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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서하면 봉전리에 있는 고려 시대의 산성인 황석산성은 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소백산맥을 가로 지르는 육십령(六十嶺)으로 통하는 요새지에 축조된 삼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성이다.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에 수축한 바 있고, 임진왜란 때 큰 

싸움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과 황석산성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이 5년간 계속되면서 국토와 백성의 참상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화친교섭이 시작되었으나 서로의 명분을 주장하다가 회담이 결렬되고, 

왜적은 선조 30년(1597) 정유년에 재차 침략을 해 왔다. 

남해안으로 상륙한 왜적은 곽재우 장군의 요새인 창녕 화왕산성을 돌아 초계와 합천을 거

쳐 진격하였다. 전주와 남원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황석산성을 공격하였다. 당시 체찰사로 

황석산성의 

피 바위 전설
종목 사적 제 호

명칭 함양 황석산성(咸陽 黃石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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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이원익은 안의, 거창, 함양 등 3개 읍

의 백성들과 군사를 모아 황석산성을 지키

도록 명하였다. 그 당시 안음 현감으로 있던 

곽준은 직접 관민을 동원하여 성을 수축하

고 병기와 기재를 정비하여 싸움에 대비하

였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전 함양군수 조

종도가 가족을 이끌고 산성으로 들어와 곽

준과 힘을 합쳐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결의

하고, 북상하는 왜적을 섬멸하겠다고 배수

진을 쳤다. 이때 김해부사 백사림이 도별장

으로 가담하여 황석산성을 사수하는데 합세

하였다. 왜적은 호남 진출의 장애물인 황석

산성을 깨뜨리는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작전

을 세우고 왜장 고니시 유키나카, 구로다 나

가마사, 나베지마 마사시게 등의 장수들이 

선봉장으로 직접 공격일선에 나섰다. 이들

은 황석산성 일대를 겹겹이 둘러싸고 진지

를 구축한 뒤 8월 18일(음력)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아군의 진지 역시 튼튼하게 방비되어 있었

다. 관군과 의병은 말할 것도 없고 뜻을 같

이 하는 백성들은 죽을 각오로 임하였다. 무

기가 없는 백성들의 손에는 낫과 죽창이 들려졌고, 부녀자들은 돌을 운반하여 석전으로 대

항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죽을힘을 다하여 활을 쏘아 적을 거꾸러뜨리고, 돌과 바위를 굴려 성벽을 기어오르는 왜놈

들을 저지시켰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군의 항전은 왜적의 많은 희생자를 내고 적

의 사기를 꺾어 놓았다. 왜적들은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작은 산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는 왜적들의 수치심은 극에 달했다. 

얼마의 시일이 흐르자, 왜적들은 더욱 마음이 초조하여 회유와 위협을 하였으나 성 안은  

황석산성은 황석산 정상에서 육십령으로 통하는 옛집이다. 

상·하) 황석산성 세부 모습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왜적은 전 병력을 투입시켜 일시에 공격하였다. 이에 겁을 먹

은 김해부사 백사림은 몰래 가족들을 이끌고 북문을 열고 달아나고 말았다. 열린 북문을 

통해 물밀 듯이 쳐들어 온 왜적들로 성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차디찬 새벽공기를 

가르며 칼날이 부딪치는 소리는 끝없이 이어졌고, 비명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목은 추풍낙

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옥녀부인과 피 바위

성 안에서 장정들의 식사를 맡아 일하던 많은 부녀자들 중에는 옥녀라는 젊은 부인이 있었

다. 옥녀부인은 현내면[지금의 안의면 소재지]에서 남부럽지 않게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정

혼하여 이웃 마을로 출가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의 남

편은 의병으로 지원하여 출전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옥녀부인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며 힘든 생활하던 중, 왜적이 정유년에 다시 침입하자 남편의 

원수를 갚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자진하여 성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옥녀부인은 왜병을 향해 손에 든 부엌칼로 있는 힘을 다해 찔렀다. 여자라고 방심했던 왜

병은 허를 찔려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른 부녀자들도 낫, 몽둥이나 죽창 할 것 없

이 닥치는 대로 들고 적에게 맞섰다. 옥녀부인은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겠다고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적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치욕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서편 성벽으로 달려가서 벼랑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선혈로 벼랑을 붉게 

물들이니 이를 지켜보던 다른 부녀자들도 “우리가 살아남아 어찌 왜적들의 모욕을 당하겠

느냐” 하고 뒤따라 벼랑으로 몸을 던졌다. 

이때 많은 부녀자들의 흘린 피로 벼랑 아래의 바위가 붉게 물들었다. 피맺힌 한이 스며들

어 4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벼랑 아래의 핏자국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울적하

게 만든다. 이렇게 처절하게 피로 물든 바위를 후세 사람들은 ‘피바위’라고 불렀다. 

그 후 나라에서 제관(祭官)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곽준 조종도 선생에게 판서의 벼슬을 내

렸다. 그리고 황석산 아래 황암사(黃巖祠)를 세워 사액(賜額)을 내리고 제사(祭祀)를 지내

게 하였다. 그러나 한말(韓末)의 국운(國運)과 더불어 중단되었고, 일제하에서는 아주 사라

져 버렸다.

8·15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김재연(金在演)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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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지역민과 함께 ‘항석산성순국선열추모위원회’를 발족하여 매년 황석산성이 함락당

한 음력 8월 18일을 기일(忌日)로 정하고, 추모행사(追慕行事)를 실행하여 오던 중 1987년 

국가(國家)로부터 사적(史蹟)으로 지정받아 성곽(城廓)을 복원하였다.

관련문화재  함양 황석산성

관련이야기 소스  황석산성 피 바위 전설, 옥녀부인 죽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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