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서천 지역의 의병 투쟁과 치안 상황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2월의‘한일의정서’
, 8월의‘한일협약’으로 한
국 정부의 재정권과 외교권을 거의 다 장악하였다. 일본은 1905년 9월 러시아와
의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한국에 대한 지도·보호·감리권을 획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온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11월 17일 정부 대신들을 군
사력으로 위협하여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하고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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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을사조약’
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저항은 수많은 관료·양반 유생의 반대 상소와 민영환·조병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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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결로도 터져 나왔지만, 최익현과 민종식 등의 의병 투쟁으로도 나타났다.
서천 지역과 연관 있는 의병은 바로 이 민종식 의병 부대였다. 민종식은 대한제
국의 참판을 지냈던 인물로 1906년 봄부터 처남인 이용규( 容珪) 및 이세영(
世永)·채광묵(蔡光默)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충남 및 전북 지
역으로 연락을 취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5월 11일(음 4월 18일)에 봉
기한 민종식 의병은 서천군의 구병동(九兵洞)·문장동(文章洞)을 거쳐 서천읍으
로 들어가니 군사의 수효가 1천을 넘었으며, 비인·판교를 거쳐 남포(藍浦)에 이
르렀을 때에는 환호하는 자가 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서천과 남포에서는 많
은 총포와 화약·탄환을 획득하였다.
민종식 부대는 남포에서 다시 보령(保 )을 지나 결성(結成)에서 하루 밤을 지
내고 5월 19일(음 4월 26일) 오후 5시에 바로 홍주(지금의 홍성)로 진격하였다.
홍주 주재 일본 헌병 2명 및 우편국원 등은 남문 성벽에 의거, 성내에 있던 구식
한국 화포를 이용하여 항전하였으나, 의병 부대 역시 구식 화포 2문과 신식 소총
으로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결국 탄약 부족으로 일본 거류민 전원과 함께 북문에

서 덕산(德山)으로 퇴각하니, 홍주성은 의병의 손 안에 떨어졌다.
의병 부대는 성 내외의 민가와 관아에서 병기·양식·탄약 등을 징발하고 약 5
백 명의 병사를 동서남북의 각 진군(鎭軍) 및 시위대로 구분하여 홍주성(洪州城)에
의거하였다. 도주한 일본군 헌병대 등 적군이 5월 20일부터 공격해 옴에 따라 격렬
한 공방전이 계속되었으나 의병 세력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또 관민이 일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은 번번이 격퇴당하였으며, 또 10여 명이 붙잡히기까지 하였다.
헌병과 경찰관의 진압이 뜻대로 되지 않자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
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허락을 얻어 포병·기병·헌병의 일부 및 보병 2개 중대
를 긴급 증파하게 하였으며, 여기에 다시 홍주·공주·전주 일대의 헌병·경찰대
및 대한제국 진위대(鎭衛隊)
병력까지 합세하게 하여 대병
력을 출동시켰다. 이들 적군의
공격은 31일 밤 새벽 2시 반에
시작되었다. 엄청난 폭파음과
적군의 함성에 크게 놀란 성중
의병 부대는 급히 방어 태세를
수습하며 병력을 동문 쪽으로
개하였다.
그러나 군사들이 가졌던 탄
환이 다 떨어져 갔다. 수많은
적군이 길을 메우고 성을 넘어
밀려드니, 백성들은 아우성 치
고 군사들은 흩어져서 무너지
는 형세를 막을 길이 없게 되
었다. 민종식을 위시한 일부
간부는 부득이 적군이 없는 곳
을 찾아 성을 넘어 탈출하여
재봉기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참모장 김상덕(金商悳)을 위시
<그림 1>민종식 의병활약도
※ 자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독립운동사』
제1권 의병 항쟁사, 365쪽.

한 80여 명의 장병들은 순국
의 충혼(忠魂)으로 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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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하여 맹렬한 반격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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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식 의병 부대가 서천군에 들이닥쳤을 때의 일이다. 의병 부대가 군아에 돌
입하여 군수를 위협하며 곡식과 돈을 내라고 하였는데, 군수 이종석( 鍾奭)은
이들에게 꾸짖어 말하길“너희들이 조정의 명령도 없이 멋대로 병사를 일으키니
의리에 어긋나고 법에 저촉됨이 매우 심하다. 막중한 조세금을 탈취하려 하고 지
방관을 이처럼 모독하는 것이 신민의 분수가 아니다”
고 하였다. 의병 부대는 그
의 기세에 질려 무기를 거두고 물러나기는 했지만 관청과 민가를 뒤지고 부잣집
에 들어가 돈을 빼앗았으며 이틀 후에 비인군 쪽으로 향하였다.
민종식 의병 부대가 패한 후 일본은 1907년 7월 헤이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
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하게 하고『정미칠조약』
을 체결, 한국의 내정을 거의 다 장
악하였으며,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당시 충청남북도에는 약
3백 명 가량의 대한제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니, 진위 제2대대 본부가 있던
청주에 153명, 제2대대의 공주 분견소에 101명, 홍주 분견소에 50명, 모두 304
명이었다. 8월 1일 한성의 시위보병대 해산을 기점으로 하여 청주는 8월 3일, 공
주는 8월 6일, 홍주는 8월 10일, 각각 일본군 수비대에 의하여 모두 해산당하였
다. 이들 해산당한 대한제국 군인들이 의병 부대에 합류함으로써 의병투쟁 역량
은 무기 면이나 편제 면에서 상당히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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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천 지역에서는 군대 해산 이후 의병 봉기 기록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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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의병 투쟁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하던『대한매일신보』기사에
의거해서 보면 1908년 3월 7일 서천군 북방 산 속에서 의병 50명이 일본 기마 척
후대와 교전하고, 15일에는 한산군 부근에서 의병 40여 명이 강경의 일본 수비대
와 교전하였다. 5월 12일 밤에는 의병 십여 명이 한산군 읍내에 돌입하여 순사 주
재소를 격파하고 순사 제복 세 벌과 군도 세 자루, 서양식 소총 한 자루, 화승총
두 자루를 탈취해 갔다.
비인군에도 의병이 출몰하였다. 1908년 3월 11일 밤 10시경 의병 14명이 읍내
인창학교를 습격하였다. 일본인 교사 사토(佐藤竹次 )는 와병(臥病) 중임에도
몸을 피하고 엽총 1정, 의류 등을 약탈당하였다. 이들은 비인 순사주재소의 문짝
을 파괴하고 돌입하였으나 별 피해는 없었다. 당시 주재소에 있었던 한인 순사 2
명은 인창학교가 습격당하자 즉시 나와 보았으나 의병의 수가 많고 총기를 가졌
기에 부득이 숨어 있었다. 이 보고가 다음 날 12일 오후 2시 홍산 경찰분서(警察
分署)에 도달하자 경부 가타오카(片岡操)는 순사 마키타(牧田之夫)·와타나베(渡
邊常太 )·김익환(金益煥)·신성균(申星均) 등을 비인에, 순사 야마시타(山下邦
雄)·사사노(笹野常藏)·장기영(張基榮)·장병관(張秉觀)을 남포군 심전면(深田

面) 방면에, 또 순사 김수빈(金洙彬)을 남포 주재소에 보내어 그 곳 순사와 함께
엄밀히 수색하게 하였으나 의병의 종적을 찾지 못하였다.
일본군의 잔혹한 진압 작전으로 인하여 의병 투쟁은 갈수록 위축되어 갔으며
1909년 2월에 들어서면 공주·임천·서천·홍산·부여 등지에 소수의 의병이
출몰했을 뿐, 노성·정산·논산·은진·강경·함열 부근에는 거의 의병이 나타
나지 않게 되었다.

2. 신식학교와 계몽운동의 세례
오늘날과 같은 초등학교가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한 것은 갑오개혁에 의해
1895년 7월‘소학교령’
을 제정 공포하고 8월에 관립 소학교를 설립한 때부터였
다. 당시 한성에서는 소학교를 몇 개 설립하여 교습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충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서당이 대부분이었다. 신식 학교는
1905년 이후가 되어서야 들어섰으며, 그나마 대체로 사립학교가 많았다.
서천 지역에 설립된 서당 이외의 신식 교육 기관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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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창립시기

학교 위치

창립자

교원

학생

인창(仁昌)학교

1906. 11.

비인 군내면 성내

군수 姜元

2

60

사립 기독진신학교

1907.

한산 기산면

이시재

3

20

사립 기산(麒山)학교

1907. 1.

한산 읍내

이승휴

4

46

사립 한영(韓英)학교

1907. 9.

한산 남하면 와초리

기독교회

1

26

사립 진취(進就)학교

1908. 3.

한산 북부면 종지리

友在

3

20

서창(舒昌)학교

1908. 6.

서천 서천읍

군수 姜元

4

126

사립 기독진명학교

1908.

한산

金昌根 ·

사립 계창(啓昌)학교

1909. 11.

비인 서면 도둔리

전군수 金鍾權

사립 한산영모학교

1909.

이주현

사립 한산학교

1909.

이요규

炳熹
50 ~ 60

※ 자료 : 충청남도 내무부, 1908,『충청남도도세일반』
, 174-178쪽; 유승광, 1999,『내고장 서천 향토사연
구(서천읍지)』
, 서천문화원, 235쪽 ;@
『황성신문』융희3년 11월 16일 잡보 <金氏奬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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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화기 서천 지역 학교 설립 추이

서천 지역에 제일 먼저 설립된 신식 학교는 인창학교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
로 비인군 읍내에 있던 향교의 기능이 정지되자 비인군수 강원로는 이를 신식 학
교로 바꾸었다. 교장은 강원로, 교감은 조돈승, 사무원은 채규철, 윤효석 등이었
다. 설립 취지는 설립되던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였다.
인창학교는 군내 뜻있는 인사들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어 날로 학생 수가 증가
하여 발전하였으나 재정 형편이 어려워져 대한제국 정부에 청화역토에 대한 소
작료를 학교 경비로 받아 쓰겠다고 청원하기도 하였다. 또, 1907년 4월에는 국채
보상운동에 의연금을 내기도 했으나 1908년 3월 11일에는 의병 14명이 습격, 엽
총 1정을 약탈하고 의류·가구 등을 파괴하고 도주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기독 진신학교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시재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 남
장로교 계통의 학교이며 교장은 이선직, 교사는 3명, 학생은 20명이었다고 한다.
기산학교에 관한 기록은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데, 한산 이씨 문중에서 종계
전(宗契錢) 엽전 5천 냥과 종답(宗畓) 도조(賭租) 3천 석을 출연하고 학교 건물은
이씨 문중 묘막(墓幕) 옆의 한 누각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산 이씨 문중의
유력 인물을 비롯하여 전현직 관리들이 의연금을 많이 기부하였다. 전찬정(前贊
政) 이용직(李容稙) 40원, 전참판 이상재(李商在), 전참판 이정규(李廷珪), 장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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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掌禮院卿副卿) 이명직이 각각 10원, 전협판(前協判) 김중환(金重煥), 육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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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병무(李秉武), 성균관 임선준(任善準), 전승지(前承旨) 이경직(李庚稙), 진사
김성두(金星斗) 등이 각 5원, 내부 주사 이홍규가 3원을 기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로는 급속히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교사 확
장 비용과 기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관 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걷기로
하였다. 그해 7월 한산군수 서리를 맡고 있던 홍산군수 이중현( 中鉉)은 한산군
신장(新場)에서 거래되는 모시의 등급과 물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 1908년
5월에는 한산 이씨 종중에서도 선산의 목재 방매 대금 5백여 원을 기금으로 하여
그 이자를 매년 학교 경비로 출연하였다.
사립 한영학교는 기독 진신학교처럼 남장로교 계통에서 고등 보통 교육과 기
독교 전도사 양성을 목표로 한산군 남하면 와초리 지사울에 설립하였다. 1909년
5월 23일 통감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았으며 교습 과목은 중학 예과·성경·
국어·한문·작문·습자·산술·수학·지지·역사 등이었다. 교장은 부위렴,
교사는 김인전 외 4명, 보통과 학생 10명, 고등과 학생 16명이었다. 출신 인물로
는 화양면 화촌리의 송기면·송여직, 같은 면 와초리의 임학규, 한산면 안당리의
김인두 등이 있는데 이들은 훗날 1919년 3월 28일 마산면 신장에서 만세 봉기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서창학교는 현 서천초등학교의 전신으로 1908년 군수 강원로가 군의 뜻있는
인물들과 의논하여 만든 사립 학교였다. 당시 서천군 군청은 1894년 동학농민봉
기로 불타버렸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여 민간 재원으로 재건하다가
비용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서천군민들은 이 건물을 다시 재건하여 학교
건물로 쓰자고 뜻을 모았고 마침내 건물을 준공하여 1908년 6월 학교를 열었다.
그러나 1년 후 8월 서천군 재무서주사로 내려온 일본인이 학교 건물을 지방금융
조합 건물로 사용하겠다고 학교 현판까지 강제로 떼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학교
임원들이 관찰사와 충남재판소에 고소하여 일단 해결은 되었지만, 그 다음 해
1910년에는 헌병분견소가 이 건물을 빼앗았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서변리(西邊
里)의 한 초가집으로 옮겼다가 1912년에는 다시 객관(客館)으로 옮겼으며, 1913
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그밖에 문헌상으로 기독진명학교, 계창(啓昌)학교, 한산영모학교, 한산학교 등
이 설립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상세한 내역이 전해지는 바가 없다. 이외에‘대한매
일신보’1909년 5월 11일자‘韓山大明’
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한산군수 김병제
(金丙濟)가 교육을 창달하기 위하여 각 면장과 유지 신사에게 권고하여 6개월 내
에 8개 학교를 설립하고 생도가 4~5백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학교 운영 경비를
1인당 4원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부호는 20년분 또는 10년분을 선납하고 빈궁한
사람은 1년에 20전씩 내기로 했다고 한다. 기사의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전 국민이 신식 학교 설립에 대부분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교육에 대한 열망은 새로운 소식, 즉 신문 구독에 대한 열망으로도 나타났
다. 1908년 현재 충청남도민들은 일본어신문을 비롯하여 한국어 신문들을 다수
구독하고 있었다. 충청남도 내에서 이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한국인 숫자
를 보면『황성신문』
139명,『대한매일신보』
109명,『경향신문』
98명,『국민신문』
74명,『제국신문』
36명,『조선시사』
33명,『대한신문』
27명,『경성일보(일본어신
문)』
12명,『대동학회월보』
8명,『기호학회월보』
35명,『기호교육지』
22명 등 도합
605명이었다.
1909년경이 되면 충청남도의 대한매일신보 지사가 네 군데 설치되는데, 공주
부 고상아(古上衙) 복음서관(福音書館) 유성배(柳聖培)·결성군(結城郡) 광천면
(廣川面) 소룡동(小 洞) 이계성( 啓茂)·한산군 하북면(下 面) 필당리(筆堂里)
이영림( 英林)·은진군(恩津郡) 논산포(論山浦) 잡화점 장윤직(張允稙) 등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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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기 위하여 장터의 상인들이 서로 의연금을 내고 군민들이 20년을 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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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문 열독자에 대한 기사까지 등장하였다. 예컨대『대한매일신보』1907년 12
월 7일자에는“서천군 사는 송영수(宋榮秀)씨는 새로운 공기를 흡입하고 신문을
주목하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문을 권하여 기어이 구독하게 하고 시무에 숙달
하여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다”
라는 기사가 날 정도였다.
한편, 1907년 2월 하순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된‘국채보상운동’
의 불길이 서
천 지역에도 타올랐다. 서천지역에서는 3월 중순경 한산군 주사 노재민(盧載
民)·홍준유(洪俊裕), 세무주사 김상익(金商翊), 비인군 주사 조돈승(曹敦承)·윤
영기(尹永基), 서천군의 김병혁(金柄赫)·김기청(金箕靑)과 상규단(商規團) 두령
안백삼(安伯三)·김문보(金文甫)·홍구익(洪久益) 등이 호서국채보상기성의무사
(湖西國債報償期成義務社)를 발기하고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전재하
면 다음과 같다.

대저 부채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 채(債)라는 글자가 인(人)과 책(責)이
합쳐서 이루어졌으니 이는 옛 글자 만드는 자들이 항상 경계한 바라. 이에 집안에 부채가 있
으면 한 집안이 그 책임을 맡고 국가에 부채가 있으면 한 나라가 그 책임을 맡나니 집안의
부채를 온 집안이 책임지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나라의 부채를 온 나라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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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함은 무엇 때문인가.

제3절 의병투쟁과 계몽운동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의무가 두 개 있으니 나라를 위하고 집안을 위함이라. 집이 그 나라
안에 있어 국운이 흥왕하면 그 역내 가가인인이 모두 따라 흥왕하고 국운이 막히면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지는 자 외에는 화를 진실로 면하기 어려우니 이는…(미해독)… 부담할 의
무가 비록 대소가 있으나 그 의무는 똑같은지라. 이로써 보건대 나라에 부채가 있는데 아직
못 상환하면 사람과 나라가 책임을 지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침내는 망하고 마나니.
이집트가 영국의 번토(藩土)가 된 사례가 그 전철로서 천하 만국이 모두 다 아는 바라. 우
리 정부가 진보에 급급하여 부채가 1천3만원인바 그 뜻은 이를 바탕으로 대사업을 이루고자
했으나 아직 다 완료되지 않고 매년 이자가 1백여 만 원이라. 만약 금년에 상환치 못하고 명
년에 또 상환치 못하면 이자가 반드시 원금의 두 배가 될 것이니, 이 책임은 실로 우리 이천
만 동포 중 혈성을 지닌 자가 단 잠을 자기 어려운 바이다.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꿈에도 생
각지 못하던 차에 담배를 끊어 부채를 상환하자는 논의가 경북 대구 광문사에서 일어나고 이
어서 경성에 국채보상기성회가 발기하니 이는 실로 본인 등이 자나깨나 바라던 바라.
오호라. 태산과 화산이 비록 높으나 흙을 쌓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해가 비록 깊으나 시냇
물부터 시작하는 것인즉 단연(斷煙)하여 의연금 내는 것이 비록 흙이나 시냇물의 미미함만
못할지라도 뜻에는 대소가 없고 시냇물도 많고 적음이 없으니 우리 한국인 모두가 이에 바탕

하여 매월 또는 매일 의연하면 저 1천3백만 원의 부채가 비록 높고 깊으나 반드시 오래지 않
아 자연히 면제될 것이니 진실로 이렇게 되면 과거 프러시아-프랑스 전쟁에 놋수저를 의연
하여 한 나라를 뒤흔들던 아름다운 일만이 유독 세계 각국에 남을 것인가. 이런 까닭에 본인
등이 한 단체를 만들어“호서국채보상기성의무사”
라고 이름하니 이는 경기도 등의 여러분과
함께 단합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지는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오호라. 현재 담배가
가까이로는 우리 토산물과 멀리로는 이집트 여송연 등이라고 하는 것들 등 매거하기 어려우
나 우리 입이 비록 연기를 빨아들이지만 마음이 담배 연기와 같음은 실로 말하기 어려우며
근심을 덜어주는 데 적당하지만 언제 그 맛을 논할 겨를이 있겠는가. 이로부터 우리 동포가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용맹스럽게 의연하여 국채 보상하고 나라를 집안과 같이 사랑하는 정
성을 6대주에 드러낸 후 세계의 각종 담배향을 사서 피우면 그 맛이 다시 어떠하겠는가. 힘
쓸지라. 우리 동포 형제여.
발기인 : 한산군 파주주사(派駐主事) 김상익@ 동향(同鄕) 사인(士人) 노명호(盧明鎬) 동군(同
郡) 주사 노재민 동향(同鄕) 전(前)주사 홍준유
‘대한매일신보’
(
광무 11년 3월 17일자, 3월 19일자)

서천 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공교롭게도 위 3개 군의 전·현
직 주사 아니면 조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한 세무주사들이었다. 김상익은 당시 29
명호는 36세로 같은 해 4월 한산군 지방위원으로 임명되어 세무 행정의 자문을
맡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위 운동의 발기인은 전통적인 양반 유생이 아니라 신
식 학문을 익힌 청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호응하여 비인군 인창학교에서도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
과 신화폐로 10원(구화폐로 환산하면 100냥)을 모았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
또는 교사의 명단과 의연 금액을『황성신문』기사에 의하여 밝히면 다음과 같다.

김재복(金在福) 60전
김양제(金 濟) 김용기(金容耆) 조효승(曹孝承) 조관승(曹觀承) 각 50전
최봉렬(崔鳳烈) 신현규(申鉉奎) 구봉규(具鳳奎) 이종원( 鍾元) 윤철헌(尹哲憲)
조병갑(曹秉甲) 조기환(曹奇煥) 윤홍진(尹弘鎭) 홍병제(洪炳濟) 송인섭(宋寅燮)
임하재(任夏宰) 유정준(兪貞濬) 각 30전
신현용(申鉉用) 신언복(申彦福) 신응순(申應淳) 김병언(金柄彦) 김원제(金元濟)
이종학( 鍾鶴) 조영환(曹永煥) 조인환(曹仁煥) 이범춘( 範春) 정덕용(鄭德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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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한성에서 법학강습소에 다니다가 탁지부 세무주사로 파견되어 왔으며, 노

강홍남(姜弘男) 윤창엽(尹昌燁) 장예환(張 煥) 나재긍(羅在兢) 최영기(崔英基)
김상규(金常圭) 김성진(金成鎭) 각 20전
최경봉(崔庚鳳) 이대원( 大元) 유치숙(兪致□) 각 10전@ @ 총계 신화(新貨) 10원
‘황성신문’
(
광무 11년 4월 30일자)

그러나 한산에서의 국채보상운동은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한 듯하다. 3월 말까
지 전국적으로 27개의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충청도에는 충북 옥천
군 국채보상단연의무회, 충남 예산군 의연금모집소, 충북 영동군 국채보상회, 서
울 거주 충청남북도 인사들로 설립된 충청남북도국채보상의성회(忠淸南 道國
債報償義成會) 등이 있었다. 3월 말 이후에도 보은(4. 3), 청주군(4. 19), 덕산(3.
19), 진천(5.19), 공주군(3. 22), 제천(5. 19) 등에도 보상운동 단체가 속속 설립되
었다. 이중에서 충청남북도 국채보상의성회가 서울과 지방을 연락해 가며 활발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아무래도 충남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한산의 보
상운동 단체가 그 이상 발전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1909년 후반에는 한산군 군민이 집단적으로 관료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1909년 10월 중순경 한산군 재무서(190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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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지방의 세무와 재무를 관장한 기관) 서장 윤헌구(尹

求)가 세금 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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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는 세금을 횡령한 자의 조카 며느리를 길거리에
끌어내어 주점에 잡아 가두었고 70대 할머니를 묶어놓고 구타하여 죽을 지경까
지 가게 하였다. 세금 징수할 때 부녀의 반짇고리까지 수색하는가 하면, 예년에 2
전씩 수납하던 고복(考卜: 조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절차) 값을 10전씩
받았다. 게다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토지 130여 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가
하면 연초세를 빙자하여 농민들이 자급용으로 기른 연초와 술에 대해서도 일일
이 세금을 물렸다.
이로 인하여 한산군민 전체가 10월 15일 군청 앞에 모여 윤씨를 성토하자 윤
씨는 이에 대해 변명하다가 말이 궁하여 도피하고 말았다. 군민들은 11월 15일에
도 윤씨를 성토하기 위해 한산군 신장(新場)에 모였는데 한산군 순찰·헌병 및
강경의 경부(警部)가 출동하여 집회를 금지하고 대표자 노일우(盧壹愚) 등 세 명
을 끌고 갔다. 격분한 민인들은 각면 대표를 다시 선정하고 윤씨를 파면시키기
로 결의하였다.
민인들은 한산재무서의 상급 기관인 한성의 재무감독국, 내부, 탁지부 등에 윤
헌구의 불법 부정 행위를 고소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였지만 이들

의 호소는 1910년 7월에 이르기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도중에 경
비를 마련하여 노일우(盧壹愚)·민경식(閔慶植)·나균덕(羅均悳)·노석호(盧奭
鎬) 등의 이름으로‘대한매일신보’
에 광고까지 내면서 윤헌구의 불법 행위를 비
난하였지만, 합병과 함께 이들의 요구는 좌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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