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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版本. 1冊(23張) : 26×18.2㎝. 註雙行. 18行 14字. 성암소장

㉳ 梵綱經�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康熙二十七年戊辰(1688) 夏 全羅道 光陽地 白雲山 屛風庵 開板」

�木版本. 1冊(82張) : 28.5×18.8㎝. 四周單邊, 半郭 : 17.2×16.6㎝. 有界

�18行 17字. 內向二葉花黑魚尾. 연세 학교 소장

⑥ 招川寺

㉮ 涵虛堂得通和尙顯正錄

�「嘉靖五年丙辰(1526) 七月日 光陽地 白雲山 招川寺 開板」

�木版本. 1冊(203張) : 25.5×18㎝. 四周單邊, 半郭 : 21.2×15.5㎝. 有界

�11行 20字. 內向黑魚尾. 동국 학교 소장

제5절 유교유적과유물

유교문화유적의 조사 상은 광양지역의 선조들이 남긴 많은 문화적 유

산 가운데 유교문화(儒敎文化)와 관련된 향교(鄕校), 서원(書院), 누정(�

亭), 정려(旌閭), 비석(碑石) 등이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소멸되어 가는

유적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존에 알려진 유적들에 한 폭넓은 조사와 자

세한 분석 등을 통해 역사적인 가치와 의의를 구명하고 아울러 전승 발전

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관례 로 광양의 유교유적과

유물을 ① 향교(鄕校), ② 서원(書院)∙사우(祠宇)∙서재(書齋), ③ 누

(�)∙정(亭)∙당(堂)∙ (臺), ④ 정려(旌閭), ⑤ 비석(碑石) 등으로 구분

하여 서술한다. 그런데 유물∙유적의 선정기준은 1910년 이전에 창건된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또한 1910년 이전에 창건되어 중간에 혁파되었다

가 1910년 이후에 재건된 유물∙유적도 서술에 포함된다.

1. 향교

1) 광양향교(光陽鄕校)

� 소재지 :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교촌 509

제5장 문화유산

집필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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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향교는 15세기 전반 태조�태종 에

설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다

음의 기록을 통하여 가능하다. 1817년(순조

17)에 김 한(金永翰)이 지어『광양읍지』

(1925년 간행)에 수록된‘ 성전중건상량

문(大成殿重建上樑文)’에 병(丙)년에 창설

하기 시작하여 정(丁)년에 완성하니, 인(仁)

과 의(義)를 문로(門路)로 삼아 일향의 선비

들이 여기에서 학업을 연마했다고 한다. 그

러므로 위 기사는 광양향교가 1396년(태조 5) 병자년에 건립되기 시작하

여 1397년(태조 6) 정축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광양은 상당히 이른 시기인 고려 명종(明宗) 인 12세기에

감무(監務)가 설치되어 순천 관할의 속현(屬縣)에서 벗어나 이미 독립 군

현으로서의 통치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15세기 초반

에 향교가 설치될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광양

향교는 전라도 관내에서 상당히 일찍 건립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16세기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광양향교는 현의 북쪽

5리에 있었다. 원래 향교가 들어선 곳이 바로 이 곳이었을 것이다. 향교는

제례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 양반들이 활동하는 향촌기구이기 때문에

광양향교의 건물도 제사를 거행하고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양

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 막바지에 접어든 1597년(선조 30)에 왜구에 의해 광양 읍내가 함락되

어 참혹한 전화를 입게 된다. 이 때 광양은 독립 고을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여 혁파되고 순천에 합속되는 운명을 맞는다(곧이어

복설됨). 바로 이 때 향교 건물 전체가 소실되고, 관련 기록마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전란이 끝나고 10여년 지난 뒤에 향교 건물은 재건된다. 『광양읍지』선생

안조에 따르면 1612년(광해군 4) 8월에 부임하여 이듬해 2월에 이임한 현

감 이오(� )가 향교를 건립하고 아사(衙舍)를 지었다 한다. 그런데‘

성전중건상량문’에 의하면 1613년(광해군 5)에 신임 현감이 부임해와 곧

동지(향중 유림) 1�2인과 협력하여 훌륭한 장인을 초 하고 좋은 나무를

제8편 문 화

사진8-278 : 광양향교

향교는 제례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 양반들이 활동하는 향촌
기구이기 때문에 광양향교의 건
물도 제사를 거행하고 학문을 연
마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양반들
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
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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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해 와 성전(大成殿 : 공자의 위패를 봉안하는 사당)을 건립하여 향교

재건에 나섰다 한다. 따라서 임란 중에 소실된 광양 향교는 1613년에 현감

이오(�們)가 향중사림의 협력을 받아 중건하 었음을 알 수 있다.

1798년에 편찬된『광양현읍지』에 향교가 현 북 5리에 있다고 기록된 것

으로 보아 17세기에 재건된 향교도 원래의 위치에 들어섰던 것 같다. 향교

위치가 수해나 풍수 또는 협소 등의 이유로 자주 옮겨진 고을이 있지만, 광

양 향교는 국초에 들어선 곳에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명륜당(明倫堂 :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당), 동재(東齋 : 양반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서재(西齋 : 평민 충신 학생들의 기숙사), 풍화루(風化樓 : 출입

문) 등이 연차적으로 세워졌다. 이들 교사(校舍)의 건립 시기를 암시해주

는 자료로『광양읍지』선생안조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1658년(효종

9) 3월에 부임하여 1660년(현종 1) 12월에 이임한 현감 이송로(�松老)

가 전 동고(田大同庫)와 명륜당, 문루 및 동재∙서재를 건립했다 한다. 따

라서 1613년에는 우선 급한 성전만 재건되고, 나머지 건물은 그로부터

40여년 지난 1658년경에 부분 재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65년( 조 41)과 1817년(순조 17)에 풍화루와 성전이 각각

중건된 바 있었다. 이후 광양향교는 1903년(광무 7) 현감 조예석(趙�錫)

재임시에 명륜당, 동재, 상재 등을 적으로 중수하 으나, 1910년 국권

강탈과 동시에 향교전답이 모두 신교육기관으로 귀속되면서 운 난에 봉

착하 다. 그러나 향중이 자체적으로 사림계(士林契)를 조직하여 재정난

을 해결함으로써 전과 다름없이 향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사림계는

광양의 양반들이 향약(鄕約)의 전통을 이어 받아 1917년에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자료가 향교에 소장되어 있어 참고가 될 것이다. 1966년

에는 군수 공화현(孔華鉉)과 전교 정용재(鄭容材) 등이 풍화루를 돌기둥

으로 체하여 중건하 다. 이후 1977년 전교 주정록(朱珽錄) 등이 협력

하여 명륜당을 중건하 고 동∙서재의 보수와 성전 및 풍화루의 단청공

사를 하 고, 1982년에는 성전∙재실 등이 수리되어 1985년 2월 25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2002년에 걸쳐

김옥현(金玉炫) 광양시장 재임시에 도비 및 시비지원을 받아 성전∙상

재 및 제기고 담장을 개축하고 명륜당∙직사재(덕성재) 및 제기고 기단을

보수하 으며 환경정비사업으로 잔디식재, 조경과 향교마당 콘크리트해체

정비 등 적인 보수∙정비로 고유의 전통가옥으로 복원하 으며 2004

제5장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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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국회의원 정철기(鄭哲基)와 광양시장 이성웅(�聖雄)의 도움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를 받아 성균관 유도회 전남 광양시지부 건물을 향교 입

구에 건립하여 광양고을 유림들의 전당으로 활용되도록 하 다

현재 향교는 풍화루, 동∙서재, 명륜당, 상재, 직사재(덕성재), 성전, 내

삼문, 제기고, 홍살문, 하마비 등으로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향교의 건물 배치방법인 교당부와 문묘부의 전후관계에 의한 축배치가 아

니고, 성전의 문묘부를 명륜당 좌측에 두는 좌우배치의 경사지 건축인데

다만 명륜당과 외삼문의 기능도 갖고 있는 풍화루는 동∙서재의 중앙을 지

나는 남동향의 축배치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건물의 배치를 보면 동∙서재

외에도 명륜당 좌측에 상재가 있는 것은 타향교에서 볼 수 없는 특이점이

며, 풍화루 앞에는 하마비와 홍살문이 있으며, 명륜당 좌측에는 약 520년

수령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향교의 기능이나 인적구성 및 경제기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편 교육, 제1장 전통시 의 교육의 향교편을

참고하면 유익할 것이다.

2. 서원∙사우∙서재

1) 신재서원(新齋書院 : 鳳陽祠)

� 소재지 :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59-1

신재서원(新齋書院 : 鳳陽祠)은 우장면 현 북 3리

향교 옆에 1577년(선조 10)에서 1580년(선조 13)

사이에 광양현감을 지낸 정숙남(鄭淑男)이 1578년

기묘명현이면서 학자 던 광양고을 출신 최산두

(崔山斗)와 역시 기묘명현이면서 중종 때 광양 현감

을 지낸 박세후(朴世煦)를 향사하기 위해 건립한 것

으로 추정된다. 

최산두(1482�1536)는 조선 중종 때 기묘명현으

로 호는 신재, 본관은 광양으로 광양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 백운산

에 내린 북두칠성 성광의 기를 받았다하여 이름을 산두(山斗)로 지었다

한다. 어려서부터 재기가 뛰어나 8세 때에 이미 시를 지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 으며, 인근 순천에 유배해왔던 한훤당 김굉필(金宏弼)로부터

학업을 닦아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고, 이어 별시문과에 급제

제8편 문 화

현재 향교는 풍화루, 동∙서
재, 명륜당, 상재, 직사재(덕성
재), 성전, 내삼문, 제기고,
홍살문, 하마비 등으로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사진8-279 : 신재서원(봉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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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홍문관과 사간원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예를 누리기도 하

다. 1519년(중종 14) 의정부 사인으로 근무할 때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당한 조광조(趙光祖) 일파로 지목되어 동복(同福)에 유배되었다. 이후

1533년까지 15년간을 유배지에서 보내면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여 학

자로서의 명성을 남기었다. 그와 교류한 학자로는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金�厚)가 있다. 

박세후(1493�1550)는 중종 때 기묘명현으로 호는 인재, 본관은 상주

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1516년(중종 11) 진사과에 오른 후

1519년에 별시문과에 급제, 홍문과 박사,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등을

거쳐 1528년(중종 23)에 광양현감에 임명되었다. 광양현감으로 있을 때

특히 학문을 장려하여 사마소(司馬所 : 생원과 진사들이 참여하는 향촌기

구)를 건립하는 등 크게 유업을 일으켜 훗날까지 읍인들의 칭송을 자자하

게 들었다. 도학자 풍의 청백리로서 관직은 관찰사에 이르 다.

정유재란 때에 왜구의 침공으로 읍내가 함락되면서 신재서원도 소실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실 이후 단지 터만 남아 있었는데, 1690년(숙종

16)에 광양의 많은 선비들이 중건 의사를 주창한 후 감 에 소청을 올렸고,

이듬해에 원우를 중건하게 된다. 숙종 신미년(1691)에 사민(士民)이 건립

했다는『서원가고』의 기록은 중건을 말한 것이다. 중건 이후 사액을 받지는

못하 는데, 기묘명현이고 호남 3걸로 불릴 만큼 학자인 최산두를 배향

하는 서원이 사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광양 사림들과 수령들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 지 않을까 추측된다. 

1775년( 조 51)에는 향중유림 정철진∙서윤화 등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중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1828년(순조 28)에는 정한기∙서현두 등

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또 한차례 중수한다. 그런데 서윤화 등은 흥학재

를 중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따라서 서윤화 등의 광양 유림들은 향

교-흥학재-서원을 함께 진흥시키는데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향교를 주

도적으로 이끈 세력과 서원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이 서로 당색(黨色)을

달리하며 립과 갈등을 빚었던 곳도 적지 않았다. 신재서원은 1868년(고

종 5) 원군의 훼철령에 의해 철폐되었다가, 해방 이후 1967년에 봉양사

복설기성회가 조직되고 1977년에 현재의 위치에 옮겨 복설되었다. 관련

유물∙유적으로는 현재 서원 경내 사우 입구에 서 있는 2기의 비석이 남아

있다. 그것은 1775년( 조 51)에 건립된「신재선생유허비」와 1828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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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8)에 건립한「봉양사사적비」이다. 이에 해서는 비석편에서 후술할

것이다.

2) 옥평사(玉坪祠)

� 소재지 : 옥룡면 운평리 하평마을

옥평사는 1959년에 유림의 발의로 건립하 다. 배

향 인물은 이천 서씨 출신의 원숙공(元肅公) 서눌(徐

訥), 기은(箕隱) 서희찬(徐希贊), 문의공(文毅公) 서

호(徐浩), 서열(徐悅), 서일(徐鎰) 등이다. 그러므로

옥평사는 이천 서씨의 문중 사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배향 인물 가운데 서눌은 996년(성종 15) 문과에 장

원, 중승(中丞)과 형부시랑(刑部侍郞)을 거쳐 중국

송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이후 그의 딸이 왕비가

되자 중추사우산기상시(中樞使右散騎常侍), 내사시랑(內史侍�)를 거쳐

판서경유수사(判西京�守事)에 올랐고, 국왕으로부터 궤장을 받고 중 광

(重大匡)이 되었다. 뒤에 병이 위독해지자 임금의 문병을 받았고, 삼중 광

내사령(三重大匡內史令)에 임명됨과 동시에 자손에게 업전(永業田)이

하사되었다. 서호는 서눌의 11세손으로 고려 충목왕 에 과거에 올라 여

러 관직을 역임하다 전록생(田祿生)과 함께 권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토지

를 탈취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친원세력 기삼만을 체포하여 심문하다 옥중

에서 사망하게 한 사건을 겪는다. 그러나 비리를 파헤치려는 그의 정의감을

높이 평가하여 공민왕 에 재등용된다.

3) 흥학재(興學齋)

� 소재지 :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교촌

광양 흥학재(興學齋)는 본래 향교 가까운 남쪽에 설치되어 이 지역 선비

들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번의 병화를 거치면서 유실된 후 오랫동안 그 옛터와 이름만 남아 있

었다 한다. 그래서 이 지역 양반출신인 서창우(徐昌祐)와 정수갑(鄭壽甲)

이 향교 간부인 교임(校任)으로서 재력을 모으고, 여기에 노론 출신의 권상

하(權尙夏) 문하에서 수학한 정수귀(鄭壽�)가 합세하여 전답을 매입한

후 선비를 접 할 수 있는 양곡을 마련하 다. 아마 18세기 전반으로 추측

사진8-280 : 옥평사

광양 흥학재(興學齋)는 본래 향
교 가까운 남쪽에 설치되어 이
지역 선비들의 과거 시험을 준비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
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번의 병
화를 거치면서 유실된 후 오랫동
안 그 옛터와 이름만 남아 있었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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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925년에 편찬된『광양군지』에는 김명갑(金命甲)과 강재래(姜載

來)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교임을 맡고 있는 광양지역의

유력 양반층들이 흥학재 중건에 매우 적극성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741년( 조 17)에 부임한 현감 임원(任遠)이 이듬해에 고을에

학사(學舍)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여 죽사(竹寺)라는 절을 재사(齋舍)로 삼

고 속공전답(屬公田畓 : 죄인으로부터 몰수한 토지)을 지급하여 경제기반

으로 삼는 등 흥학재를 재건하려 하 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해에 이

임하게 된다. 그렇지만 단지 절목 1책이 남아 있어 전후 내력을 전할 수 있

었다 한다.

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783년(정조 7)에 우정규(禹禎圭)가 신임 현

감으로 부임해 오면서 흥학재 재건 문제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우정규

는 광양 현감 역임 후 치국 개선책을 제시한『경제야언(經濟野言)』을 저술

하여 개혁적인 실학자로 이름을 남기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사풍(士風)

을 권장하고 문재(文才)를 부흥시키기 위해 흥학의 의지를 천명하게 된다.

그리고 부임한 이듬해 겨울에 읍내 선비들과 함께 재사 건립을 꾀하 고,

월등도(月登島 )의 양외 가경전 16석락지를 흥학재에 속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 다. 이에 정수귀의 손자인 정

보(鄭榮甫)가 계속 공사를 감독하여 재사 건립을 완성하니, 흥학재 중건은

실로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원로양반인 서윤화(徐潤和)와 허정

보(許珽甫)가 여타 양반들과 합세하여 흥학재 건물 옆에 우정규 현감의 선

정을 칭송하는 비석을 세우기까지 하 다. 그런데 정 보는 정수귀의 손자

이고 서윤화는 서창우의 아들이니, 조손간에 또는 부자간에 힘써 업을 계승

하 던 것으로 이 또한 그냥 넘길 수 없어 향중사림들이 옥룡면에 그 미담

을 비석에 적어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하 다 한다. 

이후 다시 보수가 행해졌는데, 「흥학재상량문(興學齋上樑文)」에 흥학재

의 보수사실과‘崇禎戊子三月 �川人 徐顯斗 謹書’라고 기록되어 있다. 흥

학재 중수에 앞장 선 서현두(徐顯斗)는 1828년에 봉양사(鳳陽祠) 중수를

주도한 인물 바로 그분이다. 따라서 1828년에 다시 한번 흥학재가 중수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오랜 세월이 지나 흥학재의 전답이 향교에 이속되

고 건물 역시 없어지게 되자 향교내의 상재(上齋)를 중수하여 재사(齋舍)

로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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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정∙당∙

1) 현존하는 누∙정∙당∙

(1) 거연정(居然亭)

� 소재지 :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상봉

봉강면 비봉산 동쪽 봉당리 상봉마을 봉강천변 위

치한 거연정은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재실형 구조로, 1898년에 박희권(朴熙權)의

독서처로 건립되었다. 박희권의 자는 유(永裕)이

고, 호는 술재(述齋), 본관은 상주(尙州)이다. 건립

이후 오랫동안 황폐되어 오다 1938년 후손 종린(鍾

麟)∙종룡(鍾龍)에 의해 새롭게 중건되었다. 매천(梅

泉) 황현(黃玹)이 지은 기문이 있으며, 정자 오른쪽 암벽에‘居然亭’이란

제명이 음각되어 있다.

(2) 유림정(�林亭)

� 소재지 :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135-1 우산공원 내

광양읍 목성리 신성마을에 있었던 유림정

은 단층 팔작지붕 목조가옥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재실형 건물로 우측 후방의 1칸

에만 방을 들이고 나머지는 마루를 깔았다.

사 (射臺)의 정자 다. 

사장(射場)은 원래 1528년 박세후(朴世

煦)현감이 현재 읍사무소 북쪽에 향사당(鄕

射堂)을 건립하여 궁술을 연마한 것이 시초

이며 그 이후 1905년에 광양읍 단위농협 창

고자리에 남사장(南射場), 1907년경에 광

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칠성리 178-1로 추정)에 북사장(北射場)이 건립되

었으며 1917년 그곳 사장이 통합되어 유당공원 북쪽으로 옮기면서 유림정

(�林亭)이라 칭하 다.

1943년 당시 이문화(�文華)사두가 부지를 기증하여 유당공원 남쪽으

로 옮기었으며, 1997년 12월 20일에 유림정을 유당공원에서 광양읍 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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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135-1번지의 우산공원내로 옮기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풍화루(風化樓)

� 소재지 :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09

풍화루는 향교의 명륜당 앞에 위치한

누각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

각 건물로서 1층은 원형 석주를 세우고

중앙에 쌍여닫이의 판장문을 달아 향교

의 출입문으로 이용하 으며, 2층에는

마루를 깔고 원형기둥을 세워서 팔작지

붕을 받게 하 다. 마루 주위에는 정교하

지 않은 계자(鷄子) 난간만으로 둘 다. 

풍화루가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15년 우산리 보운마을에

위치한 보운사(普雲寺)가 없어지면서 그 정문을 옮긴 것이라 한 것으로 보

아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인해 향교가 소실된 후 1613년(광해군 5) 현

감(縣監) 이오(�們)가 향교를 중수할 때 세워진 듯하다.

『광양군지』(1925년 간행)에 기록된「풍화루중건상량문」를 보면, 풍화루

가 1825년(순조 25년)에 현감(縣監) 윤 (尹謐)에 의해 중건되었다 한다.

그런데 윤 의 재임기간은 1764년 7월부터 1766년 10월까지이고, 1825

년 당시의 현감은 김이승(金�昇 : 1823년 12월 � 1826년 4월 재임)이

다. 따라서 1613년에 중건된 풍화루는 1825년 현감 김이승이 재임할 때

한 차례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풍화루에 걸려 있는「명륜당풍화루중

수기」(고종 26년, 縣監 �有善) 등을 살펴보면 1889년(고종 26)에 풍화

루가 두 번째 중수되었다.

(4) 학사 (學士臺)

� 소재지 :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동동

옥룡면 동곡리 동동마을 앞 옥룡천 산경사면에 위치한 학사 는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동복(同福)에 유배되었던 신재(新齋) 최

산두(崔山斗)가 어린 시절 10년 동안 수학하 던 자연암굴이다. 이 암굴

내부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넓이이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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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가 흘러나온다. 또한 이 암굴 상단 5m 지점의 암

면에는‘학사 (學士臺)’라는 자필 씨가 음각되어

있다. 

이 학사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최산두가 10년을 계획하고 이 곳에서 수

학하 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지루하기도 하여 9년만

에 굴을 나와 밖의 풍경을 보고 문득 외우기를“泰山

壓後天無北”이라 한 다음 이음말을 찾지 못하고 있

는데, 한 초동이 나타나 그의 시를 받아“大海當前地失南”하 다는 것이다.

이에 최산두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1년을 더 공부하고 나와서 성공

하 다고 한다. 지금은 이 암굴 바위 위에 5인이 앉을 만한 정각를 세우고

학사 (學士臺)라는 현판을 걸어두고 있다.

(5) 감호정(鑑湖亭)

『광양군지』(1925년 간행) 누정조에 따르

면, 감호정은 현 동쪽 70리에 김지섭(金之攝

: 본관이 김해이고 고종 때에 都事를 역임했

다)이 창건하 으며, 백운산(白雲山) 아래

섬진강(蟾津江) 위에 있어 산수가 아름답고

화목이 기이하다고 하 다. 매천 황현이 지

은「감호정중건기」에 의하면, 1839년(헌종

5)에 김응난(金應瀾)의 조부가 마을의 누추

함을 걱정하여 감호정을 창건했다 한다. 그

러니까 김응난의 조부가 김지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천리는 일제시 인 1930년 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해 김씨

(65호)와 동래 정씨(35호)에 의해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자가 낮고 좁아 1860년(철종 11)에 건물을 높고 크게 중건하

게 된다. 이 때 인근 마을에서 재목과 장인 비용과 주찬 등을 거출한 것 같

다. 그러한 감호정을 김응난이 서숙(書塾)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1900년

(고종 30)에 중건하니, 매천 황현이 중건기를 기록한 것이다. 제14연 반

란사건과 6∙25동란기간 이곳 마을과 함께 정자가 쇠락하 으나 10여 년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다시 복원하여 옛 모습으로 단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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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성당(壽星堂)

� 소재지 광양읍 칠성리 12-1번지(호북마을) 

수성당의 처음 위치는 옛 북사장터인 광양읍 칠성

리 178-1번지이며 이곳에서 처음 건립년도는 당시

군수 던 김동준(金東準)이 쓴 수성당기(壽星堂記)

와 수성당 창립 60주년 기념비에 의하면 당시 북사

장(北射場)터에 죽사 박정진(朴正鎭)의 발기로

1918년 건립(1918년 음력 3월 15일, 수성당 노인회

가 건립됨)되었고, 그후 10년후인 1928년에 지방인

사의 뜻을 모아 현재의 위치로 신축이전 하 다.

(7) 운고정(雲皐亭)

『누정총람(�亭總覽)』에 의하면, 진상면 백운산

부소(釜沼) 위에 위치한 황하석(黃夏錫 : 1799�

1846)의 휴식소 다고 한다. 황하석은 일찍이 과거

를 포기하고 풍치가 좋은 이곳에서 생애를 보냈던 것

같다. 『광양군지』(1983년 간행)에 의하면 황하석의

5 손 호일(鎬一)이 운고공을 사모하여 1946년에

건립했다고 전하며 최병심(崔秉心)과 김문옥(金文

鈺)의 기문이 있다고 하나, 『누정총람』에는 김문옥

의 기문만이 전하는데 1978년 수어댐 건설부지로 이 지역이 편입되자 진

상면 황죽리 죽림마을(황죽리 71번지)로 이축하 다

(8) 청계당(聽溪堂)

『광양군지』(1925년 간행)에 의하면, 청계당(聽溪

堂)은 현 동쪽 50리에 있고, 1807년(순조 7)에 생원

(生員) 시험에 장원 급제한 황면기(黃勉基)의 정자

로서 그의 호가 되기도 하 다. 그의 집 앞에 청계(淸

溪)라는 개울이 있었는데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다. 황면기가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선생에

게서 공부하 는데, 성담 선생이 정자가 위치한 자연

을 고려하여 청계(聽溪)라는 당명(堂名)을 지어 주었다. 연재(淵齋) 송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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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당기(堂記)를 지었고, 면암(勉菴) 최익현 선생이 행장을 찬술했다 한

다. 본래는 진상면 비촌마을 남쪽에 위치하 으나 수어댐 건설로 인하여

1977년 진상면 황죽리 신황마을로 이축(移築)하 다

2) 현존하지 않은 누∙정∙당∙

(1) 감사정(感思亭)

감사정은 김정태(金丁泰)가 그의 선조의 충효 행적을 기리는 뜻으로 세

운 것이라 하나 건립 연 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김종한(金宗漢 :

1844�1932)이 쓴「감사정기(感思亭記)」에 광양군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광양현이 광양군으로 명칭이 변경된 1895년 이후로 짐작된다.

(2) 권가루(勸稼樓)

권가루의 창건 연 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년 간행)에서는 현의 남쪽 3리에 있다고 기록하 다. 권가(勸稼)라는 이름

으로 보아 권농(勸農)이라는 수령의 통치행정과 관련되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호남읍지』(19세기 간행)와『광양군지』(1925년 간행)에는 현의

남쪽 5리에 있었다 한다. 이로 보아 권가루는 조선초기에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수령에 의해 현아(縣衙)의 남쪽 3리에 건립되었다가 나중에 5리 지점

으로 옮겨진 것 같다.

(3) 망조정(望釣亭)

조선호남지에 광양고을의 동쪽 국사봉 아래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전하

는데 그 위치는 옥곡면 죽리 백양마을 죽천변에 있었는데 최근년에 사

라졌다. 조선호남지에 윤 구(尹�求)의 기문이 남아있는데 이동우(�東

宇)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인 양천공(楊川公)이 낚시를 하 다는 사실을

기리는 양천조 라는 이 망조정에 새겨져 있었다.

(4) 반구정(伴鷗亭)

반구정(伴鷗亭)은『광양군지』(1925년 간행)에 의하면, 현의 동쪽 50리

망덕산(望德山 : 진월면 망덕리) 정상에 부호군(副護軍) 이채한(�採漢)이

강정(江亭)으로 모옥(茅屋)을 지었는데, 강호와 도서를 내려다보는 경치가

아름다웠고 암석과 화림의 풍치 또한 기묘했다 한다. 반구정이란 이채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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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인데, 그의 본관은 전주이다. 이채한은 조(英祖) 때에 일어난‘정희량

(鄭希亮)의 난’(1728년)이 순천에까지 미치자 사위인 상호군 송흠명(宋

欽明), 향중사림 서명팔(徐明八) 등과 함께 의병을 모아 난을 평정시키는

데에 공을 세워 부호군을 제수받았다. 

송환기(宋煥箕 : 1728�1807)가 1789년에 지은「伴鷗亭記」가『광양읍

지』에 수록되어 있다. 송환기의 호는 심재 또는 성담이고, 본관은 은진으로

송시열의 5 손이다. 학덕을 겸비하여 조야의 존경을 받았으며, 문하에 많

은 선비가 모여들었다 한다. 

(5) 봉명루(鳳鳴樓)

『광양군지』(1925년 간행)에 따르면, 봉명루는 관사문 앞에 있었는데,

1918년에 헐렸다 한다. 『광양현각방도중기』(1869년 간행)에는 봉명루의

규모가 6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양읍지』(1925년 간행)에서는 성문

을 열고 닫는 곳이라 하 으나, 관사(官舍), 즉 수령의 집무처인 동헌(東

軒)을 출입하는 문루 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6) 서산정(西山亭)

『광양군지』(1983년)에는 봉강면 봉당리 서산촌 뒤 검덕원에 있었고, 이

돈모(�敦模)가 세워 후학의 학업을 도왔다고 한다. 후에 원래의 위치보다

위쪽의 구릉으로 옮겼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이돈모는 본관은 전주,

자는 처윤, 호는 근재이며 성리학의 연구에 힘썼다고 한다.

(7) 서소정(西笑亭)

『호남읍지』(19세기)와『광양군지』(1925년 간행)에 서소정은 현의 서쪽

냇가 위에 있었는데, 이미 헐리고 없다. 그런데『광양군지』(1983년 간행)

에서는 봉강면 석사리 죽산(일명 비석바구) 밑에 있었고, 귀빈을 송할 때

에 사용하던 곳이라 하 다. “광양의 원님은 울고 왔다 울고 간다”는 옛말

이 있는데 그 슬픔을 나눈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기도 하 다. 서소정의 옛

터에 1718년(숙종 44) 현감 강성적(姜聖適)의 세불망비가 남아 있는데

이 비는 현재 도괴되어 방치상태인데 현재 광양 고등학교에서 옥현마을로

가는 모퉁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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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월정(水月亭)

수월정은 다압면 도사리 섬진강변 산수가 수려한 곳에 있

었던 것으로 선조 때 나주목사를 지냈던 정접(鄭渫)이 만년

을 소일할 뜻으로 세웠던 정자로 송강(松江) 정철(鄭徹)이

「수월정기」를 썼다. 건물은 없어지고, 현재 다압면 도사리 섬

진에「수월정 유허비」가 건립되어 있다.

(9) 암연정(岩淵亭)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암연정이 읍내 동쪽 5리에 있었다

한다. 『광양군지』(1925년 간행)에서는 읍내 동쪽 개울가에 있는데,

처사 서천일(徐千鎰)이 건립했고 그의 증손자가 바위에 암연정이라

는 이름을 새겼는데 그 위치는 광양읍 계곡마을 동천변에 있었다. 서

천일은 중종 때에 행의(行義)로 천거되어 군자감 주부에 제수되었으

나 나아가지 않고 이곳에 암연정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 다. 문장에

도 능하여 많은 저술을 하 다고 하나 부분 유실되고 현재는 상현

록과 문인록 두책이 전한다. 이후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암연정을

증손 신구(藎龜)가 중건하 다. 이 때 김중남이 쓴「암연정기(巖淵

亭記)」를 살펴보면, 1930년에 후손 한주(漢周)가 옛 암연정 옛터에

「암연정 유허비」를 건립하 으나 1972년 남해고속도로 공사로 인하

여 유허비를 옥룡면 하평마을 옥평사입구로 이건하 다. 

(10) 운주루(運籌樓)

운주루는『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간행)에는 객사(客舍) 동쪽에 있

었다 한다. 이에 따르면 읍성이 축조되고, 그 이후 관아 체제가 구비될 때에

운주루는 건립되었던 것 같다. 이 위치를『광양군지』(1983년 간행)에서는

구 읍사무소 동쪽인 현재의 상설시장터라고 한다. 운주루의 기능에 해서

는 전혀 기록이 없지만 수령이 읍정(邑政)을 선포하고 출장관리를 응접하

는 곳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누정은 거의 모든 고을마다 있었다(남원의

광한루, 태인의 피향정 등). 이렇게 볼 때 운주루는 읍성의 건립과 관련되어

들어섰을 것이다. 『광양군지』(1925년 간행)에 지금은 유허(遺墟)만 있다

고 한 것으로 보아, 운주루는 일제 시 에 접어들어 이미 사라지고 터만 남

아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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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파 (月波臺)

광양읍 우산리 월파 마을에 위치하 던 월

파 (月波臺)는 서신구(徐藎� : 1633�?)

가 낚시하 던 곳으로 자신의 호를 따서 월파

라 칭했다고 한다.

1970년 4월에 세워진「월파공유적비」의

비문에 의하면, 서신구의 자는 성서, 호는 월

파, 본관은 이천이다. 월숙공 눌(訥)의 후손

이며, 암연처사 천일(千鎰)의 증손이다. 또한

그는 암연정(巖淵亭)과 향교(鄕校)의 중건에도 관여하 다.

(12) 주변루(籌邊樓)

주변루가 언제 창건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성(城)의 남쪽 문루(門樓)로서 망해루(望海樓)라고 하던 것을 1418년

(태종 18)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변루는 읍성의 남문 문루로서 읍성이 축조 될 때에 창건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광양군지』(1983년 간행)에서는“1528년에 현감 박세후가 창건

한 것으로 광양읍 칠성리 호북정(虎北亭)에 있었다.”고 하 는데, 이는『광

양읍지』(1925년 간행) 선생안조에 현감 박세후가 1528년에 도임하여 주

변루를 건립했다는 기록을 토 로 한 언급일 것이지만, 여기에서의 건립은

중건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주변루는 읍성 축성 당시 건립

되었다가, 1528년에 중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일제시 에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한다.

(13) 청조루(聽潮樓)

청조루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광양읍지』(1925년

간행)에 따르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에 농민군 진압에 나선 좌수 군

인들에 의해 전소되었고, 1901년 군수(郡守) 이중익(�重翼)에 의해 중건

되었는데, 1923년 민가의 실화로 인해 또다시 소실되었다 한다. 『광양읍

지』에 수록된 이중익 작성「청조루중건상량문」에 따르면 이중익은 청조루

를 중건하면서 향리들과 협의하여 전에 쓰던 재목과 기와를 취하거나 12면

민들로부터 일정액을 거두어 중건비를 충당하 다. 청조루의 기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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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소실과 중건을 언급하면서 동문(東

門)과 서문(西門)이 지금은 파괴되고 없다고 한 점이 참고된다. 다시 말하

면 청조루가 동문이나 서문의 문루(門樓) 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여지도서』(18세기 중반)에는 성루(城樓)가 동문, 서문, 남문 3개

있었다 한다. 그렇다면 남문은 누각이 주변루(籌邊樓)이고, 동문이나 서문

가운데 하나의 누각이 청조루(聽潮樓) 던 것이다.

(14) 추모정(追慕亭)

『광양군지』(1983년)에 의하면 진월면 용소동에 있는 정자로 박종 (朴

鐘大)가 계미년에 건립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고, 『조선호남지』에 김종한

(金宗漢)이 지은 기문이 남아 있다.

4. 정려(旌閭)

1) 효자김치조려(孝子金致祚閭 : 侍墓집)

� 소재지 : 광양읍 덕례리 예구마을

이 정려는 김치조(金致祚)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65년(고

종 2) 조정의 명을 받아 건립한 것이다.

김치조는 본관은 김해이며, 안경(安敬)의 11세손으로 구산리

에서 태어났다. 3세 때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다. 백방

으로 약초를 구하여 드리고 하늘에 기도하여 냇가에서 잉어를

잡아다 드렸으며 정성껏 간호하여 낫게 하 다. 어머니가 돌아

가신 후에는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시묘(侍墓)살이를 하 으며

그의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보호하여 주었고, 홍수로 냇가를

건너지 못할 때 묘를 향해 업드려 기도하니 호랑이가 업어서 건

내 주었다고 한다. 또 묘 앞의 소나무에 송충이가 많아 하늘에

기도하자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이후 97세에 여막

(�幕)에서 별세하니 조정에서 정려(旌閭)를 내렸다. 현재 이곳 정려는 그

동안 여러 번 개조하 는데 출입문에『孝子通政大夫 金海金致祚之閭』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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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자서형흠려(孝子徐馨欽閭)

� 소재지 : 옥룡면 용곡리 흥룡마을

용곡리 홍룡 마을에 위치한 이 효자비는 서형흠

(徐馨欽)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광양향교에서 추

천하여 1905년 조정에서 정려를 명하니 문중에

서 건립한 것이다. 

옥룡면 용곡리에서 태어난 서형흠은 성균관 제

주 의(誼)의 후손으로 본관은 이천이다. 어려서

부터 총명하 던 서형흠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님을 섬김에 있어 지성을 다하 다고 한다. 아버

지가 병상에 눕자 약초를 구하여 드리고 정성껏 간호하 으나 병세가 악화

되어 돌아가시자 묘 앞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시묘하던 중 그의 효성에 감동

한 호랑이가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 

이 비석은 양 기둥 사이에 비신을 끼워 넣은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

며, 비의 상부에는 팔작형 옥개를 얹어 놓았다. 비의 전면에는「孝子通仕郞

行童蒙敎官陞正三品通政大夫�川徐馨欽之閭」라 음각되어 있다. 비의 크

기는 총 높이 140㎝, 비신 높이 34㎝, 넓이 50㎝, 폭 10㎝이다.

3) 효자황하석비(孝子黃夏錫碑)

� 소재지 : 진상면 황죽리 죽림마을

진상면 황죽리 죽림마을에 위치한 이 효자비는 황하석(黃夏

錫)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광양향교에서 추천하여 1851년(철

종 2)에 조정에서 정려를 명하여 창원 황씨 문중에서 건립한

것이다.

진상면 비평리에서 청계당(聽溪堂)의 주인인 생원 면기(勉

基)의 아들로 태어난 황하석은 호가 운고(雲皐)이며 어려서부

터 성품이 정아하고 풍채가 준수하여 언행이 바르고 물욕이 없

으며 남을 돕는 것을 즐거이 하 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

하여 항상 노력하 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애통해 하며 어육

을 금식했다. 아버지가 병을 얻어 위독하자 백방으로 약을 구

하여 드리고 신 병석에 눕기를 기원하며 손가락을 잘라 피를

주혈(注血)하는 등 간호에 정성을 다했으나 끝내 돌아가시자 여러 차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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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하 다고 전한다.

4) 효자양복수려(孝子�福洙�)

� 소재지 : 진상면 청암리 392 (목과마을)

진상면 청암리에 위치한 이 효자비는 양복수

(�福洙)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광양향교에서

천거하여 1863년(癸亥年 3月)에 조정에서 정

려를 명하여 문중에서 건립한 것이다.

진상면 청암리에서 종기(鐘琪)의 아들로 태어

난 그는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착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 한 효성이 지극하 다. 6세

때에 아버님이 병을 얻어 위중하 을 때 단지

(斷指) 주혈(注血)을 하 으며 후일에는 할복(割腹)까지 하 다. 부모가

냇물고기를 즐기므로 겨울에는 얼음을 깨서 고기를 잡아다 드렸으며, 아버

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侍墓) 살이를 하 는데 그의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따라 다니며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

이 비각은 낮은 토단에 석축을 돌리고 원주형 초석에 두리 기둥을 세웠으

며 공포는 익공계 포작 형태에 겹처마를 하고 그 위에 팔작 지붕을 얹었다.

비 전면에는「有名朝鮮孝子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

府副摠管�福洙之碑」라 음각되어 있다.

5) 효자안진묵비(孝子安鎭默碑)

� 소재지 : 진월면 차사리 차동마을

진월면 차사리에 위치한 이 효자비는 안진묵(安

鎭默)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93년(고종 30) 광

양향교의 천거로 조정에서 정려를 명하니 문중에서

건립한 것이다.

안진묵은 본관이 순흥으로 진월면 차사리에서 회

헌(晦軒) 선생의 후손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

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평소에도 온갖 약초를 구해

다가 약을 다려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는 등 부모에

한 효성이 지극하 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이 등창이 나서 사경을 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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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발라 드리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 으나 효

험이 없었다.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환부를 날마다

빨아주고 약초를 구하여 발라주며 간호하니 완쾌하 다고 한다. 노환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시묘했다. 

이 효자비는 처음에는 비각 안에 세워져 있었으나 1979년 마을 저수지

공사로 인하여 수몰되자 저수지 위로 이건하 으나, 현재는 비각은 없고 비

만 세워져 있다. 비 주위에는 비각에 사용되었던 석재들이 놓여 있다.

비 전면에는「孝子贈童蒙敎官朝奉大夫安鎭默之閭」라고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 장성 출신의 의병장이자 학자인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쓴 그의 행적이 음각되어 있다. 비의 크기는 총 높이 193㎝, 비신 높이 140

㎝, 넓이 56㎝, 폭 23㎝이다.

6) 쌍효려비(雙孝閭碑)

� 소재지 : 옥곡면 장동리 곡동마을

옥곡면 장동리 장동2구 회관 바로입구에 위치하는

데 이곳 쌍효려비는 효자∙효부에 한 두 사람의 효

행을 기리는 비로서 고종 29년(1892년) 조정에서

정려를 내리면서 동몽교관(童蒙敎官)의 증직을 받

은 전주 유씨 유계양(�季養)과 숙부인(淑夫人)의

증직을 받은 해주오씨(海州吳氏)의 효행을 기리는

정려이다. 1929년 손자 오위장(五衛將) 유채규(�采圭)가 정려를 건립하

으며 그 이후 정각 및 주변을 보수∙정비하 다.

7) 효자 우달홍려(孝子 禹達弘 閭)

� 소재지 : 광양읍 인서리 151번지

이곳 정려는 1893년(광서 19년) 당시 예조(�曹)에서 우달홍에

한 행장을 입안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아 1893년(고종 30년)에 정

려를 명하고 동몽교관 봉조 부 증직을 내렸다. 우달홍은 어버이 섬

김이 지극하여 변을 맛보아 부모의 병을 증험하고 위증하자 단지주혈

하 으며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나

니 조정에서 정려를 지으라고 명하여 광양현에서 1897년에 정려를

건립하 다. 우씨 족보에 의하면 재목과 목수를 관에서 거행토록 하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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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에게는 호적을 상등하고 온갖 부역이나 조세를 면세토록 하 다는 기

록이 전한다. 

현재 정려와 함께 1898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달홍의 효행을

기리는 세수재(世修齋)에는 예조입안, 우달홍교지, 정려기 등 현판 50여개

가 보존되어 있다.

8) 충신 김 례 공신각(忠臣 金大禮 功臣閣)

� 소재지 : 진월면 송금리 송현마을

김 례(金大禮)는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여 (汝大), 호는

성재(誠齋)이며 현감 중량(仲良)의 손이며 가선 부 한호(漢浩)

의 아들이다. 1573년(계유)에 출생, 1598년(무술) 정유재란시

당년 25세로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 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이끌고 큰 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시 섬진강 입구에서 왜

군과 싸워 승을 거두어 선무원종 공신록에 등재되었다. 마을에

는 선무원종 공신 노위 훈련원 김해공지비가 1856(丙辰)년에 세

워졌는데 통훈 부 사헌부 감찰 순흥 안낙진(安�鎭)이 찬(撰)하

고 그이 10세손 학조(學照)가 비(정려)를 건립하 다. 이곳에는

1862년(壬戌)에 쓴 공신각과 충효문 현판이 있다.

9) 충신 김천록 정려(忠臣 金千祿 旌閭)

� 소재지 : 골약동 금곡마을 입구

김천록(金千祿)은 본관이 울산(蔚山)이며 어려서부터 용력이 뛰어나고

담력이 출중하 는데 여주판관으로 있을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량을 운송하는데 큰 공

을 세웠으며 제2차 진주성싸움에서 김천일∙최

경희 장군과 함께 끝까지 항전하다 장렬하게 순

절하 다. 조정에서 선무원종 공훈록(宣武原從

功勳錄)2등훈 반열에 기록하고 1891년 조정에

서 왕명으로 정려를 광양읍 용강리 국도변에 세

웠으며 그후 1982년에 정려비를 출생지인 골약

동 금곡마을 입구로 이전하고 같은 해에 광양읍

유당공원에 이건 사적비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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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각(齋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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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읍면동 재각명 내 용

1 광양읍 世慕齋 晋陽鄭氏 恭戴公派의 묘각

2 〃 鼓山齋 晋陽河씨의 선조 潤會의 묘각을 후손 太鎬가 출자 건립

3 〃 世慕齋 順興安씨 재각으로 1933년 3월 후손 正涉이 건립

4 〃 永慕齋 秋溪秋씨의 후손 萬玉의 묘각

5 〃 繼述齋 �寧金씨 ��九의 묘각

6 〃 遠慕齋 密陽孫씨의 재각으로 후손 萸 이 癸卯에 출자∙건립

7 〃 追慕齋 高씨 재각. 赫謙의 묘각

8 〃 臥龍齋 新安 朱龍得(고려 弘文字)의 묘각

9 〃 永慕齋 朱氏 재각

10 〃 世修齋 丹陽禹씨 達弘의 제각으로 경내에는 旌閭가 있음

11 〃 瞻山齋 효자 金海人 金致祚의 제각

12 〃 石鍾齋 密陽孫씨의 제각으로 1967년에 후손이 건립

13 〃 永慕齋 慶州 �씨 東園의 묘각

14 〃 岾齋 金海金씨의 묘각

15 봉강면 鳳陽齋 新齋 崔山斗의 墓閣

16 〃 永恭齋 金海許氏의 宗閣

17 〃 持恭齋 商山朴氏의 宗閣

18 〃 鳳棲齋 杞溪兪氏의 宗閣

19 〃 瞻省齋 密陽 朴寅海의 다섯 아들이 乙亥7월에 부친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 현재 소실됨

20 〃 花石齋 全州�氏 完昌大君 후손 鳳堂派의 門閣. �敦模가 主力출자

21 〃 玉泉精舍 �敦模가 후세의 학문연마와 文友들을 위해 건립. 다수의 古書와 자술서가 보관됨

22 〃 南山齋 新安朱氏 炳宰의 墓閣으로 1976년 東魯의 출자로 건립

23 옥룡면 亨先齋 �川徐氏의 齋閣.(1680년에 세움) 그 경내에 玉坪祠가 건립됨(1959년)

24 〃 惟誠齋 順天張氏의 추모소

25 〃 遠慕齋 慶州金氏의 추모소로 判書 金春熙의 題額이 있음

26 〃 模項齋 晋州姜氏의 추모소

27 〃 崇慕齋 安東權氏의 추모소

28 〃 慕先齋 晋州鄭氏 齋閣

29 옥곡면 敬慕齋 金海金氏 묘각으로 金昌錫이 건립

30 〃 八慕齋 晋陽鄭氏 묘각. 제사를 모시는 위패가 8형제임

31 〃 甑山齋
1975년 朴來吉주선으로 건립된 密陽朴氏 糾正公派의 재실. 약 420년전 淸州에서 광양에 들어

온 應先을 위주로 12位가 배향됨

32 〃 訓慕齋 長城徐氏의 齋閣

33 〃 如在祠 順興安氏 齋閣. 안몽윤(安夢尹)의 정이 안치되어 있음

34 〃 追遠齋 全州�氏 孝�大君派의 齋閣

35 〃 齋閣 順興安氏 齋閣

36 〃 (재각) 晋陽鄭氏 恭戴公派 齋閣

37 진상면 永慕齋 南平文氏 齋閣

38 〃 慕遠齋 晋州鄭氏 齋閣

39 〃 知源齋 昌原黃氏 齋閣

40 〃 永慕齋 載寧�氏 德明公派 齋閣

41 〃 白雲齋 慶州鄭氏 齋閣

42 〃 永慕齋 寶城宣氏 齋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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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읍면동 재각명 내 용

43 〃 棲鳳齋 昌原黃氏齋閣

44 〃 崇慕齋 天安金氏齋閣

45 〃 追慕齋 慶州金氏齋閣

46 〃 (재각) 密陽朴氏齋閣

47 〃 旌閭閣 孝子�福洙의 旌閭

48 〃 (재각) 全州�氏齋閣

49 〃 永慕齋 慶州崔씨 齋閣

50 〃 (재각) �州具氏 구정공파 齋閣

51 진월면 �巖齋 順興安氏齋閣. 1929년 건립

52 〃 淸慕齋 全州�氏齋閣. 1978년 건립

53 〃 享保齋 金寧金氏齋閣. 1961년 건립

54 〃 寧德齋 금녕金氏齋閣. 1980년 건립

55 〃 慕陽齋 晋陽鄭氏齋閣. 1980년 건립

56 〃 金鶴齋 金海金氏齋閣. 1979년 건립

57 〃 芦汀齋 密陽朴氏齋閣

58 〃 �山齋 �山辛氏齋閣. 1977년 건립

59 진월면 省敬齋 咸安趙氏齋閣. 1975년 건립

60 〃 雲陽齋 �川徐氏尙書公派齋閣

61 〃 永慕齋 金海許氏齋閣

62 〃 金寧齋 �寧金氏齋閣

63 〃 崇 齋 南原�氏齋閣

64 〃 追慕齋 密陽朴氏齋閣

65 〃 世明齋 濟州高氏齋閣

66 〃 慕遠齋 晋州姜氏齋閣

67 〃 白溪齋 晋州鄭氏齋閣

68 다압면 (재각) 淸州鄭氏長端公派齋閣

69 〃 (재각) 晋州姜氏判書公派齋閣

70 골약동 遠慕齋 慶州金氏齋閣

71 〃 定山齋 杞溪兪氏 부제학공파 義臣의 후손 伯의 재각

72 〃 (재각) 永川�氏齋閣

73 〃 東山齋 密陽朴氏糾正公派松堂公派齋閣

74 중마동 伽山齋 新安朱氏齋閣

75 〃 新庵齋 昌原黃氏齋閣. 1978년 8월 건립

76 〃 孝昭齋 全州�氏齋閣

77 〃 追遠齋 晋州鄭氏齋閣

78 〃 雲菴齋 永川�氏齋閣. 1960년에 건립. 巖谷齋記가 전함

79 〃 慕淸齋 全州�氏孝寧大君派泳嘉의齋室. 1974년 건립되었으며 慕淸齋記가 전함

80 광 동 (재각) 水原白氏齋閣

81 태인동 崇慕齋 恩津宋氏齋閣

82 〃 望月齋 全州�氏齋閣

83 〃 永慕齋 金海金氏의 묘각으로 경내에는 김시식지로 지정. 유물이 전시됨

집필 : 전남 학교 사학과 교수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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