료에 간혹 중

요한 사실이 기록된 경우가 있다. 여기서 지방사 연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정유재란시 조선의 의병들은 장기전으로 인해 쇠퇴해져 있었는

데, 임진란 당시 전라도 의병은 경기도 및 경상도 등지로 진출하여 

국토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정유재란에 와서는 전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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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의병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그 외의 지역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의병의 활동

이 크게 쇠퇴하여 소규모 단위로 활동하거나 관군 혹은 명군을 협

찬하는 정도에 그쳤다. 

조선의 남부지역을 장악한 일본군은 동쪽으로는 울산·서생포로

부터 서쪽으로는 순천에 이르기까지 해안지역 곳곳에 왜성을 쌓고 

장기전을 준비하였다. 고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고성읍성 남부에 왜

성을 쌓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고성왜성의 일부가 잔존해 

있었다. 당시 일본인에 의해 고성왜성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기도 하

였는데 伴三千雄는 本丸와 그 서쪽의 二之丸, 남서쪽의 三之丸를 

비정하였고 전체 지형과 주변 지리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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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s of the Activities of Goseong Righteous 

voluntary Army (義兵) during the Imjin War 

Shin, Yun-ho

During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national defense power of Joseon Dynasty had proved its 

vulnerability in comparison with strong military strengths of 

Japan, and the entire territory of Joseon except Honam had fall 

into the hands of Japanese armed forces within two months. Despite 

the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the military strengths of 

Joseon and Japan, the major strengths for Joseon to overcome 

the invasion had rooted from voluntary civilians troops raised for 

Justice. It is true that deployment of Ming troop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but, the nationwide movements of 

voluntary civilian troops had raised civil armies of tens and 

thousands soldiers all over the country, and pressurized Japanese 

military forces through guerilla tactics. One of the great examples 

of such voluntary civilian forces' acts is the ones of Goseong region.  

Goseong is located in a costal area, and thus, was exposed to the 

enemy forces both from the land and the sea. During the early 

periods of the invasion, rampancy of Japanese army in the region 

was beyond description. Japanese naval force had invaded from 

the southern sea, defeated the Gyeongsang Left Wing Naval Army 

led by Won Gyun, and made its way into Jinhae, Goseong and 

Sacheon while land force of Japan invaded by land through 

Changwon, Haman and Jinhae. Japanese commanders those who 

had occupied Goseong through naval paths were Gamei Koren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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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orinouchi Ujiyoshi. They were among the Japanese forces 

that had invaded Joseon through the southern sea with fleet of 

vessels.   

Movements of voluntary civilians against these invasions were 

very active and bodacious, and the greatest examples of such 

movements in Goseong region are the civil troops' actions raised 

by Choi Gyun, Choi Gang, Lee Dal and An Shin-gab. Their activities 

area was very broad including Jinju, Sacheon, Jinhae, Changwon 

and Woongcheon on top of Goseong. For their forms of activities, 

in particular, roles in logistics and combat activities were assigned 

on people separatedly, and the troops were managed efficiently. 

They set their military headquarter in a location safe from enemy 

forces so that elders, females and children can concentrate on 

logistic activities such as military procurement while young men 

including Choi Gang, Lee Dal and An Shin-gab formed combat 

units and mounted guerilla actions from different locations around 

the military commanding posts. Choi Gyun was already an aged 

man at the time. He was a man of great intelligence and possessed 

great knowledge on military tactics, and therefore, stayed in the 

headquarter to organize combat strategies and to work on overall 

management of the troops.      

『Ssang Chung Rok (雙忠錄)』(1823) and 『Ssang Chung Sil Gi (雙忠

實紀)』(1929), books containing texts and documents left by Choi 

Gyun and Choi Gang and records of their activities, are the major 

historical sources to examine voluntary civilian movement in 

Goseong. Since these are the sources of great significance, a 

thorough review of their historical accuracy is required.『Ssang 

Chung Rok』is a recording of great activities of the brothers Choi 

Gyun and Choi Gang, and Ssang Chung Sil Gi』is a revised and 

expanded version of the former. These two books were published 

200 years after the invasion, and thus, some contradictions were 

observed in many aspects including dates and terms.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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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conduct a through examination in comparison 

to other sources.     

Activities of Jo Eung-do and Park Ae-sang, the government 

officers of Goseong at the time of Jung Yu Jae-ran, and they had 

died in a navel battle near Geojedo Island. After that, Japanese 

forces had re-occupied Goseong, and parts of Goseong Town Wall 

was modified into Japanese fortress. The Goseong Japanese 

Fortress was first examined by Japanese schol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Currently, small parts of the fortress wall 

are still remaining since most parts of the fortress were demolished 

and replaced with private residential houses. 

Keywords:JapaneseInvasionofKoreain1592,Voluntarycivilianmovementin

Goseong,ChoiGyun,ChoiGang,LeeDal,SsangChungRok,

SsangChungSilGi,GiMoon-po,ParkAe-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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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崔用德)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김기둥**·강창부***·이지원****

1. 머리말

2. 국 공군 활동을 통한 항공독립운동 역량 함양

3. 복군의 주도권 장악과 공군 창설의 노력

4. 맺음말

1. 머리말

일제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후, 한국의 많은 지사들은 주권 회복

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 다. 독립운동은 무력을 활용한 독립군의

*이 연구는 2014년 공군사 학교 국고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과

제번호 KAFA 14-08).원 제목은 ｢항공독립운동과 공군 발 의 역사인물 연구-

최용덕의 생애와 업 -｣이었으나 문가 조언과 추가 연구를 통해 ｢최용덕(崔用

德)의 항공독립운동과 복군 내 역할｣로 수정함.

**공군사 학교 인문학과 조교수,주 자

***공군사 학교 군사학과 부교수,교신 자

****공군사 학교 군사학과 조교수,공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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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부터 외교 분야에서의 노력, 교육 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

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독립운동의 내용은 학계

와 민간단체의 활발한 관심에 따라 상당수가 규명되었으며, 최근 

독립기념관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관한 통사를 간

행하기도 하 다.1)

한편 민간 작가들의 저술을 통하여 독립운동에서 항공 분야를 활

용한 활동도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항공독립운동’2)이라는 용어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역사학계의 연구나 개개인의 회고

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규명되었으나3) 대중화에 이르지는 못하

으며, 후속 연구 역시 미미하 다.4) 민간 작가들은 이러한 배경을 

1)독립기념 은 2007년부터 60권 규모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를 순차 으로 발간

하 다.

2)‘항공독립운동’은 무장독립운동에 있어서 항공력을 활용한 독립운동도 있었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이는 독립운동에서 실질 으로 항공력의 구축이 이

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으나,국권을 상실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군사 분야에서

요성이 부각된 항공력을 활용한 독립운동이 시도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여

그 의도에 방 을 두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따라서 이 용어는 실질

인 항공력 운용 차원을 넘어서 그것의 구상까지도 상으로 포함한다.다만 이것

은 식민지 한국인이 항공력을 활용해 日戰에 나섰던 개념까지 포 하지 않는

다. 일 참 과 독립운동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 민간 작가들

의 서술은 이를 혼동하는 사례가 엿보이는데,이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경계하

면서 ‘항공독립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 다.

3)역사학계의 성과로는 盧伯麟 연구에서 로우스(Willows)비행학교를 언 한 이

희,홍선표 등의 서술과 국 군 학교 활동을 분석하면서 국 공군 출신의

활동을 언 한 한상도의 연구,여성사 측면에서 權基玉을 주목한 김 주,윤선

자 등의 연구,그리고 이에 한 반 인 근을 시도하 던 홍윤정의 연구를

들 수 있다.이에 해서는 李炫熙, (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桂園 盧伯麟

軍 硏究 ,신지서원,2000;홍선표,｢노백린과 로우스 한인 조종사 양성소｣ 미

주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1,미주한인 이민 100주년 남가주기념사업회,2003;韓

相禱, 在中韓人軍官學校硏究 -金元鳳.金九의 抗日運動基盤과 련하여(1919∼

1935) ,건국 학교 박사학 논문,1992;洪允靜,｢獨立運動과 飛行士 養成｣, 國

史館論叢  107,2005;金永柱,｢韓國 初의 女流飛行士 權基玉｣, 역사와실학  

32,2007;尹善子,｢한국독립운동과 權基玉의 飛翔｣, 한국근 사연구  69,2014

참조.

4)최근 국학계에서 국 공군 소속 한국인 비행사를 주제로 한 연구가 발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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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好史的 입장에서 추가 사례의 발굴을 통하여 대중서를 출

간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

과 대중서를 통하여 미국의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부각되었고,5) 중

국 공군 소속으로 대일전선에서 활약하 던 한국계 조종사들 역시 

주목받았다.6)

민간 작가들의 저술은 대중적 흥미 유발의 수준을 넘어서 ‘공군의 

뿌리찾기’라는 명목으로 공군의 관심까지 유도하여 정책적 차원에

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롭게 주목받은 일제시대 한국계 항

공인들의 행적을 부각시켜 육군이나 해군에 비하여 미흡한 역사적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공군의 의도가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용덕(崔用德, 1898~1969)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 창설과 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

고 있다.7) 중국 공군과 광복군,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고위급 

인사로 활약하 던 최용덕은 이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작가들 역시 최용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식하여 최용덕의 

생애와 활동을 주제로 한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하 다.8) 그러나 최

용덕이 전개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기보다는 항공 

분야와 관련한 내용만 국한하여 서술하 으며, 발굴한 사료의 부족

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메웠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9) 또한 발굴한 

사료 역시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까지 이르지 못하여 

지만, 련 인물을 발굴,정리한 수 에 그치고 있다.이에 해서는 崔凤春,｢民

国时期中国空军航校韩籍飞行员 述｣, 朝鲜·韩国历史研究  14,2013참조.

5)한우성·장태한, 1920, 한민국 하늘을 열다 ,21세기북스,2013

6)이윤식, 신화의 시간 ,비씨스쿨,2012

7)공군 창설에 있어서 최용덕이 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부터 언론에 보

도된 바 있다( 京鄕新聞 ,1958년 8월 28일).

8)이윤식, 창석 최용덕의 생애와 사상 ,공군본부,2007

9) 한 해당 도서는 최용덕 외에 다른 한국계 비행사들의 사례를 방만하게 수록하

여 최용덕 연구라는 도 선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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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오독이 발생한 부분도 많다.10) 학계 연구자들도 중국 군관

학교 출신이나 비행사 출신 독립운동가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최용

덕을 언급하 지만,11) 단순 사례 제시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기존 서술의 한계는 최용덕이 중국 공군에서 활약하

던 내용과 임시정부의 광복군 소속으로 활동하 던 사실 사이의 연

계성을 선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활동은 단

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운동가 중에는 비행기 조종사 출신도 

있다는 사실 규명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최용덕에 관해 알려진 단편적 사실, 최용덕이 중국 공군의 

고위 간부 으며, 광복군에서도 주요 보직을 역임하 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조망을 통하여 중국군에서 복무한 독립운동가들의 행적

을 추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광복

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역시 그를 

통하여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용덕이 중국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광복군에서부터 공

군 창설을 시도하 으며,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창설을 주도

함으로써 공군 창설의 주역으로 비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연구가 독립운동사 연구의 심화라는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 공군의 

정책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공군사 정립이

라는 측면에서 최용덕의 활동에 관한 올바른 접근은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제시대 최용덕이 전개하 던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그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10)한자어나 인명조차도 잘못 쓴 부분이 상당한데,반복 인 오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표 인 를 들면 이윤식의 경우 怡

隆洋行을 태륭양행으로,何應欽을 하응음으로 잘못 표기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 이들은 개정 을 내면서 용어의 오기 문제는 일부 정정을 하고 있지만,사

료 자체를 잘못 해석한 부분에 해서는 수정을 하고 있지 않다.이러한 문제

요한 부분에 해서는 이하 서술에서 각주를 통하여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11)한상도,앞의 논문,1992;崔凤春,앞의 논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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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이 중국 공군 소속으로 활동하 던 사실을 밝힌 뒤, 이것이 

이후 광복군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

하여 기존의 서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당시 중국군 소

속으로 활약하 던 한국인들의 활동이 독립운동에 어떻게 기여하

는지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애석하게도 현재 최용덕의 개인 기록의 상당수는 유실된 상황이

다.12) 또한 임시정부 자료나 중국 공군 자료 역시 중·일전쟁의 혼

란 속에서 상당수가 사라진 형편이다.13) 따라서 관련 사료가 파편

적으로 남아있어 최용덕의 생애를 복원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여

기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추적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료적 한계로 인해 일부 내용의 소략화가 불가피했음을 미리 

밝힌다.

2. 중국 공군 활동을 통한 항공독립운동 역량 함양

가. 무장독립운동 가담과 항공력의 중요성 인식

최용덕은 1898년(광무 2) 9월 19일 한성부 성북동에서 태어났

다.14) 본관은 경주이며, 2등군의관을 역임하 던 최익환(崔益煥)과 

12)외손녀(반춘래)의 증언에 따르면 6·25 쟁 당시 최용덕의 가족이 피신할 때,

련 자료를 챙기지 못하여 소실되었다고 한다.이와 련해서는 이윤식,앞의 책,

2012,82~83쪽 참조.

13) 를 들어 임시정부와 국 등의 계를 엿볼 수 있는 외무부 자료 등이 유실된

바람에 재 자료집에는 趙素昻이 개인 으로 소장한 기록만이 수록된 상황이다.

14) 하늘의 개척자 崔用德 軍 ,공군본부,1956,67쪽

국측 연구에서는 최용덕이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이사하

다고 밝히고 있으며,당시 일본의 첩보자료에서는 함경도 출신으로 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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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이씨 사이의 셋째 아들이다.15) 아호는 창석(滄石)이며, 중국에

서 활동하 을 당시 그는 아호를 중국식 이름으로 사용하 다.

최용덕의 아버지 최익환은 본격적으로 서양의학을 가르치기 시작

한 의학교(醫學校)를 1903년(광무 7) 2회 졸업생으로 이수하

다.16) 이듬해인 1904년(광무 8) 군제(軍制) 개편에 따른 군의국(軍

醫局) 설치로 의학교 출신을 군의(軍醫)로 시취하자, 최익환은 여기

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원이력서에는 최익환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 자세한 활동을 파악하기란 어렵다.17)

최용덕은 서구식 교육을 받은 뒤 대한제국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

었던 아버지 최익환의 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08년(융희 2) 민간의 근대적 교육기관이었던 서울 미동(美洞)의 

봉명학교(鳳鳴學校)가 개교하자 입교하여 수학하 다.18) 최용덕은 

봉명학교에서 중학과정까지 이수하 는데, 봉명학교가 폐교된 시점

으로 추정되는 1913년에 졸업하 던 것으로 보인다.19)

최용덕은 15세가 되던 해에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유학하여 후

다.일본 자료는 최용덕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元山 출신의 徐曰甫를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손염홍 역시 최용덕을 함경도 출신으로 비정하 는데,일본측

자료를 토 로 한 듯하다.반면에 국의 연구는 어떠한 근거로 그를 의주 출신

으로 규정했는지 불분명하여 추가 인 검토가 요청된다.각각에 해서는 崔凤

春,앞의 논문,2013;｢北京·天津附近在住 朝鮮人의 狀況 報告書 進達의 件｣

(1925년 3월 20일), 일본외무성기록  ;손염홍, 근 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

동 ,역사공간,2010,65쪽 참조.

15)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16) 官報 ,1903년 7월 15일

17)의학교 졸업생들의 활동에 해서는 裵圭淑,｢大韓帝國期 官立醫學校에 한 硏

究｣,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1991,53~68쪽 참조.

18)이윤식은 명학교가 1907년에 설립되었다고 보았으나(이윤식,앞의 책,2007,76

쪽),이는 1908년의 착오로 보인다. 명학교는 1908년 4월 20일에 개교하 다

(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9일).

19)1914년 1월 17일 자  독립신문 에 명학교가 폐교한 지 오래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보아 1913년 즈음에 폐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립신문 ,1914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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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웬중학[匯文中學]을 중퇴한 뒤, 총시중학[崇實中學]을 고학으로 

2년 만에 마쳤다.20) 최용덕이 중국으로 유학한 배경은 명확히 파

악하기 어렵다. 다만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과정

에서 보았을 아버지의 경험과 한국인이 세운 사립학교가 탄압받는 

상황이 최용덕의 중국 유학에 향을 끼쳤지 않나 싶다. 최용덕의 

회고에도 중국 유학을 망명으로 언급하고 있다.

1914년 총시중학을 졸업한 최용덕은 곧바로 돤치루이[段祺瑞] 군

벌 휘하의 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하 다. 베이징 난위엔[南苑]에 자

리한 이 군관학교는 이후 돤치루이가 즈리파[直隷派]와 펑텐파[奉

天派]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지원을 받아 참전군(參戰軍)을 창설

하면서 참전군군관학교로 불리기도 하 다.21) 1916년 우수한 성적

으로 졸업한 최용덕은 참전군 제2사단에서 복무하 다.22)

최용덕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군사적 경험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돤치루이의 참전군에서 활동하 다. 후술하겠지만, 당시 최용덕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에게 많은 향을 끼쳤던 서왈보(徐曰甫)23)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의 안정적 정권 수립이 필요하며, 돤치루이가 

여러 군벌 가운데 가장 군사적 권위가 높다고 밝혔던 바 있다.24) 

따라서 돤치루이군에서의 활동은 독립운동을 위한 안정적 여건을 

20) 朝鮮日報 ,1924년 11월 17일 ;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 매일경제 ,1969년

8월 16일  조선일보  기사에는 최용덕이 총시 학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오나

오보로 보인다. 매일경제  기사에는 최용덕이 유학한 시 을 13세로 언 하 는

데,만13세를 의미하는 듯하다.

21)돤치루이의 참 군 창설에 해서는 朴埈洙, ｢臨時約法｣體制와 段祺瑞軍閥政權

(1916-1920)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1995,4장 참조.

22)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한상도,앞의 논문,1992,114쪽

23)생몰년도 1887년~1926년.함경남도 원산 출신으로 일본의 한국 병합 후 베이징

으로 망명하여 난 엔항공학교를 졸업한 뒤 국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독립운동

을 개하던 張家口 근처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면하 다. 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

서하 다.서왈보의 약력에 해서는 독립운동자 공훈록 참조.

24) 東亞日報 ,19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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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차원까지 생각한 것이었다.

또한 최용덕은 1919년부터 상하이[上海]와 베이징, 펑텐, 안둥

[安東] 등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하 다.25) 이때의 활동은 안둥의 이

륭양행(怡隆洋行)을 통한 임시정부 교통국의 업무에 참여했던 듯하

다. 최용덕이 3 ․ 1운동 소식을 뒤늦게 듣고 기뻐하 다는 회고는26) 

그가 돤치루이군에 가담하 던 시점에서도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최용덕은 서왈보와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1919년 6월 서왈

보와 임기반(林基盤), 김사익(金思益) 등이 독립을 위한 군사행동 

단체로서 대한독립청년단(大韓獨立靑年團)을 결성하 을 때, 최용

덕의 집을 본부로 삼을 정도로 이들 사이의 유대감은 끈끈하

다.27) 권기옥(權基玉)의 회고에 따르면 1920년 최용덕이 바오딩항

공학교[保定航空學校]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서왈보의 도

움 덕분이었다.28)

25) 하늘의 개척자 崔用德 軍 ,공군본부,1956,67쪽

26) 의 책,36~37쪽

27)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별책 2,국사편찬 원회,2009,41~42쪽 ;손염홍,앞

의 책,2010,43쪽 손염홍은 한독립청년단(학생단)을 기본 으로 非무장독립운

동단체로 보고 있다.그러나 일본 사정기 에서는 한독립청년단이 무장독립운

동에 목 을 두고 있다고 악하 다.참고로 한독립청년단은 단장으로 申采浩

를 추 하 다.그러나 신채호는 당시 상하이에 있었고, 한독립청년단이 해산

된 후에야 베이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질 으로 이를 이끌었던 것 같지는 않다.

28)이 신,｢한국 최 의 투비행사 서왈보 소 (傳)｣, 新東亞  544,2005년 1월

최용덕은 1951년에 연설한 ｢ 국에서 활약하던 우리 鳥人들｣에서 서왈보와 함께

(국)공군사 학교에 입학하 다고 회고하 다.서왈보가 난 엔항공학교[南苑

航空學校]을 1919년 10월에 졸업하 다는 언 을 감안한다면 최용덕 역시 1916년

에 난 엔의 육군군 학교를 이수하고 장교 복무를 한 뒤,난 엔항공학교 과정

에 응시하 던 것이 아닐까 한다.난 엔항공학교의 학생들은 군 출신으로 구

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최용덕은 난 엔항공학교에서 국식 가명 사용

문제로 퇴교되었다가 같은 계열인 바오딩항공학교로 복교하 던 듯하며,서왈보

가 그를 해 힘써주었다는 권기옥의 회고는 복교 과정에서의 일로 해석된다.난

엔항공학교의 개략 인 내용에 해서는 李珉,｢北洋军阀时期的军事航空事业｣,

 纵横 ,2011년 11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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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청년단은 일본의 압박으로 1920년 3월 해산되었지

만,29) 베이징 일대의 한인(韓人)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하 다. 이

를 기반으로 하여 베이징 역시 독립운동 근거지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독립운동의 노선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이승만(李

承晩)과 결별한 박용만(朴容萬)이 베이징에 온 뒤, 신채호(申采浩) 

등과 결합하면서 베이징 일대의 독립운동은 무장독립운동의 노선으

로 급선회하 다.30)

1921년 4월 신채호 등이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성토하 을 

때, 최용덕은 서왈보 등과 함께 지지 서명을 하 다.31) 이때의 성

토문은 임시정부의 외교독립론 ․준비론에 반발하면서 독립전쟁론을 

천명하는 내용이었다. 즉, 최용덕은 무장독립운동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용덕은 서왈보 등과 함께 의열단(義烈團)에 가

입하여 활동하 다. 김원봉(金元鳳)의 주도로 결성된 의열단은 초

기 임시정부와 협력하 으나 임시정부의 외교독립론·준비론에 불

만을 품고 베이징의 무장독립운동 노선에 가담하 다.32) 이때 

최용덕은 의열단의 무장독립운동 노선에 동의하여 가입하여 참모

진이 되었고,33) 국내로의 폭탄 수송 계획 수립과34) 김상옥(金相

玉)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 다.

그러나 최용덕은 무장독립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의열단에 동조하

을 뿐이었지, 의열단의 핵심인물인 김원봉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29)金正明, 朝鮮獨立運動  Ⅱ,原書房,412쪽

30)무장독립운동을 천명한 박용만은 외교 노선을 견지한 이승만과 립하고 있었다.

31)｢이승만 반 격문 송부의 건｣(1921년 4월 19일) 독립기념 리번호:

3-003861-223참고로 이 문서에는 베이징 거주자를 ‘○’으로 체크하 는데,최용

덕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이때 최용덕이 허베이성[河北省]의 바오딩항공학교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 의 성토문에는 김원 역시 서명하 다.

33)김 범, 한국 근 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1997,82~83쪽

34) 韓國獨立運動史  32(義烈團 Ⅰ),국사편찬 원회,1996,114~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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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았다. 최용덕은 베이징 일대에서 사회주의계열의 성장이 

미숙하 던 1920년대 초반의 상황35)에서 의열단으로 활동하 지

만,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자 1923년 서왈보 등과 함께 신의단(申義

團, 伸義團, 信義團)을 조직하여 의열단에 대항하는 별도의 독립운

동 방안을 구상하 다.36) 또한 당시 그가 서왈보와 함께 조직하

던 한교동지회(韓僑同志會)는 공산주의와 아나키스트 계열을 배제

하고 있었다.37)

이와 같이 최용덕은 베이징 일대의 한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무

장독립운동의 성향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

는 김원봉 계열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 다. 후술하겠지

만 최용덕은 김원봉 계열이 광복군에 합류하 을 때에도 그와 노선

을 달리 하면서 대립하 다.38)

최용덕은 바오딩항공학교를 졸업한 뒤, 1924년 우페이푸[吳佩

孚] 군벌 소속으로 제2차 펑즈전쟁[奉直戰爭]에 참전하 다.39) 

35)辛珠柏,｢1920,30年代 北京에서의 韓人 民族運動｣, 한국근 사연구  23,2002,

87~88쪽

36)조규태,｢1920년 반 在北京 創造派의 民族唯一黨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2003,252쪽 이때의 정치 립은 김원 이 최용덕 등이 속했던 창조 를

지원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하 는데,이 시 을 후하여 베이징 일 한인사

회의 사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에서 좌·우 립의 속성도 어느 정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7)손염홍,앞의 책,2010,62~66쪽

38)이윤식은 최용덕이 통합 정신의 입장에서 김원 과 립각을 세우지 않았다고

보면서 李草生의 공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이윤식,앞의 책,2007,179~183쪽).

그러나 이 생이 자술서에 쓴 朝鮮民族革命黨 조직도의 崔昌錫은 최용덕의 이명

이 아니다.이 최창석은 싱쯔군 학교[星子軍官學校]를 나온 뒤 김원 과 활동하

다가 이후 안[延安]으로 이동하여 武亭과 합류하고 북한으로 갔던 崔昌益이 썼

던 異名이다.

39) 東亞日報 ,1924년 11월 16일 ; 朝鮮日報 ,1924년 11월 17일

1927년 10월 2일의  東亞日報  기사에는 최용덕이 바오딩항공학교 재학 에 펑

즈 쟁에 투입되었다고 쓰여 있다.이 기사는 최용덕의 졸업연도를 1924년으로

보고 있는데, 朝鮮日報 의 기사는 최용덕이 작년에 이미 졸업하 다고 보도

하 다.한편 최용덕의 자필이력서에는 1920년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록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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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완전쟁[直皖戰爭] 후 즈리파가 안후이파로부터 공군을 인수하자 

자연스럽게 최용덕도 우페이부 군벌 소속이 되었던 것이다.

제2차 펑즈전쟁은 중국 항공작전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 다

고 평가될 만큼 전쟁의 양상이 치열하 고, 군사기술적 측면에서도 

당시의 혁신이 그대로 반 되었다.40) 당시 국내에서는 최용덕의 

사망 오보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41) 그 역시 최전선에서 활동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 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항공력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데 충분하 다.

최용덕의 언급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했던 서왈보의 인터뷰를 

통하여 항공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던 이유를 추가적으로 엿

볼 수 있다. 서왈보는 중국 내전에 참전하면서 식민지 상황인 한국

에 항공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하 다. 서왈보는 인력과 비용 

면에서 항공력이 효율적인 방략이라고 역설하 고, 이에 따라 비행

사 양성에 전력하여 최용덕을 비행사로 만들었다고 하 다.42) 항

공력에 대한 서왈보의 인식은 최용덕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리하 다

고 하겠다.

최용덕은 일제의 한국 병합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무장독립운

동에 가담하 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중국 군벌에서 활동하 다. 

이 과정에서 그는 김원봉의 노선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 고, 

졸업연도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최용덕 자필이력서｣,공군박물 소장).이 문제

에 해서는 추가 인 검토가 요청된다.

40)이 쟁은 국에서 처음으로,유럽의 제1차 세계 과 유사한 형태의 투가

이루어졌다.보병과 기병,항공기와 함이 모두 투에 동원되었고,군사기술

측면에서도 19세기 이래 유럽에서 시작된 기 총,항공기,철조망,지뢰 등의

신이 총동원되었다.ArthurWaldron은 이러한 양상을 토 로 하여 제2차 펑즈

쟁을 아시아에서 ‘ ’의 기원으로서 평가하고 있다.이에 해서는 Arthur

Waldron,FromWartoNationalism:China’sTurningPoint,1924-1925,(NY:

CambridgeUniversityPress,1995),pp.3~5참조.

41) 東亞日報 ,1924년 11월 16일 ;12월 3일

42) 東亞日報 ,19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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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군 소속으로서 군벌 간 전투에 참전하여 항공력의 위력을 

재확인하 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가 광복군에서 김원봉 계열을 

견제하면서 공군 창설에 앞장서는 요인으로 작동하 다.

나. 중국 공군 복무를 통한 장제스 정권의 신임 획득

펑즈전쟁 당시 최용덕은 조윤식(趙潤植)43) 등과 함께 쑨촨팡[孫

傳芳]의 지휘 아래 전쟁에 참여하 다. 당시 우페이푸 군벌은 쑨촨

팡의 주도 아래 황하 이남의 펑텐파를 공략하고 있었다. 최용덕은 

뤄양항공학교[洛陽航空學校] 소속으로 여기에 투입될 병력을 양성

하는 한편,44) 산시[陜西], 허난[河南], 텐진[天津] 등의 전투에도 

직접 참여하 다.45)

1926년 최용덕은 북벌에 나선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양쯔강[楊

子江] 일대까지 진출하자 장제스 휘하로 들어갔다. 당시 국민혁명

군에는 김홍일(金弘壹)이 총지휘부 소령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

홍일은 허잉친[何應欽]의 요청에 따라 최용덕을 국민혁명군으로 합

류시키는 공작을 전개하 고, 이에 최용덕이 응하 던 것이다.46)

최용덕은 이전부터 국민혁명군에 합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가들은 대체로 국민혁명

군의 이념에 동조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혁명군의 反제국주의 기치

에 대한 신뢰 다. 최용덕은 권력 쟁탈전의 속성만 강하 던 베이

양[北洋]군벌 내에서의 활동보다 국민혁명군에의 합류가 독립운동

을 위해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때 상관이었던 

43)생몰연도 1894년~1950년.바오딩육군포병학교 제8기생으로 서왈보,최용덕 등과

함께 우페이푸 군벌 소속으로 활동하 다. 양군사학교에 한국인들의 입교를 주

도하여 이들이 항일 선의 견간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 다.

44)｢支那側의 鮮人에 한 軍事敎育에 한 件｣(1924년 10월 18일), 일본외무성기록 

45)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46)金弘壹, 大陸의 憤怒-老兵의 回想記 ,文潮社,1972,218~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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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위샹[馮玉祥]이 국민혁명군에 합류하 던 점도 향을 끼쳤을 가

능성이 있다. 아무튼 당시 출격을 회피하고자 비행기 핵심부품을 

일부러 제거한 뒤, 국민혁명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보고47)는 애초

에 최용덕 등이 국민혁명군과 싸울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민혁명군에 합류한 최용덕은 1등비행사로 북벌에 참여하

다.48) 1926년 당시 국민혁명군의 항공전력은 전투기 40대, 수송

기 12대, 정찰기 2대 수준이었으며,49) 그나마도 베이양군벌 소속

이었던 전력이 많았다. 제2차 펑즈전쟁에서 양측 모두 100여대 이

상의 비행기를 투입하 다는 점을 감안할 때,50) 국민혁명군의 항

공전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등비행사 던 최용덕의 역할은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그는 베이징 진격 직전 수상비행대(水上飛行隊) 副대장에 임명되어 

작전에 참여하기도 하 다.51)

1928년 국민혁명군의 베이징 무혈입성으로 북벌이 일단락된 이

후, 최용덕은 난징[南京]의 제4항공대 副대장, 수상비행대장, 난창

[南昌] 공군기지의 교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52) 이때 최용덕은 

동료와 훈련생들에게 많은 신망과 존경을 얻었으며,53) 덕분에 

1928년 그는 중국인 동료 비행사의 처제(胡耀東, 후에 胡用國으로 

개명)와 결혼도 할 수 있었다.54)

특히 이때 최용덕은 상관인 양관유[楊官宇] 등과 함께 광시성[廣

西省]에서 장파쿠이[張發奎]의 반란을 토벌하는 공적을 세우기도 

47) 의 주

48) 東亞日報 ,1927년 10월 2일

49)何 峰·谢安邦, 中国民国军事史 ,人民出版社,1994,63쪽

50)Waldron,op.cit.,1995,p.50

51)奚紀榮·武吉雲,｢抗戰前中國航空隊史略(上)｣, 軍事歷史研究 ,2003

52)崔凤春,앞의 논문,2013,308쪽

53)羅英德,｢中國에서의 韓國空軍-崔滄石의 活動을 中心으로｣, (中國人士證 )韓國

獨立運動史資料集 ,博英社,1983,47쪽

54) 朝鮮日報 ,1928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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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55) 또한 그는 1930년 反장제스 운동이 중원대전(中原大戰)

으로 확대되자 역시 양관유 휘하의 副대장으로 참전하여 장제스의 

승리에 기여하 다.56) 즉, 최용덕은 북벌 이후 장제스 정권의 보위

를 위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1931년 광저우[廣州]에서 反장제스 정부인 광저우 국민정

부가 수립되면서 양상이 변화하 다. 당시 광저우 국민정부에는 장

후이장[張惠長]이나 양관유와 같은 핵심전력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최용덕은 임무 수행을 명분으로 아내 호용국을 잠시 떠났다고 

한다. 이를 이청천의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과 결부시킬 수도 있

겠지만,57) 수년간 함께 한 직속상관들을 따랐다는 추정이 더 타당

하다. 한국독립군의 결성은 1931년 말에 가서야 이루어지며, 그나

마 초기 간부 명단에 최용덕은 빠져있기 때문이다.58) 무엇보다 양

측이 일촉즉발의 첨예한 대립을 보임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핵심전력인 최용덕이 빠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광저우 국민정부는 反장제스의 입장을 취하 지만, 정치적 노선

에서 양립이 불가능한 성격은 아니었다. 광저우 국민정부는 장제스

의 정권 독점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하 던 것이며, 민국혁명의 입

장에서 중국을 통일한다는 입장 자체는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었

던 것이다. 따라서 광저우 국민정부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55)張惠長의 보고,｢在空軍殲擊下張發奎 桂系叛部已潰散分竄 候命肅淸唐生智叛 ｣

(1929년 12월 14일),臺灣國史館 문서번호:002-090101-00010-057

56)陈晋,｢历史回眸：广东航空史略｣, 廣州文史資料存稿選編(三) ,中国文史出版社,

1986;楊官宇의 보,｢楊官宇等電張惠長等今日派機四架共帶炸彈三十九枚赴蘭

一帶偵炸｣(1930년 5월 ○일),臺灣國史館 문서번호:116-010103-0057-022;｢楊官

宇等電張惠長等今晨派楊國柱等赴曹州一帶轟炸傷敵軍二三十｣(1930년 5월 ○일),

臺灣國史館 문서번호:116-010103-0057-054

57)이윤식,앞의 책,2007,164~168쪽

이윤식은 1931년 최용덕이 아내 호용국에게 작별을 고했던 사실을 이청천 산하

에 합류하기 해서라 추정하고 있다.

58)張世胤,｢韓國獨立軍의 抗日武裝鬪爭 硏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989,

327~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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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장제스와 힘을 합칠 수 있는 관용을 지니고 있었으며, 장

제스 역시 그러하 다. 1931년 9월 만주사변(滿洲事變)이 발발하자 

양측이 평화적으로 재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다.59)

따라서 최용덕이 광저우 국민정부에 합류하 다는 사실은 그의 

경력에 크게 해가 되지 않았다. 1935년 당시 장제스의 전용기 조종

사로 한국인인 손기종(孫基宗)60)이 활동하고 있었다.61) 최용덕은 

손기종을 전용기 조종사 후보로 추천하 고, 장제스는 이를 적극 

신임하여 부기장으로 임명하 다.62) 이처럼 최용덕은 중국 최고 

수뇌부의 안전과 직결된 인선에도 관여할 정도로 장제스 정권의 신

임을 얻고 있었다.

최용덕은 만주사변 발발 후 광저우 국민정부와 장제스 정권 사이

의 갈등이 종식되고, 1932년 4월 윤봉길(尹奉吉) 의거에 힘입은 임

시정부와 중국 간 협조 모드 조성으로 이청천 중심의 한국독립군이 

중국 관내로 이동하자 한국독립군에도 합류하 던 듯하다.63) 

1932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난징항공대에서 재직 중인 사실이 확

인되기 때문이다.64) 특히 중국의 협조 아래 뤄양군관학교를 중심

으로 한국인 군사교육이 시행되면서 이곳에서 교관생활을 했던 최

용덕 역시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다.65)

59)이하 서술에서 공산정권을 지칭하지 않는 한, 국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의

미한다.

60)생몰연도 1911년~1991년.손기종은 해방 이후 북한에 합류하기는 하 지만,

1944년 국민당 고 층의 사 가 되는 등 당시 장제스의 휘하에서 활동하고 있었

다.그가 북한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이념 지향보다는 국에서 민항기 부기장

으로 활동하는 와 에 국이 공산화됨에 따라 북한 사 으로 국 이 이 되었

기 때문으로 보인다.

61) 東亞日報 ,1935년 5월 1일

62)羅英德,앞의 회고,1983,51~52쪽

63)1933년 한국독립군이 국 내로 이동하 을 때,이동한 사람들 최용덕의 이

름이 확인된다(池憲模, 靑天 軍의 革命鬪爭史 ,東亞出版社,1949,163~164쪽).

64)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3,국사편찬 원회,2009,76쪽

65)한국인들의 양군 학교 입교 경 와 교육운 에 해서는 한상도,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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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중국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

서도 여전히 한국인의 동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공산당이나 일본군으로 투신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는 

전력의 핵심인 공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 다. 1934년 난창기지사령관 저우즈러우[周至柔]는 최용덕

과 김은제(金恩濟), 장성칠(張聖七), 김진일(金震一) 등 한국인들이 

매우 충실히 복무중이니 염려 말라는 보고를 올렸다.66) 최용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의 신뢰를 획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최용덕은 중국 공군 신분으로 직

접 대일전선에 참전하 다. 1938년 당시 그는 난창기지 사령관으

로 항일전선을 지휘하고 있었고, 이후 난창기지가 점령당하자 중국 

공군 대령으로 중국의 임시수도 던 한커우[漢口]에서 복무하

다.67) 즉 그는 직접 전투에 나서기보다는 중국 공군의 지휘부서에

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 공군으로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고

급장교로까지 진급하여 핵심부서에서까지 활동하 던 것이다.

요컨대 최용덕은 대체로 장제스 주도의 국민정부에서 중국의 

민국혁명과 항일투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장제스 정권의 

신임은 장제스 전용기 부기장 인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인 출신으로 국민정부의 공군 발전을 위하여 활약하 던 

1992,261~278쪽 참조.

66)周至柔의 보,｢國民政府軍事委員長南昌行營機要課電報摘由箋｣(1934년8월13일),

臺灣國史館 문서번호:002-080200-00174-014

67)이윤식의 책에서는 최용덕은 국 공군의 장성 까지 올랐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최용덕은 국민정부에서 1935년 소령을 달았고,2년 뒤 령으로 진 하

다. 령 진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 쟁 발발 후 공 을 인정받아 진

하 던 것으로 보인다.1944년 미국 정보당국이 安原生으로부터 입수한 첩보에

는 최용덕이 국 공군 령이자 복군 소장으로 나와있는데( 한민국임시정

부 자료집  12,국사편찬 원회,2009,61쪽),이를 감안하면 최용덕은 령이

국군으로서의 최종 계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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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은 윤봉길 의거 이후 한 ․중의 공동 항일투쟁이 전개되자 양

측의 가교 역할로서 입지가 중요해질 수 있었다.

3. 광복군의 주도권 장악과 공군 창설의 노력

가. 광복군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 수행

최용덕은 중국 공군 소속으로 충실히 복무하면서도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 

그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그는 난창기지 인근의 항저우[杭州]

에서 민석린(閔石麟)이나 이범석(李範奭) 등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68)

최용덕은 주로 이청천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고, 이후 광복군 창

설 후에도 이청천의 참모격으로 있었다. 최용덕이 언제부터 이청천

과 긴밀한 관계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최용덕이 1920

년대 베이징에서 서왈보 등과 활동하였을 당시부터 상호간의 연결

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용덕과 서왈보 등이 소속되었던 베이

징의 한교동지회는 창조파의 입장에서 이청천 등과 연대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69)

이청천 등이 중국 관내로 돌아온 이후 최용덕은 독립운동의 역량 

결집을 위한 여러 세력의 민족혁명당 통합에 참여하였다. 민족혁명

당은 비록 김구(金九) 계열이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1935년 단계

에서는 김원봉과 조소앙(趙素昻), 이청천, 최동오(崔東旿), 김규식

68)羅英德,앞의 회고,1983,47~48쪽

69)｢北京·天津附近在住 朝鮮人의 狀況 報告書 進達의 件｣(1925년 3월 20일), 일본

외무성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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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奎植) 등이 합류한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세력이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최용덕은 김원봉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었

고, 이는 이청천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족혁명당은 이청천과 김원

봉 사이의 갈등으로 사실상 해체되었고,70) 1937년 이청천은 여기

서 이탈하여 조선혁명당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김구, 조소앙 계열과 통합하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韓國光復運動團體聯合會, 약칭 光復陣線)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

응하여 김원봉은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聯盟, 약칭 民族戰

線)을 조직하였다.71)

광복진선을 구성하였던 김구와 조소앙, 그리고 이청천 계열은 이

후 임시정부의 여당격으로 자리한 1940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을 창당하여 통합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복군 창군이 당면

목표로 제시되었다.72)

독자적 군대를 양성하겠다는 한국독립당의 계획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중국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이들이 중국 관내에 

있는 상황인데다가 자금 역시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은 광복군을 중국군사

위원회에 예속시켜 동맹군이 아닌 지원군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원봉 계열의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는 황푸군관학교[黃埔

軍官學校] 출신들이 중국군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을 이용

하여 중국의 광복군 인준을 저지하고 있었다.73)

70)당시 김원 계열의 재정운용 독 과 국 공산주의 세력과의 교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김원 과 이청천은 립을 보이고 있었다(金喜坤,｢ 국 내 독립운동

정당의 활동｣, 한국사  50,국사편찬 원회,282쪽).

71)만주사변 이후 ·일 쟁 발발 때까지 독립운동세력의 통합 분기 과정에

해서는 김희곤, 한민국임시정부와 국 내지역 독립운동 ,지식산업사,2004,

132~135쪽 참조.

72)1940년 5월 9일에 선언된 한국독립당의 黨綱과 黨策에 복군 편성이 명시되어

있다(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4,국사편찬 원회,2009,28쪽).

73)한시 ,앞의 책,1993,76~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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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9월 17일, 한국독립당은 독자적으로 광복군을 창설하여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 다. 장제스는 이를 축하하 지

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때, 광복군의 주요 간부 명단

에서 최용덕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용덕은 10월에 들어서야 

비서처 업무를 관장하여 총사령 이청천을 보좌하는 위치로 광복군

에 소속되었다.74) 최용덕의 합류가 늦었던 까닭은 당시 중국 육군

대학교에서 고급참모 과정을 이수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75)

중국이 광복군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1941년 봄, 최창

익 등 조선의용대의 상당수가 이탈하여 공산당 계열에 합류하자76) 

한국인의 무력 활동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은 깊어졌다. 장제스는 

광복군에게 중국군사위원회의 예속을 강요하 고,77) 결국 광복군

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한국광복군행동 9개준승(이

하 9개준승)’을 채택하 던 것이다.

광복군의 9개준승 수용으로 광복군 총사령부는 참모처, 총무처, 

정훈처의 3개 처로 편제가 구성되었고, 각 처의 요직에는 중국군 

인사가 파견되었다. 1942년 현재 광복군 총사령부의 간부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부 서 처 장 편제 인원 실재 인원 한국인 국인

참모처 元 喆 22 9 1 8

총무처 崔滄石 25 17 7 10

정훈처 黃紹美 15 13 - 13

기 타 15 6 4 2

광복군 총사령부 간부인원(1942)*

*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6, 국사편찬위원회, 2005, 64~69쪽

김원 은 의열단원들을 거 이끌고 황푸군 학교 4기로 입교하 다.의열단의

황푸군 학교 입교에 해서는 한상도,앞의 논문,1992,124~134쪽 참조.

74) 韓國獨立運動史 ,愛國同志授護 ,1956,357쪽

75)최용덕의 자력기록표에는 1940년 국 육군 학교 졸업이라 기재되어 있다(｢최

용덕 자력기록표｣,공군본부 자료번호:20637).

76)韓相禱,｢金元鳳의 生涯와 抗日歷程｣, 國史館論叢  18,1990,203쪽

77)胡春惠,辛勝夏 譯,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檀國大學校出版部,1978,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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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총사령부의 3개 처장은 모두 중국군 소속의 인물이 임명

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총무처장으로는 중국군 소속이지만, 한

국인이었던 최용덕(최창석)이 임명되었다. 최용덕은 중국군의 지침

을 받으면서도 광복군의 실무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로 비견

되었기 때문이다.

최용덕은 이청천이 1937년 임시정부의 군사위원회 상무위원이 

되어 군사정책에 간여했을 당시부터78) 광복군 창설과 관련한 논의

에 참여하 다. 따라서 최용덕은 중국군 내에서 광복군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또한 광복군 입장에서 그는 총사령인 

이청천과 뜻을 같이 하는 아군이었다. 광복군 창설 초기 임시정부

와 중국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용덕은 양측의 

입장차를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 던 것이다.

광복군의 주요 인물로 자리한 최용덕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연소 

광복군 소장이자 총무처장으로서 운  실무에 관한 요직을 차지하

고 있었다. 물론 당시 중국군 대령 마치펑[馬起鵬] 등 중국군 인사

들이 총무처 경리과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용덕 역시 중국 공군 

대령이었고 선임자 기 때문에 관련 업무 파악 및 지시에 어려움은 

없었을 듯하다.79)

광복군의 9개준승 수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원은 소극적이었

다. 따라서 임시정부 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었고, 

급기야 9개준승 폐기 요구까지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군

사위원회는 광복군에 대한 대대적 검열로 대응하 다. 중국군사위

원회는 1943년 5월과 7월, 광복군의 전반 사항에 대한 일체 점검

을 시행하 던 것이다.

총무처장이었던 최용덕은 중국군사위원회의 점검에 관한 업무 

78)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9,국사편찬 원회,2006,52~55쪽

79) 복군 총사령부의 각 보직별 보임자에 해서는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6,

국사편찬 원회,2005,64~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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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 을 것이다. 특히 이때의 점

검은 광복군의 실제 예상 소요경비를 추산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

는데, 최용덕은 경리과의 총괄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점검을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하 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사위원회의 점검 과정에서 최용덕의 공적이 상당하다는 사

실은 점검 이후 중국이 광복군의 공작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3년부터 임시정부는 광복군 운 에 별

도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80) 이처럼 최용덕은 광복군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

을 불식시키면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회하는 데 기여하 다.

최용덕의 임시정부와 중국 간 가교 역할 수행은 이후 광복군이 

김원봉 계열을 포용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 을 때에도 지

속되었다. 전황에 따라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고 있었던 임시정부는 

각 지역의 문서 수송을 위하여 중국 공군의 지원을 받았고, 최용덕

은 비행교육 제자이기도 하 던 당시 중국 공군 운송책임자(羅英

德)와 긴밀한 협조 속에 문서 수송 업무를 수행하 다.81)

또한 1942년 광복군의 물자 수급과 대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광복군 총사령부 관병소비합작회사(官兵消費合作會社)가 창립되었

을 때, 최용덕은 이사 주석으로서 충칭[重慶]시 정부와 협력하여 원

활한 운 을 도모하 다. 관병소비합작회사는 임시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중국 관내에서 등기 문제가 발생하 고, 최용덕은 중국군사

위원회와의 협력 속에서 충칭시 사회국으로부터 등기 허가와 물자 

공급을 약속받았던 것이다.82)

80) 국군사 원회의 복군 검과 그 결과에 해서는 한시 ,앞의 책,1993,

121~124쪽 참조.

81)羅英德,앞의 회고,1983,47~48쪽

82) 병소비합작회사의 제반 문건에 해서는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9,국사편

찬 원회,2006,189~207쪽 참조.최용덕은 이청천,조덕수와 함께 김원 다음

으로 많은 액인 8000원을 투자하 다.다른 원들이 보통 800원 수 에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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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광복군의 창설부터 운 에까지 최용덕은 중국과의 협조 

속에서 제반 업무를 지원, 수행하고 있었다. 그가 광복군의 실무를 

총괄하는 참모로서 활약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일단 총사령인 이청천

의 심복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하 지만, 무엇보다 중국 공군에서의 

업적을 기반으로 장제스를 비롯한 중국 당국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광복군에서 그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

는 배경이 되었다.

나. 광복군 내 좌파 계열 견제

9개준승에 따라 초기 광복군의 지휘권은 중국군사위원회에 있었

다. 그렇지만 임시정부 내에서 9개준승의 폐지에 대한 강경론이 대

두하고, 카이로 회담에 따라 중국의 한국 문제 처리에 대한 유화적 

입장이 나타나면서 1944년 9월 광복군의 지휘권은 임시정부로 이

관되었다. 비록 임시정부로서는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한 새로운 

관계 정립의 과제를 안은 것이기도 하 지만, 어찌되었건 광복군 

운 에 있어서 독자성을 획득한 성과이기도 하 다.

광복군의 독자성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광복군을 구성하고 있었던 

각 세력 사이의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용덕은 중

국과의 가교 역할보다는 이청천의 참모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최용덕은 중국군사위원회의 점검이 끝난 후 1943년 7월 광복군

의 편제가 개편되면서 참모처의 고급참모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이

때의 인사이동은 채원개(蔡元凱)와 서로 보직을 맞바꾼 것이었는

데,83) 채원개 역시 중국군 소속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총무처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던 듯하다. 한편으로 최용덕은 

자하 던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액이라 할 수 있다.

83)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국사편찬 원회,2005,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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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부에서 이청천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시 맡았던 셈이다.

최용덕의 보직 변경은 중국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자 그에

게 요구되는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942년 좌파인 김원봉 계

열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합류함에 따라 양대 무장독립운동세력

은 통합을 이루었지만, 이내 내부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 사이

의 갈등도 나타났다. 특히 김원봉이 부사령의 신설을 요구하여 이

에 임명되었고,84) 임시정부 내에서 조직한 민족혁명당(民族革命

黨)이 합류 직후 치러진 10월의 임시의정원 선거에서 재적의원의 

1/3에 육박하는 당선 성과를 내자 한국독립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85) 원내에 진입한 이들은 곧바로 9개준승 등을 빌미로 한

국독립당이 주도하고 있는 광복군을 견제하 다. 또한 1943년 5월 

김원봉 계열은 미얀마의 국군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면서 독자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었다.86) 따라서 이청천은 광복군 내에서 자신

들의 헤게모니를 고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최측근이자 베이징에서의 

활동부터 김원봉과 반대 노선을 보 던 최용덕을 지휘부의 고급참

모로 다시 임명하 던 것이다.87)

이듬해 3월 최용덕은 한국독립당에 입당하 다.88) 그는 이전에

도 한국독립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지만, 이때의 입당은 광복군, 

나아가 임시정부 내에서 이청천 계열의 입지를 보위하는 역할 수행에 

84) 의 자료집,261쪽

85)이 주,｢1942년 조선민족 명당의 임시의정원 참여와 노선투쟁｣, 한국독립운동

사연구  33,2009,111~115쪽

86)한시 은 민족 명당이 독자 으로 국군과 력하 던 사실의 배후에는 복군

과 국군사 원회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물론 이 과정에서 이들이

개입하 을 소지는 충분하다.그러나 이 에서는 민족 명당이 단독으로 국과

지원 정을 체결하 다는 사실 자체도 당시 복군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본다.한시 의 견해에 해서는 한시 ,앞의책,1993,260~265쪽 참조.

87)1942년 11월 임시의정원에서의 9개 승 논의 당시 이청천은 조선의용 가 편입

된 이래 곤란한 이 많았다는 언 을 하면서 김원 계열의 견제를 간 으로

비 하 다(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국사편찬 원회,2005,51~52쪽).

88)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4,국사편찬 원회,200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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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었다. 최용덕은 입당 후 이청천 주도하의 제3구에서 정기

적인 회합을 가지며 향후 방략을 모의하 다.89)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최용덕은 꾸준히 이

청천의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김원봉 계열과 대립하고 있었다. 

해방 직전 양측의 대립은 사실상 분열 직전의 상황에까지 치달았

다. 김원봉 계열은 총사령인 이청천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을 정도

으며, 이청천 역시 최용덕·조시원(趙時元) 등을 브레인으로 삼

아 그들을 사사건건 견제하고 있었다.90)

양측의 대립은 광복군 내 권력다툼이기도 하 지만, 궁극적으로

는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는 데에서 기인하 다. 이 대립은 전술한 

것과 같이 베이징에서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사상적 갈

등까지 심화되면서 상호간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졌다. 비록 김원봉 

계열이 광복군에 합류한 이후 좌파적 성향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용덕은 여전히 이념적 차이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 광복군을 지원하고 있었던 장제스는 반공의 성향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장제스 휘하에서 활동하 던 최용덕

이 9개준승을 빌미로 소련에 대한 협조 요청91)까지 도출해냈던 김

원봉 계열을 좋게 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즉, 최용덕은 김원봉 계

열에 대한 이념적 불신에서 광복군의 주도권을 고수하려는 책략을 

펼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복군 내 이청천 계열의 주도권은 해방 때까지 이어

졌다. 그들의 향력은 광복군에 파견되어 있었던 중국군 인사들이 

89) 의 자료집,231쪽

90)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3,국사편찬 원회,2006,266쪽

91)이 주,앞의 논문,2009,122~123쪽

여기에는 이청천도 참여하 지만,9개 승이 지닌 문제 에 한 우려에서 지

소련에 한 연 감 때문은 아니었다고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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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을 위해 이청천과 최용덕에게 로비를 할 정도 다.92) 이에 반

해 김원봉 계열은 인도·미얀마 전선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독자적

인 활동을 전개하는 실정이었다. 이들의 갈등은 미국 정보당국에서

도 인지할 정도로 치열하 고,93) 이후 최용덕의 활동은 이 점을 고

려하여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다. 광복군의 공군 창설 계획 주도

광복군 내에서 최용덕이 보여주었던 행보는 베이징 시절부터 견

지해왔던 입장과 상통하 다. 즉, 독립을 위해서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공산주의나 아나키스트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그의 

생각이 광복군에서도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광복

군 내에서도 항공력을 건설해야겠다는 의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술하 듯이 최용덕은 중국 공군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왔고, 이

를 통해 항공력의 힘에 대하여 실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독립

운동에서 공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 고, 1940년 항공건설위원

회 주임을 역임하면서 광복군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공군을 창설하

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 다.94)

92)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1,국사편찬 원회,2006,110~112쪽

93) 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6,국사편찬 원회,2008,182~183쪽;188~189쪽;

193~201쪽

94)이윤식은 최용덕이 1937년부터 임시정부 군무부의 항공건설 원회(공군설계 원

회)의 주임을 역임하 다고 보았다(이윤식,앞의 책,2007,293쪽).그러나 하

는 군무부 련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아마도 이윤식은 최용덕

이 7년간 항공건설 원회 주임을 역임하 다는 기록(｢최용덕 자필이력서｣,공군

박물 소장)을 토 로 해방 시 인 1945년에서 역으로 계산하여 1937년부터라

고 본 것이 아닐까 추정되는데,이것은 해방 이후에도 임시정부가 존속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간과한 추정이다. 련 기록의 7년간은 1940년부터 임시정부 요인들

이 한국으로 귀환한 1946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공군 정훈감실에서 간행한

최용덕 장군의 책자에서도 1940년부터로 명기하고 있다( 하늘의 개척자 崔用德

軍 ,공군본부,195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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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창설 이후에도 그는 1943년 8월 공군설계위원회가 조직

되자 부주임으로 선임되어 임시정부의 공군 창설 계획을 주도하고 

있었다. 공군설계위원회는 군무부장이 자동으로 주임을 겸직하도록 

규정하 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자는 부주임인 최용덕이었다.95)

최용덕의 공군 창설 노력은 단순히 항공력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

어서 광복군 내에서 좌파인 김원봉 계열을 견제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전술한 것과 같이 김원봉 계열은 광복군에 합류한 이후 이

청천 계열이 9개준승에 얽매여 있는 동안 국군과 군사협정을 체

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 이청천 계열은 가시

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용덕을 참모처장으로 전직시킨 뒤, 그를 

활용하여 항공력을 도입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려 했던 것이다.

또한 광복군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게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

은 중국의 패권 확대에 대한 우려와 임시정부 내 분열을 이유로 임

시정부와 그 산하의 광복군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해 임시정부의 주미외교위원부(駐美外交委員部)와 재미한족연

합위원회(在美韓族聯合委員會) 등은 연합군과 함께 직접 참가하는 

것이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의 즉각적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

이라 판단하 다.96)

물론 이때의 승인은 우파인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후에 최용덕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미국 방문까지 추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97) 그는 어디까지나 독립국가가 한국

독립당의 성향에 따라 건설되기를 희망하 다. 그리고 이를 위해 

95)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국사편찬 원회,2006,297~298쪽

96)황묘희, 重慶 大韓民國臨時政府史 ,景仁文化社,2002,165~173쪽

97)최용덕 등의 미국 방문 추진에 해서는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2,국사편

찬 원회,2006,58~62쪽;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6,국사편찬 원회,2008,

182~1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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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과 함께 전선에 투입된 김원봉 계열의 활동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략으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한 

항공력 도입에 힘썼던 것이다.

항공력의 도입은 보유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합군의 일원으

로 참전할 수 있는 한 방략이었다.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는 일찍부터 항공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절감하고 있었다.98) 

김구와 최용덕 등은 소수의 병력을 투입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어 미국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항공력 활용에 주목하 다. 더구나 

당시 중국 공군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사실상 전투 능력을 상실하여 

항공작전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복군이 항공력을 일부나마 구축할 경우 미국과 함께 전투에 가담

한다는 의의도 있었다.

광복군의 공군 창설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합작하여 진행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1944년에 

수립된 공군 창설 및 작전 계획은 매우 구체적으로 구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99)

광복군은 일단 중국 공군에서 활동하 던 최용덕, 이 무(李英

茂), 정재변(鄭再變) 등 조종사 5명과 정비인원 6명을 소집한 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연락기를 조차하여 수송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이를 비행대 창설의 기초로 삼고자 하 다. 그리고 양국 항공학교

에서 비행사를 양성한 뒤, 동맹군 비행대의 일원으로 주로 선전작

전에 참가시키며 양국으로부터 각종 비행기를 추가 조차하여 비행

대의 정식 창설을 꾀하고자 하 다. 한편 태평양 전구에는 미국 

98)김구는 1930년 반부터 국 공군의 활동을 목도하면서 독립운동에 있어서

항공력 구축에 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해서는 홍선표,｢항공독립운

동을 통해 본 한민국 공군의 기원｣, 역사 고찰을 통한 한미 연합공군력 발

방향 (제1회 공군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14,9~13쪽 참조.

99) 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1,국사편찬 원회,2006,86~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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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비행사를 소집하여 광복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투입시키고자 

하 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결과적으로 비행기 조차가 실패하 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사 양성까지는 일부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김구의 

차남인 김신(金信)은 쿤밍[昆明]의 공군군관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

을 마친 뒤, 인도의 미군기지로 이동하여 비행훈련을 받고 있었

다.100) 그는 훈련 도중에 해방이 찾아와 임시정부 비행대 소속이 

되지는 못하 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에서 잔여 훈련을 이수한 뒤 

한국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참모총장까지 역임하 다.101)

비록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하 지만, 광복군의 

공군 창설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타국에 

자리한, 군사 재정의 상당수를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

한 상황에서 광복군이 공군 창설까지 시도하 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항공력에 대한 당시의 선망을 바탕으로 광복군 내

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한 최용덕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

다. 최용덕은 스스로가 항공력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

구보다도 이의 효용성을 실감하여 공군 창설에 절실하 다. 전술한 

것처럼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항공력의 가시적인 성과

가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 던 것이다. 해방 이후 최용덕의 귀국 

기사에서 그를 항공총장으로 추켜세웠던 데102)에는 이러한 활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용덕의 광복군 활동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00) 국은 쟁에서의 패 으로 인하여 내륙으로 후퇴하자 국령이었던 인도 라

호르(Lahore)에서 비행훈련을 이수하는 정을 맺었다.이에 해서는  我空軍

學校遷印訓練 (1943~1944년),臺灣國史館 문서번호:020-011903-0004참조.

101)이상은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 ,돌베개,2013참조.

102) 東亞日報 ,1946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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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의 활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험에서 나온 신념을 바탕

으로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최용덕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 

기초군사훈련을 다시 받아 소위로 임관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공

군 창설을 위해 투신하 던 모습은 항공력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강군 육성을 위한 항공력 확보, 나아가 공군 창설은 그의 

이상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일제시대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

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국권을 상실한 현실과 중국의 내전, 그리고 

일제의 중국 침략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이어지는 혼란 상황을 살아

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인 최용덕의 생애는 그 혼

란기를 관통하고 있다.

최용덕은 청 ․장년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다. 그의 청년기

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역량을 축적하는 시기

다. 그는 17세에 돤치루이 군벌 휘하의 육군군관학교에 들어간 것

을 시작으로 청년기를 중국군에서 보냈다. 그는 돤치루이와 우페이

부, 쑨촨팡, 그리고 장제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반

복했던 중국의 여러 군벌 지도자 휘하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복무하

다. 이러한 최용덕의 청년기 행적은 당시 중국의 정치적 혼란을 

그대로 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취의 변화 속에서도 독립이라는 그의 목표는 일

관되고 확고하 다. 돤치루이 군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시

점에서부터 그는 서왈보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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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상태의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중국 군벌의 현역 신분으로 

직접적인 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지닌 

본연의 목적이 독립운동에 있음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의 독립운동 노선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가지는 독

립운동의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첫째로 무장독립운동에 대한 의지

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항공력의 효용성에 대한 신념을 들 수 

있다. 당시 중국 군벌은 항공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 고, 최용덕

은 그런 군벌 아래 비행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군벌 간 내전의 경험

은 항공력이 지닌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그는 광복군 

창설 때까지 중국 공군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축적

해가고 있었다.

셋째는 김원봉 계열에 대한 대립적 입장이다. 초기에는 좌 ․우 대

립까지는 아니었던 듯하나 어느 시점부터 최용덕은 좌 ․우의 관점

에서 상호간의 대립에 대응하 던 듯하다. 그가 줄곧 우파 계열에

서 활동하 던 내력이 이를 심화시켰을 것이다. 해방 직후 광복군

은 반공세력 구축을 명분으로 중국 관내에서 확군에 나서는데,103) 

여기에 그가 베이징 일대의 책임자가 되었던 사실은 그동안의 경험

이 그를 우파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일제시대 여러 세력과 역에서 산견되는 최용덕의 행적은 결국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수렴된다. 그의 일관된 활동은 해방 이후

에도 이어졌다. 광복군 확군 실패와 미군정의 임시정부 미승인, 그

리고 해방 직후의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한으로 건

너온 뒤, 공군 창설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방 이전부터 축

적되어 온 그의 일관된 의지가 작동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항공력

까지 갖춘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우파 성향의 독립운동을 지향하 고, 

103)염인호,｢해방 후 韓國獨立黨의 中國 關內地方에서의 光復軍 擴軍運動｣, 역사

문제연구  창간호,1996,266~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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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해방 후 남한 공간에서 항공력 구축에 앞장섰던 것

이다.

본 연구는 독립운동과 항공 분야에서 각각 별도의 내용처럼 산견

되는 최용덕의 행적을 유기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 다. 이를 통하

여 각각의 행적은 서로 향을 주고 받으면서 광복군으로까지 이어

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더욱 면밀

히 살펴봐야겠지만, 광복 후 최용덕이 공군 창설의 주역으로 활동

하 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건군과의 연계성 역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성과가 중국 등에서 해당 국가의 소속으로 활동한 한

국인들의 행적과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건국 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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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 Choi Yongdeok's Achievements in the Avi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and His Role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Kim, Ki-doong

Gen. Choi Yongdeok is considered as the Father of the Korean 

Air Force. This research aims to trace Gen. Choi’s nationalism 

military activities before the Korean Independence and to reveal 

the background of his devotion to the creation of the Korean Air 

Force under the poor condition after the Independence. 

Gen. Choi had devoted himself to the armed independence 

movement after his exile to China follow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nd showed a tendency towards anti-socialism. 

He joined the Chinese air forces under the influence of Seo Walbo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to implement an independence 

movement and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air power in 

military operations while he was acting as a pilot in the Chinese 

Civil War. The trust from the Chinese Nationalist(Kuomintang) 

Government, that he had obtained in the Chinese air forces, would 

be so instrumental to increase his role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Gen. Choi join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onc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d established such an armed 

organization. He acted as a mediator between the Independence 

Army and the Chinese Army through the trust he had got from 

the Kuomintang Government. He tried continuously to create an 

air force as a means of obtaining an approval from the allied force 

of the Independence Army. Meanwhile, he did not lower his vigi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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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Kim Wonbong’s socialist group in the Army in order to 

make sure of right-wing’s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Army. 

In short, Gen. Choi sought the independence movement with a 

right-wing inclination and did his utmost to the creation of an 

air force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as above.  

  

Keywords:ArmedIndependenceMovement,ChoiYongdeok(Choi

Changseok),SeoWalbo,LeeCheongcheon(JiCheongcheon),Kim

Wonbong,AviationalIndependenceMovement,Korean

IndependenceArmy,Air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