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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전투

1593년 6월. 왜적들은 다시 진주성을 공격했다. 임진년(1592) 진주성 전투의 패배에 대한 

원한을 풀기위해서 였다. 풍신수길은 진주성을 공격하러 가는 가등청정에게 “진주를 공격

하여 성지(城池)를 격파해서 지난날의 원한을 풀라. 그리고 단 한사람이라도 남기지 말고 

도살하라.”라는 공격 명령을 내렸다. 

10만 여 명의 왜적은 6월 22일부터 진주성을 침략하였다. 8일 동안 결사 항전하던 진주성

은 29일 끝내 무너졌다. 그리고 충청병사 황진, 창의사 김천일,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최경

회 등 7만 민·관·군이 모두 순절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적이 본성(本城)을 무찔러 평지(平地)를 만들었는데 성 안에 죽은 자

가 6만여 명이었다. 어떤 이는 8만여 명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3만여 명이라고 한다. 뒤

에 감사 김늑이 사근찰방(沙斤察訪) 이정(李瀞)을 시켜 조사하게 하였는데 성 안에 쌓인 시

체가 1천여 구이고, 촉석루에서 남강의 북안(北岸)까지 쌓인 시체가 서로 겹쳤으며, 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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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菁川江)에서부터 옥봉리(玉峯里)·천오

리(遷五里)까지 죽은 시체가 강 가득히 떠내

려갔다고 기록되어 당시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다.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

다. 승리에 고무돼 기고만장했던 왜적들의 

기세를 꺾은 조선의 여인 논개의 순국이야

말로 진주성대첩에 이은 또 다른 승리였다. 

논개, 왜장을 안고 강물에 빠지다 

논개가 왜장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당시 누군가가 목격을 했다. 누군지는 모르지

만, 이 목격자에 의해 논개가 왜장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사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

로 전해졌다. 논개의 순국 사실은 이처럼 전설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28년 후인 1621년 

논개의 순국은 기록으로 남게 된다.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 “논개는 진

주의 관기였다. 계사년에 창의사 김천일이 진주성에 들어가 왜적과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

자 군사들은 패배하였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 하고 촉석루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는데 바위 아래는 깊은 강물이었다. 왜적들이 이를 바라보고 침

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는데 오직 왜장 하나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다. 논개는 

미소를 띠고 이를 맞이하니 왜장이 그녀를 꾀어내려 하였는데 논개는 드디어 왜장을 끌어

안고 강물에 함께 뛰어들어 죽었다.”라고 실렸다.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후, 진주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논개 순국 이야

기는 28년 후(1621)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기록되었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진주 선비  

정대륭에 의해 논개가 순국한 바위에 ‘의암’이란 글이 전각 되어 비로소 역사적 사실로 인

정받게 되었다. 

논개의 순국이 일찍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당시 엄격한 신분체제로 관기였던 논개는 어

떠한 포상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왜병 1명의 목만 베어도 공을 인정해 벼슬까

지 내려주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논개의 순국은 당시 지배 계층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논개의 순국을 국가가 외면해 왔던 만큼이나 진주 사

람들은 논개 포상에 대한 바람도 간절하였다. 하지만 뜻을 관철시킬 기회를 갖지 못해 100

진주성의 전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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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의 세월을 보내다 때마침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집권층과 가까운 최진한

(崔鎭漢, 1652~1740)이 1721년 2월 경상우병사로 부임한 것이다. 그해 10월 진주 사람들

은 최진한의 영향력을 믿고 조정에 논개의 포상을 건의하는 글을 전 진주별장 윤상보(尹商

輔)를 앞세워 경상우병영에 제출했다. 

윤상보 등 진주 사람들의 글을 받은 경상우병사 최진한은 4개월 뒤인 1722년 2월 이 글에

다 자신의 견해를 붙여 비변사에다 장계를 올렸다. 조정은 그 이듬해 경상우병영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 논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증거로 삼을 만한 전적이 없다며, 증거로 삼을 만

한 전적을 찾도록 지시를 내렸다. 논개에 대한 전적을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는 경상우병사 

최진한과 진주 사람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했다. 진주 사람들은 뜻을 한곳으로 모아 논

개순국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건립하기로 했다. 의암사적비(義巖事蹟碑)를 건립하고 그 비

문을 조정에서 요구하는 증거물로 제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종 2년(1722) 4월 

민과 관이 힘을 합쳐 금품을 모으고, 진주 선비 명암 정식으로 하여금 비문을 짓게 했다.  

경상우병사 최진한은 진주에 의암사적비를 세운 뒤 비변사에 “논개 순국을 진주 사람들이 

비석에 새겨 온 나라에 알리고자 하였는데 어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장계

를 올렸다.  

진주성에는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최진한의 보고를 받은 비변사에서는 다시 지시를 내리기를 “관기 논개가 왜적을 안고 물에 

빠져 목숨을 쉽게 버려서 의암이란 칭호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니 관기 중 이같

은 기절이 있는 것은 가상한 일이다. 자손을 찾아 특별히 부역을 면제해주고 상을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정에서 논개의 순국을 인정하고 자손들을 찾아 포상

을 하라는 명을 내린 것이다. 최진한은 조정의 명에 따라 다시 논개의 자손을 찾아보고는 

자손이 없다고 보고를 했다. 최진한은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관기 대신 ‘의기(義妓)’라는 

표현을 썼다. 1721년 10월부터 1723년 5월 사이에 최진한과 진주 사람들은 논개 포상을 

위해 백방으로 힘을 썼지만 허사였다. 그러던 중 최진한이 경상우병사직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전라병사를 거쳐 1725년 경상좌병사로 부임한 최진한은 홀로 직접 왕에게 논개의 

포상을 건의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후로 10년간 논개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가 영조 14년(1738) 남덕하(南德夏)가 경

상우병사로 부임하자 다시 논개 포상문제가 제기되었다. 남덕하는 진주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 조정에 논개 사당과 사당 이름을 내려주도록 글을 올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1740년 

조정으로부터 허락받아 촉석루 경내에 논개를 위한 의기사를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논

개 순국 후 147년 만에 진주 사람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경상우병사 최진한이 조정에 올리는 글에 최초로 ‘의기’라는 표현을 쓴 후 10여 년이 흐른 

뒤 조정으로부터 ‘의기’라는 호칭을 받은 것이다. 이 후로 관기였던 논개는 ‘의기 논개’라는 

호칭이 널리 통용되었다. 

논개와 최경회 장군

1799년 호남선비들이 간행한 『호남절의록』에 ‘논개는 장수인이다’라는 기록이 등장한 이

논개가 몸을 던진 의암 진주 의암사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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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소스  논개 전설

후, 논개의 출생과 성장과정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논개와 최경회 장군의 

관계에 대한 의문도 이 책에서 시작된다. 

『호남절의록』에서 ‘기생 논개는 장수인(長水人)으로 공(公: 최경회)이 좋아했다.’라는 기록

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화순의 최경회 장군 후손들에 의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이 글

로 말미암아 논개는 최경회 장군이 좋아한 인물이 되었다. 『호남절의록』에 이 기록이 실리

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호남절의록』이 세상에 나오기 49년 전인 영조 26년(1750) 3월 25일 영부사 김재로가 최

경회 장군의 시호를 임금에게 청해 이를 윤허 받았다. 이때 진주성 전투에서 최경회 장군

과 같이 순국한 김천일 장군과 황진 장군은 이미 찬성 벼슬에 증직이 되었고, 최경회 장군

만이 자손이 미미하여 시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김재로의 청으로 영조가 윤허한 것이다. 

이로부터 충의(忠毅)라는 시호는 3년 후인 1753년에 내려졌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시호를 내리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가 있어야 한다. 당시 조정

에서는 참찬 벼슬의 권적이란 사람에게 최경회 장군 시호를 요청하는 글을 짓게 했다. 권

적은 최경회 장군에 대해 글을 짓고자 최경회 장군 후손들에게 조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

을 것이고, 장군의 현손인 최 급이라는 사람이 권적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완성한 글이 ‘경상우병사 증좌찬성 최공청시행장(慶尙右兵使 贈左贊成 崔公

請諡行狀)’이란 글이다. 권적은 이 글을 김재로의 요청이 있은 지 2달 만에 지어 조정에 제

출하였고, 현재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 『태상시장록』이란 책 속에 남아있다. 「최공청시

행장」 말미에 “그의 천첩은 공이 죽던 날 몸단장을 곱게 하고, 강(江) 중의 암석에 왜장을 유

인하여 함께 죽었다. 지금 사람들이 의암(義巖)이라 칭하니 역시 열렬 하도다.”라는 문구가 

있다. 

논개라고 칭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천첩’이란 표현을 써 논개가 최경회 장군의 천첩임을 명

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후손들은 ‘최경회 장군이 논개를 좋아했다’라고 세상에 알린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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