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국충절의 상징

최영 장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어
한 평생 나라 위해 바치셨으니
그 이름 빛나리라 최영 장군
홍성을 비롯한 내포지방은 충절의 인물을 다수 배출
한 고장이다. 충남을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그것
은 좀더 정확히 말하면 충남이라기보다는 내포를 지칭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포 가운데서도 홍성의 경우
는 성삼문, 한용운, 김좌진 등 충절 인물을 다수 배출
하였다. 그 가운데 시기가 앞선 대표적 충절 인물이 고
려

말의

무신이며

재상이었던

유명한

최영(崔塋,

1316~1388) 장군이다.

충직의 교훈적 전범(典範)
최영 장군은 고려 개국공신 준옹(俊邕)의 후예이며,
무인정권시대 평장사를 지낸 최유청(崔惟淸)의 5세손이
며, 사헌부 규정(糾正, 종6품)을 지낸 최원직(崔元直)의

최영장군 영정

아들이다. 풍채가 늠름하고 체력이 뛰어났다. 고려 말의 내우외환의 소용돌이를 몸으로 겪
은 인물 최영은 처음 양광도도순문사 휘하의 군인으로 출발하여 공민왕 원년 조일신 난 때
호군이 되고, 공민왕 3년 대호군이 되어 원의 반군토벌에 파병되어 본격적인 무반 장군으로
서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고려사』 열전에서는 그의 인물됨에 대하여 한마디로
“성품이 강직하고 충실하며 청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의 청렴함에 대해서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극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영은 재물에 뜻을 두지 않고 거처하는 집이 초라하였으나 이에 만족하게 살았으
며 의복과 음식을 검소하게 하여 간혹 식량이 떨어질 때도 있었다. 지위는 비록 재
상과 장군을 겸하고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하였으나 뇌물과 청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 그 청백함을 탄복하였다(『고려사』113, 최영전).
최영은 조선조의 개국 공신 혁명파들에 의하여 처단당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선조에 지어진 역사책에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특별히 교훈적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신돈이 득세하였을 때 최영은 그로부터 참소되어 좌천된 일이 있다. 왜구가 강화에 침입
하였을 때 개경 방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지휘사로서 고봉현에 사냥나간 것을 신돈이 왕에

게 참소한 것이다. 계림윤으로 좌천되자 최영은 왕에게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오늘날 죄를
짓고 생명을 보전한 자가 적은데 나는 계림윤으로 나갈 수 있으니 임금의 은혜가 두텁다”고
오히려 감사하였다.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신돈은 그후 최영을 귀양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조카사위인 안덕린이 사람을 죽여
구속되었을 때 도당에서 피의자를 순위부로 넘겼다. 최영이 순위부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
문에 그의 죄를 가볍게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에 최영이 크게 노하여 사건을 헌사(憲司)
에 돌려보냈다.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인간상을 알 수 있다.
최영은 엄격하고 충직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따뜻한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홍건적이

『고려사』의 최영 열전
서경에 침입하였을 때 국경지대 일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을 뿐아니라 공민왕 7년 평양윤
겸 서북면순무사로 임명되어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각처에 구제소
를 설치하고 양식과 종곡을 주어 농사를 짓게하고 전사자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지내게 한
것이 그의 면모를 짐작하게 한다.
장군이 살았던 14세기는 고려왕조가 그야말로 격동으로 점철되던 시기이다. 내우외환의
연속된 파고 속에서 그는 청렴과 결백, 위국 충절의 일념으로 거친 파도를 헤쳐 갔던 것이
며, 마침내 73세의 노구에 보수 세력의 중심인물로서 ‘혁명파’의 지목을 받아 참수의 처형
을 받았던 것이다.
그가 활동하였던 시기 외환의 몇 고비가 있었다. 우선은 원 간섭기라는 정치적 상황이다.
13세기 후반 이후 고려는 원의 간섭하에 놓여졌으며, 이같은 종속성은 14세기 중반 공민왕
대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 최영은 원의 내란에 지원군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내란의 결과
로 야기된 홍건적의 고려 침입을 막아내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탐라에의 원정도 원간섭기
가 뿌린 사회적 결과에서 야기된 사건이었다. 다른 한편 14세기는 고려가 왜구의 심각한 위
협에 처해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 그는 신흥의 무장 이성계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왜구의
격멸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외구에 침입에 맞선 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는 정치적
거목으로 성장하였지만 내정 개혁을 둘러싼 이념 차이는 그를 혁명파의 표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소용돌이의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홍건적 침입을 분쇄하다

최영은 공민왕 원년 조일신의 난 진압에 공을 세워 호군이 되었으며, 그후 대호군으로 원
에 파병되었다. 원은 순제 이후 각지에서 내란이 벌 떼처럼 일어나 혼란이 가중되었다. 공
민왕 3년(1354) 원은 강소(江蘇) 지방에서 일어난 장사성의 반란을 토벌하면서 고려에 원병
을 요청하였다. 이에 고려는 유탁, 염제신 등의 2천 군을 파병하였는데 이때 최영도 참여하
였다. 그리하여 팔리장(八里莊)․사주(泗州)․화주(和州)․회안성(淮安城) 등 강소성 일대를 전전
하며 치열한 반군 진압의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많은 전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최
영 역시 여러 번 창상을 입었다.
원의 내란에 고려군이 동원된 것은 고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기는 하였으나 이를 계
기로 원의 군사력과 내부 사정을 더욱 깊이 파악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민왕의 반
원운동을 결단하게 되는 한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원의 반군의 하나인 홍건적이 공민왕
8년(1359)부터 고려를 유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4만을 칭한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
려에 침입하였으며 당시 반원정책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왜구 침입으로 시련을 겪는 상
태에서 고려에 충격을 주었다. 홍건적은 서경을 점거하더니, 공민왕 10년(1361) 두 번째로
10여 만이 압록강을 넘어 왔다. 개경이 함락되었으며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하였다. 이듬해
공민왕 11년 고려는 대대적인 반격에 돌입하여 개경을 탈환하고 적을 압록강 이북으로 내
몰았는데, 최영은 이 전투에 역시 참전하여 1등공신으로 전리판서에 제수되었다.
공민왕 12년(1363) 외적의 침입이 초래한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부원세력과
연계된 김용이 홍건적 분쇄의 1등공신 정세운 등을 죽이고 이어 왕까지 시해하려 하였다.
이에 밀직사 최영은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 시기 최영의 나이는 이
미 50이 가까웠는데, 이후 최영이 군사적으로 더욱 두각을 나타낸 것은 공민왕 23년(1374)
제주도에서 일어난 ‘목호(牧胡)’의 란에 진압군 사령관으로 파견되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거의 60이 가까운 고령의 나이였다.

탐라의 격랑 속에서
1273년 제주의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제주도는 원의 직할상태에 들어갔다.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동서에 아막(阿幕)이라는 두 개의 거점을 두어 소․말․양 등을 목축하게 하고 다루
가치를 보내 제주도를 관리하였던 것이다. 그후 충렬왕 21년(1295) 제주도는 다시 고려에
환수되었다. 그러나 이미 목장 등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파견된 몽고인 관리인, 이른바
‘목호(牧胡)’의 세력이 강고하게 뿌리를 내려 제주도는 사실상 이들 목호의 독자적인 지배력
하에 들어 있었다. 이 때문에 중앙에서 파견된 고려 관리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공민왕 말년 대명관계의 새로운 전개에 따라 제주의 말을 명에 보내게 되면서 갈등은 표면
화 하였다. 일종의 원세력인 목호들이 대명외교 전개를 위한 말의 징구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의 목호들은 난을 일으켜 정부에서 파견한 제주 목사 이용장을 죽이고 말의
징구를 거부하였다.
이 탐라 목호의 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최영을 양광전라경상도도통사에 임명하
고 제주에 파견하였다. 공민왕 23년(1374) 최영은 2만 5천 6백 5명이라는 대군을 314척의
선박에 분승시켜 제주로 나아갔다. 3만에 가까운 대군을 파견한 것을 보면 당시 제주 목호
의 세력이 대단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1374년 7월 최영의 군은 나주 영산포에 집결하였다. 군대를 사열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주의 사항을 하명하였다. 각 도의 배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표시를 하고, 배에는 頭目官을
두어 행렬을 질서 있게 하고, 제주에서는 각각 거점을 잡아 연기로 연락하며 군사의 움직임
을 도통사의 나팔소리에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제주에서는 항복하는 자를 추궁하지
말 것, 재물을 탐내어 전투에 힘쓰지 않은 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때 최영은 “절, 도전
(道殿), 신사(神社)를 수호하는 자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비전투요원에
대한 배려이다.
최영의 대군은 영산포에서 8월 12일 진도를 거쳐 보길도에 이르렀다. 8월 24일 출발하였
으나 바람을 만나 30여 척 배가 파손된 상태에서 추자도로 피하였다. 8월 28일 제주 명월
포에 상륙하고 진을 설치한 다음 목호를 설득하였다. 제주의 목호세력은 석질리필사(石迭里
必思,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관음보(觀音普) 등이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최영장군이
명월포에 이르자 이들 목호의 군은 기병 3천을 포함한 대규모 보병부대를 인근에 배치하였
다. 항복을 권유하는 제주목사 박윤청 등을 목베고 결전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최영의 과감
한 지휘에 고무된 고려군이 돌진하자 이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당시 전투의 치열상은 하
담(河澹)의 기문에 “칼과 방패가 바다를 뒤덮고 간과 뇌는 땅을 가렸으니 말하면 목이 메인
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최영의 군은 저항하는 목호를 추격하여 어름비․ 밝은오름․ 검은데기
오름․ 새별오름 등 도내 여러 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목호세력은 서귀
포 밖의 호도(범섬)로 들어갔다.
범섬은 목호세력이 유사시 최후 항전의 거점으로 구축한 섬이었다.

최영의 군이 섬을 직

접 압박해 들어가자 석질리필사는 처자식과 함께 항복하고, 초고독불화와 관음보는 벼랑에
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이로써 제주 목호 세력은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최영이 고려
의 군을 크게 동원하여 제주에 투입되어 있는 사이 개경에서는 공민왕이 시해되고, 10세의
어린 우왕이 추대되는 정변이 야기되었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과 최영
14세기 공민왕대는 원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고려가 벗어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
고려는 북쪽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과 함께 왜구의 침입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는 시기이다. 기록상 고종 10년 이후 고려 후기 169년 간(1223~1392) 왜구의 침입
은 519회, 왜구가 창궐하는 충정왕 2년(1350) 이후 42년 간 506회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이 확인되는 것은 도합 472건의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 침입은 영, 호남과 함께 충남지
방이 특히 심하였다. 왜구 침입에 대한 도별 통계에 의하면 충남은 78회, 38지역 침입으로
집계되어, 침입 회수는 경남(97회)에 이어 두 번째이고 침입지역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고려 말 이후 왜구가 창궐하여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은
1333년 카마쿠라(鎌倉) 막부 붕괴 이후 남북조의 내란기에 접어든 틈을 타 지방세력이 발
호하였던 일본 국내의 정세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앙에서 멀리 떨어지고 한반도에 가까
운 쓰시마(對馬), 이키(一岐), 마츠우라(松浦) 등은 왜구의 주된 근거지였다. 이들은 부족한
식량과 물자 확보의 한 방편으로, 혹은 매매를 위한 인신(人身)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
와 중국 연안에까지 출몰하며 약탈적 노략 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많은 경우 왜구는
400척 이상의 선단을 동원할 정도의 대규모였고, 고려의 해안뿐만 아니라, 하천을 이용하여
고려의 내륙 깊숙이 침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왜구의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광범하고 심각한

수준의 것이었다.
이들 왜구의 규모는 적을 때는 20척에서 많을 때는 500척에 이르는 대선단을 구성하여
한반도 각지를 위협하였으며, 이들은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서 선박과 말을 이용, 내
륙 깊숙이 고려를 유린하며 정규군을 연파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 말의 왜구는 단순한
해적 집단이 아니라 뛰어난 전투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적 전투 집단이었다. 이 때문에 고려
정부는 한때 개성을 버리고 내륙 깊은 철원까지 천도하는 계획을 신중히 고려할 정도였다.
한 조사에 의하면 고종 10년(1223) 이후 공양왕 4년(1392)까지 169년간 왜구 침입은 519
회의 침입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왜구가 창궐하기 시작한 충정왕 2년(1350)부터 계산하면
42년 간 506회로서 연평균 12회의 침입이 되고, 가장 극성기인 우왕대는 연 평균 27회에
이르고 있다.
왜구와의 전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싸움은 이성계의 황산전투(1380), 최무선의 진포구 전
투(1380), 그리고 최영에 의한 홍산대첩(1376)이다. 이성계가 지휘한 황산대첩은 전북 남원
시 운봉읍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이고, 진포구 전투는 최무선이 처음으로 화포를 동원하여
금강하구에서 왜구를 대파한 사건이다. 부여 홍산에서 벌어진 홍산대첩은 금강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전투 사례이다.
1376년(우왕 2) 왜구는 금강을 거슬러 올라 부여, 석성 등을 치고, 나아가 공주를 함락하
고 연산 개태사를 도륙하는 등 금강 연안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 싸움에서 공주 목사
김사혁(金斯赫)은 부여를 경유하여 침입해오는 적을 정현(鼎峴:공주 탄천면 정치리로 추정)
에서 맞아 싸우다 참패하였고, 양광도 원수 박인계(朴仁桂)는 석성에서 연산으로 향하는 왜
구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격하였다가 도리어 사살 당하는 낭패를 보았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영 장군은 “보잘 것 없는 왜적이 이처럼 난폭하니 이제 그를 제압하지 않으면 후에는 더욱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만일 다른 장수를 보내면 확실성 있게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
우며 그 휘하 군사도 평소에 훈련이 없으니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록 몸은 늙었으나 뜻은
꺾이지 않아 종묘와 국가를 편히 하고 왕실을 보위하려는 일념뿐입니다. 곧 휘하를 인솔하
고 나가 싸우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처음 우왕은 최영의 연로함을 인하여 주저
하였으나 최영이 그 출정을 재삼 요구하자 우왕도 이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최
영은 서둘러 출정하여 왜군을 홍산(부여)에서 대파하였다. 이 홍산대첩에 대한 내용을 고
려사 최영 열전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이리하여 최영은 밤낮으로 행군하였다. 이때 적은 노약자를 배에 싣고 곧 돌아가려
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용감한 정예병 수 백명을 육지로 깊이 침입시켜 약탈하니 가
는 곳마다 수수방관할 뿐이고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었으며 홍산에 이르러서 함부로
살육과 약탈을 감행하여 기세가 대단히 강성하였다.
최영은 양광도 도순문사 최공철(崔公哲), 조전원수(助戰元首) 강영(康永), 병마사 박
수년(朴壽年) 등과 함께 급히 홍산으로 가서 전투에 앞서 우선 요새처에 은거하였다.
그곳은 3면이 다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가 통할 뿐이었다. 모든 장수들이 겁을 먹고
전진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영이 몸소 사병의 선두에 서서 정예를 전부 동원하여 돌진
하였다. 적은 바람에 풀잎이 쓰러지듯 하였다. 이 때 적 한명이 숲 속에 숨어 최영을
쏘아 입술에 적중시켰다. 최영은 유혈이 낭자하였으나 안색은 태연자약하였으며 그
적을 쏘니 시위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그런 후에야 맞은 화살을 뽑았다. 최영은 더
욱 용감히 싸워 마침내 적을 거의 모두 대파하여 잡거나 사살하였다. (고려사 113,
최영열전)

이것이 우왕 2년(1376) 최영의 유명한 홍산대첩
이다. 이 싸움은 나세(羅世)․최무선(崔茂宣) 등의 진
포싸움,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鄭地)의 남해대첩
과 함께 고려말 왜구토벌의 가장 대표적인 승첩의
하나로 꼽힌다. 이 싸움으로 인하여 왜적은 “우리
가 무서워하는 자는 백발의 최만호(崔萬戶) 뿐이
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후 최영의 부하들이 홍산
에서 왜적을 격파하는 ‘홍산파진도(鴻山破陣圖)’를
올리니, 왕은 당대의 문장가 한산인 이색에게 그
찬문을 짓게 하였다.
홍산면 소재의 태봉산은 최영 장군의 왜구 격파
시 주둔하였던 곳으로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태봉
산성이라는 토성이 있으며, 높지는 않으나 홍산의
치소와 일대의 발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려 말
당대에는 홍산읍치 부근까지 금강의 지류가 연결되

부여 홍산대첩 기념비

어 있었다고 한다. 이 태봉산의 정상에는 1977년에
제작한 홍산대첩비가 세워져 최영 장군의 왜구 격파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있다.

‘혁명’과 ‘근왕’의 틈바구니에서
좋은 말 살찌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서릿발 같은 칼 잘 갈아 어깨에 둘러메고
대장부 위국 충정을 세워볼까 하노라
『해동가요』에 나오는 최영의 우국충정을 표현한 시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 말의 연속된 전란 속에서 큰 공을 세운 최영은 단순한 무반장군으로서만이 아니라
차츰 정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최영이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결정적 시기는
우왕 14년(1388) 권신 이인임 세력의 제거였다. 우왕 8년 이후 정권을 전단하였던 이인임
일파에 대한 대규모 숙청은 고려 정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신흥 유신의 정계
진출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정권 변화의 중심에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제 최영은 복잡다단한 고려 정국의 중심에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영의
비극적 결말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고려 말 대외관계는 친명과 친원, 혹은 사대와 주체의 갈등이 교차하던 시기이다. 공민왕
대 이후 친명책에도 불구하고 명이 조선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일삼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는 반명적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특히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요동에 귀속 시킨다는 조치
는 고려의 민심을 크게 자극하였다.

이에 최영은 우왕 14년(1388) 요동정벌로 명의 요구

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4월 12일 우왕은 최영을 팔도도통사에, 조민수를 좌군도통사, 그리
고 이성계를 우군도통사에 임명하였다. 동원된 군사는 거의 4만, 마필은 2만 2천 필이었다.
우왕과 최영의 요동정벌 계획에 대하여 친명의 유신들과 함께 하던 이성계는 반대하고 나
섰다. 5월 7일 좌우군이 압록강의 위화도에 이르렀을 때 왕에게 군을 돌이키기를 청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성계는 군을 개경으로 돌이켰다. 이른바 위화도 회군의 사건이
다. 최영은 이성계에게 체포되어 일단 고양으로 귀양 보내진 다음 합포, 충주 등지로 옮겨
졌다가 그해 12월 순군옥에 갇힌 후 참살되었다. 우왕은 폐위되고 아들 창이 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최영이 참형을 당할 때 말하기를 “내가 평생에 탐욕의 마음을 가졌다
면 무덤 위에 풀이 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나지 아니하리라”하였는데 과연 그 후 무덤에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도 고양에 그 무덤이 있다.
최영장군은 고려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치가요 무반 장군이었다. 나이 16세 되었을 때 아
버지를 여의였는데, 그때 아버지의 유훈(遺訓)이 바로 “너는 황금을 보기를 돌 같이 하라”
는 것이었다. 그는 일생 이 말을 깊이 간직하고 재물에 관심하지 않았다. “거처하는 집이
초라하였으나 그 곳에 만족하였으며, 의복과 음식을 검소하게 하여 식량이 모자랄 때도 있
었다”(고려사 최영 열전)고 한다. 이러한 청렴한 정신은 가문의 기풍이기도 하였던 것 같
다. 장군의 5대조인 무인정권기의 최유청(崔惟淸)은 다음과 같은 가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집은 대대로 청백하여 다른 물건은 없고
다만 있나니 경서(經書) 만 권 뿐이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나누어 가져 부지런히 읽고
덕을 갖추고 도를 행하여 임금을 존엄하게 하라
최영은 73세의 노구에 조선조 건국 세력에 의하여 정치적 희생양으로 처단되었다. 그가
죽던 날 개경 사람들은 시장을 모두 닫았으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 부녀자나
어린이까지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한다. 고려사에서는 장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을
내리고 있다.
최영은 성질이 강직하고 충실하며 또 청렴하였다. 전선에서 적과 대치하여 태연하
였으며 화살이 빗발같이 지나가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군대를 지휘함
에 있어서는 규율을 엄격히 하여 필승을 기하였으며 전사가 한걸음 만 물러서도 곧
목을 베었다. 그리하여 대소의 전투에서 어디서나 승리하였고 일찍이 패한 적이 없었
다.
최영이 정방에 참여한 후부터는 반드시 공로가 있거나 재능 있는 자를 선택하여 채
용하였고 만일 자격이 없는 자라면 사정없이 배격하였고 재상들중 영리를 꽈하거나
전민(田民)을 빼앗는 자 또는 사정에 끌려 법과 풍기를 훼손하려는 자는 모두 시정하
여 주었다.
외적의 격퇴 등에 남긴 장군의 위업도 위업이려니와, 장군의 청렴결백한 인품은 무엇보다
물질만능의 세태에 물든 오늘의 우리 세대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크다. 그에 대한 칭송은 반
드시 근년의 일이 아니다. 변계량의 ‘대자산(大慈山)’ 시는 장군의 죽음에 대한 애석함과 함
께 칭송이 오래전부터였음을 말해준다.
나라를 빛내기에 평생 바치니
어린아이까지도 그 이름 알고 있다네
일편단심 장한 마음 죽지 않아서
천년토록 태산과 함께 남아 있으리

최영장군과 홍성
고려 말의 최영은 홍성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고려사의 최영전에는 그 출
신지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나 19세기에 제작된 충청도읍지 홍주목 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려 때 최영이 본주 적동리(赤洞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르기를 “금
곡(金谷)은 문(文)이요, 적동은 무(武)”라 하였다. ‘적동의 무’라 한 것은 곧 최영을 가
리키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서 최영을 철원사람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본관이
철원이라는 것일 뿐, 적동리 출신인 것이다. 지방사람들이 제사를 주관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기도가 그치지 않는다.
최영장군이 출생하였다는 적동리는 홍북면 노은리 적동마을이다. 노은리는 도청예정지역
주변인 용산리에서 삽교천 내를 사이로 둔 바로 건너편이다. 한편 동국여지승람에서는 홍
주 동쪽 23리 지점 삼봉산의 중봉(中峰)에 최영의 사당이 있다고 하였다. 최영의 사당이 삼
봉산에 있게 된 것은 아마 최영의 출생지와의 연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기록에
“지방사람들이 제사를 주관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기도가 그치지 않는다.” 한 것은
아마 이 최영 사당에서의 봉사(奉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영 장군의 정확한
생가터는 아직 확인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영 장군에 대한 구전은 홍성 여러 지역에서
전해오고 있다. 가령 금마면의 철마산(鐵馬山)은 장군이 이곳에서 말을 타고 훈련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또 예산 응봉면과 경계인 홍북면 노은리의 산 기슭에는 장군의 위패가 모셔
진 사당이 조성되어 있다. 그것이 조선시대 기록에 등장하는 사당과 같은 장소인지는 명확
하지 않다.
최영장군은 고려 말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치가요 무반 장군이었다. 나이 16세 되었을 때

최영장군 사당

최영장군이 무예를 훈련한 곳으로
전해지는 용봉산

아버지를 여의였는데, 그때 아버지의 유훈(遺訓)이 바로 “너는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
는 것이었다. 그는 일생 이 말을 깊이 간직하고 재물에 관심이 없었다. “거처하는 집이 초
라하였으나 그 곳에 만족하였으며, 의복과 음식을 검소하게하여 식량이 모자랄 때도 있었
다”(고려사 최영 열전)고 한다.
한편 지금 예산의 덕산에 치소를 둔 고려의 이산(伊山)이 고려 말에 내포지역의 군사 거

점이 되었던 데에는 최영의 정책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 “고려 최영이 이산에 도절제사영
(都節制使營)을 설치하도록 건의하였다. 조선 태종 16년 임금이 태안군에 행차하였을 때 진
을 해미현으로 옮기도록 명하여 이산의 옛 군영은 덕산현의 치소가 되었다”고 한 것이 그것
이다. 덕산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착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영이 이 지역의 출신 인물이
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해미읍성의 역사는 최영에 의한 바로 이 덕산 이산진
의 설진으로 그 역사가 소급되는 것이다.
고려 말 국난의 시기에 활동한 최영은 왜구의 격퇴와 재상으로서의 역할로 큰 공적을 남
겼다. 그러나 이러한 장군의 위업도 위업이지만 부패한 고려 말의 사회에서 장군의 청렴 결
백하였던 인품은 무엇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 최영 장군이 도청예
정지역과 개천(금마천) 하나 사이인 노은리에서 자랐다면 그는 이 지역의 명산이며 불교 사
적이 크게 조성되어 있는 용봉산에 종종 오르기도 하였을 것이다. 청렴결백과 강직한 성품,
신명을 바쳐 왜구를 물리치고 기울어져가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던졌던 최영 장군과 그
정신은 충절정신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집필: 윤 용 혁)

□ 자료
①『고려사』 최영열전,

신우열전, 공민왕 세가

□ 참고문헌
동국여지지(1656년), 조선환여승람(1922년), 홍성군지(1924년), 홍양사(1969년), 홍성군지
(1993년)
고창석,「원․ 명교체기의 제주도- 목호란을 중심으로」『탐라문화』4, 1985
유창규,「고려 말 최영세력의 형성과 요동공략」『역사학보』143, 1994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20(고려후기 사회와 대외관계), 1994
나종우,『한국중세 대일교섭사 연구』원광대출판국, 1996
이영,『왜구와 일러관계사』동경대학 출판회, 1999
김일우,『고려시대 탐라사 연구』신서원, 2000
공주대 박물관,『문화유적분포지도(홍성군)』2002
김당택,「고려 말 대외관계의 격동과 무장세력의 정치적 지향」『한국사시민강좌』35,
2004
홍영의,『고려말 정치사 연구』혜안, 2005
백은영,「문헌설화와 구비전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 -문화적 기억 속의 최영장군」『한국
중세사연구』23, 2007
이영,『잊혀진 전쟁 왜구』에피스테메,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