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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창의

1. 울산의병첫 결집(『霽月堂先生實紀』권2, 雜著, 龍蛇日錄)1 )

임진년 4월 2 1일에 심환(沈渙)·박응정(朴應楨)·고처겸(高處謙)·박진남(朴震男)

이한남(李瀚南)·김응방(金應邦)이 (나의) 뜻대로 도착하였다. 각각 2 0여명을 인솔

하여 왔으므로 수를 합하면 3백여인이 되었다. 다함께 창의할 일을 의논하는데, (내

가) 말하기를“지금 병영이 텅 비었고, 군 읍성도 역시 그러하니 장차 어찌 할 것인

가?”하였다. 심환이말하기를, 먼저 진을 설치하고 행법(行法)에 따라 항오(行伍)를

만들어 군령을 엄숙히 하면 사졸의 대열이 정비되어 군령이 서고 상하의 의리가 정

해질 것이다”하였다. 곧장단(將壇)을만들어 2 3일에군오 정비하기를 맹서하였다.

(壬辰年 四月) 二十一日 沈渙朴應楨高處謙朴震男李翰南金應邦如意來到 各率二十

餘名 合數三百人 相與商量倡義之事曰此際營門空虛 郡城亦然 將奈何 沈渙曰 爲先設

陣 行法以成行伍 嚴肅軍令 則士卒整伍 五令三申 上下分義可定 卽成將壇 以二十三

日誓整軍伍

2. 회맹기

1) 구강회맹(鷗江會盟) (『蔚山邑誌 1 9 3 4』권 6, 雜著補遺)2 )

金太虛(당시 假郡守) 尹弘鳴 徐仁忠 金洽 蔣希春 朴孫 李應春 李愚春(이응춘의 동

생) 李逢春(이우춘의동생) 朴春英全應忠 辛光胤 金得禮 李德梅 李鶴 徐夢虎 李景淵

柳汀 朴慶說 辛筌 柳榮春 朴鳳壽 兪光瑞 李仁常 尹大鵬 李鳳壽(以上蔚山人)

權士� 金光福 申士忠 堅川至 崔繼宗 金以寬 辛萬慶 黃希安 李三韓 李訥 黃希喆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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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란 당시 울산의 의병이 왜적이 부산에 상륙한지 8일만에 창의한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다소의 차이

는 있지만여러 의병장의 기록에서 공통되게 찾을 수 있다. 본서는『제월당실기』의 기록을취하였다.

2) 구강회맹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계사년(선조 2 6년, 1593) 10월 2 9일과 1 1월 1, 2일에 울산도호부

객사인 학성관에서 이루어진 의병장들의 회맹이다. 이 회맹은 울산과 경주 출신 의병장들이 주축을 이루었

는데, 1934년간『울산읍지』에‘구강회맹’이라 하여 그 명단이 실려있다. 여기에“출전(出典)은권매와(權梅

窩)·김인심재(金忍心齋) 및 박라곡(朴蘿谷)·박운당(朴雲塘)·김죽포(金竹圃)·이낙의재(李樂義齋) 등여러

의병장의 일록(日錄)이다. 선조계사년 1 0월 2 9일과 1 1월 1, 2일에 학성관에서 회맹한 전말(顚末)인데, 서차

(序次)가 다른 것은 당시 회맹이 한 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하였다.



金應河 李文翼 金得福 李繼秀 金夢良 許希萬 李應璧 朴春茂 金應生 朴仁國 金夢男

崔弘國 金光祿 徐思迪 金漢傑 金應祿 金應福 朴茂春(以上慶州人)

李大任 徐方慶(以上長�人)

金見龍 權汝精 安�命 安國步 姜一纘 朴檜茂 朴�茂(以上永川人) 

吳悅 徐琪益 朴� 朴�(以上 居所未詳)

2) 문천회맹(汶川會盟) (『慶州邑誌』권 8, 1933, 雜記補遺)3 )

尹仁涵 李台立 李繼秀 堅川至 李三韓 金光福 金應生 金得福 黃希安 金得秋 崔繼宗

權應生 白以昭 李龍甲 李汝良 崔海南 李彭壽 李訥 孫時 崔奉天 孫曄 李宜潛 金弘�

金以寬 權士� 金天錫 金夢良 李元明 徐思� 金春龍 李承級 金鸞瑞 李芳隣 金夢和

金得祥 金應福 李夢龍 朴榮立 朴仁國 黃希哲 李昌後 金萬齡 金永壽 吳悅(以上 慶州)

朴毅長 白中立 鄭承緖 南慶薰(以上寧海)

柳汀 李景淵 徐仁忠 李應春 李逢春 李承金 李愚春 蔣希春 金洽 尹弘鳴 全應忠 朴

孫 全� 李翰南 朴文 柳榮春 柳伯春 田永芳 朴慶悅 朴應福 金得禮 朴仁立 高處謙 朴

鳳壽 徐夢虎(以上蔚山)

曺以咸 曺以恒 曺以節 鄭四震 鄭世雅 鄭宜藩 全三益 全三達 趙時彦 曺德驥 曺瓊

徐道立 李止孝 曺俊驥(以上永川) 

崔東輔 孫處謙 崔認(以上 大邱)

金天穆 金見龍 鄭大容 安信命 沈希淸 權汝精 金元龍 金宇淨 金宇潔(以上迎日)

徐方慶 李大任 徐克仁(以上長�)

朴夢瑞 鄭仁獻 扈民秀 崔興國 李大立 鄭三畏 鄭三戒 李華 李大仁 陳奉扈 鄭三顧

李說(以上 興海)

朴希根 李仁宜 梁通漢 李夢鸞 安瑾 鄭好仁 鄭好義 崔沂(以上 梁山)

辛�(以上 彦陽)

金遇鍊 金遇鎔 金克昌 朴夢亮 安天民 崔敬止 崔熙止 李春�(以上慈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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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주 문천에서의 회맹기이다. 여기에도 역시 여러 의병장의 일기를 근거로 작성했기 때문에 상세하거나 소

략함이같지 않다 하고, 이것은 회맹이 1, 2차에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였다.



제2절 극복과 수습

1. 용사실기(『蔚山邑誌( 1 8 9 9 )』1 )

만력 임진년(선조 2 5년, 1592) 4월 1 3일에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쳐들어왔다. 경

상도 좌병사(左兵使) 이각(李珏)이 울산군수 이언함(李彦�)을 좌위장(左衛將)으로

정하여 군(郡)의 군사 1천여명과 관리 2백여명을 거느리고 1 4일에 동래로 달려갔다.

그러나 부산은 이미 함락되었고 첨사 정발(鄭撥)은 전사하였다. 15일에는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도 사절(死節)하였다. 군수이언함과 군관(軍官) 박경준(朴慶俊), 하리

(下吏) 박인안(朴�安)·김응복(金應福)·박영준(朴永遵)·이신백(李新白), 관노(官

奴) 진학수(陳鶴守) 등은시체들 속에 숨어 있다가 울산으로 되돌아왔다. 그 때 병사

이각은 군사를 버리고 도망하였고, 신덕기(申德棋)는전사하였으며, 기장(機張) 군민

들은 한꺼번에놀라 흩어졌다.

왜적이 세 길로 나누어 진격하는데, 감히 막고 토벌하는 자가 없었으나, 우리 군

(郡) 사람 서인충(徐仁忠)·서몽호(徐夢虎) 등이 홀로 군사를 일으켜 적을 추격하였

다. 이에 왜적은 무너지고 흩어져 동래로 물러나 둔거(屯據)하였다. 9월에순찰사(巡

察使) 김수(金�)와병사 박진(朴晋)이인망(人望)을좇아 밀양 사람 전 만호(萬戶) 김

태허(金太虛)를 임시 군수로 차임(差任)하여 흩어진 백성을 초유하니 열흘이나 달포

가량에 군사 3천명이 모여들었다.

군수는 우리 군 사람 전 현감(縣監) 박홍춘(朴弘春)을서면장(西面將)으로 삼아 부

산·양산의 적을 막고, 전 봉사(奉事) 전응충(全應忠)을남면장(南面將)으로 삼아 동

래·기장의 적을 막았다. 바다에가라앉은 공, 사의 배를 모아 수리하여 서인충을 주

사장(舟師長)으로 삼고 적이 들어올 수로(水路)를 끊었다. 군수는 스스로 수하의 군

사 3백명을 거느리고 급한 곳에 달려가 구원하였다. 한달 동안에 여섯 일곱 번을 싸

워 연속해서적을 베니 적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울산군 군사는 정

예롭고 용감하기가 팔도(八道)에서으뜸이었다.

1 0월에 적의 전선(戰船) 6척이 기장으로부터, 육군3백명이 아이포(阿�浦)로부터

곧바로 우리 군으로 쳐들어오니 군수와 전응충이 육군을 거느리고 힘껏 싸우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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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란 당시 울산 의병의 활약상을 기록한 글이다. 필자 미상이다. 『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 1 7 8 6 )』에‘壬辰倭

變事蹟’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실렸다. 이후의『울산읍지』에는‘龍蛇實記’라는 제목으로 실려있고 각각 오,

탈자가더러 있다.



인충은 수군을 거느리고 싸워 무찔렀다. 이 때 육군은 적 5 0여급을 베었고, 수군은

4 0여급을 베고 또 적선 2척을 노획하였다. 적의 전선은 서면장 박홍춘이 힘껏 싸워

많이 노획하였다. 순찰사와 병사가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아뢰고 김태허를 실제의 군

수로 차임하였다.

계사년(선조 2 6년, 1593)에 왜적이 여러 번의 패전을 설욕하려고 4월 1 8일에 네

길로 나누어 진격하니 우리는 군사가 적어 이들을 대적하기 어려웠다. 우리 군의 군

사들이 경주로 진(鎭)을 옮겼을 때, 서인충·전응충 등이 힘을 합하여 이견대(利見

臺) 앞 바다에 이르렀다. 여기서적과 접전하여 베거나 쏘아서 죽이고 사로잡은 적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또서인충은봉길리(鳳吉里) 앞장기(長�) 소봉대(小峰

臺) 아래에서왜적을 무수하게 베어 군기(軍器)를빼앗았고, 우리군 군사들은 2백여

급을 베었다. 이에 도원수 권율(權慄)과 어사 한준겸(韓浚謙)이 임금에게 아뢰어 서

인충에게 부산첨사를제수하였다.

김태허·전응충·서인충·박홍춘·박봉수(朴鳳壽)·박봉서(朴鳳瑞)·전개(全

�)·박응탁(朴應琢)·서몽호·장오석(張吾石)은모두 선무원종공신1등으로녹훈되

었다. 전영(全 )은 동래에서 사절(死節)하였고, 이경연(李景淵)은 전후의 전투에서

8 3급을 베었고, 박진남(朴震男)은8 0급을 베고 5 2명을 죽여 모두 2등으로 녹훈되었

다. 이응춘(李應春)은도산(島山) 싸움에서죽이거나 사로잡은 적이 심히 많았고, 또

개운포(開雲浦) 진중(陣中)에서아들에게 글을 남겨 훈계하고는 힘껏 싸우다 죽었다.

아들 승금(承金) 역시적을 토벌하기를 맹세하여 많은 적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이한

남(李翰南)·박경열(朴慶悅)·박영립(朴榮立)·전영방(田永芳)도 모두 적을 토벌하

여 3등으로 녹훈되었다. 윤홍명(尹弘鳴)·고처겸(高處謙)·김흡(金洽)·김순경(金順

卿)·박언복(朴彦福)·박인립(朴仁立)·이인상(李仁常)도 모두 적을 토벌하여 녹훈

되었다.

그 후에 명(明)나라에서 대군을 보내어 평양의 왜적을 섬멸하고, 이어서울을 회복

하였다. 이에 왜적이 부산·동래 및 울산 태화강 가로 물러나니 울산군수가 병영에

보고하였다. 병사 권응수(權應銖)가 군사를 벌려놓고 무용을 뽐내니 적장 가등청정

(加藤淸正)은서생포(西生浦)로진을 옮겨 둔거하였다. 가등청정이세 번이나 봉서를

보내어 화의를 요청하니 군수는 병사에게 보고하였다. 도원수 권율이 우리 군 유생

장희춘(蔣希春)과 이겸수(李謙受)를 보내어 적정을 탐지하니 부산에서 왜장 평행장

(平行長)이 화의를 요청한다 하였다. 명나라 장수가 황조(皇朝)에 이 사실을 아뢰어

명나라와 우리 나라 사신이 함께 일본에 들어갔다.

정유년(선조 3 0년, 1597) 정월 1 5일에 가등청정이 다시 서생포에 와서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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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를 청하면서 여러 왜적을 모았다. 7월에 옛 학성(鶴城)으로 와서 둔거하고는 군

성(郡城)을 허물어 그 돌을 옮겨 증성(甑城)을 쌓아 오랫동안 머물 계책을 꾸몄다.

1 2월에 명나라 장수 경리(經理) 양호(楊鎬)와 대장(大將)인 제독(提督) 마귀(麻貴)가

6만여기를 거느리고 우리 나라 군사 2만명과 함께 왜적을 공격하는데, 우리 군의 군

사들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였다. 성 바깥의 적은 일거에 섬멸되었고, 내성(內城)도

거의 함락될 뻔 하였다. 가등청정이 속여 거짓으로 항복하니 경리 양호가 군사를 뒤

로 물렸다가 마침내 도로 패하고 말았다.

무술년(선조3 1년, 1598) 8월에명나라 군사가 다시 왜군을 정벌함에 따라 마귀도

다시 도산성(島山城)을 공격하였다. 마귀가 우리 군 군사와 아군을 선봉으로 삼으니

왜군은 성 셋을 더 쌓고 백배나 더 엄하게 방비하였다. 제독이군사를 벌려놓고 무용

뽐내기를 백여일이나 하니 왜적은 스스로 성첩을 불태우고 밤을 타서 본국으로 돌아

갔다. 서급사(徐給事) 진어사(陳御史) 정주사(丁主事) 양안찰(梁案察)이함께 도산성

을 둘러보고 왜적이 준비해 둔 성지(城池)와무기에 놀라고 탄복하였다.

임진년에서 무술년까지 왜적이 둔거하여 돌아가지 않음에 따라 여러 고을의 많은

백성들이 적에게 빌붙어 향도(嚮導)가 되거나 간첩(間諜)이 되었다. 그러나 유독 우

리 군의 의사(義士)들은 동맹하여 의리를 권장하고 적을 토벌하여 한 사람도 투항하

거나 빌붙는 자가 없었으니 조야(朝野)가 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송하였다. 무술년

1 2월에 군수 김태허가 군민을 거느리고경주에서 울산으로 돌아와 군을 다스리니 좌

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아뢰어 언양현을 울산군과 병영에 합속시켜 도호부(都護府)

로 승격하였다. 만력2 7년(선조 3 2년, 1599) 기해년1 2월 2 7일의 일이다.

龍蛇實記

萬曆壬辰四月十三日 日本人犯釜山 兵使李珏 以郡守李彦� 定左衛將 率郡兵千餘

官吏二百 十四日馳往東萊 釜山己陷 僉使鄭撥死 十五日 府使宋象賢亦死節 郡守與軍

官朴慶俊下吏朴�安金應福朴永遵李新白官奴陳鶴守等 匿衆屍中還本郡 時兵使李珏

棄軍走 申德棋戰死 機張郡民一時驚散 賊分三路�進 無敢防討 獨郡人出身徐仁忠與

徐夢虎 起兵追擊 賊潰散 退屯東萊 九月 巡察使金�兵使朴晋 從人望以密陽人前萬戶

金太虛 時差假郡守 招諭散亡 不旬月得兵三千 以郡人前縣監朴弘春 定西面將 拒釜山

梁山賊 以前奉事全應忠 定南面將 拒東萊機張賊 公私船�於海者 曳聚繕修 以徐仁忠

爲舟師將 以截水路 郡守自率手下兵三百 從急馳援 一月內七八戰 連績獻� 諸賊莫敢

來犯 自是郡兵精勇 甲於八路 十月賊六船 來自機張 陸賊三百 又自阿�浦 直向本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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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守與全應忠 領陸軍力戰 徐仁忠領水軍�戰 陸軍斬五十餘級 水軍斬四十餘級 又獲

二隻 全船之賊 西面將朴弘春亦力戰 殺獲甚多 故巡察使兵使 馳啓 金太虛陞差實郡守

癸巳諸賊欲雪累敗之憤 四月十八日 四道�進 衆寡難敵 郡兵移鎭慶州時 徐仁忠全應

忠等 合力到利見臺中洋 接戰斬射殺獲 不記其數 又於鳳吉里前長�小峰臺下 徐仁忠

無數斬賊 奪其軍器 本郡兵獻�二百餘級 都元帥權慄御史韓浚謙兵使朴晋�馳啓除釜

山僉使 金太虛全應忠徐仁忠朴弘春朴鳳壽朴鳳瑞全 朴應琢徐夢虎張吾石 �錄原從

一等 全 死節於東萊 李景淵前後�斬八十三級 朴震男斬八十級 殺五十二人 �錄二

等 李應春 島山戰斬獲甚多 及陣開雲 遺書戒子 力戰死之 子承金誓心討賊 亦多斬獲

李翰南朴慶悅朴榮立田永芳 皆以討賊 功錄三等 尹弘鳴高處謙金洽金順卿朴彦福朴仁

立李仁常 俱討敵錄功 其後天朝大發兵 �滅平壤賊 仍復京城 諸賊退居釜山東萊及蔚

山太和江上 郡守報于兵營 兵使權應銖陳兵耀武 賊將淸正移屯西生浦 三送封書以求和

郡守報于兵使 及都元帥權慄送郡儒蔣希春李謙受 探賊情於釜山 日本將平行長又求和

唐將奏聞皇朝 天使與本國使 偕入日本 丁酉正月十五日 淸正復來西生浦 佯請和議 仍

聚諸賊 七月來屯古鶴城 毁郡城移築甑城 爲久留計 十二月 唐將楊經理鎬與大將麻提

督貴 領六萬餘騎 與我國兵二萬討之 本郡兵爲前導外陣之賊 一擧殲盡 內城垂拔 淸正

佯詐降 楊經理退帥 竟至�敗 戊戌八月 天朝再征群酋 麻貴復討島山城 以郡兵及我軍

爲前鋒 賊加設三城 嚴備百倍 提督陳兵耀武 百有餘日 賊自焚其壘 乘夜撤歸 徐給事

陳御史丁主事梁案察�視 城池器備 莫不驚歎 自壬辰至戊戌 賊留屯不歸 列邑民人多

附賊 或爲嚮導 或爲間諜 獨本郡義士 同盟勵義討賊無一人投附 朝野稱美 戊戌十二月

郡守金太虛率郡民 自慶州還治郡基 左議政李德馨啓 以彦陽縣合屬本郡及兵營爲都護

府 萬曆二十七年己亥十二月二十七日

2. 선유기사(『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1 7 8 6 )2 )

안무어사(安撫御史)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이상신(李尙信)이영남에서 돌아와

복명하고 서계를 올렸다. 그 대략에, “경주 울산의 여러 장사들이 요해처에 분거(分

據)해서 힘을 다하여 왜적을 막아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동도(東都)가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어찌 은전을 베풀어 노고를 위로하지

않으십니까?”하였다. 임금께서이를 옳다고 하시고, 신(臣) 한준겸(韓浚謙)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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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래『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의‘임진왜변사적’에 함께 실려 있었는데, 이후의 각『울산읍지』에는 이를 분

리하여‘宣諭記事’라 제목하여 실었다. 출전이 경주읍지인『東京誌』라 하였다. 경상도관찰사한준겸이 지었

는데, 내용 중 선조의 교서는지제교 박이장이 지었다.



시하시기를,

“지금 이상신의 서계를 보건대 경주와 울산 두 고을이 힘써 싸운 공을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장차 어사를 보내어 위로할 것이니, 경은 주육(酒肉)과 목포(木布)

를 많이 준비해서 어사가 도착하는 날에 음식을 차려 호궤(�饋)하고 상품을 반급(頒

給)하여나의 뜻을 유시하라”하였다.

선유어사(宣諭御史)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필선(弼善) 윤휘(尹暉)가교서 한 통

을 받들고 말을 달려 경주부에 이르러 두 고을의 장사들을 모아놓고 날을 잡아 교서

를 반포하였다. 교서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다 도적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방자하게도 포악한 흉모를 꾀하여 변방의 금성

탕지(金城湯池)가 실함(失陷)되었으니, 일패도지(一敗塗地)한 참혹한 화를 차마 볼

수 없게 되었다. 저들이 승승장구하여도 막을 수가 없었으니 대세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남기에 급급하는데도 너희들은 오히려

몸을 떨치고 일어나 적개심을 가지고 전공을 세웠다. 만번 죽는 위험 속에서도 적을

사로잡고, 상처를싸매고 흐르는 피 마시기를 몇 번이나 하였던가. 무릇백성들이 군

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누대(累代)에 걸친 임금의 은혜를 입은 때문이요, 백성들이 각

기 나아가 싸운 것은 실로 너희들의 충분(忠憤)에서말미암은 것이다.

거처할 집조차 없으니 이미 얽매일 것이 없었고, 창과칼을 들고는 나라 지키는 일

에 정성을 다하였다. 너희들이 혈혈단신의 몸으로 기세등등한 적에게 항거할 줄을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갑옷 입고 전마 타고 싸우느라 몇 해 동안이나 호갈(虎�)에

서캐가 끼었고, 창칼곁에서 쌀을 일어 밥을 짓고 밤마다 화살통 방패를 베고 지새웠

다. 처첩(妻妾)은 즉묵성(卽墨城)의 항오(行伍)에 편성되고, 수양성(�陽城) 만큼의

조그마한 후원도 끊어졌다. 달이 가고 시절이 지나도 오히려 모구(�丘)의 탄절(誕

節)을 탄식하고, 해가가고 가을이 쌓이니 선조 산소에 떨어지는 낙엽을 얼마나 느꼈

을까. 너희들은 아홉 번 죽다가 한번 살아났고, 나라도 거의 망했다가 다시 세워졌

다. 강역(疆域)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의지할 만한 보장이 있었기 때문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들이 일찍이 의를 떨쳐 앞장서지 않았다면 나라는 남쪽 땅

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을 것이다. 마땅히 때를 넘기지 않고 공에 보답하는 상을

주어 적과 싸운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 흉적(凶賊)이지금에 와서 지나갔으나 나라

의 험난함은 예와 다를 것이 없다. 이 때문에 포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지 어찌 감

히 너희들을 잊어서이겠느냐.

숭장(崇奬)하고 포상(褒賞)하는 전례(典禮)가 오랫동안 늦어졌고, 전대와 자루를

풀어 배불리 공궤하는 일도 없었다. 이것은모두 내가 부덕한 탓에서이니 우휼(于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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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까운 신하를 보내어 너희들의 7

년간 쌓인 고통을 위로하여, 장사들의 싸우고자 한 기상을 격려하고 백성들이 환란

을 싫어한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 어찌 너희들의 공을 족히 보답할 수 있겠는가마

는 애오라지 이로써 나의 생각을 펴고자 한다. 하늘이높아 해가 멀어도 해를따르는

해바라기의 정성을 잃지 않음이 가상하고, 골짜기가멀고 숲이 깊어 우로(雨露)와같

은 은혜가 두루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이 여긴다. 그래서 이처럼 교시하는 것이니 마

땅히 잘 알아주기 바란다”(지제교 박이장(朴而章)이지어 올렸다) .

이어 주온(酒�)을 베풀고 무명과 베를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경주절충장군(折衝

將軍) 황희안(黃希安) 등 2 1 5명, 울산 절충장군 박봉수(朴鳳壽) 등 1 6 5명이 모두 마

당에서 은혜에 감격하여 찬탄하면서 손 모아 축원하였는데, 심지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술이반쯤 되니 모두 일어나 말하기를, “처음에 창을 메고 왜적

을 칠 때는 조그만 공이라도 세워서 부형의 원수를 갚고 조석으로 연명이나 하면 다

행이라 여겼는데, 뜻하지 않게 작은 공이 위로 알려져 임금님의 벼슬이 내려졌으니

은혜가 이미 두텁고 분수가 이미 넘었습니다. 만번 죽다가 살아나서 다시 오늘과 같

은 은혜를 입게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하였다.

함께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여 성스러운 교화를 춤추고 노래하며 밤중이 되어서야

잔치를 마쳤다. 옛날에 파수(�水) 가에서 군사를 위로하고, 산동(山東)에서북을 울

리던 일도 아마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아름답도다! 모두 말하기를,

“성대하도다. 이를 기록하여 후세의 군사와 백성들이 보고 느끼게 하지 않을 수 없

다”하였다.

신 한준겸은 직책이 경상도관찰사로서 손잡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그 전

말을 서술하고, 이어 연회를 베푼 관료 및 장사의 성명과 관직을 아래에 기록해 둔

다. 때는만력 2 7년 1 2월 2 7일이다.

어사봉정대부세자시강원필선지제교신 윤휘

관찰사가선대부겸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신 한준겸

겸울산도호부사절충장군수좌도병마절도사신 곽재우

수경주부윤통정대부경주진병마절제사신 이시발

절충장군행부호군신 박봉수

절충장군행부호군신 박이손

절충장군행부호군신 김득복

절충장군행부호군신 황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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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장군행부호군신 박응탁(출전, 동경지(東京誌) )

宣諭記事

按撫御史司憲府執義李尙信 回自嶺南 復命訖書啓 略曰 慶州蔚山諸將士 戮力分據

要害 �禦終始不少懈 東都之得全 蓋賴其力 �施恩典以慰其勞 上可之 諭臣浚謙若曰

今觀李尙信書啓 慶蔚兩邑力戰之功 予甚嘉之 將遣御史以勞之 卿其多辦酒肉木布 候

御史到日 �饗頒給 以諭予意者 旣而宣諭御史世子侍講院弼善臣尹暉 賚奉敎書一通

馳到慶州府 合兩邑將士 擇日頒敎 其書曰 (海賊)負恩澤 初肆射天之兇謀 邊圍失金湯

忍見塗地之酷禍 長驅莫� 大勢已傾 衆皆顧影而偸生 爾尙奮身 而賊愾執訊 獲醜於萬

死 �瘡飮血者幾 時人可卽戎縱 屢朝威惠之素服 衆各爲戰 實爾等忠憤之所由 靡室靡

家 已無繫累之事 爾矛爾戟 益��衛之誠 庸�知孑遺之餘 猶抗此方張之勢 �金浴鐵

�生虎�之年年 炊劒浙矛 魚服獸盾之夜夜 妻妾編卽墨之 行伍�� 絶�陽之聲援 涉

月踰時 猶歎�丘之誕節 經歲積稔 幾感壟樹之隕黃 爾身九殞而一生 我國幾亡而再造

是知疆域之得保 實賴保障之猶存 非汝輩早奮義而先之 則國家遂失南也久矣 宜擧不逾

時之軍賞 用慰爭赴賊之衆心 第(兇賊)初過于今 而我國孔棘猶昔 玆焉未暇 夫豈敢忘

是崇是褒 久緩策勳之典 于�于囊 未繼宿飽之� 由予不德之攸致 轉予于恤之何安 故

遣予一箇邇臣 以勞爾七年積苦 激將士願戰之氣 慰黎庶厭亂之情 豈足酬乎爾功 聊以

敷乎予意 天高日遠 嘉乃不失葵藿之� 谷邃林深 �我不�雨露之澤 故玆敎示 想宜知

悉(知製敎朴而章製進) 仍宣酒� 賜以木布有差 於是 慶州折衝將軍黃希安等二百十五

員名 蔚山折衝將軍朴鳳壽等 一百六十五員名 咸造在庭 感激恩眷 莫不咨嗟�祝 至有

流涕者 酒半起而合辭言曰 始之荷干戈討賊 幸立尺寸之功 只欲復父兄之� 延朝夕之

命 而不圖微勞 上徹王爵橫加 恩至渥矣 分已逾矣 豈知萬死餘生 復蒙令日之需澤耶相

與飽德 醉酒鼓舞聖化夜分乃罷 雖古之勞軍�上 布鼓山東 殆無以過此 �歟休哉 咸曰

盛事也 不可以不記 以爲後來軍民觀感之地 臣浚謙職是道主 拜手稽首 謹敍其顚末 而

仍記押宴官僚�將士之名姓職號于(下) 時萬曆二十七年十二月二十七日御史奉正大夫

世子侍講院弼善知製敎 臣尹暉 觀察使嘉善大夫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臣韓浚謙 兼

蔚山都護府使折衝將軍守左道兵馬節度使 臣郭再佑 守慶州府尹通政大夫慶州鎭兵馬

節制使 臣李時發 折衝將軍行副護軍 臣朴鳳壽 折衝將軍行副護軍 臣朴利孫 折衝將軍

行副護軍 臣金得福 折衝將軍行副護軍 臣黃希安 折衝將軍行副護軍 臣朴應琢 (出東

京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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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표당안(『朝鮮�輿勝覽』蔚山郡院祠)3 )

만력 2 7년(선조 3 2년, 1599) 동짓달 재정일에 도청제독(都廳提督) 마귀(麻貴)가

창표당안을 지었다.

아! 우리 천자(天子)의 나라 대명(大明)은 56 나라들이 형제나 군신(君臣)의 예를

올리지만 그 풍속은 각기 다르다. 그중에서 유독 조선은 임금이 의로움을 닦아 널리

교화를 베풀어 휴명(休明)하는 이치가 중화와 다를 바 없으니 황제께서 들으시고 마

치 심복처럼 여기셨다.

조선은 아낙네와 젖먹이라 할지라도 의로움을 알고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기를

오늘에 2백년이나 되었다. 위와 아래로 성인의 교화가 이처럼 잘 이루어진 나라가

없으니 이웃 나라들이 모범으로 삼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저 섬오랑캐도 화친을 맺

고 천자께서 성심을 다하는 나라가 되었더니, 조선을 차지하려고 대청을 지나 방으

로 들어오므로 천자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우리 동정제독(東征提督)에서 명하사

의사(義士)들과 함께 토평(討平)하라 하시었다. 그러나 어지신 임금의 마음은 피차

한가지라서 이것이 반드시 권력을 차지하려는 난신(亂臣)의짓이라 생각하시어 오로

지 이 도적들을다스리라 하셨다.

삼한시대 이래로 왜적이 까닭없이 침범해 온 것이 오늘에 2 7분(分)4 )에 이르는데,

만리 파도를 넘어 강화한 후에는 반드시 난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킨 뒤에는 강화를

청하여 항상 이를 반복하니 이로 인하여 저들을 만이(蠻夷)요 흉노(匈奴)라 하였다.

천명을 모르고 충량(忠良)한 천만 백성의 기름을 짜내고, 억만 잔약(殘弱)한 생명을

시체로 만들며, 이런중에 간악한 자들이 도리어 세상을 차지하게 되니 어찌 이런 풍

조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한탄스러울뿐이다.

왕의 교화가 미치는 천리 밖 변방 고을에 남쪽의 왜구가 쳐들어 온 처음에 동래·

기장·울산·경주·김해 다섯 고을은 나라의 근본되는 성씨(姓氏)의 본향이라 대대

의 원수를 잊지않고 목숨을 걸고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으니, 실로 동방 군자의 높은

절개요 향당(鄕黨)의 반열(班列)이다. 이 전란 중에 천하의 충의(忠義)가 허다하지만

오직 경주와 울산의 의열(義烈) 38명이 하늘에 고하여 맹서하되“우리 동원(東園)의

형제는 죽음과 절개를 함께 하고, 서로 공경해서 공(功)을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절

개를 세워 복수하려 합니다”하니 참으로 하늘이 내리신 충효이다. 내가 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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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표당을 건립한 내력을서술한 것이다. 명나라장수 마귀(麻貴)가 찬술하였다.

4) 분(分)은 횟수를 뜻하는듯하지만 정확한뜻은 알 수 없다.



증명하나니 모두가 만 명의 공에 해당하는 행실이다.

용기는 능히 달리는 짐승을 잡을 만 하고, 또 무기 쓰기를 번개와 같이 하니 저 원

수들이 매번 싸우면 패하여 끝없이 두려워 하였다. 저들이 연전연패하여 전의(戰意)

를 잃은 것은 이들이 위력을 떨친 공이다. 변방의간악한 자들은 목숨을 부지하려 했

지만, 오직 동원의 의용(義勇)은 나라의 절개를 굳게 지켜 필마단창(匹馬單槍)으로

의리를 구하였다. 포탄에 입은 상처는 3년만에 다 나았는데, 도망한 오랑캐가 다시

나타나 독을 풍기니 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모여 함께 요해처를 지키니 왜적

이 감히 쉽게 침범하지 못하였다.

오호라, 왜란7년에 숙마성과 서사포의 왜적을 함께 쳐부술 때, 사절(死節)이1 0명

이요 생절(生節)이 2 8명이요, 늦게 도착한 의용이 1 5명이다. 함께 임랑성과 작곡성

을 공격하고, 양산과동래에 진치고 있는 왜적을 토멸하니 모두 3만 7 0여명이다. 기

해년 (선조 3 2년, 1599) 10월 1 9일에 이곳에 다시 모였는데, 절도사가 도임하기에

내가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어 백성을 위해 도로에 패(牌)를 세우니 참여한 전(前) 회

원은 4 3명 뿐이었다. 각기 우리 임금 만세수를 축원하고, 술에 취해 검무를 추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기도 하였다. 말하기를, “내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집

에 돌아가더라도 역시 의지할 곳이 없으니, 바라건대 절도사와 함께 이 사실을 함께

아뢰어 향리(鄕里)를 보전함이 어떻겠는가?”하였다. 이것은 충군애민하는 도리가

더욱 돈독한 것이니 나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기록하고 또 동원록(東

園錄)을함께 저술하였다.

처음에 서생포의 영(營)과 고을을 구해낸 공은 하나로써 세 번 변용(變容)하는

병법을 쓴 것이다. 이곳은 전후 1 1개 진지에서 저 원수들과 2 1번이나 싸운 곳이어

서, 초려(草廬) 4칸을 짓고 이름하여 창표당(蒼表堂)이라 하였다. 위로 창황(蒼皇)

이 처음으로 문자를 만든 신령스런 공을 쳐다보고, 아래로 붉은 충성을 표창하여

처음으로 성명의 위열(位列)을 만들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써 문무(文武)

가 함께 노닐고 경승(景勝)을 다시 구경하게 되었다. 이 정(亭)은 한양성에서 8백8

십리 떨어져 있는 울산읍 남쪽 5 0리쯤의 숙마성이다. 동쪽 뒤편은 명마령과 성환

장곡이요, 앞은 큰 바다에 명선도와 동백도가 있다. 왼쪽은 서호와 어영봉이요, 오

른 쪽은 남산 장군봉이니 형상이 군수(軍帥)의 자리와 같다. 이것이 비록 큰 성이

지만 팔문법(八門法)에 따라 축조하여 삶이 서쪽에 있으므로 서생(西生)이라 이름

지었다.

이 산의맑은정기를어찌불의한곳에돌려보내겠는가. 우리의의용이비록영남좌

도의 끝자락에 있지만, 황제의성은이 아니면 무엇으로써후세에 이름을 남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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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공(勳功)은모두조정에돌려드리고다만이 초려가있는것으로만족해할 것이다.

그런 후에는 하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창표한 충의

를 오랫동안 기리지 않는다면 어찌 충의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모임에서 말하는 당

시의 보답을 구한 이치를 나는 잘 모르지만, 맺은 의리는 잊지 않아야 하고 황은(皇

恩)의 가르침도 간직해야 할 것이다. 나도 역시 자식을 동방(東方)에 두었으니 대를

이어 친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이들 세 유사(有司)에게 남겨주노니, 의형 박봉수(朴

鳳壽)와 장오석(張吾石)의 후손인 의질 금금이보(金金伊甫)가 이 창표당 안(案)을 대

대로 전하여 다행히 후세에 증빙이 된다면 바다에 가라앉은 구슬이 다시 나타나는

것과 같으리라.

사절한 사람은 절충장군 장오석, 사복 김응복, 직장 배인지, 훈련원정 박진남·고

언관·김윤복·정언충, 판관홍억제, 겸첨정 김언복, 수문장 전복명이다. 생절한 사

람은 부정 김흡, 첨정 박경설·김순경, 판관 이경연·심관·김덕룡, 훈련원정 박홍

춘·서인충·박봉수·고처겸·이한남·안신갑·배인남·이만수·전몽정·이승

금·이종길, 부장 김응택·이응춘·유윤하, 주부 박경열·김수령·황희정, 수문장

서몽룡·김려경, 봉사윤종선, 절충김득복, 출신고덕곤이다.

유사장보(有司章甫)는 박무공·장장춘·박을량·김녹수이고, 회원(會員)은 통정

박경량, 판관 조종남, 장보 안신명, 직사호군 박이장이다. 제장(題掌)은 장희춘·박

경은과 장보 고곤이고, 감동(監董)은 부장 김연, 장보 심환, 주부 서몽호, 사간 박진

원이고, 교정(校正)은장군 편표가 맡았다. 도유사(都有司)는 부사 곽재우이다.

蒼表堂案

萬曆二十七年仲冬再丁日 都廳提督麻貴謹識案文曰 嗟夫惟我大明天子國 自來五十

六邦 雖或修兄弟臣子禮 其尙俗則各異也 獨朝鮮國 聖主一修有義 廣設敎化 休明之理

與中華無異 皇帝聞甚嘉之如腹心 雖�輿婦孺 亦知有義 相讓居之 今有二百年 聖人之

化 上無如是 下無如是 隣國莫不有惻而這島夷 亦以何意結和敢使天子心誠之國 期於

無名 欲圖其意 借廳入房 天子聞震怒 有命我東征提督出與義士 共力討平 然其仁君之

心 彼此一般 可想其像 必亂臣權謀者 每所爲矣 豈不治賊哉 其自三韓之時 無故侵犯

至于今二十七分 鯨濤萬里 必講和而後作亂 亂已後每請和 是反覆無常 是故曰蠻夷 是

故曰凶奴 不知天命所關 强使千萬忠良盡膏凶鋒 以億兆殘生 每爲被尸 以餘奸惡 反爲

卒世 豈有如是之風乎 不勝歎哉 王化千里 玆邊抵在 南寇初程 卽東機蔚慶金五邑 是爲

本姓氏 不忘世讐 期死欲報 實爲東方君子之高節 鄕黨之班列 是亂天下忠義許多 惟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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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關界旬會 自會義烈三十八員 告天誓曰 我東園義兄弟同死節 願眞可仰 不鬪其功 但

願立節復讐 此實出天忠孝 則愚證見 無不當萬之功 行勇能擒走獸 又用器如電 彼讐每

戰敗 �而盡 佩此則憑他 不戰之意 是威振之功 當何如哉 玆邊生奸 皆爲圖命黑衣 惟

東園義勇 素以靑衫白衣堅守國節 匹馬單槍 相救黨義 或砲傷之� �合三年 退夷復出

甚毒 是義勇又不勝慷慨散居復會 合謀守要 賊不敢易犯 嗚呼 荷戈七年 共拔熟麻城西

舍浦賊 此死節十員 生節二十八員 晩到義勇十五員 仍共拔林浪鵲谷城 賊留陣梁山東

萊境 共討滅賊 都數三萬七十餘名 己亥十月十九日 復會于此 節度使到任 余仍建舍設

宴 爲民牌於道路 來參前會員 四十三而已 各祝吾王萬歲壽不勝沈醉 而或劍舞遍天或

流涕而感曰 家室安在 鄙生雖歸 故亦無依 請願與節度使 同啓聞此事實 支保玆鄕何如

云 是忠君愛民之道益篤 愚敢不辭 修其所願 又成東園錄幷著 於初救營邑之功 一以三

變用器之法 前後十一陣地 彼讐二十一戰處 而以玆立草廬四間之名 別爲蒼表堂 上仰

蒼皇始造文字之神功 下表丹忠初創姓名之位列 文武幷遊 景勝復覽 斯亭隔於漢陽城

東南八百八十里之蔚邑 南五十里許熟麻城 東後鳴馬嶺聖環璋谷 前大滄海 名跣冬栢島

左西湖御迎峯右南山將軍巖 像如軍帥坐 彼雖大城 築於八門法 生在西故 當作西生 此

山淑氣 胡歸不義之樂乎 吾義勇雖嶺左都末 得勝苟非聖運泰回 何以名後世乎 勳功皆

歸於朝廷 只有玆草廬而足矣 然後敢不已天之所爲 人莫可據而又蒼表蓍龜 占無年之不

百 忠義安保耶 自會中餘韻 當時救報之理 愚未詳而修義不忘皇恩之訓 宜可有垂 愚亦

遺孑於東方 或相承復耶 留玆三有司 義兄朴鳳壽張吾石之裔 義姪金金伊甫 使此案世

守相傳 幸憑後世則必�海之珠 復有現云爾 死節 折衝將軍張吾石 司僕金應福 直長裵

�芷 訓練院正朴震南高彦寬金允福鄭彦忠判官洪億濟 兼僉正金彦福 守門將田福命原

生節 副正金洽 僉正朴慶說金順卿 判官李景淵沈關金德龍 訓練院正朴弘春徐仁忠朴鳳

壽高處謙李翰南安信甲裵仁男李萬壽全夢禎李承金李宗吉 部將金應澤李應春柳允河

主簿朴慶悅金守齡黃希貞守門將徐夢龍金麗慶 奉事尹從善 折衝金得福 出身高德崑原

原朴武公有司章甫張長春朴應良金錄守會員通政朴慶良 判官趙宗男 章甫安信明 直史

護軍朴而章 題掌蔣希春朴慶殷 章甫高崑 監�部將金演 章甫沈煥 主簿徐夢虎 司諫朴

震元 校正將軍片彪都有司府使郭再祐

4. 도산순절(島山殉節) (『蔚山邑誌( 1 9 3 4 )』권 6, 雜著補遺)5 )

李鳳壽 堅川至 金漣 朴仁國 金應河 金弘燁 金弘燦 李希春 李希善 南伊 千億 莫同

(이상 慶州人)

金宇淨 李仁常 金彦福 金智忠(이상蔚山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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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淸(靑松人)

5. 서생 제절신(西生諸節臣) (『興麗勝覽( 1 9 3 7 )』권 6, 雜著補遺)6 )

張吾石(折衝將軍) 金應福(司僕) 裵�芷(直長) 朴震男(訓鍊院正) 高彦寬 金允福 鄭

彦忠 洪億濟(判官) 金彦福(兼僉正) 田福命(守門將) 金洽(副正) 朴慶說(僉正) 金順卿

李景淵(判官) 沈關 金德龍 朴弘春(訓練院正) 徐仁忠(僉使) 朴鳳壽(副護軍) 高處謙(訓

練院正) 李翰男(副護軍) 安信甲 裵仁男 李萬壽 全夢禎 李承金 李宗吉 金應澤(部將)

李應春 柳允河 朴慶悅(主簿) 金守齡 黃希貞 徐夢龍(守門將) 金麗慶 尹從善(奉事) 金

得福(折衝) 高德昆(出身) 李安性李彭壽 李應南 金範 金淵鶴 金允福

(당시 有司 章甫 會員) 

朴武公(有司) 

張長春 朴應良 金錄守 高昆 沈渙 徐夢虎(主簿) 朴震元(司諫) 安信命朴而章(直史護

軍) (이상 章甫)

朴慶應(通政) 趙宗男(判官, 題掌) 蔣希春朴慶殷 片彪(校正將軍) 金演(監董部將) 郭

再祐(都有司, 府使) (이상 會員)7 )

朴孫 朴文 朴仁立(이상蔚山)

5) 1, 2차 도산 전투에서 순절한 의병장 명단이다. 도산은 오늘의 울산왜성이 있는 산이다. 섬처럼 생겼다 하

여 도산(島山)이라 불렀다. 임진왜란 중에 왜장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淸正)가 둔거하여 울산읍성을 허물고

석재를 옮겨 축성하였다. 이 성을 시루처럼 생겼다 하여 시루성 또는 증성(甑城)이라고도 한다. 정유재란

중에 조·명연합군이 2차에 걸쳐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여기에 우리의 의병들도 참전하여 많

은 순절자를 내었다.

6) 울산지역 전투에서 순절하거나 생절한 의병장 및 의병 중 서생 창표당에 위패를 봉안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출전인『興麗勝覽』권6, 雜著補遺 西生諸節臣 항 말미에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있다. “살피건

대, 이 편은 여러 의병장의 일기에서 잡출(雜出)한 것이다. 대개 당시의 전사(戰史)가 한 둘에 그치지 않아

상세하게 찾아 싣기가 어렵다. 다만 이 소략한 기록은 후 일을 기다려 널리 고쳐야 할 것이다.”이로 보아

이 명단은사료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있음을 알 수 있다.

7 ) 원문에 다음과 같이 부기하였다. “살피건대 당시 서생 전역(戰役) 후에 사절(死節)하거나 생절(生節)한 여러

공신을 후인들이 창표당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만력 2 7년 중동(仲冬) 재정일(再丁日)에 도청제독(都廳提督)

마귀(麻貴)의 기문이 있어 이를 살펴 (기록한)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