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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울산지역

제2절 언양지역



제1절 울산지역1 )

「일러두기」

본고에서 울산과 언양지역의 인물편을 설정한 이유는 선조들의 참된 인물관을 통

하여 가치관이 흔들리는 오늘날에 중요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인물선정은객

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읍지(邑誌)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2 0 0 0년 2월 1 8일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역사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 말

기까지의 가장 많은 인물을 수록하고 있는『울산읍지(蔚山邑誌)』( 1 8 9 9년 간행)와

『언양읍지(彦陽邑誌)』( 1 9 1 9년 간행)를 저본으로 하였다.

1. 인물조

●박윤웅(朴允雄)

고려 태조 때에 으뜸가는 공훈을 세워 흥려백(興麗伯)으로 봉해진 인물로서 울산

박씨의 시조이다. 나말여초 당시 울산지역의 토호로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지방의

호족세력을 정비할 때 협조하였다. 이로 인해 그가 살던 울산군이 흥려부(興麗府)2 )

로 승격되었고, 농소(農所)와 유포(柳浦)지역을 채지(采地 : 신하가 왕으로부터 받는

토지)로 받고 곽암(藿巖 : 미역바위)을 하사 받아 이들로부터 수세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시호는장무(莊武)이다.

●이예(李藝)

성품이 충직하고 신망이 두터운 울산지역의 기관(記官)3 )이었으며, 울산(학성) 이

씨의 시조이다. 조선 태조 5년( 1 3 9 6 )에 지군(知郡) 이은(李殷)과함께 왜구에게 잡혀

일본까지 가서도 이전처럼 지군(知郡)을 잘 받들며 갖은 위협 속에서도 변절할 줄을

몰랐다. 왜인들이 그의 뜻에 감복하여 모두 돌려보내 주었다.4) 돌아와 예빈시(禮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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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편찬위원회의 편찬방침에 따라 1 8 9 9년에 간행된『울산읍지(蔚山邑誌)』를 저본으로 삼아 번역하면서

『조선왕조실록』및『울산부읍지』( 1 8 3 2년) 등 기타 관련 기록들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2) 고려를 흥하게 하였다는 뜻에서 나온 명칭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선시대의 각 지리지나 읍지 인물조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3) 지방 관청의이속(吏屬) 벼슬.

4)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정월 병진에 왜구 괴수 상전어중(相田於中) 등의 무리가 이예(李藝), 이은(李殷)

및 반인(伴人) 박청(朴靑) 등을잡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寺) 소윤(少尹)의 벼슬에 발탁되었다. 일본의 정세를 소상히 알았으므로 봉사(奉使)

로서 일본과 유구(琉球 : 오키나와)에 1 0여 차례 방문하여 잡혀갔던 피로인(被擄人)

6 0 0여 명을 송환해 돌아왔다.5) 

세종 원년( 1 4 1 9 )에 중군병마부수(中軍兵馬副帥)가 되어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또

대마도주를 설득하여 신문할 죄인 5 7명을 잡아 조정에 바치자, 이에 칙서를 내려

변방을 지키며 왜구를 막은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였다. 벼슬이 자헌대부 중추

원사(資憲大夫中樞院事)에이르렀고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이되었다.

●양희지(楊稀枝)

본관은 중화(中和)이다. 어릴 적 가난할 때 이 고을에 살았는데 원래 이름은 희지

(熙止 또는 熙沚)였다. 성화(成化) 10년(성종5년, 1474)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성종

으로부터 희지(稀枝)라는이름을 하사 받았다. 호당(湖堂) 6 )에 뽑혀 들어가 그 이름을

내외에 날렸다. 벼슬은 경연관(經筵官) 직제학(直提學) 등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에

까지 이르렀다. 호는대봉(大峯)이다.

●김인후(金麟厚)7 )

자(字)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이다. 중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어 문과

에 급제하였다. 문묘에배향되었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2. 충훈(忠勳)조

●이종실(李宗實)

이예(李藝)의아들로서 벼슬은 수사(水使) 즉수군절도사에이르렀다. 대마도의지

세와 지리를 잘 아는 이유로 세종 때에 대마도를 세 번이나 토벌하였고, 봉사(奉使)

로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익몰하였다. 이에 조

정에서 예관을 바다에 보내어 혼백을 모셔와 장례를 치렀다.8 )

●박봉수(朴鳳壽)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임진왜란당시 울산지역의 의병대장으로서 큰공을 세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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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95) 이에 관한 내용은『태종실록』권31, 태종 1 6년 정월 경신, 권 32, 태종 1 6년 7월 임자조에서 확인된다.

6) 세종 때 집현전신하들을 독서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독서당(讀書堂)을성종 때 개칭한것이다. 

7) 김인후는울산출신은 아니지만 본『울산읍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기록한다.

8) 세종 원년 6월 이종무(李從茂)가 총사령관이 되어 정벌할 때 이예(李藝)가 그 막하에서 출정한 적이 있었

다. 아들도 당시 이 무렵을 전후하여 함께 출정했을 것으로판단된다. 



이에 1등 공신에 봉해졌다.9) 벼슬은 부총관(副摠管)에이르렀다. 자(字)는문경(文慶)

이며 행산(杏山) 박세균(朴世均)의 후손이다. 왜란 때의 전공으로 병조판서(兵曹判

書)에추증되었다.1 0 )

●박홍춘(朴弘春)

흥려백(興麗伯) 박윤웅의 후손이다. 가정 갑자(嘉靖 甲子, 명종 1 9년, 1564)에 무

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현감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지금의 웅촌

과 양산의 웅상지역을 방어하는 서면장(西面將)이 되어 동래(東萊)로부터 침략해 올

라오는 적군을 막았다. 후에1등 공신에 봉해졌다.

●서인충(徐仁忠)

달성군(達城君) 서영(徐穎)의 9세손이다. 나면서부터 재주가 뛰어나서 남달랐다.

성장해서는 비분강개하는 큰 절개가 있었고, 웅건한 담략이 있었다. 신묘년(辛卯年,

선조 2 4년, 1591)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때 적군의 선봉이 여러 고을을 약

탈하자 떨쳐 일어나 몸소 의병을 모집하여 적군을 물리쳐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

다. 주사장(舟師將 : 주사는 수군을 말함)이 되어 수륙전에서 적을 참획한 수가 헤아

릴 수 없이 많았다. 후에 1등 공신이 되었고 벼슬이 첨사(僉使)에 이르렀다. 영조가

즉위하던해( 1 7 2 4 )에 병조참판(兵曹參判)에추증되었다.11) 

●전응충(全應忠)

무과에 급제하여 왜란 때에 남면장(南面將)이 되어 적군을 참획한 수가 매우 많았

다. 후에 1등공신에 봉해졌고 벼슬이 우후(虞侯)에이르렀다.1 2 )

●장희춘(蔣希春)

평소 문필에 조예가 깊었다. 왜란 때 집을 헐고 숨어 지냈다. 서생포(西生浦)에주

둔하던 적군이 조정에 세 번 문서를 보내어 화의를 요청하자, 적군의 정세를 탐색하

고자 영남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그는 이어 적진에 들어가 적장과 여러 차례 회담하

고 문서로써 상세한 입장을 보여 주니, 적장이 감탄하며 검을 풀어 그에게 증정하자

“나는 본래 산림처사인데이것을 차고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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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봉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효식, 1993, 「재란 중 울산혈전」; 『경주부의 임진항쟁사』, 경주시문화원및 이

유수, 1996, 「울산의 임진정유왜란사」, 『울산향토사연구논총』, 울산시·울산향토사연구회참조.

10) 『조선환여승람(朝鮮�輿勝覽)』양산군원종훈조.

11) 1 5 9 2년 5월부터 의병을일으켜 울산의 동해 연안 일대에서 분투했으며, 특히 9월 1 0일의 1차 개운포(開雲

浦) 전투 등에서 그의 두드러진 활약상을 볼 수 있다. 이유수, 앞의 글 및 울산시, 1982, 『내고장의 전통』

의 제1편 제4장인물기사 참조.

12) 전응충은선조 2 6년 1 0월에 울산의 구강(鷗江 : 현재의 반구동)에서여러 의병장들과 함께 전투의지를 결의

하는 회맹(會盟)을한 바 있었다. 이를구강회맹(鷗江會盟)이라하는데 이에관해서는이유수, 앞의글 참조.



고는 받지 않았다.1 3 ) 임무를 마치고 왕에게 보고한 뒤 선조로부터 술을 하사 받기도

하였다. 벼슬은형조정랑(刑曹正郞) 장예원사평(掌隷院司評)에이르렀다.

●이겸수(李謙受)

이예(李藝)의 7세손이다. 왜란을 맞아 창의모병하여 적군을 1 0급(級)이나 베었고,

적진에 들어가 적군의 정세를 상세히 탐색하였다. 제1차 서생포 회담에서 이겸수는

일본측의 가토오(加藤淸正)가 제시한 5개항의 부당성을 통렬히 비판하였는데, 명

(明)의 도독 유정(劉綎)은 그의 열렬한 충성에 양국이 감복한 바가 크다고 칭송하였

다. 선조 때에 특별히 정주판관(定州判官)을 제수 받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병에

걸려 슬퍼하는 마음을 시로 읊었던 적이 있다. 그의 사적은『징비록(懲毖錄)』과『분

충록(奮忠錄)』등에 실려 있다.

●박응탁(朴應琢)

왜란 때의 전공으로 1등공신에 올랐고, 벼슬은부호군(副護軍)에이르렀다.

●이경연(李景淵)

이예(李藝)의 5세손으로 왜란 때 창의한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이다. 망우당

(忘憂堂) 곽재우(郭再祐) 장군과함께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을방어하면서 적군

을 최다로 참획하였다. 전탄(箭灘)전투에서적의 장검을 탈취했으며, 안골현(安骨峴)

전투에서는 적을 8 3급(級)이나 베었다. 임란공신녹권에 2등 공신으로 올랐으며, 벼

슬이 판관(判官)에 올랐으나 포상을 사양하며 끝내 받지 않았다. 호는 제월당(霽月

堂)이다.

●박진남(朴震男)

고창군(高昌君) 박시(朴是)의7세손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여러 차례 힘써 싸워

적군 8 0급(級)을 베었고, 51명을 쏘아 죽였다. 그 후 성주(星州)지역의 성현(星峴)에

서 접전하여 적을 많이 살획하였으나, 말 위에서 적의 탄환을 맞아 죽음을 맞이하였

다. 그의 공로를 알게된 도승지(都承旨) 강찬(姜燦)의상계로 인하여 박진남에게 1등

군공(軍功)이 있음을 문서에 올리게 하는 전교가 내려졌고 후일의 포상을 기다리게

되었다. 또 진보(眞寶)의 유양마(留養馬) 1필을 하사 받았으나, 환란을 평정하지 못

하고 생을 마쳤다. 2등공신에 올랐으며 벼슬은 훈련원정(訓鍊院正)에이르렀다.

●박봉서(朴鳳瑞)

왜란 때 울산 일원에서 활약한 대표적 의병장이다. 적군을 토벌한 공로로 벼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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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당시 장희춘(蔣希春)은 유정(惟政)을 비롯하여 의병장 이겸수(李謙受) 등 2 0여 명의 의병장과 함께 4차에

걸친 서생포 회담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최효식, 앞의 책 및 변광석(卞光錫)·김강식(金康植) ,

1998, 『양산의 임진항쟁사』, 양산문화원 참조.



훈련원정(訓鍊院正)에이르렀고, 1등공신에 봉해졌다.1 4 )

●장오석(張五石)

왜란 때 적군을 토벌한 공로로 1등 공신에 녹훈되었다.

●윤홍명(尹弘鳴)

왜란 때 전력분투하다가죽기를 맹세한 바 있었으며, 적군을토벌한 공로로 벼슬이

형조좌랑(刑曹佐郞)에이르렀다. 그역시울산의구강회맹(鷗江會盟)에참여한바있다.

●김흡(金洽)

왜란 때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을 방어하면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벼슬은

현감을 지낸 바 있다.

●이한남(李翰南)

이예(李藝)의8세손이다. 왜란때 적군을 토벌한 공이있어 벼슬이 첨지중추부사(僉

知中樞府事)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에이르렀다. 임란공신2등의반열에녹훈되었다.

●안신명(安信命)

왜란 때 집안의 머슴을 거느리고 1 0 0여 명을 모병하여 망우당 곽재우 장군을 따라

화왕산성에 들어가 적군을 토벌한 공로를 세웠다. 이에 벼슬이 중추(中樞)에 이르렀

고, 2등공신에 봉해졌다. 호는매죽(梅竹)이다.

●서몽호(徐夢虎)

6촌형 서인충과 함께 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적군을 토벌한 공로로 1등 공신의 반

열에 올랐다.

●박손(朴孫)

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명(明)의 장군 부대와 합세하여 백련암(白蓮巖)1 5 )에서 접전

하여 적군 1 2명을 죽였으나, 아들 문(文)과 함께 분전하다가 절개있게 순절하였다.

후에 2등공신에 봉해졌고, 벼슬은훈련판관(訓鍊判官)에이르렀다.

●이겸익(李謙益)

이예(李藝)의 7세손이다. 왜란 당시 서생포 회담에서 크게 활약했던 이겸수(李謙

受)의 동생이다. 적군을 토벌한 공으로 군자감봉사(軍資監奉事)에 제수되었다. 후에

한성부윤(漢城府尹)에증직된 바 있다. 품성이순박하고 효성이 깊어 부모의 상을 초

막에서 3년을 모시었다. 호는매헌(梅軒)이다.

●이응춘(李應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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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2 ; 『대동야승(大東野乘)』제3 6권, 143~144쪽 : 충청지역의 유명한 의병장 조

헌(趙憲)이 기병했을 때 박봉서는 여러 무인과 함께 조헌의 막하에서 활약하였다. 

15) 동대산(東大山)의서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울산부읍지』제영조(『읍지』1 경상도①, 아세아문화사). 



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도산(島山)에서 싸워 적군을 많이 참획하였다. 이

어 개운포(開雲浦)에 진을 치고 아들에게 유서를 남겨 장렬히 싸우다가 순절할 것을

맹서하였는데, 과연전력으로 전투하다가서거하였다.16) 

벼슬은 부장(部將)에 이르렀고, 임란공신2등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순조때 병조

참판(兵曹參判)에추증되었다. 호는퇴사(退思)이다.

●고처겸(高處謙)

왜란 때 적군을 토벌한 공으로 벼슬이 훈련원정(訓鍊院正)에이르렀다.

●박경열(朴慶悅)

왜란 때 적군을 토벌한 공으로 3등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벼슬은 훈련원정(訓鍊

院正)에 이르렀다.

●박영립(朴榮立)

고려 공신 박윤웅의 후손이다. 왜란 때 적군을 토벌한 공으로 3등 공신의 반열에

올랐으며, 벼슬은주부(主簿)에이르렀다.

●이인상(李仁常)

이예의 후손이다. 왜란 때 적군을 토벌한 공으로 벼슬이 병조정랑(兵曹正郞)에 이

르렀다.

●이승금(李承金)

의병장 이응춘(李應春)의 아들이다. 어려서는 성실하고 효심이 깊었다. 8세 때 어

머니가 병이 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어머니를 치료하는 지극한 효행을 보였다.

왜란때 아버지가 의병활동을하다가 전사하자 검은상복을 들고 의병을 모아적군을

많이참획하였다. 후에2등공신에봉해졌다. 벼슬은훈련원정(訓鍊院正)에이르렀다.

●이의립(李義立)

어려서부터 민첩하고 지혜가 뛰어났다. 임진왜란으로 일본군이 잡아간 피로인(被

虜人)을 송환하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 언문(諺文)으로 그 곳의 풍토와 기술 산업을

기록해 돌아왔다. 그리하여 달천(達川) 광산에서 무쇠를 채취하여 농기구를 만들고,

유황석(硫黃石)을 구하여 화약을 번조하여 군수무기에 대비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그를 가상히 여겨 숙천부사(肅川府使)에 제수하였으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감

히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하며 끝내 부임하지 아니 하였다.

●김연(金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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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응춘은 선조 2 6년 1 0월에 울산의 구강(鷗江 : 현재의 반구동)에서 여러 의병장들과 함께 전투의지를 결

의하는 회맹을 한 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유수, 앞의글 참조.



고양군(高陽君) 김남득(金南得)의 7세 손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재종형 송암

(松庵) 김면(金沔)과함께 가장 먼저 의병의 기치를 올려 적의 소굴을 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공로로 벼슬이 군자감정(軍資監正)에이르렀다.

●류정(柳汀)

서산(西山) 류자미(柳自湄)의 증손자이며 참판(參判) 류광선(柳光先)의 아들로서

호는 송호(松壕)이다. 왜란때 아들 영춘(榮春)과함께 의병을 일으켜 적군을 토벌한

수가 매우 많았다. 특히 학성(鶴城, 울산)과 계림(鷄林, 경주)의 진중에서 싸워 적의

목을 수천 여 급(級)이나 베었으나, 애석하게도1 5 9 6년 대구 팔공산(八公山)의 전투

중에 순절하였다. 벼슬은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에이르렀으며, 후에 선무원종공신

(宣武原從功臣) 3등에녹훈되었다.

●류백춘(柳伯春)

류정의 조카이며 호는 제호(霽湖)이다. 숙부를 따라 창의하여 대룡암(大龍巖 : 처

용암)에서 바람을 빌어 광풍으로 적의 함대를 침몰시켰고, 적군을 수천 급(級)이나

참획하는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에벼슬은 판관(判官)에이르렀다.

●이봉춘(李逢春)

의병장 이응춘의 동생이다. 왜란 때 함께 창의하여 적을 토벌한 공으로 벼슬은 판

관(判官)에이르렀다.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류태영(柳泰英)

의병장 류정(柳汀)의 손자이며 류영춘(柳榮春)의 아들로서 호는 지헌(智軒)이다.

1 5 9 4년 겨울 의병군에 참여하여 적을 토벌했으며, 병자호란 때 오랑캐군과 싸우다

가 쌍령(雙嶺)에서순절하였다. 그의사적은창의록(倡義錄)에실려세상에전해온다.

●이우춘(李遇春)

의병장 이응춘의 동생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형 및 여러 의사들과 함께 창

의하여 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다.

●이희준(李希俊)

이예(李藝)의 후손이다. 임신년(1812) 홍경래(洪景來)의 난1 7 )이 일어나자 병사를

거느리고 정주(定州)까지 갔으나,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돌려 호서

지방까지갔다가 결국 순절하였다.

전
통
문
화

5 1 4

17) 1 8 1 1년 1 2월에 발생한 평안도 농민전쟁으로, 주도했던 최고 우두머리가 홍경래(洪景來)였기 때문에 흔히

홍경래의 난이라 불려져 왔다.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 세도정권기의 정치적 부패와 농민층에 대한 가혹한

수탈이었다. 주모자 홍경래군이 평안도 가산(嘉山), 정주(定州) 등지를 점령했으나, 이듬해 관군이 정주성

을 탈환하면서 홍경래는 전사하였고 같은 주모자였던 우군칙은 효수되었다.



●김순경(金順卿)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본군에 맞서 싸운 공로로 안무어사(按撫御史) 이상신(李尙

信)이 그의 공을 논하는 상계를 올렸다. 이에 임금이 그를 가상히 여겨 어사 윤휘(尹

暉)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는 교시를 내리고는 훈련원정(訓鍊院正)에제수하였다.

●전영방(田永芳)

왜란 때 적군을 토벌한 공로로 3등 공신에 녹훈되었다. 벼슬은 선전관(宣傳官)에

이르렀다.

●박언복(朴彦福)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비분강개하여 아들 인립(仁立)과

함께 병사를 모아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을 맹세하였다. 이리하여적군을 참획한 수

가 많았으나 결국 부자가 모두 순절하였다. 후에3등공신에 녹훈되었다. 벼슬은첨

정(僉正)에이르렀다.

●이계수(李繼秀)

왜란 때 적군을 토벌한 공으로 3등공신에 올랐고 벼슬은 판관(判官)에이르렀다.

●이석숭(李石崇)

석종(碩宗)으로 개명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이 7 0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나아가 적군을 많이 사살하였다. 3등 공신에 녹훈되었다. 벼슬은 수문장(守門將)에

이르렀다.

●박인립(朴仁立)

박언복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가 전사한 날 칼을 뽑아 들고 적의 진영으로 나아

가 외치기를, “신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죽는 것이 인

륜의 큰 절개이다”라고 하면서 수백의 적을 치고는 전사하였다. 1등 공신에 녹훈되

었으며, 벼슬은첨정(僉正)에이르렀다.

●이숭복(李崇福)

이석종(李碩宗)의 아들이다. 왜란 때 적을 토벌한 공으로 벼슬이 부장(部將)에 이

르렀다.

●박대수(朴大壽)

왜란 때 창의하여 공훈을 세운바가 있어 벼슬이 수문장(守門將)에이르렀다.

3. 효행(孝行)조

●송도(宋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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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은 연안(延安)이다. 평소 학행에 힘써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부모를

섬기는데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어머니가소경이 되어 사물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마침 소과(小科, 생원시)에합격하여 돌아와 부모님을 뵙자 문득 눈이 뜨이게 되었다

고 한다.18) 한번은 병이 깊어진 어머니가 생선회를 먹고 싶어했으나 가난하여 사드

릴 수가 없었다. 물가에 가서 얼음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니 붕어가 뛰어나와 이를

어머니께 바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제사를 맞이했으나 제사음식을 마련하지 못해

안타까워 할 때 마침 산꿩이 집안으로 날아들어 이를 제수에 유용하게 썼다. 부모의

상을 당하자 초막에서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면서도 불가(佛家)에서의예식은 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신하가 중국에 조공을 갔을 때였다. 중국의 조정

에서 우리 나라의 인물 될 만한 사람을 묻자 이에 대답하기를, “송도와 박효랑(朴孝

娘)으로서 바로 하늘이 감복한 효자이다”라고 하였다. 명(明)의 신종(神宗)황제가 패

문(牌文)을 내리며 이르기를, “중원은 대국으로 왕상(王祥)같은 효자가 있으며, 조선

은 비록 소국이나 송도같은 효자가 있으니 이에 홍문(紅門)을 내린다”고 하였다. 이

어 명의 황제는 직접 글을 지어 효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의 근원

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지극한 효성은 송씨(宋氏) 문중에 아직도 널리 전해져 오고 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정려(旌閭)를짓고기념비를 세웠다.

●김여택(金麗澤)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웅촌(熊村)에서살았는데 평소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버지

의 상을 당하자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면서, 개를길러 편지를 왕래시

켜 집안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개가초막 옆에 땅을 파자마자 우물이 절로 솟아올랐

다. 상을 마치고 초막을 철거하자 샘물도 즉시 그쳤다고 한다. 나라에서 이 사실을

듣고 정려(旌閭)를세우고, 그에게호조좌랑(戶曹佐郞)을추증하였다.

●배두수(裵斗壽)

행실의 의로움이 매우 돈독하였다. 부모를섬기는데 있어 조금도 해이함이 없어서

혼정신성(昏定晨省, 밤에는 부모의 이부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

부를 여쭙는 일)을 다하였다. 두 형님을 섬기는 것도 어버이 섬기는 것처럼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대한(大寒)의 추위에도 어김없이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향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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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울산부읍지』인물조(『읍지』1 경상도①, 아세아문화사) : 읍지에는아버지가 눈이 먼 소경이 되었다고 기

술되어 있다.



대를 마련해서 일체 잠을 자지 않았다. 인간의 삶과 죽음, 장례와 제례는 모두 예를

갖추어 행하였다. 늙어 병이 들어서도 어른을 추모하는 것을 잊지 않아 고을 사람들

이 탄복하였다.

●서필형(徐必逈)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서인충(徐仁忠)의 손자이다. 9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

자 3년 상을 치렀다. 또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으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죽(粥)을 봉양하며 정성을 다했으나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버이 묘소에서 곡

(哭)을 하며 시묘함에 있어 죽을 때까지 해이함이 없었다. 부사 류담후(柳譚厚)가 그

의 제사를 올렸다.

●이정의(李廷義)

임진왜란 때 의병 창의했던 이겸익(李謙益)의 아들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지

를 모셨다. 집안은가난해도 학문을 좋아하였다.

●박망구(朴望久)

왜란 때 의병장이었던박진남(朴震男)의 증손자이다. 평소 학행에 힘썼다. 경종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는 하나같이 예의와 법제를 따

랐으며, 어머니의 상을 당해서는 6년 동안 초막에서 시묘살이를 하였다. 숲이 깊어

서 힘센 도적들도 들어가기를 서로 꺼리던 곳이었으며, 사나운 범도 이 초막을 피해

다니며 침범하는 일이 없었다.

●이현담(李玄聃)

이예(李藝)의9세 손이다. 어려서부터타고난 품성이 온순하고 믿음직하여 부모에

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있게 하였다.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자 밤낮으로 똥을 맛

보며 병의 정세를 살피다가 장차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아버지의 입에 대어 소생하게 하였다. 이에고을 사람들이모두 탄복하였다.

●이여규(李汝圭)

현감 이광연(李光然)의 아들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소질이 남달랐다. 성품이 부지

런하고 효성과 우애가 뛰어났다. 상중에는 최복(�服, 상복과 가슴에 다는 헝겊)을

벗지 아니하였다. 박문호례(博文好禮)를 배움으로 삼고 거경치지(居敬致知)를 근본

으로삼았다. 관찰사의추천을여러번받았으나거듭거절하였다. 호는무민(無悶)이다.

●이원담(李元聃)

이현담의 동생이다. 형과 더불어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다. 안빈쾌락을추구하

지 않고의를 행하며 학문을 돈독히 하였다. 향도(鄕道)들의추천을 여러 번 받았다.

●이인구(李仁求)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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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李藝)의 후손이다. 성품이 본래 순박하고 효성스러웠다. 어머니가 병환이 나

자 똥을 맛보고 병의 상태를 살폈다. 일찍이무과에 급제했어도 양보하면서 벼슬길에

나아가지않았으나어머니의명으로선전관(宣傳官)직을제수받았다. 어머니가돌아가

시자초막을짓고3년간의시묘살이를마쳤다. 그후 다시는관직에나아가지않았다.

●효녀 정소근련(鄭小斤連)

정여성(鄭汝成)의딸이다. 15세때 어머니와 함께 미역을 따러 갔다가 어머니가 발

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즉시 바다에 몸을 던져 구하려 했으나 할 수 없

었다. 결국 어머니는 죽고 자신만 살게 된 것을 참을 수 없어 어머니를 안고 함께 물

에 빠져 죽었다. 후에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旌閭)를세웠다.

●윤소사(尹召史)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도적이 남편의 무덤

뒤쪽을 파낸뒤 불을 지르고 흙을 묻지 않아 물이 흘러내리는 변고가 생겼다. 무엇보

다 시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떠내려 가게된 사태가 생겨 두 사람 모두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되었다. 이에아들을버리고시어머니를건져내고는죽을때까지봉양하였다.

●이양오(李養吾)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했던 이겸익(李謙益)의 5세 손이다. 경사(經史)와예학(禮

學)에 널리 통달하여세칭 유학의 으뜸으로불렸다.

●이의창(李宜昌)

이겸익의현손이다. 효성과우애가 깊었고 학문이 높아당대에 유명하였다.

●박구년(朴龜年)

박윤웅의후손으로 학문이 높고행실이 지극하였다.

●이의권(李宜權)

이겸익의현손이다. 학문과의(義)를실천하는 자세가 세상의 추앙을 받았다.

●이경도(李敬�)

이겸익의 5대 손이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시종일관 초막에서 시묘살이

를 하였다. 경사(經史)를즐겨읽었고 신실한 학문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의강(李義綱)

이경도의 아들이다. 어버이의묘소가 집에서 1 0리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큰비가 오

거나 큰 눈이 내리거나 하루도 빠짐없이 산소를 찾으며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

아 효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박시만(朴時萬)

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맛있는음식을 드리고

전
통
문
화

5 1 8



온청(溫�)1 9 )하면서도 일찍이 남을 부리지 않았다. 어사가 쌀과 고기로써 위문하였

고 관청에서는 그의 집에 면세의 혜택을 주었다.

●박봉시(朴鳳時)

박망구(朴望久)의 아들이다. 어버이의 병간호를 하면서 매일 똥을 맛보며 병세를

살폈다. 상을 당하자 하나같이 상례의 예절을 따랐다. 장례 후에는 산소 옆에서 3년

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눈이오면 아버지 묘소에 가서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였다. 당

시 사람들이 그를 효자라 일컬었다.

●이운협(李運協)

임진왜란 때 의병장 이응춘의 후손이다. 어머니가병이 났을 때 북어(北魚)회가좋

다고 하여 강가에 가서 울면서 찾자 북어가 뛰어 나왔다고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

고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산소를 찾아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눈물을 흘린곳마다

산소의 풀이 다 말랐다. 나이가 구십이 되어서도 가묘를 폐기하지 않고 초하루와 보

름날마다 문안을 드렸다. 1863년에정려(旌閭)를 세웠고 이듬해 동몽교관(童蒙敎官)

에 추증되었다.

●조우진(趙愚鎭)

국상(國喪) 소식을 듣고는 제단을 설치하여 망곡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상을 당해

서는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극진하게 애도하였다.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를 모시면

서 몸소 제기를 씻는 등 효도를 실천하였다. 1872년 관찰사의 상계로 사헌부 감찰

(司憲府監察)에추증되었다.

●조양(趙瀁)

조우진의 아들이다. 부모가병이 났을 때 물고기를 잡아 봉양하기 위해 애쓰던 중

마침표주박속에물고기가뛰어들어온신기한일이생겨효도할수 있었다. 후에관찰

사가조정에상계하여철종계해년(癸亥年, 1863년) 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다.

●김요혁(金堯赫)

항상 부모를 색양(色養)2 0 )하면서 곁에서 똥을 맛보며 병이 있는지를 살폈다. 손가

락을 부수어 피를 내어서 죽은 어머니를 소생시켰다. 나이 칠십이 되어도 밤새 이슬

을 맞으며 산소를 지키기도 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를 세우게 되었다. 1885

년(고종 2 2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다.

●양한신(梁翰臣)·양익신(梁翼臣)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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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식이 어버이를 섬길 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것이다. 즉 효성을 다

하여 부모를 섬기는것을 의미한다. 

20) 부모의 안색을 살펴 마음에거슬리지 않도록하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효도하며 부양하는 것을 말한다. 



좌리공신(佐理功臣) 문양공(文襄公) 양성지(梁誠之)의 1 2세 손이다. 형제가 모두

성실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집안이가난하여 물고기를 잡아 부모님께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병이 나자 목욕재계하고 기단(祈壇)을 만들어 하늘에 빌었다. 곧 돌아가실

위기였으나 7일이 지나 살아났다. 그 때 형은 1 3세였고, 동생은 겨우 5세였다. 사람

들이 모두 경이하게 여겼다. 그후 6년 뒤 의원이 자라를 구해 오라고 하였다. 앞 냇

가에 물을 대자 큰 자라가 뛰어 나와 손가락을 물어 피를 내었다. 10일 뒤에 소생할

수 있었다. 장례를 치를 때에 큰비가 와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확연히 개었다.

1 8 8 5년(고종 2 2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고, 이듬해에정려(旌閭)를세우

게 하였다.

●고극명(高克明)

평소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을 잘 하였다. 일찍이 부모가 사는 집에서 천지봉공(天

地奉公)이라는네 글자를 특별히 써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천지로부터 죄를 받는다고

하였다. 매사에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할 줄 알아 어긋남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자 큰 가뭄이 들어 장례절차를 도모하려는데 일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

호소하여 샘을 파니 물이 솟아올랐다. 그리하여그 곳에 삼강오륜(三綱五倫)의글자

를 새겼다. 국상을 당할 때마다 초하루와 보름마다 삼베옷을 입고 두건을 써서 향을

피워 하늘에 호소하니 사람들이 충신효자라 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져 1 8 9 0년(고종

2 7년)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다.

●유태원(劉泰元)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버지가 병이 나자 똥을 맛보며 병세를 살피었

다. 돌아가신 뒤 초막을 짓고 3년이나 시묘살이를 했다. 호랑이가 밤에 와서 새벽까

지 지켜주다 돌아가곤 했다.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고, 이 사실이 알려져

1 8 8 8년(고종2 5년)에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다. 3년뒤정려를세우게하였다.

●유대성(劉大成)

유태원의 아들이다. 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며 어버이를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병

이 나자 다리의 살을 베어먹게 해드리니 병이 나았다. 꿈속에 이상한 고기가 나타났

는데 모양이 크고 마치 쟁반같았다. 이때 갑자기 노인이 나타나 고기를 주며 말하기

를, “이 고기 이름은 풍어(風魚)인데 먹으면 너의 아버지 병에 바로 효과를 볼 것이

다”라고 하였다. 놀라 일어나 보니 곁에 큰 고기가 있었다. 아버지께 먹게 해드리니

병이 곧 나았다. 사람들이모두 감복하였다. 이사실이 알려져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되었으며, 정려도세우게 하였다.

●이춘근(李春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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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의 후손이다. 평소 성실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버지가 병이 나서 고기반

찬을 구하려 하자 마침 빙어가 뛰어 나왔다. 어머니가 병이 났을 때였다. 온갖 약을

써도 효과가 없어 숨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어머니의

입에 갖다 대니 기적처럼 소생하였다. 사람들이 효성스러운 행동에 감탄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를 세우게 하였다.

●박시무(朴時戊)

경사(經史)를 널리 섭렵하고 학문을 돈독히 수행하였다. 그의 학행이 알려져 동몽

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다.

●김종기(金宗驥)

어머니가 일찍이 중풍에 걸려 옆에서 매일 지켰다. 똥을 맛보며 병세의 차도를 살

폈다. 그러면서도어머니 대신 자신이 아파 주기를 하늘에 빌었다. 의원의말이 뱀이

좋다고 하였는데, 하루 저녁에는 큰 뱀이 땅을 기어가자 잡아서 솥을 가지고 기름을

내어 사용하니 병이 마침내 조금 효과를 보았다. 또 담증(가래병)에 걸려 하늘에 빌

고 소리내어 우니 날아가던 꿩이 스스로 내려왔다. 이것을 어머니께 잡아 드리려고

하자 어머니가 놓아주라 하였다. 85세를누리었다. 이사실이 알려져 정려를 세우게

하였고, 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다.

●김종류(金宗�)

김종기의 동생이다. 어머니를 모심이 하나같이 형과 같았다. 어머니의 병에 의원

의 말이 숭어가 좋다고 하여, 마침 한겨울에 도끼를 가지고 얼음을 파니 숭어 한 마

리가 뛰어 올랐다. 이를 어머니께 바치니 병이 조금 나았다. 상을 당하여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하나같이 모든 예를 다하였다. 호랑이가 와서 지켜 주었는데 마치 집에

키우는 가축과 같았다. 이사실이 알려져 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다.

●곽필하(郭弼夏)

어릴 때 아버지가 병이 나서 곧 운명할 형편이 되자 두 차례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소생하게 하였다. 어머니가 잘라진 손가락을 주워 도로 붙이니 다시 이어졌다.

아버지 또한 천 세를 누렸으니, 사람들사이에 하늘에 통한 효자라 불렸다.

●김임종(金壬宗)

1 2세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병이 나자 손가락을 잘라 소생시켰고, 또 아버지의

병이 나자 오른 손가락을 잘라 완전히 소생하게 하였다. 세상에서 하늘이 감동한 효

자라 불리게 되었다.

●박영순(朴英淳)

아버지가 질병에 걸리자 항상 하늘에 극진히 빌었다. 매사에성실하고 효성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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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 사람들이그를 대단하게여겼다. 후에승례지(承禮旨)에오르게 되었다.

4. 열행(烈行)조

●배씨(裵氏)

통덕랑(通德郞) 이하형(李夏衡)의 부인이며, 급제(及第) 배두원(裵斗元)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숙녀로서의 덕행이 있었으며, 나이를 넘기기 전에 시집을 갔다. 남편의

병이 위독해지자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빌었다. 남편이 죽자 직접 염습하고 나서 자

결하고자하였다. 시아버지가그 뜻을 알고 수절하게 하였다.

어느 날 밤에 치마폭을 찢어 스스로 목을 매었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구해 살렸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산소를 지키겠다고 울면서 청하니 시아버지가 허락하였다. 산

소 앞에서 곡소리가나오다가 끊겨서 가서 보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기진해 있었다.

잠시 뒤에 다시 깨어났다. 시아버지가말하기를 어진 며느리가 어찌 이 늙은 시아버

지를 생각하지않느냐고하였다.

피붙이가 하나 있었는데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며 오로지 마음을 두고 아이를 따랐

다. 며느리는울며 곡하다가 상례를 마치니 핏자국이 몸에 가득하였다. 옷한 벌로 3

년 동안 한번도 갈아입지 않고 상을 마치고 나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 사실이 알

려져 정려를 세우게 되었다.

●이씨(李氏)

통덕랑(通德郞) 이여당(李汝堂)의 딸이며, 신범주(辛範周)의 부인이다. 품성이 곧

고 조용하며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성실하였다. 시집가서는친정부모 받들 듯

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받들었다. 남편이요절하자 이씨가 비단수건으로목을 매

자 시부모가 놀라서 구해 살렸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다가 드디어 음식을 전폐하고 자결할 뜻으로 낟알이나 국자

물도 끝내 목구멍에 넘기지 아니 하였다. 시부모가 직접 권하자 억지로 조금 마시고

는 마음을 놓았다. 하루는 키워준 친정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시부모께 청하니 시아

버지가 허락하였다. 본가에 도착하여 죽과 음식을 약간 바쳐서 조모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다음날 다시 곡기(穀氣)를 끊고 드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으로 이르기를

남편과 함께 묻히기를바랐으니 진실로 열녀라 할 만하다고 하였다. 결국합폄(合�,

한 봉분에 같이 하관하는 것)하였다.

●이씨(李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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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재(晦齋) 선생의 6대손 이기중(李起中)의 딸이며, 부사 박취문(朴就文)의증손인

박종규(朴宗奎)의 부인이다. 타고난 품성이 정숙하였다. 을해년 겨울에 종규가 전염

병에 걸려 죽자, 이씨는 어머니 묘소에 하직하고 남편 집에 와서 시신을 어루만지며

곡을 하니 천지도 슬퍼하였다. 상복을 입고 나서 시부모를 위로하고자 슬픔을 참고

잠시 며칠을 끌다가 자결할 마음을 굳혔다. 갑자기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 시부모가

가서 보니 비상(砒�)을 무수히 토해 내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결하였으니 나이는

1 9세였다. 이렇게 조용히 죽음을 택하는 부녀의 정절은 고금에 드문 일이다. 묘소에

합봉하였다. 이사실이 알려져 정려를 세우게 되었다.

●박소사(朴召史)

차재행(車載行)의 아내이며 박충한(朴忠漢)의 딸이다. 남편이 병이 났으나 지극한

정성으로도 구해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습렴을 마치고 약을 먹고 남편의 시신을

안고 죽으니, 나이3 4세였다. 이사실이 알려져 정려를 세우게 되었다.

●김소사(金召史)

최효성(崔孝聲)의아내이다. 남편집이 매우 가난했으나 시부모를 잘 받들었다. 남

편이 기이한 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아내는 남편 대신 자신을 아프게 해달라며

매일 밤하늘에 빌었다. 그러나끝내 남편이 눈을 감자 서까래에 목을 매고 죽으려 하

였다. 하인이 놀라서 구해 내었다. 상을 마치고 목욕재계하고는 옷을 갈아입고 약을

먹고 죽었다. 사람들이모두 열녀라고 불렀다. 후에합봉하였다.

●심소사(沈召史)

변흥태(卞興泰)의 아내이다. 시부모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다. 남편이 병으로 죽

자 아내는 상을 당한 슬픔에 몸이 여위었다. 장례를 마치고 조용히 약을 먹고 죽었

다. 남편과합장하였으니함께 묻히기를 바랐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조소사(趙召史)

조자은(趙自隱)의 딸이며 선비 김수대(金壽大)의 첩이다. 남편이죽자 3년동안 수

절하다가 강도에게 겁탈 당할 위기에 죽음으로 저항하면서 능욕을 면하였다. 이 사

실이 알려져 면세 혜택이 주어졌다.

●고소사(高召史)

오덕수(吳德秀)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왼손으로 시신에 기대고 오른손으로 아

이를 안고 입관하는 날 목을 매어 죽었다. 한 봉분에 합장하였다. 포상의 은혜를 아

직 입지않았다.

●이씨(李氏)

권관(權管) 이광유(李光裕)의딸이며 허숙(許塾)의 아내이다. 남편이 병이 나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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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 빌었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슬픔을참고 상을 치르고 나서 열흘 동안 곡기를 끊

고 드디어 함께 묻히었다. 정려가세워졌다.

●이씨(李氏)

선비 안처대(安處大)의아내이며 이문우(李文佑)의 딸이다. 시집가서몇 달 안되어

남편이 죽자 자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들을 시부모에게 맡기고는

음식을 끊은지 7일만에 죽었다.

●장씨(蔣氏)

선비 류진옥(柳震沃)의 아내이다. “한 사람이 죽으면 서로 따르는 것이 내 마음이

정한 바이다”라고 하며 오로지 남편 뒤를 따랐다. 남편이 사망한 날 시신을 간검(看

檢)할 때 몰래 작은 방에 들어가 바로자결하였다. 정려가세워졌다.

●서씨(徐氏)

유학(幼學) 차덕일(車德一)의 아내이며 서효온(徐孝溫)의 딸이다. 남편이 기이한

병이 있어 성의를 다해 똥을 맛보며 병의 증세를 살폈으나 갈수록 위독해졌다. 남편

이 죽은 날 시조부모를 위로해 드리고 외아들을 맡기고는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세

상에서는늠름한 열녀의 행동이라 하였다.

●김씨(金氏)

김상지(金尙智)의 아내이다. 8세때 아버지 상을 당해 발을 구르고 곡을 하며 하나

같이 예의를 다하였다. 남편이 병이 들자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

으나, 결국 남편이 죽었다. 마실 것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염습할 때 관을 덮은 뒤

에 곧바로 절명하였다. 정려가세워졌다.

●유씨(劉氏)

유경덕(劉景德)의 딸이며 박영헌(朴永憲)의아내이다. 18세때 남편이 죽고 시부모

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사당을 세웠고 이듬해 남편 상제(祥祭) 때 아들을 맡기고

죽었다. 정려가세워졌다.

●최씨(崔氏)

조상규(趙相奎)의 아내이다. 25세에남편이 죽었다. 그 때 뱃속에 다섯 달 된 아이

가 있었는데 곡을 하며 맹세하기를, “만약 아들을 낳으면 살 것이고 딸을 낳으면 죽

을 것입니다”하였다. 마침내 딸을 낳자 7일 동안 먹지 않다가 죽었다. 이 사실이 조

정에 알려졌으나정려문을 받지못하여 사람들이 이를애석하게 여겼다.

●이씨(李氏)

선비 심성기(沈性基)의 아내이며 이택민(李宅民)의 딸이다. 18세에 시집가서 시어

머니를 극진히 섬겼다. 남편이 황달병에 걸리자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매일 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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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빌었다. 똥을 맛보며 병세를 살폈고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 결국 남편이 죽자 시

어머니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누대로 제사를 모셨는데 아직 혈육이 없으니 불효가

막대합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사당을 세워주기 바랍니다”하고는 음식을 끊고 자결

하였다. 세상사람들이 예로부터 드문 열녀의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씨(李氏)

선비 이동길(李東吉)의 아내이다. 부부가 똑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났다. 이씨는 일

찍이 맹세하기를, “우리 부부는 같은 시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도 같이 해야 한

다”라고 하였다. 겨우 나이 3 0에 남편이 불행하게도 병에 걸리자 자신이 대신 아프

기를 하늘에 빌었다. 결국남편이 죽자 바로 그 날 약을 먹고 함께 죽었다. 세상에서

는 만고의 탁월한 열녀라 하였다.

●최씨(崔氏)

선비 김익수(金益秀)의 아내이다. 만삭의 잉태한 몸으로 남편과 함께 강을 건너는

데 성난 소 한 마리가 남편을 받아서 강에 빠뜨리고 말았다. 최씨가 가마 밖으로 뛰

어나와 하늘에 우러러 소리치고는 함께 물 속에 빠졌다. 한참 뒤에 2리 밖에서 그들

을 건졌으나 남편을 껴안은 채 함께 숨이 멎어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모두 살아났

고 마침내 낙태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 세상에서는 하늘이 낳은 열녀의 행실이라

하였다.

●이씨(李氏)

선비 차효일(車孝一)의 아내이며 이상권(李尙權)의 딸이다. 남편이 마침 전염병에

걸리자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하늘에 빌었으나 결국 구하지 못하고 죽었다. 시신을

안고 곡을 하며 자신도 죽을 것을 맹세하였다. 그러나 나이 많은 시할아버지와 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도록 친척이 일렀다. 이씨는 그렇게 여기고 시종일관 모두

직접 간검(看檢, 시신을 보살피고 염습하는 것)하였다. 산소를 개토하는 날 음식을

끊고 제례를 올렸으며, 모든 일을 직접 행하였다. 그날 밤 제사를 올린 뒤 하인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땅에 묻힌 날에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음독하여 죽었다. 고

을 사람들이 열녀의 행실에 탄복하였다.

●김씨(金氏)

선비 심노욱(沈魯旭)의 아내이며 김익주(金益周)의 딸이다. 시집가서 변함없는 예

절로서 남편을 섬겼고 극진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겼다. 시어머니가만성 질병으로

1 0년을 고생하다 반신불수가 되었다. 김씨가 병간호와 약짓기를 해도 효험이 없자

자신의 다리 살을 베어 드시게 하니 마침내 나았다. 세상에서는효행과 열녀행을 완

전히 겸비했다고 칭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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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徐氏)

안상훈(安尙勳)의아내이다. 남편의대상(大祥) 때에목을 매고죽었다.

●정씨(鄭氏)

장민석(蔣玟錫)의아내이다. 남편이죽은 날 약을 먹고 죽었다.

●김씨(金氏)

3효자 선무랑(宣務郞) 김응규(金應奎)의9세 손이자 이구(利九)의 딸이며, 선비 이

순중(李淳中)의 아내이다. 남편이 학질에 걸려 여러 달 온갖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

다. 마침내 허벅지 살을 베어서 살렸다. 또 함께 전염병에 걸려 고통을 겪은 적이 있

는데 9일 만에 남편이 죽었다. 대렴(大斂)한 다음 날 겨우 땀을 흘리며 남편이 운명

한 것을 알았다. 염을헤치고 칼을 들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남편 입에 갖다 대

니 다시 살아났다. 이리하여2 0년을 함께 살았다.

5. 문무과목(文武科目)2 1 )

1) 문과

박추(朴諏) : 박윤웅의후손. 한주사(韓州事) .

양희지(楊稀枝) : 성종때 급제. 대사헌(大司憲) .

김인후(金麟厚) : 중종때 급제. 문묘(文廟)에배향되었다.

배세륜(裵世綸) : 찰방(察訪) .

장희춘(蔣希春) : 장예원사평(掌隷院司評) .2 2 )

이근오(李覲吾) : 이예의후손. 진사시에 이어 증광문과에 급제. 사헌부 지평(司

憲府持平). 학문을 일찍 성취하고 행실의리가 뛰어남. 어려서

벼슬살이를 시작하여늙기 전에 관직에서물러났다. 석천정(石

川亭)을 지어 학문을 장려하고 유학을 일으키며 사학(邪學)을

배척하였다. 연꽃을 읊은 시가 있다. “연꽃은 흙탕물에서 피어

도 더럽지 아니하고, 자연에 파묻힌 군자는 홀로 아름답구나

(花出�泥猶不染 天然君子獨亭亭) .”영남에서사학(邪學)을 물

리친 유일한 인물이다. 호는죽오(竹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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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 항에서는 읍지에기재된 대로 문·무관의 직명을 나열한다.

22) 배세륜과장희춘은 원래 문과 출신은 아니다.



이석진(李錫瑨) : 이근오의현손자. 동당(東堂: 식년시나증광시 합격자) .

2) 무과

이종실(李宗實) : 이예의아들. 수사(水使)

이직무(李直武) : 이예의손자. 군자감정(軍資監正)

이직겸(李直謙) : 이예의손자. 군자감판사(軍資監判事)

이직수(李穗) : 이예의 증손자. 익위(翊衛)

이직조(李稠) : 이예의 증손자. 참군(參軍)

박유인(朴有仁) : 부사(府使)

박유경(朴有敬) : 군수(郡守)

이변림(李變林) : 훈련정(訓鍊正)

서인충(徐仁忠) : 첨사(僉使)

박봉수(朴鳳壽) : 포도대장(捕盜大將)

박봉서(朴鳳瑞) : 훈련정(訓鍊正)

박홍춘(朴弘春) : 현감(縣監)

박진남(朴震男) : 훈련정(訓鍊正)

박유장(朴有章) : 군수(郡守)

김직우(金瑀) : 목사(牧使)

이겸수(李謙受) : 판관(判官)

전응충(全應忠) : 우후(虞侯)

이응춘(李應春) : 부장(部將)

이경연(李景淵) : 판관(判官)

이한남(李翰南) : 첨사(僉使)

박응탁(朴應琢) : 부호군(副護軍)

전직영(全 ) : 판관(判官)

박직손(朴孫) : 훈련판관(訓鍊判官)

윤홍명(尹弘鳴) : 형조좌랑(刑曹佐郞)

김직흡(金洽) : 현감(縣監)

김직연(金演) : 군자감정(軍資監正)

이승금(李承金) : 훈련원도정(訓鍊院都正)

김순경(金順卿) : 훈련첨정(訓鍊僉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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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처겸(高處謙) : 훈련원정(訓鍊院正)

이인상(李仁常) : 부장(部將)

이의립(李義立) : 부사(府使)

박언복(朴彦福) : 첨정(僉正)

안신명(安信命) : 동중추(同中樞)

전영방(田永芳) : 선전(宣傳)

이계수(李繼秀) : 판관(判官)

박경열(朴慶悅) : 주부(主簿)

박홍권(朴弘權) : 군수(郡守)

박홍신(朴弘信) : 수문장(守門將)

박세견(朴世堅) : 현감(縣監)

박세린(朴世�) : 군수(郡守)

박지변(朴之�) : 군수(郡守)

박지영(朴之榮) : 군수(郡守)

김유성(金有聲) : 현감(縣監)

박계숙(朴繼叔) : 부사(府使)

박취문(朴就文) : 영장(營將)

이경민(李景敏) : 봉사(奉事)

이준발(李駿發) : 이겸수(李謙受)의아들. 군자감정(軍資監正)

이의지(李依址) : 장예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

김홍윤(金弘潤) : 장예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

이직위(李�) : 선전(宣傳)

이직형(李�) : 현감(縣監)

김경휘(金景輝) : 지추(知樞)

김직효(金斅) : 군수(郡守)

전직근(田根) : 주부(主簿)

박몽득(朴夢得) : 군수(郡守)

윤임중(尹任重) : 오위(五衛)

박만수(朴萬壽) : 현감(縣監)

이석종(李碩宗) : 수문장(守門將)

이숭복(李崇福) : 부장(部將)

이인립(李仁立) : 첨정(僉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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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朴慶殷) : 우후(虞侯)

이숭헌(李崇獻) : 부장(部將)

이경용(李景溶) : 훈련원정(訓鍊院正)

이경양(李景洋) : 수문장(守門將)

박이명(朴而�) : 병사(兵使)

박이돈(朴而暾) : 우후(虞侯)

안구명(安龜命) : 선전(宣傳)

이이환(李爾桓) : 수문장(守門將)

이공여(李公輿) : 첨사(僉使)

이직엽(李燁) : 선전(宣傳)

배두추(裵斗樞) : 판관(判官)

이인구(李仁求) : 선전(宣傳)

이시강(李時綱) : 첨사(僉使)

김윤룡(金潤龍) : 첨사(僉使)

박민신(朴敏信) : 영장(營將)

이광연(李光然) : 현감(縣監)

이유백(李惟伯) : 선전(宣傳)

김중형(金重珩) : 찰방(察訪)

윤경신(尹慶莘) : 참판(參判)

류순봉(柳舜鳳) : 호군(護軍)

이석로(李碩老) : 현감(縣監)

이제한(李梯漢) : 현감(縣監)

류동휘(柳東輝) : 첨정(僉正)

이상익(李相益) : 선전(宣傳)

이유강(李惟綱) : 훈련원봉사(訓鍊院奉事)

이득곤(李得坤) : 판관(判官)

이여익(李汝翼) : 현감(縣監)

김중태(金重泰) : 지추(知樞)

이민태(李敏泰) : 만호(萬戶)

서명국(徐命國) : 현감(縣監)

이운춘(李運春) : 만포첨사(滿浦僉使)

이지연(李志淵) : 이운춘의아들. 부사(府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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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李昇淵) : 이지연의동생. 부사(府使)

이진연(李晋淵) : 이승연의4촌동생. 선전(宣傳)

이여회(李汝檜) : 훈련원정(訓鍊院正)

류환기(柳煥基) : 호군(護軍)

이달화(李達和) : 이승연의아들. 현감(縣監)

윤기채(尹璣采) : 감찰(監察)

이지화(李之華) : 호군(護軍)

이신화(李莘和) : 이진연의아들. 경력(經歷)

김윤국(金潤國) : 현감(縣監)

안자겸(安自謙) : 동지중추(同知中樞)

김흥수(金興守) : 현감(縣監)

허직장(許 樟) : 현감(縣監)

한동운(韓東運) : 수문장(守門將)

이일화(李一和) : 이지연의아들. 부장(部將)

박두진(朴斗鎭) : 효력부위(�力副尉)

엄계생(嚴繼生) : 충의공(忠毅公) 엄흥도(嚴興道)의7세손. 호군(護軍)

최동필(崔東弼) : 첨사(僉使)

정남섭(鄭南�) : 주부(主簿)

김덕곤(金德坤) : 오위(五衛)

박장은(朴長殷) : 부사(府使)

오석로(吳碩魯) : 호군(護軍)

오세로(吳歲魯) : 오위(五衛)

이우룡(李遇龍) : 부호군(副護軍)

김희조(金希祚) : 용양위부호군(龍�衛副護軍)

김만필(金晩弼) : 판관(判官)

안광택(安光宅) : 호군(護軍)

심한충(沈漢忠) : 판관(判官)

김계하(金啓河) : 오위장(五衛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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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사(蔭仕)2 3)

이종근(李宗根) : 이예의아들. 생원(生員). 현령(縣令)

이직검(李直儉) : 이예의손자. 제릉참봉(齊陵參奉)

이직강(李直剛) : 이예의손자. 봉사(奉事)

이직유(李直柔) : 이예의손자.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

이세형(李世衡) : 이예의증손자. 군자감판사(軍資監判事)

이하손(李夏孫) : 이직검의아들. 봉사(奉事)

고사윤(高斯閏) : 선절장군의흥호군 왕어사(宣節將軍義興護軍王御史)

이세권(李世權) : 이직유의아들. 봉사(奉事)

이직림(李霖) : 이하손의아들. 참봉(參奉)

이직학(李鶴) : 이세형의아들. 봉사(奉事)

이직봉(李鳳) : 이예의 5세손. 판결사(判決事)

이은번(李殷蕃) : 이림의아들. 주부(主簿)

고강수(高岡壽) : 고사윤의손자. 현감(縣監)

김치행(金致行) : 목사(牧使)

이우춘(李遇春) : 이예의5세손. 직장(直長)

윤익창(尹益昌) : 윤홍명의손자. 직장(直長)

류직정(柳汀) : 류광선의아들. 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

이겸익(李謙益) : 군자감봉사(軍資監奉事)

류영춘(柳榮春) : 류정의아들. 군수(郡守)

류백춘(柳伯春) : 류정의조카. 판관(判官)

안직제(安悌) : 안신명의아들. 참봉(參奉)

안몽현(安夢賢) : 안신명의증손자. 참봉(參奉)

류관필(柳觀弼) : 류정의8세손. 병조정랑(兵曹正郞)

이시복(李時馥) : 이응춘의손자. 군자감정(軍資監正)

이장찬(李璋燦) : 이근오의손자. 생원. 병술년에금부도사(禁府都事)에제수

박경수(朴京壽) : 현감행돈령도정(縣監行敦令都正)

박용복(朴容復) : 진사(進士). 북부도사(北部都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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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사란 과거가아닌, 선조의공훈으로 오른 관직을말한다.



7. 사마(司馬)24) 

송직도(宋滔) : 생원(生員)

이종근(李宗根) : 생원

양희지(楊稀枝) : 진사(進士)

이동영(李東英) : 이예의후손. 생원

김방한(金邦翰) : 김윤룡의손자. 생원

박세도(朴世�) : 생원

박수항(朴粹恒) : 생원

이문구(李文耉) : 이예의후손. 생원

박망구(朴望久) : 생원

김성중(金聲重) : 진사

유문준(劉文濬) : 진사

류학중(柳學中) : 진사

이준민(李俊民) : 이예의후손. 진사

이근오(李覲吾) : 이예의후손. 진사

윤병이(尹秉�) : 윤홍명의7세손. 생원

윤병호(尹秉顥) : 윤병이의형. 진사

변기수(卞�修) : 진사

이장찬(李璋燦) : 이예의후손. 생원

조직표(趙�) : 생원

이용수(李龍修) : 진사

이기연(李�淵) : 이응춘의후손. 진사

이규룡(李奎龍) : 생원

이승혁(李升爀) : 이예의후손. 생원

이규로(李奎魯) : 이예의후손. 이규룡의형. 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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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기서의사마는사마시(司馬試)를말한다. 생원(生員)을뽑는생원시와진사(進士)를뽑는진사시를합쳐사마시라

하였다. 



8. 명환(名宦)

●정포(鄭�)

본관은 청주. 호는 설곡(雪谷). 고려 충혜왕 때 좌간의(左諫議)직을 사임하고 집에

머물렀다. 주위에서 그를 참소하자 원(元)으로 도망가서 천자의 동생을 보좌하려

했는데, 조정에서 그를 울산지군(蔚山知郡)으로 폄하시켰다. 이곡(李穀)과 함께

시를 지으며 대장부의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은(李殷)

조선 태조 때 지군사(知郡事)가되었다. 왜구가학성을 공격하고 그를 일본으로 잡

아갔다. 끝내 굴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자 일본인들이 탄복하여 송환해 주었다. 벼

슬은 관찰사에 이르렀다.

●김종직(金宗直)

밀양인. 호는점필재(�畢齋). 울산의통판(通判)2 5 ). 병마절도사와함께 입암(立巖)

에서 놀면서 시를 남겼고, 또 태화루(太和樓) 제목의 시를 지었다. 백성을 다스리

면서 선정을 베풀어 고을사람들이그를 기리고 있다.

●박복경(朴復卿)

성종 때 사람으로 부사26) 시절에 태화루를 중수하였다. 서거정(徐居正)의 기록에

남쪽으로 부임해온 자로서 울산을 훌륭하게다스렸다고 하였다.

●이제신(李濟臣)

호는 청강(淸江). 군수로서백성을 교화있게 다스려 형제가 쟁송을 해도 효성과 우

애로써 공론을 세워 곧 그치게 하였으며, 법도 있게 다스려 문장(文章)과 기절(氣

節)이 설곡 정포와 같았다.

●김태허(金太虛)

밀양인. 임란 이전 만호(萬戶)로서 임시 군수가 되어 적군을 토벌한 공을 세웠다.

이어 실제 군수로 임명된 후 울산에 병영(兵營)이합속되면서 다시 병마사(兵馬使)

가 되었다.

●곽재우(郭再祐)

현풍인. 임란 때 적을 토벌한 공을 세워 병사 겸 부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후

에 벼슬이 감사(監司)에이르렀다. 호는망우(忘憂)이며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인

물

5 3 3

25) 김종직은울산의 통판이 아닌 경상도 좌병영의 병마평사를 지냈다. 

26) 성종 당시는 울산군이었으므로 부사가 아닌, 군수라해야 옳다.



●손기양(孫起陽)

밀양인. 문무를겸비하였고 선정을 베풀었다. 알안당( 岸堂) 기문이있다.

●정기룡(鄭起龍)

상주인. 임란 때 적을 토벌한 공으로 병사 겸 부사가 되었다가 정미년(선조 4 0년,

1 6 0 7 )에 체직(遞職)되었다. 계축년(광해군5년, 1614)에 다시 임용되어 통제사(統

制使)가되었다.

●도신수(都愼修)

대구인. 호는 지암(止巖). 어시(魚市)의 수세를 혁파하고 8조를 만들어 고을 자제

들을 가르쳤다. 곡식 2 5 0석을 비축하여 진휼용으로 삼았다. 인조 때 내구마(內�

馬) 1필을상으로 받았다. 고을내 장시옆에 선정비가있다.

●박만보(朴萬普)

충주인. 다스리고 교화함이 두루 미쳤다. 물선(物膳)을 덜어주고 지역(紙役)을 간

소하게 해주어 고을 사람들이은혜를 기려서 철비를 세웠다.

●윤지태(尹志泰)

고을의 고질적인 폐막을 제거하고 군마전(軍馬錢)과 물화를 싣는 소를 마련하였

다. 헐린 보(洑)와 부서진 저수지를 수리하고 객사(客舍)와 장대(將臺)를다시 지었

다. 무릇 처리한 업적들을 모두 기릴 수 없을 따름이다.

●조재선(趙載選)

민폐를 먼저 살펴 월름(月�: 매월 받는 녹미)을 내어 각 면에 분급해서식리(殖利)

하게 하여 연역전(煙役錢)과신구 쇄가(刷價)를납부하게 하였다. 또 1 0 0냥을 가지

고 춘추 석전제(釋奠祭) 비용에 보태게 하고, 300여 냥을 가지고 인리(人吏) 노령

(奴令) 승역(僧驛)의사역에 보태게 하였다. 이에 온 고을 사람들이 기뻐하여 칭송

하는 소리가 널리 퍼져 비석을 세웠다.

●조진선(趙鎭宣)

고을민들의 폐막과 해세(海稅)의 폐단을 제거하였다. 관청의 화재에 비용을 마련

하여 새로 건축하고, 각면의 보폐전(補弊錢)을식리한 것이 만여 금(金)이었다. 칭

송하는 소리가 고을에 자자하였다.

●박종민(朴宗民)

부임하여3년 동안 베푼 정치로 고을에 평안을 가져왔다. 창고의조세 7 0 0석을 가

지고 고을민의 폐막에 보충하고, 또 구황조(救荒租) 1,000포(包)를마련하여 굶주

린 자들을 진휼하였다. 이어3 5 0냥을 내어양사재(養士齋)를창설하여 선비들에게

학문을 하게 하였다. 이에 민정이 편안해지고 유학의 교화가 크게 행해져 선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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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비를 세웠다.

●유석주(兪碩柱)

거듭된 흉년으로 마을과 전토가 황폐해져 민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상

황을 조사 파악하여 각 면에 알려 유민들을 불러모아 1 , 0 8 5냥을 내어 소 4 9마리

를 사서 각 면에 나누어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징수되지않는 환포(還布)와없어지

지 않는 호역(戶役)을경감시켜 주었고, 또3 0년의 황폐함을 2 0 0냥을 내어 식리보

용하게 하여 구휼하였다. 이에 아전들과 민들이 입을 모아 스스로 비석을 세워 덕

을 기렸다.

●김기현(金箕絢)

고을민의 폐막을 두루 살펴 녹봉을 내어 처리하거나 혹은 힘써 마련한 것이 모두

3 , 4 0 0여 냥이나 되었다. 시탄(柴炭, 연료조달 부담)을 바로 잡고 민렴(民斂, 민으

로부터 거두는 조세)을 혁파하고, 물가의유실된 땅에 대한 조세를 탕감해준 것 등

이루 다 기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향교, 서원, 제단, 사묘의무너진 곳을 다시 짓

고, 향교의 향례제복(享禮祭服)을 새로이 7건을 만들었다. 고을민들이 덕을 기리

고 사림들이 덕화를 입어 비각을 지어불망비를 세웠다.

9. 환적(宦蹟)2 7 )

●김종직(金宗直) : 통판(通判)

●정포(鄭�) : 지군(知郡)

●이은(李殷) ●손광연(孫光衍) ●박선(朴善) ●박복경(朴復卿) ●김급(金及) ●선헌(宣

憲) ●이세림(李世琳) ●이우(李友) ●장효범(蔣孝範) ●신방좌(愼邦佐) ●이희백(李希

伯) ●최계훈(崔繼勳) ●신국량(申國樑) ●김한경(金漢卿) ●서극일(徐克一) ●곽익(郭

�) ●이구인(李求仁) ●배덕문(裵德文) ●이제신(李濟臣) ●임희무(林希茂) ●김일준(金

逸駿) ●정인관(鄭仁寬) ●이언유(李彦愉) ●조천령(曺千齡) ●손영제(孫英濟) ●최경장

(崔慶長) ●민충남(閔忠男) ●김복일(金復一) ●이영(李瑩) ●정인귀(鄭仁貴) ●김우고

(金友皐) ●이언함(李彦�) ●김응서(金應瑞, 겸부사, 1599~1599) ●곽재우(郭再佑,

1599~1600) ●박의장(朴毅長, 가선, 1600~1601) ●김택룡(金澤龍, 판관, 1601~160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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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울산읍지』( 1 8 9 9년 간행)에는 환적(宦蹟)조가 없으므로『울산부읍지』( 1 8 3 2년 간행)를 이용하여 보충하였

다. 그 중에는 앞 항목의 명환(名宦)조의 인물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조선전기의 인물은 명단만 있고

내용사항은 없으나 임진왜란 이후의 인물은 재임한 시기가 간지(干支)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서기연

도로 바꾸어기록하기로 한다.



●이영(李英, 가선, 1601~1602) ●손기양(孫起陽, 1602~1602) ●김태허(金太虛, 겸

부사, 1602~1604) ●민여임(閔汝任, 판관, 1603~1603) ●윤안국(尹安國,

1603~1604) ●김응서(金應瑞, 겸부사, 1604~1606) ●조성립(趙誠立, 판관,

1605~1605) ●윤홍국(尹弘國, 1605~1606) ●정기룡(鄭起龍, 겸부사, 1606~1607)

●송광정(宋光廷, 판관, 1606~1607) ●이수(李璲, 겸부사, 1607~1608) ●오여발(吳

汝撥, 판관, 1607~1610) ●박의장(朴毅長, 겸부사, 1608~1610) ●이정표(李廷彪, 절

충장군, 1610~1612) ●남탁(南晫, 판관, 1610~1611) ●배대유(裵大維, 1610~1611) ●

김식(金湜, 1612~1612) ●이간(李侃, 판관, 1612~1612) ●박의장(朴毅長, 1612~1613)

●신의립(辛義立, 판관, 1613~1614) ●정기룡(鄭起龍, 부사, 1613~1614) ●우치적(禹

致績, 가선, 1614~1616) ●최홍재(崔弘載, 판관, 1614~1614) ●전의일(全義一,

1615~1616) ●고상안(高尙顔, 1616~1617) ●최전(崔�, 1617~1617) ●윤경득(尹敬

得, 부사, 1617~1618) ●류간(柳澗, 자헌, 1618~1619) ●이순민(李舜民, 1621~1621)

●박사제(朴思齊, 1621~1623) ●이극신(李克信, 당상, 1623~1623) ●송극인(宋克�,

당상, 1623~1624) ●민여검(閔汝儉, 당상, 1624~1627) ●조명욱(曺明�, 당상,

1627~1627) ●홍명형(洪命亨, 1627~1629) ●박명부(朴明�, 1630~1631) ●이필달

(李必達, 1631~1633) ●한은(韓 , 1633~1636) ●오섬(吳暹, 1636~1636) ●이후천

(李後天, 1636~1638) ●맹세형(孟世衡, 1638~1641) ●이래(李崍, 1642~1643) ●도

신수(都愼修, 1643~1648) ●이상렴(李尙 , 당상, 1648~1648) ●노준명(盧俊命,

1648~1651) ●김하량(金厦樑, 1651~1653) ●윤세임(尹世任, 1653~1656) ●신홍망

(申弘望, 1657~1657) ●김종일(金宗一, 1657~1658) ●김종필(金宗泌, 1658~1658)

●김운장(金雲長, 1659~1659) ●정시성(鄭始成, 1659~1659) ●이후석(李後奭,

1660~1662) ●전명룡(全命龍, 1662~1663) ●정승명(鄭承明, 1663~1665) ●조여수

(趙汝秀, 1665~1665) ●남천택(南天澤, 1665~1666) ●류지립(柳志立, 1666~1669)

●정지호(鄭之虎, 당상, 1669~1671) ●홍성구(洪聖龜, 1672~1672) ●박흥문(朴興文,

1672~1673) ●민중로(閔重魯, 1673~1676) ●안구(安垢, 1676~1677) ●임홍망(任弘

望, 1677~1678) ●류담후(柳譚厚, 1678~1680) ●김수오(金粹五, 1680~1681) ●안

한규(安漢珪, 1682~1683) ●이선원(李善源, 1683~1684) ●장진(張�, 1684~1687)

●이국화(李國華, 1687~1689) ●정수준(鄭壽俊, 1689~1691) ●남필성(南弼星, 당상,

1691~1694) ●박신지(朴身之, 1694~1694) ●김호(金灝, 1695~1695) ●성진(成瑨,

1695~1696) ●성호신(成虎臣, 1696~1697) ●홍중주(洪重周, 1698~1698) ●성석기

(成碩夔, 1699~1700) ●김시경(金始慶, 1701~1702) ●나학천(羅學川, 1702~1703)

●강세보(姜世輔, 1703~1704) ●박두세(朴斗世, 1704~1705) ●류봉징(柳鳳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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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709) ●정필동(鄭必東, 1709~1710) ●박징(朴澄, 1710~1712) ●심당(沈 ,

1712~1713) ●최경식(崔慶湜, 1713~1714) ●송도함(宋道涵, 1714~1715) ●정동후(鄭

東後, 1715~1716) ●박만보(朴萬普, 1716~1719) ●이심(李深, 1719~1720) ●홍상빈

(洪尙賓, 1721~1723) ●경성회(慶聖會, 1723~1725) ●안서우(安瑞羽, 1725~1726)

●이만유(李萬維, 1726~1728) ●김시빈(金始�, 1728~1729) ●이광식(李光湜,

1729~1731) ●윤취함(尹就咸, 1731~1733) ●안경운(安慶運, 1733~1735) ●권상일

(權相一, 1735~1738) ●이의종(李義宗, 1739~1741) ●정광운(鄭廣運, 1742~1742)

●윤지태(尹志泰, 1742~1744) ●이광부(李光溥, 1745~1745) ●유언통(兪彦通:

1745~1746) ●윤득징(尹得徵, 1746~1747) ●이섭원(李燮元, 1747~1747) ●이광식

(李光湜, 1747~1749) ●박담(朴 , 1749~1750) ●이광직(李光�, 1750~1751) ●남

학종(南鶴宗, 1751~1753) ●박창윤(朴昌潤, 1753~1755) ●안복준(安復駿,

1755~1756) ●정간(鄭幹, 1756~1756) ●민광우(閔光遇, 1756~1756) ●심각(沈 ,

1756~1757) ●조경(趙擎, 1757~1758) ●남유용(南有容, 가선, 1758~1759) ●안윤행

(安允行, 당상, 1759~1759) ●임과(任�, 1759~1761) ●홍익대(洪益大, 1761~1764)

●조재선(趙載選, 1764~1769) ●신경조(申景祖, 1769~1774) ●윤득림(尹得霖,

1774~1776) ●김우(金愚, 1776~1780) ●홍익철(洪益喆, 1780~1783) ●이재형(李在

亨, 1783~1783) ●오재문(吳在文, 1783~1784) ●이동빈(李東賓, 1785~1785) ●심

공예(沈公藝, 1785~1787) ●유한위(兪漢緯, 1787~1788) ●이원채(李元采,

1788~1789) ●정재원(丁載遠, 1789~1790) ●이민형(李敏亨, 1791~1793) ●정동협

(鄭東�, 1793~1794) ●이의일(李義逸, 1794~1795) ●정창기(鄭昌期, 1795~1795)

●이성중(李性重, 1796~1796) ●이정인(李廷仁, 1796~1801) ●홍병주(洪秉周,

1801~1804) ●임성운(林性運, 1804~1806) ●유은주(兪殷柱, 1806~1809) ●조진선

(趙鎭宣, 1809~1811) ●이희(李�, 1811~1813) ●서낙수(徐洛修, 1813~1813) ●박종

민(朴宗民, 1814~1816) ●유한식(兪漢寔, 1816~1817) ●서유이(徐有�, 1818~1819)

●이의열(李義悅, 1820~1820) ●조함영(趙咸永, 1820~1821) ●이종우(李種祐,

1821~1823) ●이헌주(李憲周, 1823~1825) ●조제인(趙濟仁, 1825~1827) ●원석범

(元錫範, 1827~1828) ●송종수(宋宗洙, 1828~1829)

<변광석, 울산대학교역사문화학과강의전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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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언양지역1 )

1. 명환(名宦)

●서거광(徐居廣)

조선 세종 때 현감을 지냈고 맑은 덕으로 고을민을 사랑하였다.

●이담룡(李聃龍)

부임하여토성을 석성으로 고쳐쌓았다.

●임훈(林薰)

호는 갈천(葛川). 1566년(명종2 1년)에 부임하여 유학의 교화를 크게 행하였다.

●어영담(魚泳潭)

현감 재임시절임금에게충성하고 백성을 지킨공이 있다.

●이응명(李應明)

1 6 1 2 (광해군 4년) 언양이현(縣)으로다시 설치될 때 부임하였다.

●신가귀(申可貴)

맑은 덕으로 선정을 베풀었다.

●이홍기(李弘箕)

맑은 덕으로 고을민을사랑하였다.

●조사윤(曺士允)

선정을 베풀고 고을민을사랑하였다.

●강응(姜膺)

학문을 일으키고고을민을 사랑하였다.

●이홍매(李弘邁)

열성을 다해 민을 고통에서 구하여 애민정신을남겼다.

●조유석(趙裕錫)

학문을 중시하고정치에 힘쓰며 근검 절약하여온갖 폐단을 없앴다.

●송광림(宋光林)

예의로써아랫사람들을인도하고 고을민들을불쌍히 여겼다.

전
통
문
화

5 3 8

1) 『언양읍지(彦陽邑誌)』( 1 9 1 9년 간행)를 저본으로 하여 번역하면서, 『언양읍지』( 1 8 3 2년) 등 기타 관련 사료들

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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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李基命)

재난을 구제하고 세금을 경감시켜 고을민들이은혜를 입었다.

●이안세(李安世)

정치를 공명하고 청렴 간소하게 하여 자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고을민들을 배부

르게 하였다.

●이사순(李思順)

정치를 엄명하게 하여 그 혜택이 고을민들에게미쳤다.

●오석종(吳碩宗)

학문을 일으키고 농업을 권장하였다.

●김헌조(金憲祖)

6년3개월 동안관리로서 고을민들의 일을 늘 생각하였다.

●변홍규(邊弘圭)

6년동안 유학을 크게 교화하였다.

2. 환적(宦蹟)2) 

●서거광(徐居廣) ●이담룡(李聃龍, 1560~?) ●임훈(林薰, 1566~?) ●황선(黃瑄,

1578~?) ●주토호(朱土豪) ●서시중(徐時重) ●어영담(魚泳潭) ●위덕화(魏德和,

1599~?) ●김태허(金太虛) ●이응명(李應明) ●금덕화(琴德和, 1612~1617) ●이시망

(李時望, 1617~1618) ●이유(李瑜, 1618~1619) ●신방로(辛邦櫓, 1619~1621) ●심대

항(沈大恒, 1621~1621) ●박유건(朴惟健, 1621~1621) ●양두남(梁斗南, 1621~1622)

●서항(徐恒, 1622~1623) ●김영(金瀅, 1624~1626) ●조철(趙澈, 1626~1629) ●김

녕(金寧, 1629~1632) ●이사규(李士珪, 1632~1633) ●곽용백(郭龍伯, 1633~1634)

●이흥업(李興業, 1634~1635) ●장원(張遠, 1635~1637) ●김찬(金瓚, 1637~1640)

●기효종(奇孝淙, 1640~1643) ●김흥조(金興祖, 1643~1644) ●신가귀(申可貴,

1644~1644) ●김익견(金益堅, 1644~1647) ●황녕(黃寧, 1647~1647) ●신경로(辛景

輅, 1647~1648) ●이홍기(李弘箕, 1648~1650) ●최천인(崔千�, 1650~1652) ●정

2) 여기에 나오는 기록은 언양현감을 지낸 인물의 명단이다. 인물 중에는‘견상(見上)’이라 하여 단순히「명환

(名宦)」조의 기록과 같다는표현이나, 단순히 부임한 해와 교체된 해의 간지(干支)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명단만 있고 부임과교체의 연도를알 수 없는 경우도있다. 교체는임기를채우고 물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중간에 파직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교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간지(干支)로 기록된 재임연도를 알기

쉽게 서기연도로 바꾸어 기록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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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鄭之屛, 1652~1655) ●권희(權曦, 1655~1657) ●한세웅(韓世雄, 1657~1658)

●조사윤(曺士允, 1658~1659) ●최국성(崔國成, 1659~1660) ●이창주(李昌胄,

1660~1662) ●남용찬(南勇贊, 1662~1663) ●송극제(宋克悌, 1665~1666) ●강응(姜

膺, 1666~1671) ●김위(金渭, 1671~1671) ●정이걸(丁以傑, 1671~1676) ●이성우(李

聖雨, 1676~1678) ●안세주(安世柱, 1679~1680) ●조복한(趙復漢, 1680~1681) ●

박희세(朴熙世, 1681~1682) ●송규(宋揆, 1683~1684) ●최세선(崔世選,

1685~1686) ●신여항(申汝沆, 1686~1687) ●조원양(趙元陽, 1688~1691) ●장격(張

格, 1692~1693) ●장효원(張孝源, 1694~1695) ●이홍매(李弘邁) ●조유석(趙裕錫) ,

●오재도(吳再道, 1701~1703) ●이후열(李後悅, 1703~1706) ●김규(金葵,

1706~1707) ●유대의(劉大義, 1707~1708) ●송광림(宋光林, 1708~1711) ●소정우

(蘇正宇, 1711~1711) ●김성옥(金聲玉, 1711~1712) ●이기명(李基命, 1712~1715) ●

모일성(牟一成, 1715~진해로 부임) ●구만리(具萬理, 1716~진해에서 옴) ●이만대

(李晩大, 1716~1718) ●이태망(李台望, 1718~1723) ●이광형(李光炯, 1723~?) ●이

안세(李安世) ●한이석(韓爾錫, 1737 정사~1739 기미) ●이사순(李思順) ●이의태(李

宜泰, 1730~1733) ●홍윤원(洪胤源, 1733~1733) ●류문룡(柳文龍, 1733~1735) ●

오석종(吳碩宗) ●박선(朴銑, 1738~1740) ●류한주(柳漢柱, 1741~1741) ●조정우(趙

廷佑, 1741~1742) ●주표(朱杓, 1742~1747) ●장제상(張齊尙, 1747~1750) ●김내

연(金乃衍, 1750~1752) ●김득성(金得�, 1752~1754) ●윤수태(尹守泰,

1755~1755) ●정량필(鄭亮弼, 1755~1755) ●김천상(金天相, 1756~1758) ●박사공

(朴思恭, 1758~1758) ●상우택(尙雨澤, 1761~1762) ●홍륜(洪�, 1762~1764) ●홍

성(洪晟, 1764~1765) ●이득준(李得駿, 1766~1769) ●성기주(成箕柱, 1769~1770)

●임세재(林世載, 1770~1772) ●여선태(呂善泰, 1772~1775) ●박장헌(朴長�,

1775~1779) ●김봉현(金鳳顯, 1779~1781) ●이언신(李彦愼, 1781~1785) ●권정우

(權正遇, 1785~1786) ●이원식(李元植, 1786~1789) ●방처곤(方處坤, 1789~1789)

●정택경(鄭宅慶, 1789~1789) ●오응상(吳應常, 1791~1792) ●이방간(李邦幹,

1792~1797) ●성국민(成國民, 1797~1797) ●한경우(韓景禹, 1797~1799) ●민수현

(閔脩顯, 1800~1802) ●김시필(金時弼, 1802~1805) ●민심석(閔心碩, 1805~1808)

●홍격(洪格, 1808~1809) ●이득현(李得鉉, 1809~1814) ●조경하(曺慶夏,

1814~1815) ●이지(기)수(李芝(夔)秀, 1815~1816) ●이주언(李周彦, 1816~1820) ●

허칭(許稱, 1821~1821) ●성건진(成健鎭, 1822~1824) ●이관복(李寬福,

1824~1824) ●이제원(李濟遠, 1825~1827) ●김달형(金達衡, 1828~1828) ●최홍덕

(崔弘德, 1828~1830) ●이노창(李魯昌, 1830~1831) ●이용구(李龍求, 183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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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언(白致彦, 1833~1833) ●왕희택(王熙澤, 1834~1835) ●임일복(林一馥,

1835~1839) ●성원진(成元鎭, 1839~1840) ●허장(許樟, 1841~1842) ●이민오(李敏

吾, 1842~1846) ●김헌조(金憲祖, 1846~1851) ●박유붕(朴有鵬, 1851~1852) ●변홍

규(邊弘圭, 1852~1857) ●손해원(孫海遠, 1857~1858) ●송희직(宋熙直,

1858~1860) ●남궁농(南宮瀧, 1861~1863) ●이기조(李基祖, 1863~1865) ●서익보

(徐益輔, 1865~1868) ●이문흠(李文欽, 1868~1871) ●이민희(李民熙, 1871~1872)

●허민(許珉, 1872~1872) ●홍우인(洪佑人, 1872~1873) ●정기○(鄭璣○,

1874~1877) ●이용관(李容寬, 1877~1879) ●이만현(李晩鉉, 1879~1880) ●권일규

(權一圭, 1880~1883) ●이계석(李啓錫, 1883~1884) ●이규설(李奎卨, 1884~1886)

●이종림(李鍾林, 1886~1887) ●윤병관(尹秉寬, 1887~1888) ●최봉환(崔鳳煥,

1888~1889) ●윤양대(尹養大, 1889~1890) ●구지현(具志鉉, 1890~1892) ●원용전

(元容銓, 1892~1893) ●윤홍식(尹弘植, 1894~1894) ●정긍조(鄭肯朝, 1894~1896),

이근영(李根榮, 1896~1899) ●최시명(崔時鳴, 1899~1901) ●박봉환(朴琫煥,

1901~1902) ●이인성(李寅聲, 1902~1902) ●이재인(李在寅, 1902~1906) ●이계필

(李啓弼, 1906~1908) ●박무영(朴茂永, 1908~1910) ●김철정(金澈禎, 1910~1914)

3. 인물

●김취려(金就礪)

본관은 언양. 고려 때 음관(蔭官)이 된 후로 대장군까지 올랐으며, 평장사(平章事)

벼슬을 지냈다. 사람됨이 검소하고 정직하며 충의로운 정신이 가득하였다. 거란의

침입으로 강동(江東)지역을 스스로 막아낼 때 기이한 계책을 내어 큰공을 세웠다.

재상격인 시중(侍中)이 되어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고, 엄정한 자세로 아랫사람

을 거느리면서도감히 기만하지 않았다. 시호는위열(威烈)이다.

●김문연(金文衍)

김취려의 증손자이다. 도량이 넓었고 벼슬은 첨의중(僉議中)에 이르렀다. 시호는

영신(榮信)이다.

●김변(金�)

김문연의 동생이다. 성품이 순후하고 꾸밈이 없으며, 공무를 행할 때는 정당하게

하였다. 벼슬은참리(參理)에이르렀다.

●김륜(金倫)

김변의 아들이다. 14세 때 어른처럼 계획성 있게 행동하여 주위에서 그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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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았다. 음서직의 보충으로 관직에 들어온 이후 전직하여 경상도 전라도 도

순문사(都巡問使)를 지냈다. 부하를 지휘하는데 엄정하였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안집시켰다. 충목왕(忠穆王) 때좌정승(左政丞)에제수되었으나얼마 안 가

서 사퇴를청하자상주국언양백(上柱國彦陽伯)에봉하였다. 시호는정열(貞烈)이다.

●김경직(金敬直)

김륜의 아들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사도상주국 언양백(司徒上柱國彦陽伯)에 제

수되었다.

●김희조(金希祖)

김경직의동생이다. 벼슬이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에이르렀다.

●김승구(金承矩)

의지와 행동이 청렴결백하였다. 감찰어사(監察御使)에 제수되었다. 병으로 인해

고향에 돌아와 죽자 백성들이그를 애도하였다.

4. 과목(科目)

●김자(金�)

본관은 언양. 김취려의후손이다. 조선태종 때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이 참판

(參判)에 이르렀다.

●신취(辛鷲)

본관은 영산. 호는 동헌(東軒). 수군절도사신을화(辛乙和)의 증손자이다. 인종 때

성균진사(成均進士) 조산대부(朝散大夫) 행기자전참봉(行箕子殿參奉)이되었다.

●김옥결(金玉潔)

본관은경주. 제숙공(齊肅公) 김곤(金�)의4세손이다. 명종때 진사에합격하였다.

●정윤필(鄭允弼)

본관은동래. 명종때 생원에합격하여벼슬이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에이르렀다.

●김용(金鎔)

본관은 경주. 제숙공김곤의 6세손이다. 선조때 사마시(司馬試)의생원 진사에 모

두 합격하였다.

●서석린(徐錫麟)

본관은 이천. 호는 수오(睡�). 이조참의 서조(徐調)의 6세손이다. 영조 때 성균진

사에 합격하였다. 상산사(商山祠)에향사하였다.

●최재공(崔再珙)



인

물

5 4 3

본관은 경주. 문창공(文昌公) 최치원의 후손이다. 영조 때 진사에 합격하였다. 노

은정(老隱亭)을지었다.

●김용한(金龍翰)

김용의 5세손이다. 자는 운익(雲翼), 호는 염수헌(念睡軒)이다. 정조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초야에 묻혀 있을 때 경학을 잘하여 상을 받았다. 상서 서유린(徐有

隣), 서유방(徐有坊) 등과함께 계사(契社)를통해 학문을 강론 토론하기도 하였다.

문집 2권이 간행되어세상에 전해온다.

●김대걸(金大杰)

본관은 김해. 삼족당(三足堂) 김대유의1 1세손이다. 사마시에합격하였고, 이어 가

선대부 첨지중추부사겸 오위장에 올랐다. 유고집을남겼다.

●공민표(孔玟彪)

본관은 곡부. 자는 선여(善汝), 호는 만송(晩松)이다. 문헌공(文獻公) 공서린(孔瑞

麟)의 1 1세 손이다. 증광시에서 진사에 합격하였고, 이어 가의대부 중추부사 오위

장에 올랐다.

●김경성(金擎成)

본관은 김녕. 자는 ○홍(○洪), 호는 묵와(默窩)이다. 충의공(忠毅公) 백촌 김문기

(金文起)의 1 5세손이다. 증광시에서 9등 진사에 급제하였다. 류응목(柳膺睦)이 그

의 행장을 찬술했는데 유고집에 실려 있다.

5. 사환(仕宦)

●이수방(李秀芳)

본관은 경주. 열헌(悅軒) 이핵(李�)의 1 0세손이다. 구성향교(龜城鄕校)의 교수를

지냈다.

●김자간(金自幹)

본관은 경주. 제숙공김곤의 증손자이다. 호는우은(于隱)이며, 현감을지냈다.

●정포(鄭�)

본관은 동래. 조산대부행훈련판관(朝散大夫行訓鍊判官)을지냈다.

●신을화(辛乙和)

본관은 영산. 신극례(辛克禮)의아들이다. 가선대부 행동래수사(嘉善大夫行東萊水

使)를 지냈다.

●김기(金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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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간의손자이다. 승사랑예빈시직장(承仕郞禮賓寺直長)을지냈다.

●신광윤(辛光胤)

신을화의현손이다. 어모장군행훈련판관(禦侮將軍行訓鍊判官)을지냈다.

●김주(金鑄)

김자간의현손이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지냈다.

●유광서(兪光瑞)

본관은 기계. 영의정유여림(兪汝霖)의현손이다. 훈련판관을지냈다.

●정사충(鄭思忠)

정포의 아들이다. 동의금(同義禁)을지냈다.

●강이성(姜以成)

본관은 진주. 재신(宰臣) 겸 이병부사(吏兵部事)였던 강보(姜寶)의 7세손이다. 훈

련원봉사(訓鍊院奉事)를지냈다.

●이섬(李暹)

이수방의손자이다.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를지냈다.

●정사정(鄭思晶)

정윤필의손자이다. 교리겸 훈련첨정(校理兼訓鍊僉正)을지냈다.

●김언원(金彦元)

본관은 김녕. 감사김문제(金文齊)의8세손이다. 판관(判官)을지냈다.

●정사징(鄭思澄)

정윤필의손자이다. 선교랑행성현도찰방(宣敎郞行省峴道察訪)을지냈다.

●신전(辛�)

신광윤의 아들이다. 통정대부 행명천도호부사(行明川都護府使)를 지냈다. 정치를

잘하여 가선대부를 받았다.

●김경홍(金景弘)

본관은 경주. 사근도찰방(沙斤道察訪)을지냈다.

●윤대붕(尹大鵬)

본관은 파평. 통정대부행훈련원봉사를지냈다.

●정사결(鄭思潔)

정사징의동생이다. 훈련원주부를지냈다.

●김영일(金英鎰)

본관은 김녕. 충의공김문기의후손이다. 서평포만호(西平浦萬戶)를지냈다.

●신훤(辛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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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의 동생이다. 군자감 제관(軍資監制官)을 지냈으며, 공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임금이 지은 양제문(陽祭文)이있다.

●강계현(姜啓賢)

본관은 진주. 문경공(文敬公) 강군빈(姜君賓)의 9세손이다. 금정도 찰방(金井道察

訪)을 지냈다.

●이계영(李繼榮)

본관은 경주. 구례현감을지냈다.

●정홍업(鄭弘業)

정사정의 아들이다. 사근도찰방(沙斤道察訪)을지냈다.

●이지시(李之蒔)

참찬 정종문(鄭宗文)의아들이다. 동중추부사를지냈다.

●이정해(李廷楷)

이섬의 증손자이다. 훈련원주부를지냈다.

●김세위(金世瑋)

김언원의 현손이다. 찰방을지내다가 지사(知事)에올랐다.

●신희원(辛希遠)

통훈대부 행명촌도찰방(行明村道察訪)을지냈다.

●서달언(徐達彦)

본관은 대구. 효력부위수문장(�力副尉守門將)을지냈다.

●박희보(朴熙輔)

본관은 밀양. 진사박태(朴泰)의아들이다. 선전관(宣傳官)을지냈다.

●김광운(金光運)

본관은경주.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의1 2세손이다. 광주중군(廣州中軍)을지냈다.

●장남규(張南奎)

본관은 인동. 부군(府君) 장안세(張安世)의후손이다. 중군토포사를 지냈다.

●김기명(金沂明)

김언원의 후손이다. 첨사이며현감을 지냈다.

●신병곤(辛炳坤)

권관(權管)을하다가 내금위(內禁衛)에올랐다.

●우영규(禹泳圭)

본관은 단양. 제주(祭酒) 우탁(禹倬)의 후손이다. 효력부위 우부장(�力副尉右副

將)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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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金永寬)

본관은 경주. 김자수의후손이다. 찰방을지냈다.

●김홍조(金弘祚)

본관은 김녕. 김문기의후손이다. 우후(虞侯)를지내다가 승지(承旨)에올랐다.

●김영진(金泳鎭)

본관은 안동. 좌승지김영(金瑛)의1 4세손이다. 군수를지냈다.

●이재인(李在寅)

본관은 고성. 용헌(容軒) 이원(李原)의후손이다. 군수를지냈다.

●오병선(吳昞善)

본관은 해주. 군기감오인유(吳仁裕)의후손이다. 경기전령(慶基殿令)을지냈다.

●송태관(宋台觀)

본관은 은진.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의1 2세손이다. 궁내부시종원부경(宮內府

侍從院副卿)을지냈다.

6. 기로(耆老)3 )

●정심(鄭諶)

정윤필의아들이다. 1592년(선조2 5년)에 가선대부중추부사를 받았다. 91세.

●정사신(鄭思信)

정윤필의손자이다. 1603년(선조3 6년)에통정대부용양위부호군을받았다. 81세.

●김운선(金雲善)

김문기의후손이다. 1676년(숙종2년)에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9세.

●김계명(金繼命)

1 6 7 7년(숙종 3년)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90세.

●강봉래(姜鳳來)

강계현의증손이다. 1677년(숙종3년)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90세.

●박영명(朴永命)

송은(松隱) 박익(朴翊)의 7세손이다. 1686년(숙종 1 2년)에 통정대부 용양위 부호

군을 받았다. 87세.

●송처인(宋處仁)

3)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육십을기(耆), 칠십을노(老)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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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宋滔)의 1 0세손이다. 1696년(숙종 2 2년)에 자헌대부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

다. 81세.

●박명소(朴明素)

1 6 9 6년(숙종 2 2년)에 통정대부절충장군을 받았다. 80세.

●김세경(金世璟)

1 6 9 6년(숙종 2 2년)에 통정대부절충장군용양위 부사직을 받았다. 85세.

●최복래(崔福來)

최치원의후손이다. 1696년(숙종2 2년)에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100세.

●백선문(白善文)

1 7 5 6년(영조 3 2년)에 통정대부행용양위부호군을 받았다. 88세.

●김서봉(金瑞鳳)

공호공 김종순(金從舜)의 7세손이다. 1741년(영조 1 7년)에 통정대부 용양위 부호

군을 받았다. 90세.

●김석윤(金碩潤)

1 7 4 5년(영조2 1년)에 가선대부용양위 부호군을받았다. 90세.

●한두일(韓斗一)

청안군의 후손. 1756년(영조3 2년)에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93세.

●강세형(姜世衡)

1 7 5 9년(영조 3 5년)에 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90세.

●류만상(柳萬相)

1 7 7 5년(영조 5 1년)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88세.

●김명하(金明夏)

1 7 7 5년(영조 5 1년)에 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2세.

●유하행(兪夏行)

1 7 7 6년(영조5 2년)에 통정대부 절충장군을 받았다. 83세.

●유태기(兪泰基)

1 7 7 6년(영조5 2년)에 자헌대부 첨지중추부사를받았다. 83세.

●이담창(李淡昌)

1 7 8 4년(정조 8년)에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를받았다. 90세.

●한익명(韓益明)

문정공 한계도(韓繼禱)의 1 0세손이다. 1790년(정조 1 4년)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를 받았다. 83세.



전
통
문
화

5 4 8

●김시명(金始鳴)

1 7 9 0년(정조1 4년)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91세.

●이수대(李守大)

판윤 이지대(李之帶)의 7세손. 1794년(정조 1 8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받았

다. 86세.

●서인벽(徐仁碧)

1 7 9 4년(정조 1 8년)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90세.

●김명재(金鳴再)

1 7 9 8년(정조 2 2년) 가선대부용양위 부호군을받았다. 90세.

●김두창(金斗昌)

1 8 0 3년(순조3년) 가선대부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91세.

●정규신(鄭奎臣)

1 8 0 6년(순조 6년) 통정대부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92세.

●김익성(金益聲)

제숙공 김곤의 후손. 1806년(순조6년) 통정대부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1세.

●김억수(金億壽)

1 8 1 2년(순조 1 2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7세.

●성대옥(成大玉)

정절공 성사제(成思齊)의 1 4세손. 1825년(손조 2 5년) 통정대부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3세.

●송준해(宋俊海)

1 8 2 7년(순조 2 7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93세.

●손성운(孫聖云)

1 8 3 3년(순조3 3년) 가선대부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90세.

●김의곤(金宜坤)

제숙공 김곤의 후손. 1881년(고종1 8년) 통정대부돈녕부도정을받았다. 81세.

●정재전(鄭再典)

1 8 4 0년(헌종 6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3세.

●정희도(鄭希道)

1 8 4 4년(헌종 1 0년) 통정대부절충장군용양위 부호군을받았다. 97세.

●최창정(崔昌正)

1 8 4 4년(헌종 1 0년) 통정대부용양위 부호군을받았다.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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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군도(崔君都)

1 8 5 4년(철종 5년) 통정대부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90세.

●이시언(李時彦)

둔촌이집(李集)의후손. 1854년(철종5년) 숭정대부용양위부호군을받았다. 90세.

●송겸(宋謙)

1 8 7 1년(고종 8년)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104세.

●한규오(韓奎五)

1 8 7 5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83세.

●정기수(鄭基綏)

1 8 8 2년(고종 1 9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1세.

●박정수(朴政秀)

1 8 8 2년(고종 1 9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1세.

●정인구(鄭仁九)

1 8 8 2년(고종 1 9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2세.

●이은혁(李殷赫)

1 8 8 2년(고종 1 9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1세.

●정학천(丁學天)

1 8 8 2년(고종 1 9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1세.

●노화인(盧化仁)

문간공 노수신(盧守愼)의1 0세손이다. 1882년(고종1 9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

위 부호군을 받았다. 82세.

●김성률(金聲律)

1 8 8 2년(고종 1 9년) 통정대부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3세.

●김경엽(金景燁)

1 8 8 1년(고종1 8년)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를받았다. 83세.

●엄성묵(嚴星默)

충의공 엄흥도(嚴興道)의 후손. 1882년(고종 1 9년) 통정대부 용양위 부호군을 받

았다. 84세.

●김문종(金文鍾)

1 8 8 2년(고종 1 9년) 통정대부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을 받았다. 89세.

●김용수(金龍洙)

1 8 8 7년(고종2 4년) 통정대부용양위 부호군을받았다.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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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자(孝子)

●신계은(辛繼誾)

부모를 위해 3년간 시묘(侍墓)살이를하였다.

●정종문(鄭宗文)

부모가 연이어 죽자 슬퍼하여몸이 야위었고, 시묘살이를3년간 하였다.

●정상인(鄭尙仁)

아버지가 일찍 죽자 웃옷의 왼쪽 소매를 벗고 시묘살이를 3년간 하였다. 장례 때

에도 하나같이 가례(家禮)에따랐고, 일찍이스승 야은(冶隱) 길재(吉再) 선생이죽

자 심상(心喪, 상복은 입지 않아도 상례를 치르는 마음으로 애도하는 것)을 3년간

하였다.

●신을화(辛乙和)

효자로 세상에 알려졌다.

●박경지(朴敬志)

시묘살이를 3년간 하였다.

●안시하(安時夏)

시묘살이를 3년간 하였다.

●임희원(林希元)

어머니가병으로곧절명하려하자동생희종(希宗)과함께손가락을잘라회생시켰다.

●조세영(趙世英)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자 손가락에 피를 내어 입에 물려 소생시켜 3년을 더 살게

하였다. 그후 또 병이 나서 손가락을 잘라 전처럼 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져 복호

(復戶, 면세혜택)를받았다.

●김지(金志)

열녀 노씨의 아들로서효행으로알려졌다. 영조때 통정대부의명예직을 받았다.

●서석린(徐錫麟)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도 여의게 되자 시묘살이를 3년 했는데, 큰 호랑이가

와서 꿇어앉는 이변이 있었다. 영조 때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추증하였다. 상산사

(商山祠)에제향하였다.

●공대집(孔大緝)

어머니의 병에 민물고기가 좋다고 하자 연못 속의 고기가 얼음을 등에 지고 나온

신기한 일이 있었다. 이사실이 알려지자 호역(戶役)이경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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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삼(梁聖三)

시묘살이할 때 호랑이가 초막에 와서 집의 개처럼 직접 지켜주었다. 

●신최번(辛崔蕃)

손가락을 잘라 피를 물려 효도를 한 사실이 유명하다.

●신백조(辛百調)

시묘살이를 3년간 했다. 스승이죽자 심상(心喪)을3년하였다.

●장창주(張昌柱)

나이 6 0에 부모를 걱정하여 매일 1 0리 거리의 높은 언덕에 있는 묘소를 눈비를 마

다하지 않고 성묘하였다. 나무꾼들이 그를 장효산(張孝山)이라 불렀다. 세금이 경

감되었다.

●이후종(李厚種)

아버지가 병으로 죽자 시묘살이를 하는데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었다. 세금이 경감

되었다.

●신혁번(辛赫蕃)

아버지가 운명하자 손가락을잘라 피를 물려 5일을 더 살렸다.

●조여탁(曺汝鐸)

아버지병을간호하면서밤에도눕지않아사람들이갈수처사(渴睡處士)라하였다.

●김광선(金光善)

아버지 시묘살이를 3년하여 세금이 경감되었다. 가선에추증되었다.

●신운(辛芸)

어머니가 병으로 설사를 하자 똥을 맛보며 간호하였다. 손가락을 잘랐다. 세금이

경감되었다.

●우사곤(禹師鯤)

어머니가 수중다리 병을 앓아 종기를 빨았고, 얼음속을 깨어 잉어를 잡아 드렸다.

정려를 내렸다.

●장계룡(張季龍)

어머니상에3년곡을하며피눈물을흘려눈이멀어졌다. 제단을지어하늘에빌자

두 눈이맑아졌다. 효행이알려져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고정려가내려졌다.

●김휘조(金輝祖)

가훈을 이어받아 효행이 돈독하였다.

●신백원(辛百源)

부모의 병에 똥을 맛보며 간호하다 운명직전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회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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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을 연명케 하였다.

●정재훈(鄭在勳)

부모의 병에 똥을 맛보며 간호하여 세상에서 독실한 효자라고 하였다. 동몽교관

(童蒙敎官)에추증되었고 정려가 내려졌다.

●박근복(朴根復)

계모의 병에 두꺼비가 효과 있다고 의원이 말했으나 마침 겨울이라 구할 수가 없

었다. 제단을 만들어 7일 밤낮을 빌자 큰 두꺼비가 제단 가에 나왔다. 이에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다.

8. 효부(孝婦)

●손소사(孫召史)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입에는 나쁜 말을 담지 않았고 얼굴에는 성낸

기색이 없었다.

●최소사(崔召史)

양성삼의 처. 부처 모두 진실하게 효도하였다. 모친이 눈이 멀어있었는데 밤낮으

로 맛있는 음식을 바쳤다. 이사실이 알려져 관청에서 음식물을 내려 장려하였다.

●손씨(孫氏)

정상동의 처. 구순의 시증조 할머니와 칠순의 시할머니 및 시할아버지를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다. 할머니의 병에 3년간 안아서 거동을 받들었고, 증조모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멀어져 업고 출입하였다.

●조씨(趙氏)

조치백의 딸이며 전용근의 처. 시어머니신씨의 병을 6년간 지극한 효성으로 밤낮

안아서 거동을 받들어 고을사람들이알려 관에서 기리게 되었다.

●효랑 김씨(孝娘金氏)

김덕운의 딸. 아버지가 친척의 연회에 갔다가 갑자기 죽자 김씨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대기도 하였다. 상중의슬픔으로 몸이 야위었다.

9. 열녀(烈女)

●정씨(鄭氏)

신령현(新寧縣)의 감무(監務) 류혜지(柳惠至)의 처. 남편이 죽자 시묘살이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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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정려가내려졌다.

●류씨(柳氏)

도정(都正) 류영록(柳永錄)의 딸이며 이정휘(李廷輝)의 처. 남편이 죽자 슬퍼하여

몸이 지나치게 야위었다. 대상(大祥)을마치고 묘소에 가서 절하고 통곡하니 푸른

새가 사람처럼 슬피 울었다. 봉분이 몇 척 갈라지고 곧 부인도 한 무덤에 같이 죽

으니 그 때 나이 2 5세였다. 숙종때 정려가 내려졌다.

●노씨(盧氏)

지동정(池洞亭) 노한기(盧漢錡)의딸이며 급제(及第) 김차안(金次顔)의 처. 남편이

일찍 죽자 머리를 자른 채 얼굴도 씻지 않고 살고자 하지 않았다. 상을 끝내고 죽

만 조금 먹으며 흙집에서 거적을 깔고 죽을 때까지 3 0년간 마음 고생하며 예를 지

켰다. 영조때 정려가 내려졌다.

●김씨(金氏)

김경민(金景珉)의 딸이며 선비 신몽룡(辛夢龍)의 처. 시집오면서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남편을 잃었다. 시부모를 효성으로 모시다가 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영조 때

정려가 내려졌다.

●정소사(丁召史)

양인 김봉석(金奉石)의 처.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히자 앞으로 나가 호랑이와 싸워

죽고 남편은 덕택으로 살았다. 영조때 정려가 내려졌다.

●김씨(金氏)

선비 정서봉(鄭瑞鳳)의 처. 남편이 유복자를 남기고 죽자 낙태를 결의하고 무덤에

같이 묻히려 하였다. 상여에같이 태워 가다가 큰비가 와서 시냇물이 넘쳐 건널 수

없었는데, 갑자기 급류가 멈추었다. 길이 어두워 분간을 못하자 번개불이 바로 비

추어 길을 인도했다. 정려가내려졌다.

●장씨(張氏)

최진흘(崔震屹)의 처. 남편이 뱀에 물려 죽자 독약을 마시고 묘소 앞에서 죽었다.

정려가 내려졌다.

●김소사(金召史)

무학(武學) 김수건(金秀乾)의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죽을 때까지 최복(衰服)

을 입고아침 저녁으로밥을 올리기를생전과 같이 하였다.

●김소사(金召史)

색리(色吏) 김대중(金大重)의처. 남편이죽자 너무 슬퍼하여 몸이 상하였다.

●김씨(金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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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봉 박희순(朴希淳)의처. 남편이 학질에 걸리자 몰래 패도를 꺼내어 왼쪽 허벅지

를 베어 날 것으로 바쳐 낳게 되었다. 병이 다시 생기자 또 오른쪽 허벅지를 전처

럼 베어 먹이니 회복되었다. 고종때 정부인(貞夫人)에추증하였다.

●윤씨(尹氏)

윤동엽(尹東燁)의 딸이며 동중추(同中樞) 장후시(張厚時)의 처. 남편이 죽자 피눈

물을 흘려 마르지 않았고 두 눈이 모두멀어졌다. 고종때 정려가 내려졌다.

●김씨(金氏)

박응주(朴應周)의 처. 남편이오한이 나는 병에 걸리자 성의를 다해 간병하였다.밤

새 잠을 자지 않고 대신 아프기를 빌었으나 결국 절명하고 말았다. 통곡하다가 문

을 닫고 아버지의 허리띠로 목을 매어 죽었다.

●최씨(崔氏)

최호연(崔昊淵)의 딸이며 강상황(姜祥璜)의 처. 남편이 3년 동안 병에 걸리자 대신

아프기를 간청하며 빌었다. 그러나 속광(屬�, 임종 때 솜을 코밑에 대어 숨이 지

지 않았나 알아보는 것으로 곧 임종을 말함)하기에 이르자, 손가락을 잘라 목숨을

2 0일이나 더 살게 하였다.

●손씨(孫氏)

백운기(白雲起)의처. 남편이병이 나자 허벅지를 베어 소생시켰다.

●선씨(宣氏)

선철동(宣澈東)의 딸이며 성호장(成浩章)의 처. 시집온 지 다섯 달만에 남편이 병

이 극심하여제단을만들어 자신이 대신아프기를조용히빌었다. 그러나남편이운

명하자평소쓰던장식물등을모두불사르고일체아무것도마시지않다가죽었다.

●류씨(柳氏)

홍목(洪穆)의 딸이며 박진기(朴鎭綺)의 처. 남편이 죽자 슬피 울다가 기운이 쇠약

해졌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친족의 아들로서 남편의 뒤를 이어주기 바란

다”고 하였다. 그러고는참으로 조용히 곧 죽었으니 나이 2 4세였다.

●변씨(卞氏)

변양용(卞良瑢)의 딸이며 정태득(鄭泰得)의 처. 나이 1 9세에 계례(�禮)를 하고 시

가에 들어오기도 전에 남편이 요절하였다. 슬퍼하여 몸이 야위었고 음식을 끊었

다. 밤에는 제사를 지내느라 피로에 지쳤다. 굴건을 만들고 작별하는 글을 짓고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박씨(朴氏)

박화일(朴和馹)의 딸이며 이광언(李光彦)의 처. 남편의 병 때문에 손가락을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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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시켰다. 지극한정성으로 시어머니를모시자 상이 내려졌다.

10. 문한(文翰)4 )

●김선립(金善立)

자는 탁이(卓爾)요 호는 독○(獨○)이다.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인이며, 유고

집(遺稿集)이있다.

●정륜(鄭倫)

자는 겸오(兼五)요호는 재천재(在川齋)이다. 학문이세상에 유명하였다.

●송률(宋�)

자는 영백(瑩伯)이요호는 관정(觀亭)이다. 선비다운행실을 보였다.

●강여망(姜汝望)

자는성유(聖臾)요호는목와(牧窩)이다. 경학에밝았고선비의행실에돈독하였다.

●김서(金瑞)

자는군집(君集)이요호는용은(�隱)이다. 학문을돈독하게행하여세상에유명하였다.

●정언형(鄭彦衡)

자는 권보(權甫)요 호는 남재(南齋)이다. 학문과 행실이 세상에 유명하였다. 유고

집이 있다. 동몽교관(童蒙敎官)에추증되었다.

●김지(金志)

자는사상(士尙)이요호는 명헌(鳴軒)이다. 효행과학문으로번번이천거를받았다.

●신백조(辛百調)

자는 제오(濟五)요 호는 지암(止庵)이다. 김미호(金渼湖) 선생의 으뜸가는 문인이

며, 유고집이있다.

●김휘조(金輝祖)

자는 열경(烈卿)이요 호는 자호재(自好齋)이다. 치암(癡庵) 남경희(南景曦)와함께

교유하였다. 학문을통한 돈독한 행실이 세상에 유명하였다.

●박홍달(朴弘達)

자는 도첨(道�)이요 호는 졸헌(拙軒)이다. 일찍이재능과 기예가 있어 유학경전의

뜻을 힘써 갈파하여 세상에서 그를 추앙하며 존중하였다. 유고집이있다.

●정방관(鄭邦觀)

4) 문필에 능하고 문장을 잘 짓는 사람을가리킨다.



전
통
문
화

5 5 6

자는 내형(乃亨)이요호는 만가정(晩稼亭)이다. 뛰어난문장과 기개로써 세상에 알

려졌다. 유고집이있다.

●강시환(姜是煥)

자는 사응(士應)이요호는 향오(香塢)이다. 가사와문장을 잘 지었다.

●장용구(張龍九)

자는 성범(聖範)이요호는 묵와(默窩)이다. 문장으로유명하였다.

●염사철(廉思哲)

자는 준명(俊明)이요호는 송오(松塢)이다. 시를잘 짓기로 유명하였다.

●유벽주(兪壁柱)

자는 계옹(季�)이요 호는 성곡(性谷)이다.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으로 돈독한 의

지로 경학을 연마하였고학문의 논설로 유명하였다. 유고집이있다.

●신진소(辛鎭韶)

자는 원여(元汝)요호는 하계(荷溪)이다. 가사와문장을 잘 지었다.

●박교수(朴敎秀)

자는 여장(汝章)이요 호는 여암(旅庵)이다. 경학의 뜻을 돈독하게 실천하였으며,

성리철학에 마음을 깊이두었다. 유고집이있다.

●변우덕(卞祐德)

자는 여현(汝賢)이요호는 석산(石山)이다. 시를잘 지어 세상에 유명하였다.

●강세영(姜世永)

자는 덕유(德裕)요호는 향재(香齋)이다. 가사와문장으로 세상에 명성을 날렸다.

●정재희(鄭在禧)

자는 화응(和應)이요호는 담은(潭隱)이다. 학문이유명하였다.

●정재형(鄭在亨)

자는 덕중(德仲)이요호는 헌남재(獻南齋)이다. 유학자로서의행실을 보였다.

●성영규(成永奎)

자는 찬숙(燦叔)이요호는 만포(晩圃)이다. 학문으로세상에 유명하였다.

●신치곤(辛致坤)

자는 치후(致厚)요 호는 죽포(竹圃)이다. 효성과 우애가 깊었고 시와 예절이 뛰어

나 세상에서 존경받았다.

●이규창(李奎昌)

자는 광서(光瑞)요호는 야은(野隱)이다. 학문과행실로 세상에 존중을 받았다.

●박현찬(朴鉉燦)



자는 원약(元若)이요 호는 동오(東塢)이다. 유학자로서의행실이 바르고 경학을 철

저하고 돈독하게 연구하였다. 철저히극기하였고 몸을 삼가하며 경계하였다. 유고

집이 있다.

●천기오(千基五)

자는 백중(百中)이요 호는 농유(聾臾)이다. 시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유고집

이 있다.

●송찬규(宋燦奎)

자는 문영(文永)이요 호는 천사(泉史)이다. 경학의뜻에 밝았고 성현을 추모하는데

뜻을 두었다.

●김교익(金敎翼)

자는 진오(振五)요호는 다일(茶逸)이다. 유학자로서의행실을 보였다.

●이규린(李奎麟)

자는 현서(現瑞)요 호는 제오(霽梧)이다. 일찍이재주와 기예가 있었고 시를 잘 짓

기로 유명하였다.

●송종서(宋鍾瑞)

자는 경희(景禧)요호는 남계(南溪)이다. 문장과시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변광석, 울산대학교역사문화학과강의전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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