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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혁

1. 고대·고려

1) 동안군·우풍현(『三國史記』권 34, 志3, 地理 1 )

동안군은 본래 생서량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경주에 합속되었다.

영현이 하나 있다. 우풍현은 본래 우화현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울주

에 합속되었다.

(東安郡 本生西良郡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領縣一 虞風縣 本于火縣 景德王改名

今合屬蔚州)

2) 임관군·동진현·하곡현(『三國史記』권 34, 志 3, 地理1 )

임관군은 본래 모화군(문화군이라고도 한다)이다. 성덕왕이 성을 쌓아 일본이 쳐

들어오는 길목을 막았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경주에 합속되었다. 영현

이 둘 있다. 동진현은본래 율포현인데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울주에 합속

되었다. 하곡현(하서현이라고도한다)은 파사왕 때 굴아화촌을 차지하여 현을 둔 것

이다. 경덕왕이이름을 고쳤으니지금의 울주이다.

(臨關郡 本毛火[一作蚊化]郡 聖德王築城 以遮日本賊路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領

縣二 東津縣 本栗浦縣 景德王改名 今合屬蔚州 河曲[一作西]縣婆娑王時 取屈阿火村

置縣 景德王改名今蔚州)

3) 헌양현(『三國史記』권 34, 志 3, 地理1 )

양주는 문무왕 5년(당 인덕 2년, 665)에 상주와 하주로 나누고 삽량주를 설치한

것이다. 신문왕7년( 6 8 7 )에 성을 쌓았으니 둘레가 1 , 2 6 0보이다. 경덕왕이양주로 이

름을 고쳤으니 지금의 양주이다. 영현이 하나 있으니 헌양현이다. 헌양현은본래 거

지화현이다. 경덕왕이이름을 고쳤는데 지금도 이 이름을 쓴다.

(梁州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揷良州 神文王七年 築城 周一千二百

六十步 景德王改名良州今良州 領縣一 �陽縣 本居知火縣 景德王改名今因之) .

4) 흥례부·울주(『高麗史』권 57, 志 11, 地理2 )

울주는 본래 굴아화촌인데 신라 파사왕이 차지하여 현을 두었다. 경덕왕이 하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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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서현이라고도한다)으로이름을고치고임관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초에지금

의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 9년( 1 0 1 8 )에 방어사를 두었다(경덕왕이 우화현을 우풍현

으로, 율포현을 동진현으로 이름을 고치고 모두 합속시켰다. 태조때 군 사람 박윤웅

이 큰 공이있어하곡현·동진현·우풍현등을 합하여 흥례부를 두었다. 뒤에공화현

으로 낮추었다가 다시 지울주사로 고쳤다. 일설에는신라말에 학이 날아와 울었으므

로 신학성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 계변성이라고도 하고, 개지변이라고도 하고, 화성

군이라고도한다). 다른이름은학성이다(성종이이름을정했다). 속현이둘 있다.1 )

(蔚州本屈阿火村 新羅婆娑王取之置縣 景德王改名河曲[一作河西]爲臨關郡領縣 高

麗初更今名 顯宗九年置防禦使[景德王改于火縣爲虞風縣栗浦縣爲東津縣 皆合屬 太

祖時郡人朴允雄有大功乃倂河曲東津虞風等縣 置興禮府 後降爲恭化縣 又改知蔚州事

一云 羅季有鶴來鳴 故稱神鶴城 一云戒邊城 一云皆知邊 一云火城郡]別號鶴城[成廟

所定]屬縣二)

5) 언양현(『高麗史』권 57, 志11, 地理2 )

헌양현은 본래 신라 거지화현인데, 경덕왕이지금 이름으로 바꾸고 양주의 영현으

로 삼았다. 현종9년( 1 0 1 8 )에 울주에 내속하여영현이 되었고, 인종2 1년( 1 1 4 3 )에 감

무를 두었다. 후에다시 언양현으로 이름을 고쳤다.

(�陽縣 本新羅居知火縣 景德王改今名 爲良州領縣 顯宗九年來屬 仁宗二十一 年置

監務 後改爲彦陽)

6) 개지변(『高麗史』권 1, 世家1, 太祖 1 )

(태조1 3년, 930) 9월정묘일에개지변에서최환(崔奐)을보내어항복하기를청하였다

(九月丁卯 皆知邊遣崔奐請降)

7) 학성(『慶尙道地理志』慶州道 蔚山郡)

울산군은 본래 계변성인데 신라 때 신학성으로 고쳤다. 학성이라한 것은, 당 천복

원년(신라 효공왕 5년, 769)에 학 두마리가 금으로 된 신상을 물고 계변성 신두산에

서 우는것을 군 사람들이 기이하게여겨 신학성이라이름하였다.

(蔚山郡本戒邊城 在新羅時 改稱神鶴城 其稱鶴城者 天復元年辛酉 有雙鶴咬全金神

像 鳴於戒邊城神頭山郡人異之因以神鶴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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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속현은 동래현(東萊縣)과 헌양현(�陽縣)이다. 『고려사』권 57, 지리지 2, 기장현조에 의하면 기장현도

현종 9년에 울주의 속현이 되었다고 한다.



8) 신학성장군 박윤웅(『慶尙道地理志』慶州道 蔚山郡)

고려 때 신학성 장군 박윤웅(朴允雄)은 변통하는 재주를 자세하게 깨우쳤다. 토벌

하는 권력을 잡고 태조를 보좌하여 능히 왕업을 일으켰다.

(高麗時神鶴城將軍朴允雄精曉變通之術專提討伐之權補佐太祖 克成王業)

2. 조선시대

1) 울주·울산(『慶尙道地理志』慶州道 蔚山郡)

…통화 9년(성종 1 0년, 991)에 공신 박윤웅의 고향이라 하여 다시 흥려부라 하였

다. 후에 지울주라 고쳤으나 연대는 알 수 없다. 본조 태종대 영락 갑오년(태종 1 4

년, 1414)에울산군이라 하였다…

(…統和九年 以功臣朴允雄之鄕 復號興麗府 後改知蔚州 其年代未詳 本朝太宗代 永

樂甲午 改蔚山郡…)

2) 울산(『太宗實錄』권 26, 태종1 3년 1 0월 신유)

각도의 각 고을 이름을 고쳤다… 무릇 군현의 이름에 있는‘주’자는 모두‘산’자

또는‘천’자로 바꾸었다. 영주를고쳐서 영산이라 하고, 금주를고쳐서 금천이라 한

것이 그 예이다.

(改各道各官之號…凡郡縣號帶州字者皆改爲山字川字寧州改寧山衿州改衿川其例也)

3) 울산도호부승격, 판관설치(『世宗實錄』권 76, 세종1 9년 정월 을미)

박종우(朴從愚)로 운성군(雲城君)을, 김문기(金文起)로 사간원 좌헌납을, 이사검

(李思儉)으로 경상좌도 도절제사 겸 판울산부사(判蔚山府事)를 삼았다. 박종우가 부

모가 늙고 또 무사(武事)를 익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양하였기 때문에 이사검으로

대신한 것이다. 울산은 예전에는 군이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승격하여 도호부(都護

府)로 만들고 판관(判官)을두었다.

(以朴從愚爲雲城君 金文起爲司諫院左獻納 李思儉爲慶尙左道都節制使兼判蔚山府

使 從愚親老 且辭以不習武事故以思儉代之蔚山舊爲郡 至是陞爲都護府加設判官)

4) 울산군환원(『世宗實錄』권 78, 세종1 9년 8월 무진)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좌도절제사가 울산부사를 겸하게 하지 말고, 울산을 군으로 환원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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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절제사 이사검(李思儉)이 폐단을 말하여 겸임을 없앨 것

을 청한까닭이다.

(議政府啓 慶尙道左道節制使 除兼蔚山府使 復蔚山爲郡 從之 以節制使李思儉陳弊

請罷兼任也)

5) 울산도호부승격(『增補文獻備考』권 231, 職官考18, 都護府使)

선조 3 1년( 1 5 9 8 )에 체찰사의 계문(啓聞)에 따라 도호부사로 승격시켰다. 광해군9

년( 1 6 1 7 )에 겸부사를 혁파하고 특별히 도호부사를 설치하였다.

(宣祖三十一年因體察使啓聞陞都護府使 光海九年罷兼府使特置都護府使)

6) 언양현혁파와 복립(『增補文獻備考』권 232, 職官考19, 縣監)

언양현은… 선조 3 2년( 1 5 9 9 )에 혁파하였다(혁파하여 울산에 소속시켰다). 광해군

4년( 1 6 1 2 )에 다시언양현을 설치하였다.

(彦陽縣… 宣祖三十二年革之(革屬蔚山) 光海四年復設)

7) 언양현혁파와 복립(『備邊司謄錄』正祖 8년갑진 1 0월 1일)

언양에 살고있는 백성 이덕연(李德衍) 등의 상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언양현은

땅이 좁고 백성이 적은 고을이다. 호수는 1 , 1 0 0이지만 잡탈(雜�)을 제외하고 역을

지는 호는 6 5 6호인데, 군액은1 , 7 8 0명이나 된다. 그러므로한 사람이 3, 4명의역을

져야 한다. 그 외에도 쌓인 폐단이 고질이 되어 백성들이 자존할 수 없다. 대저 만력

기해년(선조3 2년, 1599)에언양현을 혁파하여 반은 울산에 속하게 하고, 반은 경주

에 속하게 했는데, 두 번째 임자년(광해군 4년, 1612)에2 ) 울산으로부터 현으로 분립

하여 읍호를 복설했지만 경주에 속했던 호암(虎岩) 남쪽의 열박(列朴) 땅은 되돌려

받지 못했다. 그래서 민호와 전결이 태반이나 감축되었는데, 군액의 원총은 이전과

같이 충당하니 고을의 폐막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하였다.

(彦陽居民李德衍上言內 以爲本縣地狹人少 戶數至於一千一百 而雜�外應役 不過

六百五十六戶 軍額則一千七百八十名 故一人之身 三四應役 其他積弊旣痼 民不能自

存 大抵萬曆己亥 革罷本縣 半屬蔚山 半屬慶州矣 二去壬子 自蔚分縣 復設邑號 而慶

州所附 虎岩以南列朴之地 未能還推 故民戶田結太半縮 而軍額元摠 依前充定 邑之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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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의‘二去壬子’는 현종 1 3년( 1 6 7 2 )이다. 『彦陽邑誌( 1 8 9 5 )』에는 만력4 0년 임자(광해군 4년, 1612), 『興麗

勝覽( 1 9 3 7 )』에는 광해군 정사년(광해군 9년, 1617)으로 되어있다. 위『증보문헌비고』의 기록으로 보아 광해

군 4년이옳으므로‘二去’는‘一去’의 오기이다.



� 的然可知)

8) 하미면(下未面)을기장으로 환속① (『孝宗實錄』권 10, 효종4년6월 병신)

조계원(趙啓遠)이치계하기를,

“기장과 울산은 대소(大小)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울산의 하미면(下未面)은 곧

기장의 옛 땅입니다. 큰 곳의 것을 떼어다가 작은 곳에 보태주는 것은 정사(政事)에

서 의당 먼저 해야 할 일이니,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기장에 떼어주도록 하소서”하

니 허락하였다.

(慶尙監司趙啓遠馳啓曰 機張蔚山大小甚懸 而蔚山之下未面(面名) 卽機張之故地也

割大益寡政所宜先 請從民願割給機張許之)

9) 하미면을기장으로 환속② (『肅宗實錄』권 11, 숙종7년 6월갑진)

울산의 하미면(下未面)을 도로 기장현에 환속시켰다. 처음에 기장을 울산에 합쳤

다가 다시 설치할 즈음에 하미면이 울산의 경계에 섞여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이를

환속받지 못하였다. 기장현백성들이“고을은 줄어들었지만역(役)은 무거워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니 이 일을 본도에 내렸다. 본도에서 조사하여 아뢰기를,“기장은 다

만 세 개 면(面)만 있어 고을이 모양을 이루지 못한 고로 전선(戰船) 제작을 홀로 감

당할 수 없어 언양과 함께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양 또한 쇠잔한 고을이

어서 교대로 호소하니 원하는 바에 따라 하미면을 기장에 환속시키되 전선 제작을

혼자 감당하게 하고 언양과 함께 제작하기 않게 하소서”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다시 아뢰니 윤허하였다.

(以蔚山下未面還屬機張縣初 機張合於蔚山 及其復設之際 下未一面 混入蔚山境 久

未還屬 本縣民人等 以邑縮役重 上言訴� 事下本道 至是本道査啓言機張只有三面邑

不成形 無以獨當戰船與彦陽幷定 彦陽亦以殘縣力弊 兩邑之民 交相呼請 從其願 以本

面還屬機張 仍令獨當戰船勿與彦陽幷定備局覆奏許之)

10) 울산군과언양군 병립(�立)

조칙을 내렸다.

“짐이 나라가 새롭게 됨을 당하여 실지 혜택을 백성들에게 베풀자고 하니 나의 말

을 명심하여 들을 것이다… 우리 왕조의 지방제도가 완전히 좋은 것이 못되어, 주와

현이 일정하지 못하고 필요없는 관리가 많아서, 가혹한 세금을 거듭 거두는 폐해가

많다. 이에 국왕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백성들의 실정이 위에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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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감사·유수등 낡은 제도를 없애고 부(府)와군(郡)의 새 규정

을 정하여 폐단의 근원을 막아 만백성과 함께 태평한 복을 누리려고 하니 모든 관리

와 백성은 나의뜻을 체득할 것이다.”

칙령 제9 7호‘감영·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대하여’를 비준하여 반포하였으며, 칙

령 제9 8호‘지방제도의개정에 대하여’를 비준하여 반포하였다.

「지방 제도」

제1조 - 전국을 2 3부(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한성부·인천부·충주부·홍주부·공주부·전주부·남원부·나주부·제주부·진

주부·동래부·대구부·안동부·강릉부·춘천부·개성부·해주부·평양부·의주

부·강계부·함흥부·갑산부·경성부

제2조 - 앞 조항 외에는 종래의 목·부·군·현의 명칭과, 부윤·목사·부사·군

수·서윤·판관·현령·현감의 관직명칭을 다 없애고, 고을의 명칭을 군이라고 하

며, 고을장관의 벼슬 이름을 군수라 한다.

제3조 - 각 부의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다.

… 동래부(동래군·양산군·기장군·울산군·언양군·경주군), 영일군·장기

군·흥해군·거제군…)

제4조 -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 동래부(동래부산)…

[부칙]

제5조 - 본 칙령은 개국5 0 4년(1895) 윤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목사·부사·군수·서윤·판관·

현령·현감의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

의 군수가 된다.

(詔曰 朕이 邦國의 維新�을 當�야 實德을 民에 施코져�노니 朕言을 明聽�라…

本朝의 地方制度가 盡善치못�으로 州縣이 齊치못�고 冗員이 多�야 苛稅重斂��

弊害가 百出�야 上惠가 下究치못�고 下情이 上達치못�니… 今에 監司留守等舊制

를 廢�고 府와 郡의 新規를 定�야 弊源을 防杜�야 兆民으로 더부러 泰平� 福을

共享코져�이니 汝百執事와 庶民은 朕意를 體�라. 勅令第九十號監營按撫營竝留守

廢止件 裁可頒布 勅令第九十八號地方制度改正件裁可頒布

「地方制度」

第一條. 全國을 分�야 二十三府의 行政區劃으로�야 左開��各府를 置�. 漢城

府仁川府忠州府洪州府公州府全州府南原府羅州府濟州府晋州府東萊府大邱府安東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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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陵府春川府開城府海州府平壤府義州府江界府咸興府甲山府鏡城府.

第二條. 前條의 外� 從來의 牧府郡縣의 名稱及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

監의 官名을 盡廢�고 邑의 名稱을 郡이라�며 邑의 長官의 官名을 郡守라�.

第三條. 各府의管轄區域은 左와如�.

… 東萊府(東萊郡梁山郡機張郡蔚山郡彦陽郡慶州郡迎日郡長　郡興海郡巨濟郡)…

第四條. 各府廳의位置�左와 如�.

… 東萊府(東萊釜山)…

「附則」

第五條. 本令은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붓터施行�.

第六條. 本令施行��日에 時任�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官職에 在

��者�別로辭命을用�지아니�야도本令에依�야 各其郡의郡의郡守가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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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대관원

1. 수관(守官)

< 범례 >

① 직함성명 순으로 실은 다음 그 근거를 밝혔다.

② ●표는 울산은『蔚山邑誌( 1 9 3 4 )』권 2, 名宦 附 宦蹟조에, 언양은『彦陽邑誌

( 1 9 1 9 )』권 1, 환적조에 실린 인물이다. 그러므로 ●표시가 있으면서『실록』등

다른 사료를 근거로 한 인물은 읍지는 물론이고 이들 사료에도 나타난 수관임

을 뜻한다.

③ 울산판관은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병마절제사)가 울산도호부사를 겸할 때 그를

보좌하는 종5품 문신 막료이지만, 사실상 부사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수관 명

단에 실었다.

④ 역대 수관의 빠짐없는 명단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사료의 발굴에 따라 보완

될 수 있다.

1) 울산군수(도호부사)

●鄭�(고려)

○蔚州知州事 李殷. 『太祖實錄』권 10, 태조5년(1396) 11월신묘

○知蔚州事 李從周. 정종 원년(1399). 울산 복산동 李玹泰氏 소장 王旨. 보물 제

1 0 0 6호)

○知蔚州事楊五福. 『太宗實錄』권 18, 태종9년(1409) 7월갑오

○知蔚州事李復禮. 『太宗實錄』권 21, 태종1 1년(1411) 6월무술

○蔚山鎭兵馬使겸知蔚山郡事田時貴. 『太宗實錄』권 30, 태종1 5년(1415) 9월을묘

●蔚山郡事李殷. 『太宗實錄』권 31, 태종1 6년(1416) 4월갑자

●知蔚山郡事 李友. 『世宗實錄』권 38, 세종9년(1427) 11월무신

○知蔚山郡事 李山斗. 『世宗實錄』권 52, 세종1 3년(1431) 5월갑술

○慶尙左道都節制使 겸 判蔚山府使 李思儉. 『世宗實錄』권 76, 세종 1 9년( 1 4 3 7 )

정월 을미

○知蔚山郡事 金布. 『世宗實錄』권 76, 세종1 9년(1437) 정월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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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蔚山郡事 崔澄. 『世宗實錄』권 84, 세종2 1년(1439) 9월경신

○ 蔚山判事 魏�. 『世宗實錄』권 107, 세종2 7년(1445) 2월정묘

○ 蔚山郡事 李處溫. 『文宗實錄』권 5, 문종 원년(1451) 정월계해

○ 蔚山郡事 鄭贍. 『世祖實錄』권 11, 세조4년(1458) 정월신사

○ 蔚山郡事 孫孝胤. 『世祖實錄』권 19, 세조6년(1460) 정월임오

○ 蔚山郡守 兪山寶. 『成宗實錄』권 17, 성종 3년(1472) 4월임오

○ 蔚山郡事 鄭贍. 『成宗實錄』권 17, 성종3년(1472) 4월임오

○ 蔚山郡守 崔漢伯. 『成宗實錄』권 96, 성종9년(1478) 9월신미

○ 蔚山郡守 鄭以禮. 『成宗實錄』권 96, 성종9년(1478) 9월임오

○ 蔚山郡守 金潤. 『成宗實錄』권 194, 성종1 7년(1486) 8월기묘

● 金乙適

● 知蔚山郡事 孫光衍. 權近, 『陽村集』권 13, 記類, 「太和樓記」

● 朴善·金伋 辛孟卿·金宗直

○蔚山郡守 朴復卿. 徐居正, 『四佳集』文集 권 3, 記類, 「泰和樓重新記」

●金洵. 鄭世弼. 宣憲. 李世琳. 李友. 申從溥. 蔣孝範. 愼邦佐. 李希伯. 崔繼勳. 申

國樑. 徐克一. 郭�. 裵德文

○ 蔚山郡守 李繼義. 『燕山君日記』권 62, 연산군1 2년(1506) 6월을축

○ 蔚山郡守 鄭寬. 『中宗實錄』권 5, 중종 3년(1508) 정월경자

○ 蔚山郡守 李琬. 『中宗實錄』권 8, 중종4년(1509) 3월계축

○ 蔚山郡守 李世蕃. 『中宗實錄』권 8, 중종4년(1509) 3월계축

○ 蔚山郡守 李珣. 『中宗實錄』권 34, 중종1 3년(1518) 7월임술

○ 蔚山郡守 魚泳濬. 『中宗實錄』권 44, 중중1 7년(1522) 2월갑진

○ 蔚山郡守 黃汝獻. 『中宗實錄』권 74, 중종2 8년(1533) 4월갑술

○ 蔚山郡守 表贇. 『中宗實錄』권 97, 중종3 7년(1542) 2월을묘

○ 蔚山郡守 李廷麒. 『明宗實錄』권29, 명종1 8년1563) 7월갑진

● 蔚山郡守 金漢卿. 『明宗實錄』권 29, 명종1 8년(1563) 10월을묘

○ 蔚山郡守 高敬命. 『明宗實錄』권 29, 명종 1 8년(1563) 10월병진

● 蔚山郡守 李求仁(선조2년 당시). 林薰, 『葛川集』권 2, 「蔚山郡守李公墓碣銘」

●李濟臣. 林希茂. 金逸駿. 鄭仁寬. 李彦愉. 曺千齡. 孫英濟. 崔慶長. 閔忠男. 李瑩.

金鸞瑞. 鄭仁貴. 金友�

○ 蔚山郡守 張應. 『宣祖實錄』권 14, 선조1 3년(1580) 5월계사

● 蔚山郡守 金復一. 선조2 0년(1587).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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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郡守李彦�. 『宣祖修正實錄』권 26, 선조2 5년(1592) 4월경인

●蔚山郡守金太虛. 『宣祖實錄』권 38, 선조2 6년(1593) 5월병자

●蔚山郡守邊夢龍. 『宣祖實錄』권 54, 선조2 7년(1594) 8월을묘

●蔚山兼府使 郭再祐. 『宣祖實錄』권 122, 선조3 3년(1600) 2월임인

●朴毅長( 3회 부임)

●蔚山府使李英. 『宣祖實錄』권 136, 선조3 4년(1601) 4월신사

●蔚山判官崔弘載. 『宣祖實錄』권 137, 선조3 4년(1601) 5월무신

●金澤龍

●蔚山判官孫起陽. 『宣祖實錄』권 144, 선조3 4년(1601) 12월임진

●蔚山判官玄德升. 『宣祖實錄』권 157, 선조3 5년(1602) 12월무자

●蔚山判官李舜民. 『宣祖實錄』권 180, 선조3 7년(1604) 10월기유

●蔚山判官趙誠立. 『宣祖實錄』권 180, 선조3 7년(1604) 10월신유

●蔚山判官 閔汝任. 『宣祖實錄』권 189, 선조 3 8년(1605) 7월 기해. 선조 3 6년.

울산도호부 동헌 경내 비석

●尹安國. 金應瑞. 趙誠立. 尹弘國. 鄭起龍. 宋光庭. 李璲. 李廷彪. 南晫. 裵大維.

金湜. 李侃. 辛義立. 禹致績

●蔚山判官朴思齊. 『宣祖實錄』권 199, 선조3 9년(1606) 5월임진

●蔚山判官吳汝�. 『宣祖實錄』권 213. 선조4 0년(1607) 윤6월임오

○蔚山判官全湜. 『光海君日記』권 46, 광해군3년(1611) 10월무인

●蔚山判官全義一. 『光海君日記』권 86, 광해군7년(1615) 정월정묘

●高尙顔. 崔�

●蔚山府使尹敬得. 『光海君日記』권 120, 광해군9년(1617) 10월경술

●柳澗. 李舜民

○蔚山府使柳侃. 『光海君日記』권 123, 광해군1 0년(1618) 정월경인

●蔚山府使朴思齊. 『光海君日記』권 165, 광해군1 3년(1621) 5월경신

●蔚山府使宋克�(悌). 인조원년(1623).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蔚山府使李克信. 『仁祖實錄』권 2, 인조 원년(1623) 7월신해

●宋克仁. 閔汝儉. 趙命�. 洪命亨. 朴明搏. 李必達. 韓 . 吳暹

●蔚山府使 李後天. 『仁祖實錄』권 36, 인조 1 6년(1638) 정월 정축. 연도불명, 울

산도호부 동헌 경내 비석

●孟世衡. 李崍

●蔚山府使都愼修. 연도불명, 울산도호부동헌 경내비석(숙종 4년, 1678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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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尙�.

● 蔚山府使 盧峻命. (인조2 2년, 1644) 중구우정동 소재비석

● 蔚山府使 金廈樑. 『孝宗實錄』권 7, 효종 2년(1651) 7월무자

●尹世任

● 申弘望. 효종8년(1657).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 金宗一. 金宗泌. 金雲長. 鄭始成. 李後奭. 全命龍. 鄭承明. 趙汝秀

○ 蔚山府使 南天澤. 『顯宗實錄』권 12, 현종7년(1666) 4월신미

● 柳志立. 鄭之虎. 洪聖龜. 朴興文. 閔重魯. 安�. 任弘望

○柳譚厚. 『鷗江書院錄』기미(숙종 5년, 1679) 정월 초6일조. (『蔚山邑誌』( 1 9 3 4 )

宦蹟條에鄭譚厚라는 이름이 있으나 柳譚厚의 誤記이다)

● 金粹五. 숙종6년(1680). 『蔚山府邑誌』(1871) 記跋, 「一鶴軒記」

● 安漢珪(奎) 숙종8년(1682). 『鷗江書院考往錄』

● 李善源. 張�. 李國華. 鄭壽俊

● 蔚山府使 南弼星. 연도불명.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 朴身之.

●蔚山府使 金灝. 『肅宗實錄』권 27, 숙종 2 0년(1694) 12월 경신. 숙종 2 1년

(1695). 『蔚山府邑誌』(1871) 記跋, 「一鶴軒記」

● 蔚山府使 成瑨. 『肅宗實錄』권 30, 숙종 2 2년(1696) 4월정유

● 蔚山府使 成虎臣. 『肅宗實錄』권 31, 숙종2 3년(1697) 11월임진

● 蔚山府使 洪重周. 연도불명.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 成碩夔. 金始慶. 羅學天. 姜世輔

● 蔚山府使 朴斗世. 『肅宗實錄』권 43, 숙종 3 2년(1706) 5월경오

● 蔚山府使 柳鳳徵. 숙종2 8년, 숙종 3 4년(1708). 울산도호부경내 비석

● 鄭必東. 朴澄. 沈棠. 崔慶湜. 宋道涵. 鄭東俊. 朴萬普. 李深. 洪尙賓. 慶聖會

● 蔚山府使 安瑞羽.『英祖實錄』권 9, 영조2년(1726) 3월을묘

● 蔚山府使 李萬維. 『英祖實錄』권 16, 영조4년(1728) 3월신유

● 金始�. 李光湜( 2회 부임). 尹就咸

● 蔚山府使 安慶運. 『英祖實錄』권 37, 영조1 0년(1734) 3월임인

● 蔚山府使 權相一. 영조1 1년(1735). 權相一, 『淸臺先生文集』淸臺先生年譜2

● 李義宗. 鄭廣運. 李光溥. 兪彦通. 尹得徵. 李燮元朴 . 李光�

● 蔚山府使 吳命厚. 『英祖實錄』권 48, 영조 1 5년(1739) 2월을사

● 蔚山府使 南鶴宗. 『英祖實錄』권 79, 영조2 9년(1753) 4월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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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昌潤. 安復駿. 鄭幹. 閔光遇

●蔚山府使沈�. 『英祖實錄』권 90, 영조3 3년(1757) 8월계미

●蔚山府使南有容. 『英祖實錄』권 92, 영조3 4년(1758) 11월병신

●蔚山府使趙擎. 『英祖實錄』권 94, 영조3 5년(1759) 8월갑신

●蔚山府使安允行. 『英祖實錄』권 94, 영조3 5년(1759) 8월갑신

●任�

●洪益大. 영조3 9년(1763). 울산도호부동헌 소장「一鶴軒重修上梁文」

●趙載選. 申景祖

●尹得霖

●慶州 겸임 蔚山府使 金愚. 『正祖實錄』권 10, 정조4년(1780) 11월을축

●洪益喆. 李在亨. 吳在文. 李東賓

●蔚山府使沈公藝. 『正祖實錄』권 23, 정조1 1년(1787) 5월기축

●兪漢緯. 정조1 1년(1787). 울산도호부동헌 소장「一鶴軒重修上梁文」

●李元米. 丁載遠

●蔚山府使李敏亨. 『正祖實錄』권 37, 정조1 7년(1793) 6월갑술

●鄭東協. 李義逸. 鄭昌期. 李性重. 李廷仁. 洪秉周. 林聖運. 兪殷周. 趙鎭宣. 李�.

徐洛修

●尹志泰. 순조4년(1804). 태화동동강병원 담장 磨崖碑

●蔚山府使朴宗民. 『純祖實錄』권 18, 순조1 5년(1815) 7월임자

●柳漢寔. 徐有稱

●蔚山府使李義悅. 순조2 3년(1823).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趙咸永

●蔚山府使李種祜. 순조2 3년(1823).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李憲周. 趙濟仁. 元錫範

●蔚山府使宋宗洙. 『純祖實錄』권 31, 순조3 0년(1830) 윤4월계사

●閔致文. 趙濟晩. 尹行定. 兪碩柱. 尹致成. 李玄緖. 金喬根

●蔚山府使金箕絢. 헌종1 3년(1847).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趙雲始. 朴齊韶. 趙秉性. 尹日善. 趙澈林. 洪鍾茂. 沈明奎. 鄭箕洛. 金琦淳

●蔚山府使沈遠悅. 『哲宗實錄』권 10, 철종9년(1858) 3월무술

●蔚山府使尹興鎭. 철종9년(1858). 울산도호부동헌 경내비석

●李容載

●蔚山府使李忠翼. 철종1 1년(1860).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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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蔚山府使 李寅卨. 철종1 1년(1860). 울산도호부동헌 경내비석

● 金相赫. 韓奎錫. 徐兢淳

● 蔚山府使 金後根. 고종원년(1864). 울산도호부동헌경내 비석

● 鄭顯奭. 高奭鉉. 金九鉉

●蔚山府使 尹庚鎭. 『高宗實錄』권 8, 고종 8년(1871) 6월 기사. 고종 8년( 1 8 7 1 ) .

울산도호부 동헌경내 비석

● 蔚山府使 宋寅玉. 고종9년(1872).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 蔚山府使 李羲性. 『高宗實錄』권 12, 고종1 2년(1875) 6월임신

● 蔚山府使 鄭基大. 『高宗實錄』권 12, 고종1 2년(1875) 6월임신

●蔚山府使 張錫龍. 『高宗實錄』권 12, 고종 1 2년(1875) 12월 을유. 고종 1 4년

(1877). 울산도호부경내 비석

●蔚山府使 朴齊萬. 『高宗實錄』권 17, 고종1 7년(1880) 5월임진

● 蔚山府使 李泰鎭. 고종2 1년(1884). 울산도호부경내 비석

● 金樂均

● 蔚山府使 鄭璣相. 고종2 3년(1886).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 蔚山府使 朴世秉. 고종2 3년(1886).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 李啓夏

● 蔚山府使 金�秀. 고종 2 7년(1890).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 金永稷. 金永順. 韓應周. 安鍾悳

● 蔚山郡守 尹泳翰. 광무3년(1899). 울산도호부동헌 경내 비석

● 蔚山郡守 曺奭永. 朴炳淑. 李圭穆

● 蔚山行郡守 金佑植. 광무7년(1903). 울산도호부동헌 경내비석

●鄭東植. 李鎬奭. 金德漢. 沈選澤. 鄭海八. 尹命殷. 孫之鉉(갑인년合郡). 金澈禎.

申泰建. 孫永穆. 黃德純. 金星漢

2) 언양현감(군수)

○彦陽監務鄭包. 『太宗實錄』권 23, 태종1 2년(1412) 2월무오

○彦陽監務張孝禮. 『太宗實錄』권 24, 태종1 2년(1412) 12월임술

○ 彦陽縣監 金師�. 『太宗實錄』권 32, 태종1 6년(1416) 10월무진

○ 彦陽縣監 梁鳳鳴. 『世宗實錄』권 86, 세종 2 1년(1439) 7월정묘

○ 彦陽縣監 金仲宗. 『世宗實錄』권 86, 세종2 1년(1439) 9월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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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彦陽縣監卞宗悌. 『世宗實錄』권 93, 세종2 3년(1441) 7월병진

○彦陽縣監姜允. 『文宗實錄』권 4, 문종즉위년(1450) 11월무신

○彦陽縣監金欽. 『文宗實錄』권 8, 문종원년(1451) 7월기유

○彦陽縣監金權. 『世祖實錄』권 4, 문종2년(1453) 7월신사

○彦陽縣監金到利. 『成宗實錄』권 68, 성종7년(1476) 6월계미

●徐居廣

○彦陽縣監盧從愼. 『成宗實錄』권 241, 성종2 1년(1490) 6월무자

●彦陽縣監李聃龍. 연산군6년(1500). 『彦陽邑誌』(1919) 권1, 城郭

○彦陽縣監成世臣. 『中宗實錄』권 1, 중종원년(1506) 10월정미

○彦陽縣監金欽祖. 『中宗實錄』권 9, 중종4년(1509) 8월정해

○彦陽縣監閔世貞. 『中宗實錄』권 40, 중종1 5년(1520) 8월무인

○彦陽縣監洪彦邦. 『中宗實錄』권 46, 중종1 8년(1523) 정월신해

○彦陽縣監田胤弼. 『中宗實錄』권 101, 중종3 8년(1543) 12월신묘

○彦陽縣監林薰. 『明宗實錄』권 33, 명종2 1년(1566) 8월경신

●彦陽縣監鞠大範. 『宣祖實錄』권 9, 선조8년(1575) 3월경자

○彦陽縣監黃瑄. 선조9년(1576). 金千鎰, 『健齋集』권 3, 부록, 年譜

●朱士豪. 徐時重

●彦陽縣監魚泳潭. 『宣祖修正實錄』권 26, 선조2 5년(1592) 5월경신

○彦陽縣監魏德和. 『宣祖實錄』권 56, 선조2 7년(1594) 10월을사

●金太虛

○彦陽縣監金昕. 『宣祖實錄』권 94, 선조3 0년(1597) 11월을묘

●朴弘春. 李應明. 琴德和. 李時望. 李瑜. 辛邦櫓. 沈大恒. 朴惟健

○彦陽縣監梁斗南. 『光海君日記』권 178, 광해군1 4년(1622) 6월을해

●徐恒. 金瀅. 趙澈. 金寧. 李士珪. 郭龍伯. 李興業. 張遠. 金瓚. 奇孝淙. 金興祖.

申可貴. 金益堅. 黃寧. 辛景輅. 李弘箕. 崔千�. 鄭之屛. 權曦. 韓世確. 崔國成.

李昌胄. 南勇�. 金贊

●姜膺. 金渭. 丁以傑. 李聖雨. 安世柱. 趙復漢. 朴熙世. 宋揆. 崔世選. 申汝浣. 趙

元陽. 張格. 張孝元. 李弘邁. 趙裕錫. 吳再道. 李後說. 金葵. 劉大義. 宋光林. 蘇

正宇. 金聲玉. 李基命. 牟一成

●彦陽縣監具萬理. 『肅宗實錄』권 58, 숙종4 2년(1716) 8월병신

●李晩大. 李台望. 李光炯. 李安世. 韓爾錫. 李思順

●彦陽縣監李宜泰.『英祖實錄』권 32, 영조8년(1732) 9월병술

울
산

언
양
의

연
혁
과

역
대
관
원

2 1



● 洪胤源

● 彦陽縣監 柳文龍. 『英祖實錄』권 40, 영조1 1년(1735) 12월정축

● 吳碩宗. 朴銑

● 彦陽縣監 柳漢柱. 『英祖實錄』권 54, 영조1 7년(1741) 10월신해

● 趙廷佑. 朱杓. 張齊尙. 金乃衍. 金得煜. 尹守泰. 鄭亮弼

● 金天相. 영조3 3년(1757). 『彦陽邑誌』1919, 舊序. 언양읍사무소경내 비석

● 朴思恭. 尙雨澤. 洪�. 洪晟

● 彦陽縣監 李得駿. 『英祖實錄』권 111, 영조4 4년(1768) 10월경오

● 成箕柱. 林世載

● 彦陽縣監 呂善泰. 金龍翰, 『念睡集』권 3, 雜著, 「鄕射堂揭板文」

● 彦陽縣監 朴長�. 『正祖實錄』권 7, 정조 3년(1779) 6월병인

●金鳳顯. 李彦愼. 權正遇. 李元植. 方處坤. 鄭宅慶. 吳應常. 李邦幹. 成國民. 韓鼎

禹. 閔修顯. 金時弼. 閔心碩. 洪格. 閔震赫. 李得鉉. 曺慶夏. 李芝秀. 李周彦. 許

稱. 成健鎭. 李寬福. 李濟遠. 金達衡

● 彦陽縣監 崔弘德. 『純祖實錄』권 31, 순조3 0년(1830) 윤4월계사

● 李魯昌. 李龍求. 白致彦. 王熙澤. 林一馥

●成元鎭. 헌종 6년(1840). 釜山産業大學校附設 鄕土文化硏究所, 1986, 『釜山慶

南鄕校記文』, 「彦陽得英齋記」

● 彦陽縣監 許樟. 『憲宗實錄』권 9, 헌종 8년(1842) 8월계묘

● 李敏吾. 金憲祖. 朴有鵬

●邊弘圭. 철종 3년(1852). 釜山産業大學校 附設 鄕土文化硏究所, 1986, 『釜山慶

南鄕校記文』, 「彦陽鄕校壬子十一月節目」

● 宋熙直. 철종1 0년(1859). 『彦陽邑誌』(1919) 「彦陽鄕校重修記」

● 孫海遠. 李基祖

●彦陽縣監 徐益輔. 『高宗實錄』권5, 고종 5년(1868) 11월신사. 고종 2년( 1 8 6 5 ) .

釜山産業大學校 附設 鄕土文化硏究所, 1986, 『釜山慶南鄕校記文』, 「彦陽校宮補

麓記實文」

● 李文欽. 고종7년(1870). 「彦陽鄕校重修記文」(언양향교 편액)

● 李民熙. 許

●洪佑人. 고종 1 1년(1874). 釜山産業大學校附設 鄕土文化硏究所, 1986, 『釜山慶

南鄕校記文』, 「彦陽社壇神廚改修記」

● 彦陽縣監 鄭璣相. 『高宗實錄』권 15, 고종1 5년(1878) 5월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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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容觀. 李晩鉉. 權一圭. 李啓錫. 李奎卨

●李鍾林. 고종2 3년(1886). 釜山産業大學校附設 鄕土文化硏究所, 1986, 『釜山慶

南鄕校記文』, 「彦陽官學院�設節目」

●尹秉寬. 崔鳳煥. 尹養大. 具志鉉. 元容銓

●彦陽縣監尹弘植. 『高宗實錄』권 32, 고종 3 1년(1894) 12월기사

●鄭肯朝. 고종3 2년(1895). 釜山産業大學校附設 鄕土文化硏究所, 1986, 『釜山慶

南鄕校記文』, 「彦陽鄕校財用矯正記」, 「酌川亭記」(작천정 편액)

●李根榮

●崔時鳴. 광무2년. 「酌川亭記」(작천정 편액)

●朴琫煥. 李寅聲. 李啓弼. 朴茂永. 金澈禎(甲寅合蔚時仍任)

2. 절도사

< 범례 >

① 병마절도사는 처음에 병마도절제사라 하다가 세조 1 2년( 1 4 6 6 )에 병마절도사로

명칭을 바꾸었다(『세조실록』권 38, 세조1 2년 정월 무오) .

② 경상좌도 병마도절제사 군영(軍營)은 태종 1 7년( 1 7 1 7 )에 설치되었다(『태종실

록』권 33, 태종1 7년 정월 무신). 이군영은 오늘의 울산 병영동에있었다.

③ 수군절도사는 처음에 수군도절제사라 하다가 세종 2년( 1 4 2 0 )에 수군도안무처

치사로 명칭을 바꾸었고, 세조 1 2년( 1 4 6 6 )에 다시 수군절도사로 바꾸었다(『세

종실록』권 10, 세종2년1 0월 임술. 『세조실록』권 38, 세조1 2년 정월 무오) .

④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영은 동래의 동평현 남쪽 7리 거리인 부산포에 있

었는데, 세조 5년( 1 4 5 9 )에 울산 개운포로 옮겼다(『세종실록』권 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東萊縣, 『세조실록』권 15, 세조5년 정월 계묘) .

⑤ 개운포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은중종 3 9년( 1 5 4 4 )에 동래로 옮겼다.

⑥ 경상좌·우도 구분 없이‘처치사’‘수군절도사’‘절도사’라고만 표기한 것도

모두 실어 두었다.

⑦ 직함, 성명순으로 실은 다음 그 근거를 밝혔다.

⑧ 역대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의 명단은 남아있지 않다. 여기에 실린 명단은

『조선왕조실록』『고종순종실록』과 금석문 등 여러 사료에서 찾은 것이다. 따라

서 사료 발굴 여하에 따라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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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좌도병마절도사

○慶尙道兵馬節制使 겸 水軍都節制使 金希善. 『太宗實錄』권 9, 태종 5년(1405) 2

월 경인

○慶尙道兵馬都節制使 겸 水軍都節制使朴子安. 『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1 4 0 5 )

2월 경인

○ 慶尙道兵馬節制使柳龍生. 『太宗實錄』권 11, 태종6년(1406) 6월임술

○慶尙道兵馬都節制使 겸 水軍都節制使 柳龍生. 『太宗實錄』권 12, 태종 6년

(1406) 10월신묘

○慶尙道都節制使 겸 水軍都節制使 姜思德. 『太宗實錄』권 13, 태종 7년(1407) 3

월 정사

○�林安東道都節制使 겸 慶尙左道都節制使 曺瑗. 『太宗實錄』권 16, 태종 6년

(1406) 8월을미

○ 慶尙道兵馬節制使姜思德. 『太宗實錄』권 17, 태종7년(1407) 7월무인

○ 慶尙道兵馬節度使曺備衡. 『太宗實錄』권 23, 태종1 2년(1412) 2월기사

○ 慶尙道兵馬節制使曺備衡. 『太宗實錄』권 28, 태종1 4년(1414) 10월갑오

○ 慶尙道兵馬都節制使朴實, 辛悅. 『太宗實錄』권 35, 태종1 8 ( 1 4 1 8 )년 2월정유

○ 慶尙道兵馬都節制使金萬壽. 『世宗實錄』권 4, 세종 원년(1419) 7월경신

○ 慶尙道都節制使禹博. 『世宗實錄』권 5, 세종원년(1419) 8월임오

○ 慶尙左道兵馬都節制使李順蒙. 『世宗實錄』권 8, 세종2년(1420) 5월갑오

○ 慶尙道兵馬都節制使玄貴命. 『世宗實錄』권 17, 세종4년(1422) 9월기묘

○ 慶尙左道兵馬都節制使朴從愚. 『世宗實錄』권 75, 세종 1 8년(1436) 12월무자

○慶尙左道都節制使 겸 判蔚山府使 李思儉. 『世宗實錄』권 76, 세종 1 9년( 1 4 3 7 )

정월 을미

○ 慶尙道兵馬節制使成勝. 『世宗實錄』권 90, 세종2 2년(1440) 7월임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柳江. 『世宗實錄』권 106, 세종2 6년(1444) 9월기묘

○ 慶尙道左道都節制使金自雄. 『世宗實錄』권 120, 세종3 0년(1448) 5월을미

○ 慶尙左道兵馬節制使李允孫. 『端宗實錄』권 7, 단종원년(1453) 7월계미

○ 慶尙左道都節制使河漢. 『世祖實錄』권 2, 세조원년(1455) 11월무자

○ 慶尙左道兵馬節制使李好誠. 『世祖實錄』권 9, 세조3년(1457) 9월경진

○ 慶尙左道節制使洪益誠. 『世祖實錄』권 32, 세조1 0년(1464) 정월신유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衡. 金宗直, 『�畢齋集』권2, 記, 「慶尙道左廂元帥府題名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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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尙左道兵馬節度使朴居謙. 『睿宗實錄』권 5, 예종원년(1469) 5월임자

○慶尙左道兵馬節度使林自藩. 『睿宗實錄』권 6, 예종 원년(1469) 6월정사

○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嶠. 『成宗實錄』권 11, 성종2년(1471) 7월갑신

○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舜臣. 『成宗實錄』권 31, 성종4년(1473) 6월정해

○慶尙左道兵馬節度使韓致義. 『成宗實錄』권 33, 성종4년(1473) 8월계유

○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舜臣.『成宗實錄』권 46, 성종5년(1474) 8월정유

○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伯謙. 『成宗實錄』권 47, 성종5년(1474) 9월정묘

○慶尙左道兵馬節度使辛鑄. 『成宗實錄』권 72, 성종 7년(1476) 10월병신

○慶尙左道兵馬節度使權擎. 『成宗實錄』권 89, 성종 9년(1478) 2월을사

○慶尙道左道兵馬節度使具謙. 『成宗實錄』권 110, 성종1 0년(1479) 윤1 0월 경신

○慶尙左道兵馬節度使慶由恭. 『成宗實錄』권 123, 성종1 1년(1480) 11월임인

○慶尙左道兵馬節度使경력 金嶠. 『成宗實錄』권 124, 성종1 1년(1480) 12월갑자

○慶尙左道兵馬節度使尹末孫. 『成宗實錄』권 149, 성종1 3년(1482) 12월을축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淑琦. 『成宗實錄』권 174, 성종1 6년(1485) 정월경술

○慶尙左道兵馬節度使吳純. 『成宗實錄』권 203, 성종1 8년(1487) 5월임술

○慶尙左道兵馬節度使邊處寧. 『成宗實錄』권 228, 성종2 0년(1489) 5월병인

○慶尙左道兵馬節度使河淑溥. 『成宗實錄』권 252, 성종2 2년(1491) 4월경인

○慶尙左道兵馬節度使曺淑沂. 『成宗實錄』권 278, 성종2 4년(1493) 윤5월을묘

○慶尙道節度使李秉正. 『燕山君日記』권 15, 연산군2년(1496) 5월기미

○慶尙左道兵馬節度使韓忠仁. 『燕山君日記』권 27, 연산군3년(1497) 9월정사

○慶尙左道兵馬節度使韓忠仁. 『燕山君日記』권 27, 연산군3년(1497) 9월신해

○慶尙道節度使朴元宗. 『燕山君日記』권 26, 연산군3년(1497) 8월신미

○慶尙左道兵馬節度使具詮. 『燕山君日記』권 28, 연산군3년(1497) 10월갑술

○慶尙道節度使金�. 『燕山君日記』권 53, 연산군1 0년(1504) 5월정축

○慶尙道節度使沈順徑. 『中宗實錄』권 6, 중종 3년(1508) 6월신묘

○慶尙道兵馬節度使黃衡. 『中宗實錄』권 7, 중종 3년(1508) 11월정미

○慶尙道兵馬節度使柳繼宗. 『中宗實錄』권 7, 중종 3년(1508) 12월갑술

○慶尙左道兵馬節度使黃衡. 『中宗實錄』권 11, 중종5년(1510) 4월갑진

○慶尙左道兵馬節度使柳繼宗. 『中宗實錄』권 11, 중종5년(1510) 4월기유

○慶尙左道兵馬節度使黃衡. 『中宗實錄』권 11, 중종 5년(1510) 6월신해

○慶尙道節度使柳聃年. 『中宗實錄』권 13, 중종6년(1511) 4월임진

○慶尙左道兵馬節度使成秀才. 『中宗實錄』권 14, 중종6년(1511) 9월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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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尙左道兵馬節度使成秀才. 『中宗實錄』권 15, 중종7년(1512) 5월무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允儉. 『中宗實錄』권 18, 중종8년(1513) 3월경진

○ 慶尙右道兵馬節度使尹熙平. 『中宗實錄』권 19, 중종9년(1514) 정월정해

○ 慶尙道兵馬節度使沈順徑. 『中宗實錄』권 20, 중종9년(1514) 7월기사

○ 慶尙道節度使全五倫. 『中宗實錄』권 23, 중종1 0년(1515) 12월계해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 『中宗實錄』권 23, 중종1 1년(1516) 정월계사

○ 慶尙左道兵馬節度使黃琛. 『中宗實錄』권 24, 중종1 1년(1516) 2월신미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柳湄. 『中宗實錄』권 32, 중종1 3년(1518) 2월경인

○慶尙道節度使成世貞. 『中宗實錄』권 34, 중종1 3년(1518) 7월무오

○ 慶尙左道節度使柳湄. 『中宗實錄』권 34, 중종1 3년(1518) 10월임진

○ 慶尙道節度使金世熙. 『中宗實錄』권 44, 중종1 7년(1522) 4월무술

○ 慶尙左道兵使尹熙平. 『中宗實錄』권 49, 중종1 8년(1523) 10월신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尹任. 『中宗實錄』권 70, 중종 2 6년(1531) 3월임인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安世. 『中宗實錄』권 70, 중종2 6년(1531) 4월기묘

○ 慶尙左道兵馬節度使許寬. 『中宗實錄』권 71, 중종2 6년(1531) 7월정사

○ 慶尙左道節度使金鐸. 『中宗實錄』권 74, 중종2 8년(1533) 5월경신, 을사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亨順. 『中宗實錄』권 82, 중종3 1년(1536) 6월무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曺允武. 『中宗實錄』권 82, 중종3 1년(1536) 6월갑진

○ 慶尙道節度使金克成. 『中宗實錄』권 88, 중종3 3년(1538) 8월무신

○ 慶尙道節度使朴英. 『中宗實錄』권 92, 중종3 4년(1539) 10월기사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朴英. 『中宗實錄』권 93, 중종3 5년(1540) 3월신유

○ 慶尙道節度使朴世英. 『中宗實錄』권 99, 중종3 7년(1542) 10월계묘

○ 慶尙左道兵馬節度使許�. 『仁宗實錄』권 1, 인종원년(1545) 3월계유

○ 慶尙道節度使金順皐.『明宗實錄』권 1, 명종즉위년(1545) 8월기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趙安國. 『明宗實錄』권 14, 명종8년(1553) 6월신묘

○ 慶尙左道兵馬節度使閔應瑞. 『明宗實錄』권 21, 명종1 1년(1556) 10월계축

○ 慶尙左道兵馬節度使尹先智. 『明宗實錄』권 23, 명종1 2년(1557) 9월정축

○ 慶尙左道兵馬節度使崔終浩. 『明宗實錄』권 24, 명종1 3년(1558) 정월무오

○ 慶尙左道兵馬節度使張彦邦. 『明宗實錄』권 25, 명종1 4년(1559) 8월기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申顯. 『明宗實錄』권 29, 명종1 8년(1563) 10월병오

○ 慶尙左兵使 李大伸. 『明宗實錄』권 29, 명종 1 8년(1563) 10월을묘

○ 慶尙左道兵馬節度使吳誠. 『明宗實錄』권 29, 명종 1 8년(1563) 10월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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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元祐. 『明宗實錄』권 29, 명종1 8년(1563) 10월갑자

○慶尙左道兵馬節度使元俊良. 『明宗實錄』권 29, 명종1 8년(1563) 10월을축

○慶尙左道兵馬節度使崔希孝. 『明宗實錄』권 33, 명종2 1년(1566) 7월경자

○慶尙道前兵使金�. 『宣祖修正實錄』권 12, 선조1 1년(1578) 4월병술

○慶尙道左兵使李珏. 『宣祖實錄』권 27, 선조2 5년(1592) 6월병진

○慶尙左道兵馬節度使權應銖. 『宣祖實錄』권 35, 선조2 6년(1593) 2월경인

○慶尙道兵馬節度使朴晋. 『宣祖實錄』권 37, 선조2 6년(1593) 4월갑오

○慶尙道節度使金沔. 『宣祖實錄』권 39, 선조 2 6년(1593) 6월기축

○慶尙道兵馬節度使高彦伯. 『宣祖實錄』권 56, 선조 2 7년(1594) 4월을사

○慶尙左道兵馬節度使高彦伯. 『宣祖實錄』권 56, 선조2 7년(1594) 10월갑진

○慶尙道兵使 金應瑞. 『宣祖實錄』권 71, 선조2 9년(1596) 정월임진

○慶尙道兵使 高彦伯. 『宣祖實錄』권 74, 선조 2 9년(1596) 4월계해

○慶尙左道兵馬節度使成允文. 『宣祖實錄』권 94, 선조3 0년(1597) 11월정유

○慶尙左兵使 郭再祐. 『宣祖實錄』권 120, 선조3 2년(1599) 12월무자

○慶尙道左兵營兵使李英. 『宣祖實錄』권 133, 선조3 4년(1601) 정월병진

○兵馬節度使 李延彪. 광해군4년(1612). 병영동사무소경내비석

○慶尙道左兵使李枝馨. 『顯宗實錄』권 8, 현종5년(1664) 윤6월정묘

○兵馬節度使 李枝馨. 숙종2년(1676). 병영동사무소경내비석

○慶尙道兵使 李檳. 『肅宗實錄』권 10, 숙종6년(1680) 10월신축

○慶尙左兵使 李天根. 『肅宗實錄』권 36, 숙종2 8년(1702) 4월을해

○兵馬節度使 鄭○○相公. 숙종3 1년(1705).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兵馬節度使 張鵬翼. 숙종4 4년(1718).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兵馬節度使 具鳳昌. 숙종4 5년(1719).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慶尙左道兵馬節度使具聖益. 『英祖實錄』권 25, 영조6년(1730) 2월임자

○慶尙道兵使 崔命柱. 『英祖實錄』권 29, 영조 7년(1731) 2월경신

○兵馬節度使 魚有琦. 영조3 0년(1754).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兵馬節度使 尹泰淵. 영조3 6년(1760).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慶尙左道兵馬節度使梁世絢. 『正祖實錄』권 1, 정조즉위년(1776) 7월임오

○慶尙左道兵馬節度使白東俊. 『正祖實錄』권 5, 정조2년(1778) 정월임신

○前 左道兵馬節度使白東俊. 『正祖實錄』권 7, 정조3년(1779) 6월병인

○慶尙左道兵馬節度使柳鎭恒. 『正祖實錄』권 10, 정조4년(1780) 12월갑자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文德. 『正祖實錄』권 10, 정조4년(1780) 12월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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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廷遇. 『正祖實錄』권 13, 정조6년(1782) 3월계묘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仁秀. 『正祖實錄』권 17, 정조8년(1784) 4월경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白師誾. 『正祖實錄』권 19, 정조9년(1785) 2월병술

○慶尙左道兵馬節度使 姜五成. 『正祖實錄』권 24, 정조 1 1년(1787) 7월 경인. 중

산동 갓안마을소재 비석

○ 前 慶尙左道兵馬節度使南志默. 『正祖實錄』권 31, 정조1 4년(1790) 9월병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許�. 『正祖實錄』권 33, 정조1 5년(1791) 12월임술

○慶尙左道兵馬節度使尹範行. 『正祖實錄』권 38, 정조 1 7년(1793) 10월계해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禹鉉. 『正祖實錄』권 39, 정조 1 8년(1794) 정월을미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潤謙. 『正祖實錄』권 40, 정조1 8년(1794) 6월기미

○ 左兵使金永綬. 李俊民, 『鶴�遺集』권 2, 啓, 「陳守城形便啓(代左兵使金永綬)」

○ 慶尙左兵使 李普漢. 『正祖實錄』권 51, 정조2 3년(1799) 5월기묘

○ 前 兵使 李殷福. 『正祖實錄』권 51, 정조2 3년(1799) 5월기묘

○ 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處漢. 『純祖實錄』권 4, 순조 2년(1802) 2월신해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長喆. 『純祖實錄』권 6, 순조 4년(1804) 2월계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吳載光. 『純祖實錄』권 7, 순조5년(1805) 12월을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朴宗柱. 『純祖實錄』권 10, 순조7년(1807) 11월신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趙岐. 『純祖實錄』권 12, 순조9년(1809) 10월경인

○ 慶尙左道兵馬節度使申大坤. 『純祖實錄』권 13, 순조1 0년(1810) 12월신사

○慶尙左道兵馬節度使申大坤. 『純祖實錄』권 14, 순조1 1년(1811) 5월기해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春英. 『純祖實錄』권 16, 순조1 2년(1812) 10월신축

○慶尙左道兵馬節度使 申絅. 『純祖實錄』권 17, 순조 1 4년(1814) 8월 정묘. 순조

1 5년(1815).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 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煐. 『純祖實錄』권 18, 순조1 5년(1815) 3월정해

○ 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守基. 『純祖實錄』권 20, 순조 1 7년(1817) 2월계사

○ 慶尙左道兵馬節度使趙恩錫. 『純祖實錄』권 22, 순조1 9년(1819) 정월갑진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民秀. 『純祖實錄』권 23, 순조2 0년(1820) 11월계유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升權. 『純祖實錄』권 25, 순조2 2년(1822) 10월갑진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忠運. 『純祖實錄』권 27, 순조2 4년(1824) 6월병오

○ 慶尙左道兵馬節度使申純. 『純祖實錄』권 27, 순조2 5년(1825) 정월경자

○ 慶尙左道兵馬節度使尹載鍵. 『純祖實錄』권 28, 순조2 6년(1826) 7월신묘

○慶尙左道兵馬節度使 任聖皐. 『純祖實錄』권 29, 순조 2 7년(1827) 6월 신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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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 8년(1828). 병영동사무소경내비석

○慶尙左道兵馬節度使尹義儉. 『純祖實錄』권 30, 순조2 8년(1828) 3월병인

○慶尙左道兵馬節度使 沈日永. 『純祖實錄』권 31, 순조 3 0년(1830) 2월 을해. 순

조 3 3년(1833).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東膺. 『純祖實錄』권 32, 순조3 2년(1832) 정월경술

○慶尙左道兵馬節度使申緖. 『純祖實錄』권 33, 순조3 3년(1833) 5월갑술

○慶尙左道兵馬節度使沈能俊. 『純祖實錄』권 33, 순조3 3년(1833) 8월을사

○慶尙左道兵馬節度使許棨. 『憲宗實錄』권 2, 헌종 원년(1835) 3월임오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 『憲宗實錄』권 4, 헌종 3년(1837) 정월경진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亨權. 『憲宗實錄』권 4, 헌종3년(1837) 9월계미

○慶尙左道兵馬節度使尹禹鉉. 『憲宗實錄』권 5, 헌종4년(1838) 8월정유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濟完. 『憲宗實錄』권 6, 헌종5년(1839) 정월무신

○慶尙左道兵馬節度使金宅基. 『憲宗實錄』권 8, 헌종 7년(1841) 정월임진

○慶尙左道兵馬節度使沈樂臣. 『憲宗實錄』권 9, 헌종 8년(1842) 3월계유

○慶尙左道兵馬節度使具載龍. 『憲宗實錄』권 10, 헌종9년(1843) 11월계유. 헌종

1 2년(1846).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慶尙左道兵馬節度使柳永魯. 『憲宗實錄』권 11, 헌종1 0년(1844) 3월갑신

○慶尙左道兵馬節度使尹喜豊. 『憲宗實錄』권 12, 헌종1 1년(1845) 10월기축

○慶尙左道兵馬節度使申從翼. 『憲宗實錄』권 14, 헌종1 3년(1847) 6월신미

○慶尙左道兵馬節度使申命源. 『憲宗實錄』권 16, 헌종1 5년(1849) 5월정유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肇淵. 『哲宗實錄』권 3, 철종 2년(1851) 4월기사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容鉉. 『哲宗實錄』권 3, 철종2년(1851) 12월신묘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敏敎. 『哲宗實錄』권 5, 철종4년(1853) 7월갑자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根永. 『哲宗實錄』권 5, 철종4년(1863) 7월무진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南軾. 『哲宗實錄』권 6, 철종 5년(1854) 4월을유

○慶尙左道兵馬節度使沈煥永. 『哲宗實錄』권 7, 철종 6년(1855) 10월신묘

○慶尙左道兵馬節度使 李元熙. 『哲宗實錄』권10, 철종 9년(1858) 2월 경오. 철종

1 1년(1860), 철종1 2년(1861).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明錫. 『哲宗實錄』권 11, 철종1 0년(1859) 6월계해

○慶尙左道兵馬節度使張寅植. 『哲宗實錄』권 12, 철종1 1년(1860) 4월병자

○慶尙左道兵馬節度使趙台顯. 『哲宗實錄』권 12, 철종1 1년(1860) 4월병술. 철종

1 2년(1861).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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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東植. 『哲宗實錄』권 14, 철종1 3년(1862) 4월무오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겸熙. 『哲宗實錄』권 14, 철종1 3년(1862) 4월계해

○ 慶尙左道兵馬節度使徐相益. 『哲宗實錄』권 15, 철종1 4년(1863) 10월무인

○ 慶尙左道兵馬節度使李承駿. 『哲宗實錄』권 15, 철종1 4년(1863) 10월무자

○慶尙道左兵使 尹善應. 『高宗實錄』권 6, 고종 6년(1869) 2월 병인. 고종 8년

(1871).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 慶尙左兵使 鄭志鎔. 『高宗實錄』권 12, 고종1 2년(1875) 6월무술

○慶尙左兵使 李基赫. 『高宗實錄』권 17, 고종 1 7년(1880) 5월 무진. 고종 1 8년

(1881). 병영동사무소경내 비석

○ 慶尙左兵使 尹錫五. 『高宗實錄』권 21, 고종2 1년(1884) 11월신축

○ 慶尙左兵使 趙載恒. 『高宗實錄』권 24, 고종 2 4년(1887) 4월을유

○ 慶尙道左兵使李敏競. 『高宗實錄』권 29, 고종2 9년(1892) 3월병인

○ 慶尙左兵使 具鍾書. 『高宗實錄』권 30, 고종 3 0년(1893) 12월경오

2) 경상좌도수군절도사

○行僉知中樞院事兼慶尙左道處置使魚得海. 『世祖實錄』권 10, 세조 5년(1459) 6

월 계축

○ 慶尙左道都按撫處置使鄭種. 『世祖實錄』권 28, 세조8년(1462) 3월임인

○ 慶尙左道(水軍)處置使洪益誠. 『世祖實錄』권 32, 세조1 0년(1464) 정월신유

○ 慶尙道水軍處置使柳興茂. 『世祖實錄』권 36, 세조1 1년(1465) 5월계축

○水軍節度使洪益誠(세조1 2년, 1466). 『新增東國輿地勝覽』권 22, 蔚山郡樓亭

○ 節度使 李昭重(동상, 시기불명)

○ 慶尙左道水軍節度使金繼貞. 『成宗實錄』권 24, 성종3년(1472) 11월병신

○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陽東. 『成宗實錄』권 45, 성종5년(1474) 7월경신

○ 慶尙道水軍節度使邊靖. 『成宗實錄』권 51, 성종6년(1475) 정월기사

○ 慶尙左道水軍節度使朴星孫. 『成宗實錄』권 95, 성종9년(1478) 8월기유

○ 慶尙左道水軍節度使慶由恭. 『成宗實錄』권 96, 성종 9년(1478) 9월갑자

○ 慶尙左道水軍節度使薛茂林. 『成宗實錄』권 96, 성종 9년(1478) 9월임오

○ 慶尙左道水軍節度使金崇海. 『成宗實錄』권 101, 성종1 0년(1479) 2월경술

○ 慶尙左道水軍節度使安仁厚. 『成宗實錄』권 124, 성종1 1년(1480) 12월갑인

○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居仁. 『成宗實錄』권 139, 성종1 3년(1482) 3월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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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紘. 『成宗實錄』권 143, 성종1 4년(1483) 3월신묘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升祚. 『成宗實錄』권 179, 성종1 6년(1485) 5월정묘

○慶尙左道水軍節度使韓忠仁. 『成宗實錄』권 202, 성종1 8년(1487) 4월신사

○慶尙道兼兵馬水軍節度使成�. 『成宗實錄』권 211, 성종1 9년(1488) 정월정사

○慶尙左道水軍節度使辛錫康. 『成宗實錄』권 228, 성종2 0년(1489) 5월병인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從生. 『成宗實錄』권 233, 성종2 0년(1489) 10월경자

○慶尙左道水軍節度使鄭仁耘. 『成宗實錄』권 257, 성종2 2년(1491) 9월기축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約東. 『成宗實錄』권 279, 성종2 4년(1493) 6월을해

○慶尙左道水軍節度使呂允哲. 『成宗實錄』권 282, 성종2 4년(1493) 9월무신

○慶尙道水軍節度使崔集成. 『燕山君日記』권 22, 연산군3년(1497) 4월계유

○慶尙道水使 卞宗仁. 『燕山君日記』권 22, 연산군3년(1497) 4월갑술

○慶尙左道水軍節度使盧效愼. 『燕山君日記』권 28, 연산군3년(1497) 11월신해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永貴. 『燕山君日記』권 28, 연산군3년(1497) 12월무인

○慶尙左道水軍節度使金允濟. 『燕山君日記』권 36, 연산군6년(1500) 정월을해

○慶尙道水軍節度使金萱. 『燕山君日記』권 38, 연산군6년(1500) 8월계사

○연산군조慶尙道水軍節度使金克愧. 『中宗實錄』권22, 중종1 0년(1515) 윤4월무오

○慶尙道水使 蔡允文. 『中宗實錄』권 5, 중종 3년(1508) 4월임신

○慶尙道水使 李宗義. 『中宗實錄』권 11, 중종5년(1510) 4월정미

○慶尙左道水軍節度使金賢孫. 『中宗實錄』권 11. 중종5년(1510) 4월무신

○慶尙左道水軍節度使金良弼. 『中宗實錄』권 11, 중종5년(1510) 6월기축

○慶尙左道水軍節度使辛玉衡. 『中宗實錄』권 18, 중종8년(1513) 3월경진

○慶尙道水軍節度使辛玉衡. 『中宗實錄』권 18, 중종 8년(1513) 8월기미

○慶尙道水軍節度使李�. 『中宗實錄』권 20, 중종9년(1514) 7월기사

○慶尙左道水軍節度使李之芳. 『中宗實錄』권 23, 중종1 1년(1516) 정월정미

○慶尙道水使 金良弼. 『中宗實錄』권 25, 중종1 1년(1516) 5월경술

○慶尙道水軍節度使李之芳. 『中宗實錄』권 25, 중종 1 1년(1516) 7월병술

○慶尙左道水使具允愼. 『中宗實錄』권 25, 중종1 1년(1516) 7월병술

○慶尙左道水軍節度使申公濟. 『中宗實錄』권 26, 중종1 1년(1516) 9월기해

○慶尙左道水軍節度使柳湄. 『中宗實錄』권 32, 중종1 3년(1518) 2월경인

○慶尙左道水使韓碩. 『中宗實錄』권 34, 중종1 3년(1518) 10월임진

○慶尙道水使 高自謙. 『中宗實錄』권 36, 중종 1 4년(1519) 9월병신

○慶尙左道水軍節度使曺潤孫. 『中宗實錄』권 36, 중종1 4년(1519) 9월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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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尙左道水軍節度使皇甫謙. 『中宗實錄』권 37, 중종1 4년(1519) 11월을묘

○ 慶尙道水使 禹孟善. 『中宗實錄』권 37, 중종1 4년(1519) 11월경신

○ 慶尙左右道 兵水使 연임 曺潤孫. 『中宗實錄』48, 중종1 8년(1523) 6월을축

○慶尙道水軍節度使吳世翰. 『中宗實錄』권 55, 중종2 0년(1525) 10월기축

○ 慶尙道水使 金鐵壽. 『中宗實錄』권 63, 중종2 3년(1528) 10월정미

○ 慶尙左道水軍節度使朴英. 『中宗實錄』권 87, 중종3 3년(1538) 6월무진

○ 慶尙道水使 李夢麟. 『中宗實錄』권 91, 중종3 4년(1539) 8월병진

○ 慶尙道水使 許�. 『中宗實錄』권 102, 중종3 9년(1544) 4월을유

○ 慶尙道水使 尹�. 『中宗實錄』권 104, 중종3 9년(1544) 9월경술

○ 慶尙道水使 金順皐. 『中宗實錄』권 104, 중종3 9년(1544) 9월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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