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신라와고려시 의인물

� 도선국사(道詵國師)

신라말의 유명한 선승(禪僧)이다. 827년(신라 흥덕왕2년)에 전남 암

구림에서 태어났고 15살때 화엄사에 들어가‘중’이되었다. 20살 때 곡성

태안사의‘혜철 사’의 제자가 되어 선종(禪宗)으로 개종하 고 37살 때

광양 옥룡사에 들어와 35년동안 머무르면서 동백림 조성, 운암사 건립, 왕

건의 고려왕국건설 예언, 풍수지리설, 선불교의 옥룡학파를 창설하여 많은

제자를 길 으며 898년(신라 효공왕2년)에 72살로 입적하 다. (자세한

내용은 제2편 제1장 제4절역사편 참조)

� 경보(慶甫)

도선국사의 제자로 속성은 김씨이다. 866년(신라 경문왕 6년)에 경주

(구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출가하여 부인사(夫仁寺)에 머물다가 옥룡

사에 들어와 도선의 제자가 되었다. 18세에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892

년(진성여왕6년)에 중국에 유학하 다가 921년 귀국하여 옥룡사 주지가

되었다. 당시 후백제 견훤과 연결되었으나 후에 금산사에 연금되어있던 견

훤을 왕건에게 탈출하도록 도와서 고려 태조 왕건을 비롯한 혜종∙정종과

의 관계가 돈독하 다고 전한다. 80세에 입적하자 정종은 옥룡선화상(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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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禪和尙)이라 부르고 통진 사(洞眞大師)의 시호(諡號)를 내렸다. 958년

(광종9)에 옥룡사에 비(碑)를 세웠으며 그의 제자로는 천통(泉通)∙현가

(玄可) 등이 있다.

� 지문(志文)

도선국사가 세운 운암사(雲岩寺) 주지(住持)이다. 1149년(고려 의종4

년)10월에 왕명으로 최유청(崔惟淸)이 도선국사의 비문을 짓고 그의 처남

정서(鄭 )가 자를 써서 만든 비(碑)가‘무신난’으로 개성의‘국청사’에

2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는데 명종이 즉위하자 지문(志文)이 도선국사

비 건립을 호소하여 왕명으로 1172년(명종2년) 광양현 세공선(歲貢船)으

로 옥룡사에 옮겨 세우는데 노력했다.

� 도선국사의 법손(法孫) 10명

도선국사비 뒷면의 비음기(碑陰記)에 법손 1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① 송림사 주지 중 사(重大師) 형균(逈均) / ② 현갑사 주지 중 사 민

언(旼彦) / ③ 중 사 지효(之曉) / ④ 중 사 지연(志淵) / ⑤ 중 사 언선

(彦宣) / ⑥ 중 사 종순(宗純) / ⑦ 중 사 처령(處靈) / ⑧ 사 혜온(慧

溫) / ⑨ 덕 혜자(惠資) / ⑩ 덕 혜의(惠儀)

이로 미루어볼때 광양은 고려조때가 우리나라 불교중심의 고장이었던

것 같다.

� 김책(�策)

1) 선조(先祖)와 그의 출생

김책(�策)은 940년(고려 태조 말년)무렵에 광양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

정되며, 사망년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고려 개국공신으로 정1

품 사공(司空), 삼중 광(三重大匡. 고려때 9품 향직(鄕職)의 으뜸인 정1

품 벼슬)벼슬에 오른‘김길(�吉(佶))’이었으며 아버지는 김준(�峻)이었

다. 고려 초기부터 광양지방의 호족(豪族. 재산이 많고 세력이 드센 일족.

고려때 지방 정치 세력의 일족)이던 가문에서 태어나 4 광종의 개혁정치

에 참여하 던 것으로 전하여 온다.

2) 과거에 장원

우리나라에 과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958년(광종9)에 후주(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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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사람인 쌍기(雙冀)가 귀화해와서 중국식 과거제도를 채택하도록 건의

하여 실시되었는데 바로 그 해에 춘당 문(春糖臺門. 춘당 는 고려때 왕

이 친히 나와 과거를 보이거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때 연회를 베풀던곳)을

열고 현량하고 학문있는 선비들을 천거 받아 뽑을 때에 많은 학자와 문인

들이 모 으나 그 중에서도 왕융(王融)∙서희(徐熙)∙김책(�策) 등은 뛰

어난 인재들이었다. 그리고 964년(광종15) 3월에 4번째로 실시한 과거에

서 제술과(製述科-진사과)에 장원(壯元)으로 뽑혔다.(광종때 과거는 여러

번 실시되었는데 서희(徐熙)를 비롯하여 모두 39인 이었다고 전한다) 당

시 상시관(上試官) 은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익(趙翌)이었는데, 합격자가

결정되자 임금이 천덕전(天德殿)에 나아가 어사연(御使宴)을 베풀었으며

특히 김책에게 그자리에서 베옷을 벗고 공복(公服)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

라고 하 으며, 또한 의봉문(儀鳳門. 의장기(儀仗旗)를 앞세우고 들고 나

던곳)을 열어 말을 타고 나가도록 허락하 다.

3) 벼슬

‘상서도성(尙書都省)’에 딸린 정2품의 좌복사(佐僕射. 상서도성(尙書都

省)에 딸린 장관다음인 정2품 벼슬), 종1품의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정2품 평장사(平章事)에 이르 으며. 시호(諡號)는 문정(文貞)이다.1)

� 김황원 (�黃元)

1) 출생과 사망(1045 ~ 1117)

김황원(�黃元)은 1045년(고려10 정종11년)에 광양읍 봉강면 석사

리에서 태어났고, 1117년(16 예종12년)에 72세로 사망하 으며 자(字)

는 천민(天民)이다.

2) 과거 합격과 벼슬

일찍이 과거에 합격하여 좌습유(左拾遺. 문하부의 낭사(�舍) 벼슬. 正6

품), 지제고(知制誥. 고려때 왕에게 조서(詔書)∙교서(敎書) 등을 지어 바

치던 벼슬. 內知制誥∙外知制誥가 있었음) 에 기용되었고, 이어 경산부사

(京山府使. 지금의 星州)가 되어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치적을 쌓았으며,

그 후에 예부시랑(�部侍郞. 의례(儀禮)를 맡아보던 차관(次官)), 국자제

주(國子祭酒. 나라에서 제사 지낼때에 쓰는 술을 담당하는 관리), 한림학사

(翰林學士), 첨서추 원사(簽書樞密院事. 正3품)를 역임하고 난 후에 여러

번 표문(表文)을 올려 은퇴하기를 청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1) ‘김책∙김양감∙김약온∙김
의원 이 광양 김씨인가?, 광
산 김씨인가?’하는 논의가
있으나 광산 김씨 세계도(世
系圖)에 의하면 1910년 4월
에개성의한분묘의도굴사
건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하
여 그 묘(墓)의 지석(誌石)이
발견되었고, 지석에 의하여
그 묘가 광양 김씨인 김책의
손자이며 김양원 의 아들인
김의원(�義元)의 묘로 밝혀
져있다. 이로서이들이광양
김씨임이 분명하여 졌으나
이들이 지금에 와서 어찌 광
산 김씨의 세계도에 나타나
있는가? 여기서 성급하기는
하나광양김씨가곧광산김
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1983
년판 광양군지에(193쪽) 기
록되어 있다. 지금 광양이나
남도 지역에는 어디에도 광
양김씨를찾아볼수없다. 그
러나 1934년 3월에‘조선총
독부 임시 국세조사과’에서
한국인의 성씨조사를 한 바
에 의하면 황해도 연백군 봉
서면 현죽리에 43호의 광양
김씨가 집단적으로 일가를
이루고 살고 있음이 확인되
었었다. 고려 14귀족 가문의
하나 던 광양 김씨가 이렇
게 몰락한 이유는 무엇이었
을까? 그 원인을 추측하여
본다면 첫째로 김양감 의 누
이가 이자겸(�資謙)의 어머
니 는데 뒷날‘이자겸의 난
(�)’으로 인하여 가계가 일
차 몰락한 데다가 두번째로

‘정중부(鄭仲夫)의 난(�)’때
에 김의원 의 아들인 김광중
(�光中)이 무인(武人)들의
칼에맞아죽는데, 이로인하
여 가계가 몰락한 채로 황해
도로 피하여 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854

예종(睿宗)때 중서사인(中書舍人)이되어 요(�)나라에 사신으로 가는길

에 북부(北部)지방에 기근(大饑饉)이 있어 백성들이 참혹하게 굶주리는

것을 보고 역마(驛馬)를 달려 상서하여 군(郡)과 주(州)의 창곡(倉穀)을

내어 진휼(賑恤)할 것을 청하니 왕(王)이 그 말을 쫓았다.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보고 말하기를“이 분이 우리를 살린 상공(相公)이다”라고 하

다. 그 후에 여진(�眞)이 요(�)를 침략하여 동쪽 변방 모든 성을 항복 받

았으나 내원(�遠)∙포주(抱州) 두성이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고 버티었

으나 성안에 양식이 떨어지자 비싼 값으로 곡식을 사기를 청했으나 변방

(邊方)의 관리들이 서로 매매를 금지하는 일이 생겼다. 이때 황원(黃元)이

상소하기를“남의 재앙을 다행이 여김은 인(仁)이 아니며 이웃을 성내게

함은 의(義)가 아니니 청컨 두성에 곡식을 팔고 또한 무역하기를 허락하

소서”라고 하 으나 왕(王)이 회보(回報)하지 않았다.

3) 김황원의 학문과 문학

김황원은 고문(古文)을 지어 해동제일(海東第一) 이라고 이름이 났으며,

성품이 깨끗하고 굳세어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다. 그는 달을 하려고 남의

말이나 본뜨며, 행세 차로 짓는 시(詩)는 구역질이 난다고 말하여 문학(文

學)의 순수성을 주장하므로서 문학이 출세와 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 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는 문체(文體)를 따르지 않고 고문체

(古文體)로 을 지으므로 재상(宰相)이던 이자위(�子威)가 임금에게 말

해 한때 파직까지 당하 는데 상서(尙書) 김상우(�尙佑)가 13 선종(宣

宗)에게 다시 말 하여 뽑아 올려‘우습유지제고’(右拾遺知制誥) 벼슬을 내

렸었다. 임금이 책을 읽다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황원을 불러 물

었고 그는 막힘없이 답하여 신임이 두터웠다.

그러나 그의 깨끗하고 곧은 성격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격때문에 관

직생활이 평탄하지는 못하 다 한다. 그가 한림원(翰林院)에 있을때 이궤

(�軌)와 더불어 문장(文章)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한번은 요(�) 나라에서

사신(使臣)이 왔는데 그를 환 하는 궁궐의 잔치에서“봉함륜발종천강(鳳

含綸 從天降) 오가봉래도해래(鼇駕蓬萊渡海來). 봉황이 윤발(綸 . 皇帝

의 조서)을 물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자라는 봉래(蓬萊. 송(松)∙죽(竹)∙

매(梅)∙학(鶴)∙거북 같은 것을 만들어 보기 좋게 장식해서 축하식에 쓰

는 물건) 를 타고 바다를 건너 왔네”란 시를 즉석에서 지어 불 다. 이에

사신들이 놀라고 탄복하여 그 시를 적어 가서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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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원의 중에서 유명한 것은 평양(平壤) 부벽루(浮碧樓)에 올라가 쓴

귀이다. 그가 부벽루에 올라 고금(古今)의 현판(懸板)에 을 읽어보니

모두 뜻에 차지않아 그 현판들을 뜯어 불사르고 온종일 난간에 의지하여

시(詩)를 지으려고 애쓰다가 오직 다음의 한 구를 짓고 더이상 시상(詩想)

이 떠오르지 않아 통곡하 다는 말이 전해진다.

“장성일면용용수(長城一面溶溶水) 야동두점점산(大野東頭點點山).

긴 성 넓은 강에 물결이 넘실 거리고, 넓은들 동쪽 끝에 점점한 산들”이 시

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로서 너무나도 유명한 시이다. 예

종조(睿宗朝) 중서사인(中書舍人)으로 있을 때 흉년이 들어 인상식(人相

食)하는 참상을 보고 상소를 하여 주군창고의 비축미(의창)를 풀어 구휼

(救恤)에 힘써 백성을 사지에서 구한 바 있음. 그후 국자제주(國子祭酒)∙

한림학사(翰林學士)∙첨서추 원서(簽書樞密院書)를 역임하다가 퇴직,

72세 일기로 별세하자 왕이 문간공(文簡公)이란 시호를 하사하 다. 그의

아들은 통리(通理)∙존도(存道)∙통문(通文) 의 세 명이 있었다.

� 김양감 (��鑑)

1) 출생과 사망 연

고려 문종(文宗)과 선종(宣宗)때의 사람이다. 광양에서 김책(�策)의 아

들로 태어났으며, 출생과 사망 연 가 밝혀지지 않았다.

2) 벼슬과 공(功)

1070년(문종24) 정월(正月)에 정3품인‘상서우승 좌간의 부(尙書右

丞 左諫議大夫)’가 되고 7월에는‘서북병마부사’(西北兵馬副使)가 되었

다. 1074년 8월에 태복경(太僕卿)으로 노단(�旦. 中書舍人)과 함께 송

(宋)나라에 사은사(謝恩使. 나라에 베푼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외국에

보내던 사신) 로 가서 요(�)나라와의 이목(耳目)을 피하기 위하여 종전의

등주(登州)를 거치던 항로(航路)를 절강성(浙江省)의 명주(明州)로 변경

하는데 합의하고 귀국하 다.

같은 해 12월에 정3품인‘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가 되고 1076년

11월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제수받았다. 이어 호부상서∙참지

정사∙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符事)∙권판중추원사(權判中樞院事)를 거

쳐 1082년에는 정2품 좌복사(左僕射) 에 올랐다. 13 선종(宣宗)이 즉위

(1083년)하자 바로 차관(次官)급인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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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그 해 12월에‘문하시랑평장사’이던 이정공(�睛恭)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아뢰었다.

1086년 4월(선종3년)에‘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가 되었고

그해 3월에 왕앞에 나아가 다시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아뢰었다. 5월

에‘판상서호부사(判尙書戶部事)’가 되었으며, 이어 11월에‘수태위(守太

尉)’가 되었다. 1090년(선종7년) 4월에‘문하시랑’으로서 간의 부 손관

(孫冠)과 함께 과거 시험관인‘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진사(進士) 이경필

(�景泌) 등을 뽑았는데 그 답안이 격식에 맞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다. 마

지막에는 국무총리 자리인 시중(侍中)의 지위까지 올랐다. 

그의 인품은 당시 세도가인 이자겸(�資謙)이 누이의 아들인데도 끝까지

그에게 아부하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걸었다. 그의 아들로는 약온(若溫)과

의원(義元)이 있다.

� 김약온(�若溫)

1) 출생과 사망 (1059 ~ 1140)

1059년(고려11 문종13)에 광양에서 시중(侍中)을 지낸 김양감(��

鑑)의 아들로 태어 났으며, 김의원(�義元)과는 형제지간이고 그의 처음이

름은 의문(義文)이며 자(字)는 유승(柔勝)이다.

2) 과거 합격과 벼슬

어려서 부터 학문에 힘써 과거에 급제한뒤 상의봉어(尙衣奉御. 왕의 옷

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 를 거쳐 광주통판(廣州通判)이 되었다가 후

에는 중서사인(中書舍人)’이 되었다. 이어 합문사(閤門使. 궁중 조회(朝

會)의 의례를 맡아보던 벼슬) 가 되었으며, 1113년(예종8) 12월에 지상서

도성사(知尙書都省事)’가 되었다. 1116년(예종 11) 4월에 지서경유수사

(知西京�守事)’가 되고, 1117년 12월에 호부상서(戶部尙書)가 되었으며

1122년 3월에‘지추 원사겸태자빈객(知樞密院事兼太子賓客)’에 올랐

다. 1122년(17 인종 즉위의 해) 5월에 참지정사(參知政事. 왕명(王命)

의 출납 등을 맡아보던 벼슬) 가 되었고, 다음 해 12월에‘중서시랑평장사

(中書侍郞平章事)’에 임명돠고 다음 해에 공훈(功勳)으로‘검교사도수사

공상주국(檢校司徒守司空上柱國)’으로 높임을 받았다. 1124년 4월에는

과거시험관인‘지공거(知貢擧)’가 되었다. 7월에 박승중(朴昇中) 등이 당

시 국구(國舅. 왕의 장인) 이며 권력자이던 이자겸(�資謙)에게 아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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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그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로 부르자고 하 다. 이에 김부식(�富

軾)이 이르기를“당(唐)나라 현종때 황제의 생일을 처음으로 천추절(千秋

節)이라 불 으나 신하로서‘절(節)’이라고 불 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

다”고 반 하 다. 그러자 김약온은 이자겸 과 내외종간(內外從間) 이면

서도 김부식 의 말이 옳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바르고 의로운 태도

에 놀라고 존경하 다. 1140년(17 인종18)에‘수태전 문하시중 판호예

부사(守太傳 門下侍中 判戶�部事)’로 치사(致仕.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

양하고 물러남) 하 다. 1140년(인종18년) 2월, 82살에 사망하 다. 그의

성품이 공손하고 겸손하며, 청렴하고 교만하지 않아 내외종간인 이자겸이

권력을 쥐고 휘두를때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시호는 사정(思靖)이다.

� 김의원(�義元)

1) 출생과 벼슬

김 의원은 생몰년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시중을 지낸‘김양감’의 아들

로 광양에서 태어났으며 김약온 과 형제이므로 출생연도는 1060년 경이라

추정된다.

2) 음서(蔭敍) 벼슬 과 공(功)

과거는 합격하지 않고 아버지 덕으로 음서(蔭敍. 공신이나 당상관의 자

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한 것) 로 벼슬길에 나갔다. 1109년

(고려16 예종4)에‘행 병마판관’(行營兵馬判官. 병마사가 주둔하던

문에 5품~9품까지의 무관) 일때, 허재(許載)와 함께 길주에서 여진과 싸

워 30명을 살해하고 많은 병기와 우마를 노획하 다. 뒤에 차관(次官)급인

형부시랑(刑部侍郞)이 된 후, 1113년에 예부상서 홍관(洪灌)과 같이 거란

에 가서 태후의 우제(虞祭)에 사신을 보내어 조문(弔文) 하여 준 것을 사례

하 다.

1126년(인종4)에‘이자겸의 난’(內外從간) 으로 궁궐이 소실되자 중흥

(重興宅. 이자겸의 사저(私邸)) 으로 옮겨갈 때‘ 경(大卿)’으로서‘중

흥 집사(重興宅執事)’가 되어 왕을 맞아 들 다. 이어

종2품인‘동지추 원사(同知樞密院事)’에 임명되었으나 이자겸의 실각

과 더불어 지방수령으로 좌천되었다. 그의 죽음은 밝혀지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으나‘정중부의 무신난’때 그의 아들 김광중(�光中)이 무인들의 칼

에 맞아 죽으면서 광양 김씨가 완전히 몰락한다. 1910년 4월에 개성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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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도굴사건’으로 묘의 지석(誌石)에서 김의원이 광양 김씨인 김양감

의 아들임이 밝혀졌다.

� 윤택(尹澤) : 1289년(충렬왕15)~1370(공민왕19). 공민왕 때의 현신이

다. ‘자’는 중덕(仲德)이다. 3살때 아버지를 잃고 고모부 윤선좌(尹旋佐)

를 따라 공부하여 1317년(충숙왕4)에 문과에 합격하여 나주목사를 지냈

다. 충목왕이 죽자 전 직사 이승로(�承�)와 같이 공민왕을 세우려고 하

으나 1348년 충정왕이 즉위 하게되자 광양감무(光陽監務)로 좌천되었

으며 광양감무로 재임시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문헌으

로 전한다. 1352년 공민왕이 즉위하자 직제학(密直提學. 정3품)이 되었

다가‘개성부윤’이 되었으며 한 때 사임했다가 1361년 정당문학의 벼슬을

받았으나 이를 사퇴하고 고향인 금주(錦州)에서 산수를 벗삼아 여생을 보

냈다. (1999년 6월 16일 발행 국사 사전)

� 서호(徐浩)

1) 출생과 사망

1329년(고려27 충숙왕16)에 당상관(堂上官), 희천(熙川)군수, 이천

(�川)인 후장(後長)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사망은 1354년 9월 3일

(1985년판 이천 서씨 원숙공파보에 의함) 로 되어있으나 확실치 않다.

2) 31 공민왕의 개혁과‘서호’의 보필

공민왕은 원(元)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1356년(공민왕5)에 몽고

의 연호와 관제를 없애고 원나라가 세운‘쌍관총관부’와‘동령위’를 물리

쳐서 원나라가 점령했던 평안∙함경, 두 도의 땅을 다시 찾고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일부 노비를 해방시켰다. 또한 기황후(寄皇后. 우리나라에서 공

녀(貢女)로 갔다가 황후가 된 순제(順帝)의 어머니) 를 믿고 횡포를 부리

던 기철(寄轍. 기황후의 오빠) 일족을 제거했었다.

이때 서호는 몽고의 지배에 항하는 신흥 관료로서 1347년(충목왕 3

년)에 극도로 문란해진 전정(田政)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설치된 정치도감

(整治都監)의 관원인 정5품 좌랑(佐郞)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개혁정치를

적극 보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기황후의 족제(族弟) 기삼만(寄三萬)

이 세력을 믿고 남의 땅을 3,000평이나 빼앗는 불법을 자행하여 서호가 기

삼만을 잡아다 치죄하던 중 죽인 사건이 발생하 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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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從)9품인 교감(校勘) 전녹생(田�生)과 같이 행성옥(行省獄)에 갇혔다

가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몇달 안되어 원나라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 승

가노(僧家奴)를 보내와 다시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정치도감의 관원들을 국

문(鞠問) 하 으므로 정치(整治)가 더욱 해이하고 산만해졌다. 1352년(공

민왕 1) 2월, 왕이 밤에 서호 와 총랑(摠郞) 정운경 을 조용히 내전으로 불

러‘법을 집행함에 권력앞에 흔들림이 없었음’을 칭찬하시고 어사주(御賜

酒)를 내리며 조용한 곳으로 은퇴하여 있을 것을 암시하 다. 이에 서호는

희양군 서수(曦陽君, 徐琇)의 10世孫 이었기 때문에 조상과 연고가 있는

희양군(광양군)으로 가속(家屬)을 데리고 내려와서 살았다. 뒷날 이부상서

(�部尙書)를 추증하고‘문의공(文毅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현

재 서호의 묘는 광양읍 보운산(향교 서편 뒷산이며 봉강면 가는 길의 쇠머

리 못미쳐서 동쪽으로 빙고등 기슭)에 그의 아버지 후장(後長)의 묘와 같

이 4봉상이 있다. 그리고 옥룡면 운평리‘서씨제각’인 옥평사에서 향교 주

관으로 매달 입광양(入光陽) 1세조로 제사를 모시고 있다.

� 이무방(�茂芳)

1) 출생과 사망

이무방은 1319년(고려 27 충숙왕6)에 옥룡면 옥동마을에서 찬성사

(贊成事. 문화부)에 충직된‘인 (仁英)’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398년(조

선조 태조 7년)에 79살로 사망하 다.

2) 과거합격과 벼슬과 공(功)

1344년 무렵(29 충목왕)에 과거에 급제하여‘전교교감(典校校勘. 비

서성의 종9품)’이 되고, 공민왕 초년에는 외직으로 나가 순창군(淳昌郡)을

다스렸는데 고관중에 사사로이 토산물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자가 있었

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 다. 그뒤 헌납(獻納. 문하부의 정5품)이 되었으

나 당 의 권신 김용(�鏞)에게 접근하지 않아 미움을 받았다.

장령(掌令. 감찰사의 정4품)으로 있을때‘노국공주의 능(�國公主의

�)’을 봉(封)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제도에 봉능(封�)을 할 때는 반드시

감찰사의 집의(執義. 정3품)가 서명하게 되어있으나 서명한 사람은 크게

출세하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아 모두 이를 회피하 고, 이때의 집의 홍원철

(洪原哲)이 서명을 꺼려하므로 이를 신하여 이무방이 서명을 하자 왕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 그로 인하여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 음에도 불



860

구하고 왕명(王命)으로 기복(起�. 상(喪)중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관

례를 깨고 벼슬자리에 나감) 하여‘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전교시의 정3

품)’에 임명되었고 이를 사양하 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 뒤 민부상서(民部尙書)∙ 사헌(大司憲. 사헌부의 정2품)을 거쳐‘추

충좌명공신(推忠佐命功臣)’의 호(號)를 받았고, 이어 직학사(密直學士.

직사의 정2품)가 되었다. 1372년(공민왕21) ‘계림부윤’이 되었는데, 마

침 풍년이들자 백성들에게 고기와 소금을 팔아‘의창(義倉. 평상시에 곡식

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들면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을 설치하여

‘진 (賑貸. 흉년때에 나라의 곡식을 풀어서 어려운 백성에게 꾸어 주던

일)’를 준비하 다. 그 공적이 순찰사 최 (崔塋)에게 인정되어 판개성부

사(判開城府使)로 승진하 고, 여절공신(�節功臣)이라는 호(號)가 더하

여졌다. 

1376년(32 우왕2) 정당문학(政堂文學. 문하부의 정2품) 으로 과거시

험관인 지공거(知貢擧)를 맡기도 하 으며, 서연관(書筵官. 왕세자가 을

강론하던 곳의 벼슬) 이 되었다가 1376년(우왕 2) 시중(侍中) 경복흥(慶

�興)과의 알력으로 파직되어 광양군(光陽君)에 봉하여졌다. 1379년‘문

하평리’로 명나라에 가서 공물(貢物)을 바치고 진정표(陳情表.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는 ) 를 올려 공민왕의 시호(諡號)와‘우왕’의 작명(爵命.

작위의 이름을 내려줄것을 구함)을 청하 으나 명나라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하 다.

33 고려 마지막의 창왕(昌王)이 즉위한 뒤‘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

中. 문하성의 으뜸벼슬. 종1품)’에 올랐고, 공양왕 때는‘추충려절찬화공신

(推忠礪節贊化功臣)’이 되었다.

3) 조선조 때의 벼슬

조선이 건국된 뒤 문인 조준(趙浚. 이무방이 지공거 때 과거에 등과시켜

준 후 제자로 문인이 되었다) 의 천거로‘검교문하시중’이 되었으며 1393

년(태조2) 2월 14일에 권중화∙이무방∙정도전∙성석린∙민제∙남은∙

정총∙권근∙이직∙이근 등 10인에게 명하여‘하륜’과 함께 우리나라 역

어진 사람들의 비록(秘錄)을 두루 연구하여 한양을 도읍지로 정할 타당

한 근기(根基)와 안(案)을 만들어 설명하라고 하 다. 이 사실로 미루어보

아도 이무방의 당시 학문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말년에는 광양부원군(光陽

府院君)에 봉하여졌다.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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