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서천 지역 동학 조직과 제1차 농민봉기
1894년 탐관오리의 학정에 반발하여 전라도 고부의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
난 동학 농민 봉기는 전국 각지로 번져 갔다. 서천군에서도 동학 조직을 중심으
로 하여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서천 지역은 동학 교단 조직상으로는 충청
도에 속하여 북접 계통이지만, 실제 봉기는 전라도의 남접 농민군과 합세하여 일
어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천 지역에는 1876년 흉년에 최무주(崔武柱)라는 부호가 곡식 1백여 석을 풀
어 백성을 구제해 줄 만큼 부유한 지주들이 존재한 반면, 금강과 서해안에 면하
구하였던 전운어사 조필영(趙弼永)의 불망비(不忘碑)가 1893년에 세워져 있어 그
가 이 지역에서도 많은 수탈을 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또 중앙 세도가문의 일
원인 조영희(趙英熙)가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동석(趙東碩)이라는 현지
인의 선산을 빼앗아 자기 처이자 이완용의 누이인 우봉(牛峯) 이씨( 氏)를 매장
하여 세도가에 대한 불만이 사무친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동학 포교가 이루어진 것은 세도가인 조영희에게 선산을 빼앗긴 조
동석의 아들 조영구(趙英九)가 동학에 입도한 1887년경부터라고 추정된다. 조영
구는 세도 가문에 대한 울분을 해결하고자 입도하여 1894년 7월 북접의 최시형
동학 교주로부터 서천 지역을 총괄하는 도집강(都執綱)에 임명되었다. 그 외에
각군의 접주로는 서천에 추용성(秋鏞聲), 한산에 김약선(金 善), 비인에 최재홍
(崔載洪) 등이 있었다.
서천 지역은 1894년 3월부터 시작된 제1차 농민봉기 때에는 별 움직임을 보이
지 않았다. 이는 서천이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도이고 충청 지역은 교주 최시형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던 북접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제1차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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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운(漕運)이 지나가는 지역이라 수탈 또한 적지 않았다. 농민군이 처단을 요

봉기 이후 4월에 들어서면 충청지역에서도 민요가 자주 발생하였다. 덕산·회
덕·노성·홍주군 외에도 진잠·청산·보은·옥천·문의·목천 등지에서 농민
들이 산발적으로 봉기하고 있었다.
6월 하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화파가 군국기무처를 수립한 즈음부
터 충청지역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본격화되었다. 6월 29일에는‘도인(道人)’
을
칭하는 20여 명의 무리가 총과 창을 가지고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전라도 함
열의 성당(聖堂) 조창(漕倉)으로부터 임천군에 도착하였으며, 이어서 작청에 난
입한 후 아전들로부터 접대받고 다시 성당으로 돌아갔다. 7월 3일에는 이인역에
동학도들이 모였으며, 5일에는 정산현(定山縣)에서 진사 조창하(趙昶夏)가 동학
농민군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7일에는 서천군과 청양현 등에서 봉기
가 일어났고 공주의 대교·공수원·반송 등지에 동학농민군이 수십 수백 명이
모여 돈과 곡식을 빼앗아갔다고 하였다.
서천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7월 9일 57명의 동학도가 무리를 지어서 각각
총과 창을 가지고 한산까지 이동하여 읍을 점거하고 관청의 각 건물에 머물면서
술과 음식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전라도 부안의 동학인을 자처하였으며 전라도
연해에 일본 선박 수백 척이 정박한 것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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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匹)과 군기(軍器)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방과 수성(守城) 포수대장(砲手隊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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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질로 잡고 총·화약·탄환 외에도 나귀·말 등을 받아갔다.
그러나 서천 지역을 포함하여 충청 지역 전반은 동학 북접 지도부의 지침에 따
라 농민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북접 지도부의 수장인 동학 교
주 최시형은 교도들이 관가에 항거하면서 법에 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세상 질서
를 뒤바꾸는 일에 뒷탈이 있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는 교단의 방침을 무시하고 봉
기한 남접 농민군에게 7월 이후 여러 차례 경고를 내렸고 9월에는“호남의 전봉
준과 호서의 서장옥의 남접이 창의(倡義)를 빙자하여 평민을 침학하고 교인을 해
칠 것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남접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북접 교단에도 동요가 일어
났다. 남접 농민군들이 북접 교도들에게 군량과 마필(馬匹)을 강제로 징수하는 등
압박을 가하였고 북접 교단의 중간 간부들은 최시형에게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최시형은 수하 간부들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봉기
를 허락하고 9월 18일에 봉기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 명분은 남접과 달리 지방
관·양반의 침탈로부터 교도를 구하고 억울하게 죽은 교조 최제우의 원한을 씻는
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충청도 지역에서도 동학 농민봉기가 시작되었다.

2. 서천 지역에서의 제2차 동학 농민봉기
제2차 동학전쟁기에 충청지역 농민군의
전투 지역은 크게 ①천안·목천 지역, ②서
산·해미·당진·홍주 등의 해안 지역, ③
공주 지역, ④청주 지역, ⑤옥천·영동·황
간 지역, ⑥서천·한산·임천 등 전라도와
의 접경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서천 지역
의 농민군 전투는 대체로 서천의 동학 조직
자체보다는 호남의 남접 농민군이 북진하
거나 공주 전투에서부터 후퇴하면서 일어
난 것이 대부분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서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은 한산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1894년 11월 5일 농민군
은 한산 상지포(上之浦)에 주둔하였는데 유
회군(儒會軍: 농민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
<그림 1>서천 행정구역도
※ 자료 : 서천문화원,『내고장 서천 향토사연구』1998, 306쪽

생들이 조직한 군사조직)의 습격을 받아 흩
군의 도움을 얻어 19일에 한산 읍성을 함락

시키고 화양산에 주둔하였다. 홍산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20일 정오 무렵에 한산
성에 들어간 관군의 기록에 의하면 농민군의 방화로 성안의 모든 인가가 불타고
각처의 관아 건물도 벽만 남아 있는 지경이었다.
이제 농민군은 화양산에서 서천성으로 진격할 기세였다. 화양산은 한산면과 화
양면의 경계에 있는 높이 100미터의 산으로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에 불리한 지형
조건을 갖춘 요새이다. 화양산에서는 동쪽으로 한산군의 움직임을 경계할 수 있
고, 서쪽으로 곡창 지대인 서천평야를 조망하며, 남으로는 금강의 움직임을 한 눈
에 볼 수 있으며 북으로는 한산으로 접근하는 관군의 움직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때 서천군수 유기남( 冀南)은 유회군을 잘 지휘하면서 서천성을 굳건히 지키
고 있었다. 관군은 홍주·남포군에서 진격해와 18일 서천에 도착하여 성 내에서
머물었다. 다음날 관군은 한산군 두문(斗文) 동쪽 기슭에 진을 쳐 농민군과 대치하
고 종일 총격전을 벌였으나 남포군의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후퇴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농민군은 산에서 내리달려와 두문 5개 마을에 불을 질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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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곧 호남 지역 농민

243

<사진 1> 서천읍성

기 살던 노씨 일가가 모조리 그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농민군이 두문 5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평소 두문 마을 사람들이 화양면 금당리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물 아랫것들”
이라고 차별하고 업신여겨 왔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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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군은 20일 서천 읍성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였다. 농민군은 곧바로 서천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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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입, 민가를 불태우고 관아에 들어가자마자 화약과 화승을 빼앗아 불을 붙여
폭발시키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관청은 모두 잿더미로 변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유기남 군수는 미리 다급한 상황을 알리며 경군(京軍)을 요청하였다. 19일에
경군이 홍산 읍에 도착하여 하루 묵고 20일 오후 4시경 한산읍에 도착한 후 서쪽
으로 진격하였다. 얼마 가지 않아 길산포 앞 1리쯤에서 농민군과 맞닥뜨렸다. 이들
은 성을 함락시킨 후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길산포에 도착하여 다리를 막 건너기
직전이었다. 경군이 일시에 사격을 가하자 농민군은 사상자를 속출하면서 마침내
사방으로 흩어졌다.
다음날 21일 경군은 북쪽에 포진한 농민군 부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대관(隊官)
윤영성이 이끄는 부대는 북쪽 산길을 따라서, 대관 이사덕이 이끄는 부대는 남쪽
길을 따라서 상하로 협공하였다. 농민군은 크게 패하고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 나머지 농민군은 포위망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한산·서천
등지에서 활동하던 농민군은 역부족으로 경군에게 패하였고 경군은 서천읍성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농민군 잔여 세력은 여전히 남아 활동하고 있었으며 12월 3일
경에는 한산 및 전라도 함열과 웅포의 농민군이 합세하여 한산 읍성을 함락시키고

읍촌을 모두 태우고 물러나기도 하였다.
유기남 군수는 경군과 함께 서천읍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성 안의 민가와 관아
는 거의 다 불타 버린 상태였다. 그는 순무영에 간청하여 4천여 냥을 얻어 다섯 달
걸려 저자거리에 110여 호를 다시 건조하였으니 그제서야 읍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시장이 제법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군아(郡衙)는 아직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을미년 여름에 조정에서 재난(災難)을 조사하고 7천여 냥을 본군에
인정해 주었다. 여러 아전과 상의하고 탁지부에 보고하여 겨우 허락을 받아 우선
3천 냥으로 읍민에게 베풀고 나머지 4천여 냥으로 1896년 2월 군아 건축을 시작
하여 5월에 준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천지역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는 서천 지역민 스스로 조직하
여 일어났다기보다는 호남 지역에서 봉기한 남접 농민군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
에 화양면 금당리 마을과 같이 평소 지역적인 차별을 당하거나 서해안 해변에 거
주하면서 신분적 차별을 당하던 지역민이 합세한 것이었다.
게다가 서천 지역 교단 조직은 북접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탓에 불법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최시형의 통유문에 따르고 있었다. 동학 농민군이 서천의
양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할 때 이 지역 접주인 조영구가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 준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즉, 그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농민전쟁 중“조(趙)참판 집,
조감찰(曹監察), 두왕리(斗旺里) 김감찰, 한산 추동(楸洞) 민군옥(閔郡玉), 당선리
(堂仙里) 이군창( 群昌), 솔리 추(秋)의관 집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산
천리(山川里) 한씨 종중의 환란을 피하게 해 주었다”
고 한다.

제5장 개화기와 한말

조영암(趙英岩)집, 지석리(支石里) 조도사(趙都事) 집, 군내(郡內) 삼산리(三山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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