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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구국의 용맹함은 하늘이 내린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손꼽히는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명장

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3,800여 명의 보잘것 없는 병력으로 2만여의 대

군인 왜적을 격퇴시키고 자기 자신은 전사하였다. 

김시민의 용맹함은 어린 시절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김시민의 후손인 김서원이 쓴 사사암

기(射蛇岩記)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가 살던 마을에는 동리의 서쪽 편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었다. 높이가 한 길이고 그 밑

은 한 평 남짓한데 머리를 숙이고 웅크린 두꺼비 모양 같다고 해서 ‘두꺼비바위’라 불러왔

다. 바위 밑으로 냇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큰 뱀굴이 있었다. 이 뱀굴이 언제 생겼는지는

노인들도 알지 못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 큰 뱀이 나와 그 바위를

틀어 감아서 덮어버리곤 했는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종종 뱀에 물려 죽곤 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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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다. 열 살도 채 안된 소년 김시민은 마을 사람

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뱀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노끈과 나무로 활

을 만들고 싸리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서 마을 아이 하나를 불렀다. 

“우리 같이 뱀을 잡으러 가자. 내가 뱀을 잡을 테니 너는 바위에 올라가 뱀을 유인해라.” 

아이는 두려워 말했다.

“어른들도 뱀에 물려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뱀을 잡냐? 나는 못 간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뱀 한 마리를 무서워한다면 무슨 일을 하겠냐? 너는 어서 바위 위

로 올라가라. 뱀이 너를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뱀을 쏘아서 너는 다치지 않도록 하마.”

김시민이 호되게 으름장을 놓자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슬금슬금 바위 위로 올라갔다. 물에

사람 그림자가 비치자 뱀이 물속에서 기어 나와 꼬리로 바위를 두루 감더니 아가리를 벌리

고 아이를 향했다. 아이는 크게 소리 지르고 울며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 사악한 뱀아, 나를 보아라!” 

김시민은 순식간에 서너 개의 화살을 연이어 뱀을 향해 쏘았다. 머리를 맞은 뱀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바위와 시내가 뱀의 피로 검붉게 물들었고 바위

위에 앉은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언 채로 김시민을 바라보았다. 

어린 김시민의 용맹함이 백 년도 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오던 뱀을 제거한 것이

다. 그 때 뱀을 잡았던 바위는 사사암(射蛇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그 바위

는 천안 김시민 장군 유허지에 남아 있다. 지금은 바위 밑의 시내는 서쪽으로 옮겨졌고, 바

위 옆에는 괴목(槐木) 두 그루가 있는데 김시민이 나무에 의지해서 뱀을 쏘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의 용맹함이 하늘에서 내렸다고들 말한다. 

김시민은 임진왜란을 맞아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싸웠다. 마을을 위해 뱀을 죽이려는

정신이 나라를 위해 왜적을 무찌르려는 그의 의분으로 이어져 수많은 왜적을 섬멸하고 전

사한 것이다. 

남다른 자신감과 도전정신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잣밭마을에는 장군이 태어난 집터와 어린 시절 충무공의 기개를 엿

볼 수 있는 전설을 간직한 사사처(射蛇處)가 남아 있다. 이 유적들은 ‘천안 김시민장군 유

허지’라는 명칭으로 2004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김시민 장군의 일화와 관련 기록은 실학자로 유명한 순암 안정복이 목천현감으로 부임하



여 1776년에 편찬한 『대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전(栢田)에 있다. 앞에는 귀석(龜石)과 쌍괴수(雙槐樹)가 있는데, 괴수의 앞에는 대천

(大川)이 있어서 담수(潭水)를 이루었고 담수가에는 큰 바위가 있다. 바위 안에는 큰 뱀의

굴이 있었는데 민간이나 가축이 물에 가까이 가는 자는 뱀이 꼬리를 쳐서 잡아 먹었다. 시

민이 나이 아홉 살에 마을 아이들과 더불어 궁시(弓矢)를 끼고 가서 괴수에 의지하고 마

을 아이들로 하여금 바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그들의 그림자를 물에 비추게 하니 큰 뱀이

물 가운데에서 머리를 들고 마을 아이들을 향하였다. 그때 시민이 재빠르게 서너 개의 화

살을 연달아 쏘아 뱀을 죽였다. 1여일이나 뱀의 붉은 핏물이 흘렀으며, 괴수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 밖에도 호랑이를 잡아 어깨에 메고 마을로 돌아왔다는 일화라든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도전 정신이 남달랐던 이야기 등이 집안에 대대로 전해오고 있다.

천안 김시민 장군 유허지는 잣밭마을 입구에 보존되어 있어 충무공 김시민의 정신과 역사

를 체험하고 계승할 주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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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忠武)의 열정으로 전사

김시민은 1554년(명종 9) 8월 27일 충청도 목천현 백전동(현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잣밭

마을)에서 아버지 김충갑과 어머니 창평 이씨 사이의 6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25세

인 1578년(선조 11)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훈련원 판관으로 근무하던 중 병조판서에게

당시 문란한 군정(軍政)의 쇄신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왔다. 고향에 내려와 여러 해를 지내던 중 1583년(선조 16) 니탕캐의 난[귀화 여진인]

이 발생하자 이순신, 신립, 이억기 등의 장수들과 함께 출정하여 난을 진압하였다. 그 후

1591년(선조 24) 중봉 조헌 선생 등의 천거로 진주판관으로 다시 관직 생활을 하였다. 

부임한 지 1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진주목사 이경이 사망하자 초유사 김성일의 명에

의해 목사직을 제수받았다. 진주판관에서 목사로 임명된 김시민은 전쟁 대비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왜군은 영남에서 호남으로 진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진주성을

공격하였으며, 김시민 장군과 백성들은 6일 동안 분전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시민 장군은 왜군이

쏜 유탄에 왼쪽 이마를 맞고 순절하였다.

김시민은 사후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

臣) 2등에 추록되고, 그 뒤 영의정에 추증

되고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에 추봉되

었으며, 1711년에는 충무의 시호가 내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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