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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 홍길동이 진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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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홍길동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조정에서는 그를 잡지 못해 꽤나 속을 썩였나 보다.

이다. 홍길동은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 때 좌참찬을 지

<조선왕조실록>의 다른 기록을 보면 “강도 홍길동은

낸 허균이 지은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이다. 홍 판

옥관자를 붙이고 붉은 허리띠 차림으로 정3품 무관직

서와 노비 춘섬 사이에서 태어나, 첩의 자식이라고 늘

인 첨지라 스스로 칭하며, 대낮에 떼를 지어 무기를 들

천대를 받으며 자라난 그는 집을 뛰쳐나가 ‘활빈당’을

고 관부에 드나들면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런

조직한다. 그리고는 각 지방의 탐관오리들과 부자들의

데 지방 말단 관리들은 이를 알면서도 체포, 고발하지

불의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않았으니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

……. 그러면서도 홍길동은 백성들의 재물은 손도 대

사가 나온다. 홍길동은 당상관 복장으로 높은 벼슬아치

지 않는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며 의적 활동을 벌인

행세를 하며 지방 말단 관리들을 농락했던 것이다.

그는 조정의 회유로 병조판서까지 되었다가 남경을 향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홍길동은 충청도 지역을 중심

해 떠나는데, 도중에 율도국을 발견하여 이상 사회를

으로 활동했으며, 공주 유금면 대동리의 무성산에는 그

건설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대강 줄거리다.

가 쌓았다는 산성이 남아 있다. 또한 <증보 해동이적>

사람들은 홍길동을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만 알고 있

이라는 책에는 “홍길동이 감옥에서 탈출하여 해외로 달

지만, 조선 시대에 홍길동이 진짜로 있었다. <조선왕조

아나 임금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

실록> 연산군 6년(1500년) 10월 22일의 기록을 보면

서 어떤 학자는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국에 홍길동이

홍길동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가지 않았나 추측하기도 한다. 실제로 유구국의 역사서

영의정 한치형,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아뢰

인 <유양지>에는 “1500년쯤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 유

기를, “강도 홍길동을 체포하였으니 기쁨을 감출 수가

구국을 100년 동안 다스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해를 제거하기로 이보다 큰일

것이다. 이 다른 민족의 무리가 바로 홍길동의 무리가

이 없으니, 청하건대 그 일당을 모조리 잡도록 하소서.”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쨌든 허균은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모델로 하여

이 기사를 보면 홍길동은 도둑의 무리를 거느린 강

<홍길동전>을 쓴 것이 분명하다. 허균이 41세 때 공주

도, 즉 강력한 도둑의 우두머리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목사로 부임했는데, 공주는 홍길동에 대한 전설이 많은

대낮에 떼를 지어 다니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했는데,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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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저널

<“홍길동을 본받아 한말에 활빈당이 만들어졌
다면서요?”>

가지로 탐관오리들과 부자들의 불의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농민이나 상
인들의 재물은 절대로 빼앗지 않았다.

동학혁명에 가담했던 농민들이 1899년 이후 여러 가

활빈당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7, 8백 명으로

지 이름의 집단을 만들어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그 가

구성되었다. 남부 지방에서 1900년부터 1904년까지

운데 하나가 <홍길동전>의 홍길동을 정신적인 지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1905년 이후에는 의병에 흡수

삼았던 ‘활빈당’이다. 이들은 홍길동의 활빈당과 마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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