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향교의 건립과 운영
향교(鄕校)는 고려와 조선시기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
육기관이다. 오늘날의 향교는 단순히 전통시대 교육기관의 상징물로서 전국의 각
지역에 산재해 있지만,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지방 군현단위
의 유일한 관학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향교는 고려초에 창설되기 시
작한 후, 조선초에 이르면 유교이념을 보급하고 지방민들을 교육·교화하기 위하
204

여‘일읍일교(一邑一校)’
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군현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간혹 군
현의 치폐(置廢)가 있을 경우에는 향교도 함께 치폐되었다. 현재의 서천군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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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서천·한산·비인 3개 군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3개 군현은 치폐
에 따른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3개의 향교가 건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조선초기에는 교관의 확보와 파견도 중시되었다.『경
국대전』
에 이르면 법제상으로는 모든 고을의 향교에 교관이 파견될 수 있었다.
충남의 경우에는 주목에 해당하던 공주·홍주의 두고을에는 종6품의 교수가 파
견되었고, 그 외의 33개 군현에는 종9품의 훈도가 파견되고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성전의 위판과 향교 건물의 관리도 보다 철저했으며, 향교운영
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서책의 확보와 관리에도 주력하였다. 세조조에는 군적
(軍籍)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유생으로 향교에 적을 붙이고 독서하는 자 외에는
다 정병에 충당토록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군역의 면역을 위해 향교에 투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6세기에 이르면 향교의 교육기능은 15세기에 비해 약화되고 유생은 향교에
대해 군역을 면하는 피역의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족자제의 향
교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서원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에는 향교의 교육기능보다 성묘 제향기능이 중시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교의 성묘가 중시되는 경향과 함께 16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수령을 저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교의 위판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고, 16세기 말의 임진왜란은 향교를 더욱 훼손시켰다. 임란중에 상
당수의 향교가 불타거나 훼실되어 이후 많은 향교들이 중건되었다. 1608년(선조
36)에 이르면 외방(外方)의 향교가 거의 모두 복원될 수 있었는데, 한산향교, 서
천향교 등도 이 시기에 중건되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 서원이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체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
제 향교는 평민의 피역처가 되어 갔으니, 평민들은 피역을 위해 훈도(訓導)의 차
첩(差帖)을 받으려고 하였다. 이 시기 향교의 교생들은 학업은 연마하지 않고 향
교의 자리에만 탓을 돌려 향교의 이건을 꾀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되
고 있다. 효종조에는 선비들의 교적 회피 풍조를 막기 위해 과거 응시에 교적의
확인을 강조하는 등 일시 향교기능의 강화가 시도되기는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만다. 17세기 후반기인 현종조에는 이제 일향의 공론조차 분열되어 향교
유생안에서 이름을 지우거나 오려내는 할명(割名)이 나타나고 있다.
이후에는 국가에서도 향교의 교육적 기능을 포기한 채 제향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향교의 위판을 조사해서『대전속록』
의 규정에 맞게 정리를
고, 수령이 석전을 행하지 않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19세기 후반기에 대원군은 서원을 정리하면서 향교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고자
시도하였지만, 근대화라는 시대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향교의 모습
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1) 한산향교
한산향교는 한산면 소재지의 서쪽 교촌 마을에 위치한다. 한산향교의 창건연대
는 확실치 않으나 한산향교『유림록』
에 의하면 고려후기 충렬왕때 창건되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로서 건립연대가 확인되지는 않고, 향교의 처음
위치에 대해서도 자세하지는 않으나 향로(鄕 )의 전언에 의하면 동산리 유산(由山)
에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행기둥’
이라고 하여 향교동의 와전으로 보고 있다.
1408년(태종 8) 사헌부 대사헌 맹사성(孟思誠)이 지평(持平) 박안신(朴安信)과
함께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太宗의 딸 慶貞公主의 夫君)을 왕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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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형식을 강조하고 제물을 중시하였다. 향교의 운영은 재임이 주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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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잡아다가 고문한 죄로 장(杖) 1백 대에 한주(韓州) 향교(鄕校)의 재복
(齋僕)으로 정배(定配)되기도 하였다.
한산향교는 임진왜란때에 모두 소실되었는데, 1599년(선조 32) 한산 군수(韓
山郡守) 권황(權滉)이 예조에 첩장을 올려 향교의 성묘(聖廟)가 난을 겪을 때 모두
소실되었으니, 성묘의 축조와 위판(位版)을 예문에 의해 조성하고 향축(香祝)을
내려보내 주기를 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수기에 교남(嶠南)에서 1669년(현종 10)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되었다
하는데 교남은 현재의 유산리 일원, 성실중학교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건을 전후
한 사정, 조선후기의 향교 운영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현지에서 거의 조사되지
않는다.@ 단지 현판 자료를 통하여 일부가 확인될 뿐인데, 그나마 19세기 후반의
최근 자료에 한정되고 있다.
한산향교는 1850~1851년 어간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는데 당시의 중수기
(1850년, 盧時亮 記, 1851년, 군수 鄭愚容 記)에 의하면 이때의 중수는 1669년 이
건 이후 200여 년이 지나 향교가 매우 퇴락하여졌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우용
(鄭愚容) 군수와 유생들이 힘을 모아 중수를 시작하여 완공하였음을 적고 있다.
특히 군수 정우용의 중수기에는 상세한 중수과정이 나타나 있다. 즉 이때 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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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를 위하여 대소가에서 출연하였는데, 대호는 100, 중호 70, 소호 40씩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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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대성전과 명륜당, 동서무 등을 중수하였으며, 총 260일의 공정이 소요되었
다. 소요된 자재는

구재(舊材) 1,193매
신재(新材) 1,123매
구와(舊瓦) 15,748장
신와(新瓦) 6,220장

이고 총 경비는 96,700문, 사역 연 인원[庫軍]은 1,941명으로 적혀 있다.
1663년(현종 4)에는 한산군수 서홍리(徐弘履)가 지난 봄의 진휼에 쓸 것이라는
구실로 교생(校生) 5~6인에게 면강 체문(免講帖文)을 만들어 지급하고 심지어 면
포 5백여 필을 바치게 하여 그것으로 이웃 고을의 구퇴선(舊退船)을 사들이기도
하는 등 향교운영의 폐단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한편 1887년에는 향교의 문풍을 일신하기 위하여 관찰사 심상훈(沈相薰)이 각
읍에 5백씩을 획급하여 부족한 향교의 재정을 보충하고 그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향교구폐입의(鄕校救弊 議, 1887년, 盧均愚, 朴在根 記)를 만들고 있었다.
일제시기 이후의 중수는 1945년의 동무 중수와 1952년의 중수가 있었고, 1976
년의 중수가 가장 최근의 대대적인 중수인 것으로 밝혀진다(중수기,

鳳珪 記).

2) 서천향교
서천향교는 서천읍성의 동문지에서 동편으로 약 100미터 지점에 있다. 서천향
교의 연혁에 대해『서천향교지(舒川鄕校誌)』
에는 통일신라시대에 756년(성덕왕
15)에 서림으로 개창시 설립읍지가 현재 문산면 신농리 1구(瓦村)에 있었고, 향교
는 문산면 문장리 1구(옛 禾里)에 있었다 하고, 혹은 1314년(충숙왕 원년) 읍기가
서천읍 남산리에 있었을 때는 향교가 마서면 계동리 1구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
러나 이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추론은 아니고, 단지 읍의 연혁과 지명유래와 연
계된 것이어서 불명확하다.
향교의 제도 확립과정을 고려하면, 현재의 서천 향교는 그 연원을 조선초 전국
적인 향교 설치에 맞추어 보는 것이 명확하다. 조선시대에 들어 유학이 장려되면
서 고려시대의 향교체제를 재정비하는데, 그것은 1407년(태종 7)이었다. 그러나
서천의 경우 1413년(태종 13)에 서주를 서천으로 개칭하고 읍치소를 현재의 위치
로 이전하면서 향교도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자료로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후 여러 차례의 중수와
보수기록만을 알 수 있다.
1599년(선조 32) 서천의 진사 이유(李瑜) 등이‘향교가 옛날에 읍성 남쪽 10리
밖에 있었는데, 관가(官家)와 동떨어진 것이 불편하여 읍성 곁으로 이건한 지 50
여년이 되었다. 그러나 지세가 경사지고 묘우(廟宇)가 협소하여 신위의 반열이
겨우 한 줄밖에 안되므로 봄·가을 석전(釋奠) 때 조두(俎豆)의 진설과 승강(陞降)
의 절차를 모두 의식대로 거행할 수 없다. 그리하여 평소부터 고을 선비들이 모
여 이건할 것을 논해 왔다. 지금 병화(兵禍)로 불타 바야흐로 중건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일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터를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유
생 등이 삼가 읍성 동쪽 5리 쯤 되는 곳을 살펴본 결과, 남향에다가 자리도 넓고
통창하여 사우의 기지로서 알맞고, 또 산수가 맑아 성신(聖神)이 의탁하기에 아
주 합당하다. 읍양 진퇴(揖讓進退)의 성대한 의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승강
주선하는 많은 선비들을 수용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집중되는
곳인데도 아직 이건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유생들이 스스로 천단할 수 없기 때문

제4장 조선시대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서천향교가 건립되고, 현재의 위치로 이건되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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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생들의 간청을 굽어 채납하여 이건의 기대를 이루어 주기 바란다…….’
는
내용을 충청감사에게 상서(上書)하였고, 충청 감사 김늑(金 )이 또한 장계하여
이건함을 청하니, 예조에 계하하였다.
1809년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 洪鍾大 記)에 의하면 홍종대 군수가 부임
하여 향교의 퇴락을 보고 유생 백회수(白會洙) 등과 합력하여 명륜당을 중수하였
고, 1893년에는 군수 이회창( 會昌)이 향교의 전체적인 단청과 보수를 하였다.
이어 1886년 관찰사 심상훈이 강학전으로 500금을 획급하자 이를 존본식리하
여 흥학의 재원을 삼았던 사실과 제집사 20명의 호포 탈급이후 구병학(具秉學)이
감영에 청원하여 50명의 강생에 대한 호포를 탈급하게 하였고, 1890년(고종 27)
에는 향교의 건물, 전답, 제복, 서책 등이 퇴락하였는데, 현감 이희경( 熙敬)이
부임하여 폐단을 해소하였다. 1893년 부임한 군수 김린수(金麟洙)의 지원으로 교
토(校土) 7마지기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이후의 중수는
@ 1918년 校宮重修(직원 丘在昌, 군수 黃佑燮, 權益采)
@1920년 聖殿修葺(羅泰河 사재) 및 동서재 창벽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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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校宮修理(羅錫璣) 향교의 담장
@1938년 鄕校重修(군수

楨基, 직원 白元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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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西 重修(羅燾宇)
@1950년 校宮重修(丘在聲)
@1953년 대성전중수(羅漢集)
@1957년 담장수축 동재 보축 홍살문 건립 (전교 丘喆鉉)
@1963년 성전 수즙 (전교 김재하)

등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나상진 전교가 동재, 백성기 전교가 명륜당, 서
재문 전교가 도군비 보조와 사재를 내어 대대적인 대성전 보수 등이 이어졌다.
한편 1983년에는 폭설로 대성전이 도괴될 위험에 처하자 1984년에 중수하여 오
늘에 이르고 있다.

3) 비인향교
비인향교는 비인중학교 뒤편 골짜기를 따라 길 안쪽에 위치하는데, 최초의 향
교 건립사적은 불명하다. 비인향교의 건치연혁도 다른 향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연원을 조선초 전국적인 향교 설치에 맞추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 유학이 장려되면서 고려시대의 향교체제를 재정비하는데, 그것은 1407년
(태종 7)였고, 비인향교도 이때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창건 이후 비인향교는 수차례에 걸친 중수와 보수가 있었을 것이지만, 이에 관
한 자료는 전혀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소장 고문서는 종류가 다양하고 많
은데, 선생안과 유생안, 동몽안이 6종 13책, 노비전답안이 2책, 절목류가 5종 6
책, 총 12종 21책이 보존되어 있다. 물론 유안이나 교생안도 거의가 19세기 후반
의 자료로서 제한점이 있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에 반하여 흥학절목과 구폐절
목은 매우 주목된다.
1857년에 작성된『흥학계절목(興學契節目)』
은 비인지역의 사족들이 재물을 출연
하여 그 이자로 향교의 발전과 문풍을 돈후하게 하기위하여 벌인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9조의 절목에는 장임의 선정·처벌규정·사용출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출연금은 총 225량으로 각 서원에서 출연한 100량, 관에서 지원한
5량, 동재 8량, 서재 106량, 답가 6량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작성된『검성향교속
구폐(劒城鄕校續救弊)』
절목은 모두 15조로 되어 있는데, 장임의 선정·수납일의 준
수·위규시의 처벌·출연금의 사용출처·고강시 누락자에 대한 처벌 등 위의 흥학
계절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흥학절목은 1886년에 다시『비인향교중
(沈相薰)이 각 읍에 내려준 5백량을 재원으로 존본식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비인향교의 자료 중에서 조선후기 호서지역의 향교운영 실제를 보여주는
의례자료로서 1870년에 작성된『교중각항거행절목(校中各項擧 節目)』
은 구체
적인 응행 절목으로 춘추향사의 비목(備目)·집사기(執事記)·국휼(國恤)시의 의
례 등등이 상세하다.
비인향교의 재정 운영과 관련되는 자료로서는 1790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
는『향교노비전답안(鄕校奴婢田畓案)』
이 좋은 참고가 되는데,@ 향교에 사정이 생
겨 1751년(영조 27)과 1756년(영조 32) 노비 3구와 2구를 방매한 사실과 1778년
(정조 2)에는 노비 5구의 매입 사실이 보이고, 전장기(傳掌記)는 솥, 수저, 술잔 등
의 사용물품의 개수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향교의 재산으로 향교전답치부
(鄕校田畓置簿)에서는 1759년(영조 35)·1761년(영조 37)·1779년(정조 3)·1787
년(정조 11)·1791년(정조 15)·1798년(정조 22)에 각각 토지를 매입하고 있음이
보인다. 특히 1831년(순조 31) 대성전 보수시에 20량을 사용한 사실이 보이고 있어
서 현판류 자료에서 보이지 않는 1831년의 대성전 중수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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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흥학계절목(庇仁鄕校重設興學契節目)』
으로 마련되는데, 이때는 관찰사 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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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향교전답노비안(鄕校田畓奴婢案)』
은 1868년(고종 5) 어간에도 다시 작성되
었는데, 1868년 어간의 전답도지수(田畓賭地 )는 36석 5두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한말의 흥학을 위한 경비 출연은 1899년의 관찰사 정주영(鄭周永)의 100금과 현감
이응두( 應斗)의 50금 출연이 보이고, 1902년 군수 윤종의 200금 출연이 있었다.
명륜당에 게판된 현판들의 대부분은 중수기이지만, 그 연대가 모두 19세기 이
후의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시기의 전체 모습을 살피는 데는 문제가 있다.@ 향교
에 소장된 고문서 중에『향교전답치부』
에서 1831년(순조 31) 대성전 보수시에 20
량을 사용한 사실이 보이고 있어서 현판류 자료에서 보이지 않는 1831년의 대성
전 중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현판류 중에서 가장 년대
가 올라가는 중수기록은 1922년의 문묘중수기(文廟重修記), 이치권( 治權)인데
그 내용은 매우 소략하고, 일제시기인 1933년의 성전중수기(聖殿重修記), 이민성
( 敏聖)이 찬한 것으로 박종필(朴鍾弼)의 흥학과 보수재원을 마련하여 향교를 보
수하였고, 이어 1938년과 1962년에도 중수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1962년에는 향교의 향사답(享祀畓)을 매납한 기문(姜信源 찬)과, 1966년 교
토환완기(校土還完記·姜信源 記·申周淳 書)가 있어 저간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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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원·사우의 건립과 운영
서천지역에는 수많은 서원·사우가 건립되었고 현재 남아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의 역사상 주목할 수 있는 서원과 사우는 당대에 편찬된 관찬 기록에 등장하는 것
으로 한정시켜 볼 수 있다. 서원·사우와 관련된 기록은 열읍원우사적( 邑院宇事
蹟)·서원가고(書院可攷)·문헌비고(文獻備考)·동국원우록(東國院宇 )·조두록
(俎豆 )·호서읍지(湖西邑誌)·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등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서천지역의 서원·사우는 5개로 한정된다. 문헌서원과 건암서원은 국가로부터 재
정 지원을 받은 사액서원이고 율리사( 里祠, 옛世德祠), 청절사(淸節祠), 검산사
(劍山祠)는 서천지역의 유력한 세거사족 문중에서 집안의 현조를 제향한 문중서원
이었다. 서천지역의 서원과 사우는 1871년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되었는데
이중 건암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사우가 근래에 재건되어 옛 모습을 되찾았다.

1) 문헌서원
(1) 문헌서원의 연혁

문헌서원은 이 지역을 본관지로 하는 한산이씨 명조 선현 6위를 제향하는 서원
으로 기산면 영모리에 있다. 최초 창건은 1594년으로 전해지며 처음 이름은‘효
정사(孝靖祠)’
였고, 1611년에『문헌(文獻)』
이라 사액받았다. 제향인물은 이 곡(
穀)·이 색( 穡)·이종학( 種學)·이종덕( 種德)·이개(

塏)·이자(

) 이다.

문헌서원의 최초 창건연대는 정확한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단지 이성중
( 誠中)이 한산 군수로 부임하여 기린산 기슭의 목은 묘소아래에 묘우를 짓고
‘효정사(孝靖祠)’
라는 편액을 걸어, 가정과 목은 양선생을 제향하였다는 기록을
보아 실제적인 창건시기는 이성중이 재임하던 1580년대 초반이었다고 보여지나,
기록상 창건연대는 1594년(선조 27)으로 전해진다. 이 효정사는 그후 정유재란
으로 소진되어 겨우 사우만이 남아 있었는데, 1610년(광해군 2)에 관찰사 정엽
(鄭曄)과 정언 이경탁( 慶倬 : 명곡 이산보의 아들) 등이 이를 애석하게 여기고
이건을 계획하여 이듬해에 동재, 다음해에 강당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1612
년『문헌서원 구지(文獻書院 舊誌)』
).
이같은 서원의 재건과 때를 같이하여 1611년(광해군 3)에는‘문헌’
으로 사액을
받게 되는데 당시 이경함, 이덕형, 이경준, 이경전, 이현영, 이경탁, 이임 등의 협
조와 지원이 컸었고, 이 때에 이종학과 이 자 2위를 추배하여 모두 4위를 제향하
게 되었다(1612년

恒福 撰, 文獻書院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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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우암 송시열은 목은의 행적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역설하면서 이 서원의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헌서원
지에 의하면 창건 후 원장으로 송준길, 윤증, 남구만, 권변 등등이 기록되고 있으
며, 우암 송시열은 문헌서원이라는 액호를, 진수당(강당), 존양재(동재), 석양재
(서재) 글씨는 동춘 송준길이 썼다고 한다. 1713년(숙종 39)에는 백옥헌 이개를
마져 추배하여 모두 5현이 제향되게 된다.
문헌서원은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1871년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되었
고, 1891년에 옛 터에 단을 설치하고 제향하였다. 서원구지(書院舊誌)에 의하면 이
설단 당시 한산 향현사에 제향되던『한산 6군자』
(玄巖
稔, 果默堂 洪 ,

種德, 漁城 申湛, 南江

泉 姜鶴年, 知足堂 權讓)를 함께 제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난 1967~8년에 종족들에 의하여 중건이 발론되고 후손들
의 합력으로 영모리 동쪽의 현재위치로 1969년에 이건하게 된다. 이 해에 현암
이종덕을 추배하여 현재의 제향인물은 가정 이곡(稼亭
穡)·현암 이종덕(玄巖

種德)·인재 이종학( 齋

穀)·목은 이색(牧隱

種學)·백옥헌 이개(白玉軒

제4장 조선시대

이러한 일련의 서원 재건은 목은 이색의 문묘배향 논의와도 때를 같이하고 있

塏)·음애 이자(陰崖

) 등 6현이다.

(2) 배향인물
● 이곡( 穀, 1298~1351) : 한산인으로 자는 중보(仲父), 호는 가정(稼亭)이라
하였으며, 이자성의 아들이며 이색의 아버지이다. 일찍이 원 제과에 급제하
였고 재상들의 건의로 한림국사원검열관이 되어 중국의 학자들과 교유하고
귀국하여 정당문학이 되고 후에 한산군에 피봉되었다. 이제현과 함께 <편년
강목>을 중수하고 충렬·충선·충숙 삼조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유고는
『가정집』20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 이색( 穡, 1328~1396) : 한산인으로 자는 영숙, 호는 목은이며 여말 삼은
의 한사람이다. 14세에 성균관시에 합격하였고 1353년(공민왕 2) 괴과(魁
科)에 들었으며 다시 정동성 향시에 장원으로 합격되어 서장관에 임명된 후
원나라에 들어가 다시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지제고가 되었다. 1367년(우왕
3)에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鄭夢周), 김구용(金九容), 이숭인( 崇仁) 등을
학관으로 채용하여 신유학의 보급과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또한
유·불의 융합을 통한 태조 왕건 때의 중흥을 주장하였으며, 불교의 폐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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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목적으로 하는 척불론을 강조하였다.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자 관련
되어 금천, 여흥, 장흥 등지로 유배된 뒤에 석방되었다. 저서에『목은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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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隱文藁)』
와『목은시고(牧隱詩藁)』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 이종덕( 種德, 생몰년미상) : 한산인으로 자는 덕성, 호는 현암 또는 삼당
이라고도 하였다. 이색의 아들로 문과에 장원하고 벼슬은 동지밀직사사에
이르렀으며 정조부사로 명나라에도 다녀왔다.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 이종학( 種學, 1361~1392) : 한산인으로 자는 중문, 호는 인재이며 이색의
아들이다. 1361년(공민왕 10)에 성균관시에 합격하였고 우왕 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장흥고사가 되었다. 창왕 1년 동지공사를 겸하다가 공양왕이 즉위
하자 아버지가 탄핵을 받아 함께 파직되었다. 공양왕 2년 윤이(尹彛)와 이
초( 初)의 옥사에 연루되어 부자가 함께 청주에 투옥 되었다가 마침 홍수
가 나서 사면되었으나 1392년 다시 함창에 유배되었다. 같은 해 장사현으
로 옮기는 도중 살해되었다. 저서에는『인재유고』
가 있다.@
● 이자(

, 1480~1533) : 한산인으로 자는 차야, 호는 음애·몽옹·계옹이

며 이색의 후손으로 대사간 이예견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에 사마시
를 거쳐 1504년에 식년 문과에 장원하여 감찰을 지내고 천추사의 서장관으

로 명나라에 다녀와 이조좌랑에 올랐으나 연산군의 난정으로 사직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다시 별슬에 올랐으나 1519년 기묘사화에 연좌되어
파직 숙청 되었다. 그뒤 음성, 충주 등지에서 학문을 닦으며 여생을 보냈다.
저서로는『음애일기』
와 시문집인『음애집』
이 있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 이개( 塏, 1417~1456) :@ 한산인이며 사육신의 한사람이다. 자는 청보, 배
고, 호는 백옥헌이라 하였으며, 이색의 증손이자 이계주의 아들이다. 1436
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441년 집현전저작랑으로서 당나라 명
황의 사적을 적은『명황계감』
의 편찬에 참여하고 훈민정음의 제정에도 참
여하였다. 1456년 성삼문·박팽년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 발각되
어 피살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

2) 건암서원 지(建巖書院 址)
(1) 건암서원의 연혁
문산면 지원리 좌수뫼 남쪽 서원말에 그 터만이 남아 있다. 건암서원이 건립
되기까지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은 바로 명곡 이산보의 제자들이 세운 명곡정사였
다. 명곡정사가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1586년(선조
19)에 중봉 조헌이 붕당의 시비와 학정의 폐단을 논한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
즉, 중국에서는 서원마다 산장(山長)을 두어 후생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오
히려 서원을 헐어버리고 있으니 큰일이라 하며, 공주 공암정사는 서기(徐起)라
는 학자가 있어 선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명곡정사에는 특별히 가르칠 만한
스승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서천의 생도들이 영특한 자가 많은데 스승이 없
어 모두 떠나고 없으니 송익필을 찾아내 그를 명곡서원의 산장으로 삼기를 청한
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건암서원은 1662년(현종 3)에 창건되어 명곡 이산보(鳴谷

山甫,

1539~1594)와 의병장 중봉 조헌(重峰 趙憲, 1544~1592)을 제향했다. 그러다가
1709년(숙종 35)에 명곡으로 이건하면서 광해군 때의 문신이었던 풍옥헌 조수륜
(風玉軒 趙守倫, 1555~1612)과 인조반정공신 창강 조속(滄江 趙涑, 1596~1668)
을 추배하였다. 이 추배 과정은 덕촌 양득중(德村

得中)이 지어 열읍에 보낸

『추향명곡서원통문(追享鳴谷書院通文)』
에 잘 나타나 있다. 1733년(영조 9)에『건
암(建巖)』
이라는 액호를 하사받은 사액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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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공주의 공암정사(孔巖精舍)와 서천의 명곡정사(鳴谷精舍)를 거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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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향인물
● 이산보( 山甫, 1539~1594) : 한산인으로 자는 중거, 호는 명곡이며, 이색
의 7대손이다. 작은 아버지인 이지함을 사사하였다. 1568년(선조 1) 증광문
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의 추천으로 춘추관에 들어갔다가 전적, 해미
현감, 정언 등을 지냈으며 당론을 끝까지 진술하다가 동인들의 탄핵을 받고
종부시정에 좌천되었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사건인 기축옥사가 일어나
자 대사간의 자리에서 난국을 수습하고 이듬해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서 또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1604년 호종공신 2등에 책록되고 영의정에 추
증되었으며 한흥부원군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 조헌(趙憲, 1544~1592) : 경기도 김포출생으로 자는 여식, 호는 중봉, 도
원, 후율이며 이이, 성혼의 문인이다. 1568년 처음으로 관직에 올랐으며
1589년 상소로 시폐를 극론하다가 길주 영동역에 유배되었으나 이해 정여
립이 모반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풀려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
에서 의병을 모아 700명을 이끌고 금산에서 분전하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1734년(영조 10)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열(文 )이다.
● 조수륜(趙守倫, 1555~1612) : 풍양인으로 자는 경지(景至), 호는 풍옥헌(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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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軒), 만귀(晩歸)이다. 응교 조정기(趙廷璣)와 진상강씨의 아들이다.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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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정씨로 현감 정선복(鄭善 )의 딸이다. 우계 성혼의 문인으로 1579년(선
조 12) 사마시에 합격하고 경기전 참봉, 선공감역을 지내나가 임진병란을 만
나 계사년 서천 문장리로 이거 정착하였다. 5년여에 걸친 서천생활에서 그
는 풍옥헌을 짓고, 강론과 후학교도에 전념하였고, 후에 다시 교관, 참봉, 현
감에 나아갔다. 특히 대흥현감으로 재임하면서는 치적이 칭송되었다. 1607
년 다시 하향하여 만귀당을 짓고‘종로지소(終老之所)’
로 삼고자 하였으나,
1609년 다시 호조좌랑, 평택현감에 제수되었다. 1612년 김직재의 무옥에 연
류되어 옥사했다. 인조반정 후에 좌승지 병조참찬에 추증되고 서천의 건암
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원래 아들인 창강(滄江) 조속(趙涑)에 의하여 문집이
편집되었다 하나 간행되지 못하고 유실되었고, 1976년 후손 조남중의 노력
으로 시문과 관련 기록들을 모은『풍옥헌 유고』
가 간행되어 전한다.
● 조속(趙涑, 1595~1668) : 풍양인으로 인조때의 학자로 자는 희온, 경온, 호
는 창강, 창추, 취추, 취옹, 취병이라 하였다. 조속은 서천으로 이거한 풍옥
헌 조수륜의 3남으로 서천에서 태어나 문음으로 벼슬에 나가 장령에 이르
렀다. 1623년 정사공신들과 모의하여 인조반정을 일으켜 공을 세웠으나 고

향에 돌어와 훈명을 사양했으며 효종때 시종으로 뽑혔으나 역시 사양하였
다. 절의와 사림정신으로 이름이 나있고, 그림도 잘 그려 대표적 작품으로
는 노수서작도 매도, 매작도 등이 있다.

3) 사우(祠宇)
(1) 율리사( 里祠, 옛世德祠)
비인면 소재지인 성내리에서 동북쪽으로 5km정도 떨어진 율리마을(밤골)의 중
앙에 율리사( 里祠)가 위치한다. 율리사는 신숭겸(申崇謙)을 주벽으로 하여 신현
(申賢)·신혼(申琿)·신연(申演)·신기(申淇)·신철(申澈)·신오(申澳) 등 평산 신씨 7
위를 배향한 사우로, 원래는 문중사우로서 1851년에 세덕사(世德祠)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던 것이었다. 당시는 신숭겸, 신 철, 신 오 등 3위를 제향하기 위한 것이었
으나, 1900년(고종 4)에 향중 유림의 공론으로 현재와 같은 사우로 발전되었다.
이 사우와 관련된 평산신씨가 비인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려말선초의
혼란기에 신룡(申龍)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룡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두문동에 들어갔던 신기(申淇)의 아들로 그후 신철과 신오의 후
손들이 함께 옮겨와 살게 되면서 그 문족들이 번창하게 되었다. 율리사의 발전과
정은 우선 1850년(철종 1)에 비인의 사림들이 연명상언( 名上言)을 통하여 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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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들은 이듬해인 1851년 2월 시조인 신숭겸을 주벽으로 하여 온수감공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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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인 신철, 신오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세덕사(世德祠)라 칭하게 된다. 당시의
문중 주도인물로는 석구(錫九)·석정(錫禎)·영하(永河)가 주력하였으며, 매산 홍
직필이 봉안문과 축문을, 송래희는 행장과 서문을 찬했다. 그러나 이 세덕사는
1871년 대원군의 서원훼철 때에 다른 서원, 사우와 마찬가지로 훼철되었다. 이후
후손들은 1892년 설단하여 향사하다가 1900년(고종 8) 향중의 공론을 일으켜 위
의 3위 외에 신혼, 신연, 비인파 중시조인 신기 등을 추배하는 율리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어 1918년에는 사우를 중건하고 1920년 신현을 마저 추배하여 모두
7위를 제향하게 되었다.
○ 신숭겸(申崇謙, ?~927) : 초명은 능산(能山)이었다. 고려 태조를 추대한 중
심인물로, 견훤과의 팔공산 전투에서 포위되자 태조를 탈출시키기 위하여
태조의 옷을 입고 대신 죽어 삼국개국공신(三國開國功臣)이 되고 태조묘(太
祖廟)에 배향되었다. 태조는 그가 죽자 팔관회를 열 때에 그의 초상을 만들
어 제를 지냈다 한다. 그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고려사(高麗史)』열전 및 세

가 그리고『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전한다. 그를 제향한 서원으로는
출생지인 곡성(谷城)의 덕양서원(德陽書院), 그가 죽은 대구(大邱)의 표충사
(表忠祠), 묘소가 있는 춘천부(春川府)에 도포서원(道浦書院)과 신도비[ 祖
淳 撰]가 세워졌다.
● 신현(申賢, ?~?) : 고려시대에 광록대부(光 大夫)를 지냈던 인물로, 신혼
(申琿)은 호를 우제(尤齊)라 하였으며 집현전(集賢殿) 한림(翰林) 겸 기거사
인(起居舍人)이었는데, 고려의 사직이 기울자 관직을 버리고 두 아들 연(演)
과 기(淇)를 데리고 두문동에 들어갔다. 신연(申演)과 신기(申淇)도 이때 부
친을 모시고 백형(伯兄) 원오(原吾)를 쫓아 두문동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신
철(申撤, 1588~1674)은 자를 토척(土滌), 호는 지족제(知足齊)로 충효로 이
름이 있었으며, 사후에 가선대부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 兵曹
判 兼 同知義禁府使)에 증직되었다.
● 신오(申澳, 1591~1637) : 자는 사탁(士濯), 호는 지재(支齋)로 광해군 12년
에 무과에 급제한 뒤, 1621년 청성(淸城) 방비에 임하면서 스스로 모은 곡식
500석을 실어다 군량에 충당하였다고 전한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
자 궁성을 지켰고 1637년 병자호란때는 광주, 합천 싸움에서 참전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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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하였다. 1697년에 군자감(軍資監) 주부(主簿)에 증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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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절사(淸節祠)
청절사는 유기창(兪起昌)을 주벽으로 하여 여림(汝霖), 홍(泓), 황(榥), 계(棨) 등
기계유씨(杞溪兪氏) 5위를 배향한 사우이다. 최초 창건연대는 서천향교지나 기타
기록에는 1710년(숙종 36)에 창건되었다고 되어 있다.
기계유씨의 비인 입향은 유기창이 진도유배에서 풀려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이
곳에 은거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유기창은 매죽헌 성삼문과 이종 간이
며, 통박골이라는 명칭은 유기창의 어머니인 박씨가 이곳에 묻히면서 박씨로 통
한다라고 하여 통박골로 불려졌다 한다. 그런가 하면 유기창의 증손인 유홍(兪泓)
의 행장기록에는 조부인 유여림이 김안로의 탄핵을 받고 향리 비인으로 방축되자
아버지 유관(처는 남효온의 손녀)을 따라 비인으로 이사하였다고 하고 있다.
청절사의 연혁은 이 사우의 재실인『모청재기(慕淸齋記, 1933년, 兪致亨 記)』
에 의하면 처음에는 서호 유기창(西湖 兪起昌)을 제향하는 청절사로 건립되었으
며, 1683년 왕이 예관을 보내어 치제할 때 그의 아들 정당 여림(正堂 汝霖)을 추
배하였다고 하고, 그후 1743년(영조 19)에는 서호의 증손인 송당 홍(松塘 泓)을,

1745년(영조 21)에는 6세손 시남 계(市南 棨)를, 그리고 1790년(정조 14)에는 6세
손 봉주 황(鳳洲 榥)을 차례로 배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송당 유홍의 문집인『송당집(松塘集)』
부록에는 청절사와 관련된 2건의
문서가 수록되어 전하는데, 이를 통하여 보면 위에 적힌 내용과는 약간 다른 사
정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청절사배향제문(淸節祠配享祭文, 恩津 宋達洙)』
인데 이를 보면

서해 바닷가에 청절사라는 사당이 있어 이 사당에는 어진 양대(서호공 유기창, 경안공 유
여림)의 위패가 북과 동으로 이미 모셔져 있다. 그리고 충간공(鳳洲 兪榥)과 문충공(시남
유계)이 먼저 모셔졌는데, 이제 받들고자 하나 충목공(유홍)의 연대가 먼저 인지라 경안공
에 대하여 서쪽 제1에 모신다.

고 하고,『태학유생저비인유임통문(太學儒生抵庇仁儒林通文, 1856년)』
에도

구읍의 청절사에는 이미 유기창과 유여림이 제향되고 그후 유황, 유계가 추배되었으나 아
직도 배향되지 못한 송당 유홍선생은 나라에서 이미 부조의 전을 내렸으니 비록 따로 서
원을 세워도 무방하다 할 것인데 하물며 그 선세의 사당에 배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래

비하여 배나 더하니 다행이다. 널리 공론을 모으고 선배들께 물어 제향토록 하는 것이 다
행이겠다.

라 한 것을 보면 유홍의 제향이 1856년으로 가장 늦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앞의
모청재기가 잘못된 것인지, 송당의 추배에 관련된 것인지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보완되어야 할 것같다.
청절사의 조선후기 모습은 자료로서 확인이 불가하다. 다른 서원, 사우와 마찬
가지로 청절사도 1868년(고종 5) 훼철되는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훼철 후
조정으로 부터 설단향사의 명이 있자 1892년(모청재기에는 임술년 으로 기록)에
비인과 남포의 유림들이 발의하여 후손들이 설단, 제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실
이 없이 고옥 수칸만이 있었는데 너무 협착하여 1933년 윤성의 발론으로 경향의
본손들에게 연락하여 천여금으로 6칸의 모청재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1975
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규모를 일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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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창(兪起昌, 1437~1514) : 조선초의 무신으로 자는 자성(子盛), 호는 서호산
인(西湖山人)이라 하였다. 1492년(연산군 2)에 만포진(滿浦鎭) 첨절제사가 되고
1504년 좌의정 성준(成俊)이 왕의 난정을 극간하다 교살되었는데 이때 그도 일
당으로 몰려 진도로 유배되었다. 중종반정으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후 그는
비인현에 은거하면서 여생을 보냈으며 묘소는 판교면 저산리에 있다.@
● 유여림(兪汝霖, 1476~1538) : 기창의 아들로서 자는 계옥(棨玉) 호는 정당
(正堂)이다. 1498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04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단양
과 한산군수를 지냈다. 1539년 김안로의 탄액을 받아 당시 호조판서에서
삭직되었다가 그가 축출되자 다시 예조판서에 복직되었다.
● 유홍(兪泓, 1524~1594) : 기창의 증손으로 자는 지숙(止叔)이고 호는 송당
(松塘) 또는 퇴우당(退憂堂)이다. 1588년 명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왔으며 정
여립(鄭汝立)의 난을 다스려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임진왜란
이 일어나자 강원도와 함경도의 세자를 호종하고 도절제사를 겸해 왜병을
무찔러 공을 세웠으며 서울에 들어와 불탄 도성을 정리하고 전재민구호에
힘을 기울였다. 해주에서 왕비를 호종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충목공의 시호
를 받았다. 유고문집으로『송당집』
(초간 1641년 간행)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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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兪榥, 1599~1655) : 기창의 6세손으로 자는 숙전(叔典)이고 호는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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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鳳洲)이다. 1636년 정언(正言)에 재직중 배청파로 주목받아 청의 압력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음해 풀려났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화의가 성립되자 다
시 유배되었다. 그후 풀려나 좌승지에 오르고 춘추관편수관으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 유계(兪啓, 1607~1664) : 자를 무중(武仲), 호를 시남(市南)이라 하였으며
기창의 6세손이다. 예학과 사학에 정통하였으며 송시열(宋時 )·송준길(宋
浚吉)·윤선거(尹宣擧)·이유태( 惟泰) 등과 더불어 충청도 유림 오현으로
일컬어진다. 1636년 병자호란때 척화죄로 유배되었다가 1639년 풀려났다.
그러나 인조의 묘호를 정하는 과정에서‘祖’
자 사용을 반대하여 다시 유배
되었다. 1657년 공조참의와 승지를 역임하고 효종이 죽은후 남인을 논박하
다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이의『동호문답(東湖問答)』
을 본받아 고금의 치도
를 논하고 자신의 정치사상을 피력한『강거문답(江居問答)』
을 저술하였고
김장생의 예설에 토대를 둔『가례원류』
를 편찬하여 훗날 윤선거와 공편하
였는지를 두고 노론과 소론사이에 치열한 당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3) 검산사(劍山祠)
비인면 구복리 종배[좀비]마을에 뒷산 기슭에 비인 출신의 구황(具滉,
1561~1600)을 제향하고 있는 검산사(劍山祠)가 있다.
구황은 비인면 구복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토호(土浩)이고 호(號)는 검산(劍山)
이며, 본관(本貫)은 능성(稜城)이다. 1588년(선조 21) 무과에 합격한 뒤 임진왜란
때 오촌권관(吾村權管)으로 있으면서 북평사 정문수(鄭文受)와 같이 의병을 일으
켜 왜병을 단천(端川) 쌍포(雙浦)에서 대파하여 그 공으로 대구도호부사(大邱都護
府使),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으로 승진하였다. 1600년(선조 33) 40세의 나이로
관북(關 )에서 오랑캐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선조는 공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병조참의를 증직하였고, 이어 1607년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겸동지의
금부사(兵曹 判兼同知義禁府使)를 증직하고 선무원종일등공신(宣武原從一等功
臣)에 훈록(勳 )되었다.
비인 구복리에 검산사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은 몇 단계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
진다. 즉 구황이 1607년 증직된 이후 50여년 후인 1655년(현종 6)에 그의 전적지
였던 함경도 어랑리(漁 里)에 있는 창열사(彰 祠)에 배향(配享)되는 것이 그 하
나이고, 다음으로는 능성구씨들의 집거지인 이 곳에 그를 제향할 재실이 만들어
지는 단계가 두 번째이다. 그런데 이 재실의 마련은 비인 유림들이 발기하여 통
한 향현사로서 청절사가 유지되다가 언제인가 분리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
러나 이는 분명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렵다. 아마도 이 청절사를
모태로 하면서 비인지역에 문족의 기반을 다진 능성구씨들은 1844년(헌종 10) 마
침내 관내 유림들의 공론을 바탕으로 비인 종배동에 도립된 능성구씨들만의 검
산사를 창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1977~8년에 옛
터에서 가까운 동편의 현재의 위치에 복설을 시작하여 이듬해 1979년 봄에 준공
하게 되었다.
검산사의 건물은 구황의 위패를 봉안한 사우와 삼문, 재실이 있는데 사우는 익
공집으로 전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삼문은 효충문(效忠門)이라 편액
되어 있으며, 사우앞에 검산사비(劍山祠碑, 1979, 全溶或 撰, 金澈顯 書)가 세워
져 있고, 검산사의 바로 아래에는 숭의재(崇義齋)라는 재실이 있다. 인근에 구황
의 묘소와 신도비[金福漢 撰]가 있고, 검산사의 유래와 사적을 알려주는『검산사
지(劍山祠誌)』
가@ 1989년에 편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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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천의 충·효·열 인물
1) 충·효·열의 포장과 실상
동양의 전통사상 가운데 충(忠)·효(孝)·열( )은 유교사회의 중요한 덕목이
었다. 충·효·열은 부자(父子)·군신(君臣)·부부(夫婦)관계의 근본을 일컫는 것
으로서 이들의 관계는‘군위신강(君爲臣綱)’
·
‘부위자강(父爲子綱)’
·
‘부위부강
(夫爲婦綱)’
의 삼강(三綱)으로 규정되었다. 수직적 윤리의 기본이 되는 삼강의 이
념은 인간사회를 유지시키는 근본윤리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삼강 가운데에서도
가장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윤리는 부자 사이의‘효(孝)’
로, 이것이 확대되어 군신
관계에 있어‘충(忠)’
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산물인 충·효·열 삼강에 대한 관념이 형성된 것은 유
교가 수용되어 정착된 후대에 이르러서였겠지만, 충신이나 효자에 대한 칭송과
그들에 대한 국가의 포상은 고대부터 있었다. 삼국시대에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인물에게 상이 주어졌고 충신으로 관직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효를 행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행동이지만, 유교사상이 국가의 통치이데올
로기로서 뿌리를 내리면서 정책적으로 권장·강조되었다. 국왕은 집안에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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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국가의 충신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효자를 찾아내어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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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포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시책이었다.
조선시대에 행해진 삼강인물에 대한 포상정책을 보면, 국가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역대 제왕은 즉위하면 반드시 충신·효
자·의부·절부에 대해 각 지방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여 그 대상자를 포상하였
다. 또한 지방의 수령이 맡은 임무 중 삼강 인물을 찾아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었다. 만약 삼강의 행실이 있는 인물을 천거하지 않거나, 반대로 거짓 천
거를 하였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추국하여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할 정도였다.
불충·불효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른바‘강상(綱常)의
변’
이라 하여 불충·불효를 개인의 죄 이상으로 치부하였던 것이다. 인간이 추구
해야 할 지고의 가치를 거스른 죄가 어찌 혼자만의 죄가 되겠는가. 죄인의 처벌
은 물론이고, 그가 속하였던 지역사회 전체에 죄를 물었다. 예컨대 죄인의 출신
지를 시·군에서 면단위로 격하시키고, 군청을 없애버리는 식이었다.
역사상 포상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
용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연산군 다음으로 즉위한 중종은 그동안 폭정에 시달렸
던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의 충신·효자·열부를 찾아내어 포상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도 역시 같은 의도로 추진되었다. 심지어 자연재해가 심하면 원
혼을 달래기 위해 포상정책을 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17세기 이후에는 문벌의식이 강화되면서 집안의 현조(顯祖)를 내세우고
자 수십년 아니 수백년 전에 살았던 조상 중에 충신 효자 열녀를 찾아내 상소를
올려 정려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흔해지기도 하였다.
서천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충·효·열 인물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삼국사기』
·
『삼국유사』
·
『고려사』등에서는 서천군과 관련한 충·효·열 인물을 찾을 수 없
고,『조선왕조실록』
에서 서천군의 충·효·열 인물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20년(세종 2)의 기사이다. 이후『철종실록』
까지의『조선왕조실록』
에서 서천지
역의 충·효·열 인물을 찾아보면 한산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5건(효자 4건,
열녀 1건), 서천군의 충·효·열 포장사례 1건(효자), 비인현의 충·효·열 포장
사례 1건(열녀), 지역을 알 수 없는 효자 1건으로 모두 8건이다. 그리고 동국삼강
행실도, 예조( 曹)의 등록(謄 ), 지리지 인물조 등에서도 충·효·열 인물의 행
적을 찾아볼 수 있다.
충·효·열 인물에 대한 포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곡식과 물건을 내려
주거나 그 집안의 요역( 役)을 면제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었고,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효자문, 열녀문, 정문, 효자비, 열녀비 등
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정려’
인데, 정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남아있다. 현재 서
천에 남아있는 정려는 28기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역사상 훨씬 더 많은 수의 정려
가 세워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없어진 형편이다. 다음의 표에서도
나타나듯, 현존하는 28기중 21기가 1800년대 이후 명정된 정려임을 알 수 있다.

<표 35> 현존하는 서천지역의 정려
정려 명칭

소재지

命旌연대

1

孟氏 孝子碑

한산면 송상리

1392~1399

2

孝子

한산면 부촌리

1398(태조 7)

3

尹末貞 孝子碑

기산면 광암리

1655(효종 6)

4

孝子

화양면 봉명리

1673(현종 14)

5

忠臣 張繼先 旌閭

種善 孝子碑, 旌閭

稔,

女

惟粲妻 慶州 氏 旌閭碑閣

문산면 금복리

1681(숙종 7)

6

女 盧激妻 高靈朴氏, 孝子 盧敬仁 旌閭

한산면 단산리

1688(숙종 14)

7

女 崔天應妻 扶餘徐氏 旌閭碑閣

마산면 나궁리

1748(영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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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려 명칭
8

女 羅斗慶妻 金海金氏, 羅鳳燦妻 慶州金氏 旌閭

命旌 代

서천읍 화금리

1824(순조 24)

9

孝子

旌閭

종천면 석촌리

1847(헌종 13)

10

孝子

載煥 旌閭門

한산면 단산리

1854(철종 5)

11

孝子

秉淵碑

마서면 덕암리

1860(철종 11)

12

孝子 羅東

기산면 막동리

1862(철종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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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女

旌閭

기산면 황사리

1869(고종 6)

14

池繼崔 忠臣門

漢承妻 盆城金氏 旌閭

판교면 후동리

1881(고종 18)

15

孝子 金濟亨 旌閭閣

마서면 어리

1883(고종 20)

16

孝子 成學淳 旌閭

기산면 화산리

1888(고종 25)

17

孝子 尹滋鶴 旌閭碑閣

기산면 신산리

1888(고종 25)

18

孝子 金鼎九, 孝婦 金元五妻 南平文氏 旌閭閣

기산면 광암리

1888(고종 25)

19

孝子 鄭仁敎 旌閭

판교면 복대리

1888(고종 25)

20

孝子

비인면 칠지리

1889(고종 26)

祖允 ·
秉植妻

用命 旌閭

21

女

22

孝子

23

孝子 金溶鉉 旌閭

在元 ·

陽陳氏 旌閭
在貞, 孝婦

在貞妻 靑松沈氏 旌閭

24

女 朴厚鎭妻 金海金氏 旌閭

25

女 趙壎妻 善山金氏, 趙珍九妻

宮全氏 旌閭門

문산면 금복리

1889(고종 26)

서@ 면 부사리

1892(고종 29)

서@ 면 도둔리

1893(고종 30)

한산면 나교리

1894(고종 31)

서천읍 둔덕리

1904

26

女 趙東信妻 金海金氏 旌閭碑閣

마산면 마명리

1904

27

孝子 秋萬基 · 秋 泰基 兄弟 旌閭碑閣

장항읍 옥남동

1906

28

坡平尹氏 五孝子 記蹟碑(玉山祠)

마서면 옥산리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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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열 포상은 한 개인에 대한 포상의 의미를 넘어 사회사적인 의의를 가지
고 있었다. 즉, 일종의 사족활동, 문중활동의 일부로서 각 군현의 삼강인물과 시기
별 포상 상황 등을 통해 그 지역 재지사족의 위상과 활동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다. 그리하여 이름난 양반가에서는 여러대에 걸쳐 정려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정려를 받기 위해 수십년에 걸쳐 부단한 노력을 하는 집안도 많았다. 특히 조선후
기에 이르러 문벌의식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효자문을 세우는 일도 가문을 빛내는
주요 활동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백여년전에 사망한 사람의 효자문[旌閭]이 뒤늦게
세워지는 현상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2) 한산군의 충·효·열 인물
충·효·열 인물에 대한 기록은 실록, 윤리서, 지리지류, 예조의 등록류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한산 사람으로 기록된 경우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6>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한산의 충·효·열 인물
연대

성명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54

朴地

효자(병구환)

상물

『 단종실록』 12, 2/8/병신

1455

司正 鄭酬 妻 宋氏

열녀(시묘)

복호

『 단종실록』 14, 3/5/무오

1455

鄕吏 田命海

효자

복호

『 단종실록』 14, 3/5/무오

1472

將仕

朴地

효자(상분)

탁용

『 성종실록』 15, 3/2/을유

通德

閔鈺

효자

증직

『 순조실록』 32, 32/4/기축

閔鈺 子 閔深

효자

증직

『 순조실록』 32, 32/4/기축

1832

박지(朴地)는 노친( 親)을 위하여 벼슬도 구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효성으로
봉양하였는데,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는 옷을 입은채 잠자고 곱똥의 달고 쓴 맛까
지 보면서 간호하고 차라리 제 몸으로 어머니를 대신하기를 기원하니, 마침내 회
복되었다. 아버지가 병환에 물고기를 먹고 싶자 애처롭게 울면서 간절히 구하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뱅어를 얻게 되었고, 아버지가 병으로 곡도(穀道)가 막
혀 통하지 않자 입에 기름을 물고 대장(大腸)에 불어 넣어 치료하였다. 이러한 효
행이 알려져 1454년 상물을 받게 되었다. 박지는 1472년 다시 한번 효행이 거론
되면서 특별히 탁용되기도 하였다.
정수(鄭酬)의 처 송씨(宋氏)는 남편이 죽자 슬퍼하며 빈소(殯所)를 지키고, 친
배 석알(朝拜夕謁)하여 1455년 복호하게 되었다.
향리(鄕吏) 전명해(田命海)는 나이 13세에 아버지가 죽어 상제(喪制)를 마쳤으
나, 그 나이가 어리므로 상제(喪祭)를 뜻대로 하지 못하여 14년간 어육(魚肉)을
먹지 않고, 또 어머니를 봉양하되,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서 조석으로 게을리 하
지 않았다 하여 1455년 복호하였다.
1832년에는 고 통덕랑 민옥(閔鈺)과 그 아들 고 사인 민심(閔深)의 효행이 알려
져 증직되었다. 한편, 한산에 정려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세종실록에 기록
된 이색의 아들 이종선(李種善)의 졸기(1438)에 그가 부친 상을 당해서는 3년을
여묘(廬墓)하니 향당에서 효자라고 칭송하고, 나라에 알려져서 효자비를 세우고
정문(旌門)까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윤리서인
『동국(속·신속)삼강행실도』
(1434~1617)에 수록된 한산의 인물은 효
자 유학(幼學) 노경인(盧敬仁), 열녀 나계문(羅繼門) 처 윤씨(尹氏), 열녀 수군(水軍)
박윤산(朴允山) 처 순덕(順德), 유학(幼學) 노격(盧激) 처 박씨(朴氏) 등 4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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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지에 충·효·열 인물이 처음 등재된 것은『신증동국여지승람』
으로, 한산
군에 효자 3인, 열녀 1인이 있는데, 모두 조선조 인물이다. 이들의 효행·열행은
『실록』
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산군의 열녀 윤씨가『실록』
에는 홍산(鴻山)사람
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동국여지승람』
에 의하면 홍산은 한산에서
북으로 29리가 떨어진 인접 고을이었으므로, 윤씨의 거처에 관한 기록상의 착오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효자 이하( 夏)·이렴( 廉)·박지(朴地)는 정려
를 받은 사실만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읍지인『여지도서』
에는 한산군에 22명(효 15, 열 7)이 기록되어 있
고, 이중 정려를 받은 경우가 17건, 증직이 2건, 복호가 1건이다.『충청도읍지』
(영
조~헌종연간) 한산군지 인물조에는 충신 3인, 효자 20인, 효부 2인, 열녀 7인이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서 확인된 정려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37>‘정려’
를 받은 인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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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 충청도 호서 [호서] 근대
도서 읍지 읍지 읍지 도지

이름

현존
여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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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金得

○

○

○

○

○

×

斷指

효자 尹末精

○

○

○

○

○

○

효자 金吉同

○

○

○

○

○

×

부모봉양

효자

稔

○

○

○

○

○

○

3년시묘

효자

夏

○

○

○

○

○

×@

효자 朴地

○

○

○

○

○

×

효자

○

○

○

○

○

×

효자 申準

○

○

○

○

○

×

변을 맛봄

효자 金聲

○

○

○

○

○

×

斷指

효자 盧敬仁

○

○

○

○

○

○

정유재란에 죽음

효자 方秀幹

○

○

○

○

○

×

병구환 3년시묘

효자 權

○

○

○

○

@

×

인물조에 포함되어 있음

효부

○

○

○

○

○

×

血指

열녀 士人金漢祚 妻 權氏

○

○

○

○

○

×

자살

열녀 業武金光珽 妻 羅氏

○

○

○

○

○

×

자살

열녀

○

○

○

○

○

×

자살

○

○

○

○

○

×

자살

○

○

○

○

○

×

자살

聖錫 妻 安氏

氏

열녀 崔公儉 妻

氏

열녀 步兵 金廷郁妻 全氏

<표 38>『여지도서』
에 수록된 한산군의 충·효·열 인물
유형
효자

성명
夏

포상종류

행적

정려

효자

정려

효자

朴地

정려

효자

稔

정려

3년시묘

효자

方秀幹

정려

병구환 3년시묘

효자

盧敬仁

정려

정유재란에 죽음

효자

金聲

정려

斷指

효자

申準

정려

변을 맛봄

효자

金吉同

정려

부모봉양

효자

尹末精

정려

효자

金得

효자
효자
효자
효부

정려

斷指

道吾

증직

병구환

聖錫

증직

權

정려

聖錫 妻 安氏

효부

金遇慶 妻

열녀

尹氏

열녀

士人盧激 妻 朴氏

열녀

氏

氏

정려

斷指

급복

시어머니 병구환

복호

세조에게 남편의 억울함 호소

정려

자살

정려

자살

業武金光珽 妻 羅氏

열녀

步兵金廷郁 妻 全氏

정려

자살

열녀

士人金漢祚妻 權氏

정려

자살

열녀

崔公儉 妻

정려

자살

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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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

예조에서 각 군현의 충·효·열 포상자의 명단을 작성한 효행등제등록에서 한
산 사람으로 기록된 경우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9> 효행등제등록 한산군 충·효·열 인물
등록
1655년(효종 6)

포상내역
孝 旌門

인물
保人 尹末貞

1666년(현종 7) 忠淸道 各邑 孝 等第

除職

生員 權현

1659년(효종 10)

賞物

幼學

1674년(현종 15) 京外 孝 等第
1682년(숙종 8) 京外孝 等第
1703년(숙종 29) 京外孝 等第

戶
賞物

惟

院奴 得
忠義 鄭裕慶

賞物

府奴 ○○

孝子旌門

金遇慶 妻

戶

校生

召史

夢良

등록

포상내역

1706년(숙종 32) 京外孝 等第

戶

1713년(숙종 39) 京外孝 等第
1716년(숙종 42) 京外孝 等第

金遇慶 妻

贈 議 盧挺弼

贈職

故

德承

故學生

忠臣旌門

德輅

故僉正 贈 議 盧奉天

女旌門

1729년(영조 5) 孝 等第

召史

忠臣旌門
戶

1723년(경종 3) 京外節義人等兮輕重等第

인물

水軍 金光정 妻 羅召史

賞物秩

才人 朴尙業 子 貴才

1743년(영조 19)~1745년(영조 21) 孝 等第

贈職秩

故通德

1747년(영조 23) 孝 人等第

除職秩

士人

1754년(영조 30)~1756년(영조 32) 孝 人等第

旌閭秩

故士人 崔公儉 妻

1796년(정조 20)

女旌閭秩

聖錫
氏

故學生 權授 妻 朴氏

1832년(순조 32) 4月 13日

孝子 贈職秩

故通德

閔鈺 其子 故士人 深

1854년(철종 5) 11月 16日 抄啓

孝子 戶秩

閑良 成學順

3) 서천군의 충·효·열 인물
조선왕조실록에서는『세종실록』
에서 서천의 효자 1인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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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서천군 충·효·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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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고을

1420

서천

성명
兪仁奉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효자(시묘)

서용

근거
『세종실록』7, 2/1/경신

유인봉(兪仁奉)은 부모를 섬기되, 큰 추위나 더위나 비에도 노고를 꺼리지 않
고 봉양할 것을 힘을 다하여 판출(辦出)하고, 부모가 죽은 후에는 무덤을 6년이나
지켰다고 하여 특별히 벼슬을 주고 서용하는 포상을 내렸다.
한편, 1681년에는 정려와 증직을 받은 장계선(張繼先)은 숙종실록에는 출신지가 기
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정려이기도 하다. 숙종실록
에 의하면 고 무신 장계선은 심하의 전투에 종군(從軍)하여 힘껏 싸우다 전사하였는
데, 효종조에 벼슬을 증직하였다. 숙종대에 그 후손들이 상언(上言)하여 정려(旌閭)하
도록 빌자, 예조에서 이미 증직하는 은전을 받았다하여 허락하지 않다가, 임금이 특별
히 아울러 정려하도록 명하였다.
윤리서인『동국(속·신속)삼강행실도』
(1434~1617)에 수록된 서천 사람은 효
자 김처온(金處溫)이 있다. 김처온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지
리지에 충·효·열 인물이 처음 등재된 것이 바로『신증동국여지승람』
의 효자 김

처온이다. 김처온은 어머니가 나쁜 병을 얻자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약에 넣어
바쳤는데, 그 약을 먹은 어머니의 병이 즉시 나았고 이 사실이 알려져 1519년(중
종 14)에 정려가 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조선후기의 읍지인『여지도서』
에는 충·효·열 인물로 서천군에 10명(충 1, 효
6, 열 3)이 있고, 이 10명은 모두 정려를 받았으며 충신 1명은 증직을 함께 받았
다. 그 후에 편찬된『충청도읍지』
(영조~헌종연간)의 서천군지 충·효·열 인물조
에는 충신 2인, 효자 8인, 효녀 2인, 열녀 3인이 있고,『호서읍지』
(1871) 서천읍지
는 충신 2인, 효자 8인, 효녀 2인, 열녀 4인인데, 열녀는 계미신증(癸未新增)이라
하여 1인이 추가되었다.『[호서]읍지』
(1895)의 서천군지의 충·효·열 인물조에는
충신 1인, 효자 8인, 효부 2인, 열녀 3인이 기록되어 있어 충신이 1명 줄었다.
<표 41> 문헌에서 확인된 정려사례
유형

여지 충청도 호서 [호서] 근대
도서 읍지 읍지 읍지 도지

이름

현존
여부

비고

충신 張繼先

○

○

○

○

○

효자 崔光屹

○

○

○

○

×

효자 金時

○

×

아버지와 關마천령에서귀환

효자 羅慶瑞

○

○

○

○

×

斷指

효자 曹祐立

○

○

○

○

×

斷指

효자 金處溫

○

○

○

○

×

斷指

효자 朴守忠

○

○

○

○

×

斷指

열녀

○

○

○

○

×

자살

열녀 金順先 妻 金氏

○

○

○

○

×

자살

열녀 崔順亨 妻

○

○

○

○

×

화재에 목주를 구하고 죽음

○

계미신증(
『호서읍지』
)

氏

열녀 羅斗慶 妻 金海金氏

○

<표 42>『 여지도서』 에 수록된 서천군의 충 · 효 · 열 인물
유형

성명

포상종류

행적

충신

張繼先

증직,정려

효자

金處溫

정려

斷指

효자

曹祐立

정려

斷指

효자

羅慶瑞

정려

斷指

효자

朴守忠

정려

斷指

효자

崔光屹

정려

화재에서 木主를 구하고 죽음

효자

金時

열녀

崔順亨 妻

열녀

金順先 妻 金氏

열녀

氏

近綱 妻 朴召史

정려

아버지와

정려

화재에 목주를 구하고 죽음

정려

자살

정려

자살

關마천령에서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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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綱 妻 朴召史

화재에서 木主를 구하고 죽음

예조에서 효·열 인물의 명단을 작성한 자료인 효행등제등록에서 서천의 인물
은 19명이며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3> 효행등제등록 서천군 인물
등록
1655년(효종 6)

포상내역
孝 旌門

인물
校生 羅慶瑞
水軍 朴忠守
校生

1666년(현종 7) 忠淸道 各邑 孝 等第

戶

常人 張後俊
私奴

1659년(효종 10)
1713년(숙종 39)京外孝 等第
1723년(경종 3) 京外節義人等兮輕重等第
1729년(영조 5) 孝 等第

孝子旌門
戶

前把摠 崔光屹

女旌門
女旌門
賞物
旌閭秩
戶秩
旌閭秩

제5절 교육과 문화

戶秩
1854년(철종 5) 11月 16日 抄啓

妻 陳氏

徐及子婦仁陽

1739년(영조 15)~1741년(영조 17) 孝 等第

1760년(영조 36)~1772년(영조 48) 孝 人入侍等第

御營軍 趙祐立
徐廷

旌門

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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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就

賞物

1729년(영조 5)~1736년(영조 12) 孝 等第
1754년(영조 30)~1756년(영조 32) 孝 人等第

重賢

孝子 贈職秩

女 欣代
金順善 妻 金召史
故 徐 村 妻 金氏
士人

震發 妻 張氏

步兵 金時
士人 宋啓明 母 高氏
金元石
故士人 羅斗經 妻

氏

私奴 殷 及其妻 尙花
故士人

秉淵

효행등제등록은 포상 대상자의 명단이므로 이들이 각각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 자료의 특징은 각 인물의 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인데, 양반층은 물론이고 상인(常人), 노비(私奴) 등 여러 계층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반 양인이나 노비와 같은 사람들의 정려는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4) 비인현의 충·효·열 인물
조선왕조실록에는 국가에서 충·효·열 인물에 대한 포상정책을 행할 때 거론
되었던 주요 대상자에 대해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초기 자료가 없는 상황에
서 실록의 기록은 자료적 가치가 있다. 비인현 사람으로 실록에 기록된 충·효·
열 인물로는 다음과 같이 열녀 1명이 인수부의 노비였던 춘비(春非)는 아버지가

<표 44>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충·효·열 인물
연대

고을

1513

비인

성명
仁壽府 婢 春非

충·효·열 행적

포상내용

열녀(단지)

정려

근거
『중종실록』18, 8/4/기해

악질(惡疾)에 걸려 거의 죽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국에 타 먹였고, 그
효험때문인지 그 병이 곧 나았다. 이 사실이 알려져 1513년 정려를 받기에 이르
렀다. 비인고을 어딘가에 춘비의 정려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천
민의 정려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채 후대에는 사라졌다.
조선시대의 윤리서인『동국(속·신속)삼강행실도』
에 보인(保人) 황원백(黃元
伯) 내금위(內禁衛) 구사심(具思諶) 처 고씨(高氏)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행적
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림과 한글로 쓰여져 있다.
지리지류에서 비인현 인물이 처음 보이는 것은 조선후기 읍지인『여지도서』
이
다. 비인현 9명(효 7, 열 2), 정려를 받은 것이 5건, 증직된 것이 3건, 복호를 받은
것이 2건으로 효자 1건은 복호와 증직을 연달아 받았다.『충청도읍지』
(영조~헌
종연간) 비인현지 인물조에는 효자 6인, 열녀 2인이 있고,『호서읍지』
(1871) 비인
현읍지에는 효자 7인, 열녀 2인으로 효자 1인이 추가되었다.
<표 45> 문헌에서 확인된 정려사례
이름

효자 羅慶瑞

229

여지 충청도 호서 [호서] 근대
도서 읍지 읍지 읍지 도지
○

○

○

○

현존
여부

비고

×

효자 金萬奇

○

○

○

○

×

호환

효자 崔尙

○

○

○

○

×

화재에 부친과 함께 죽음

열녀 具思諶 妻 高氏

○

○

○

○

×

열녀 仁壽府 婢 春非
열녀 金春孫 妻 權氏

○

○

○

○

×

斷指(중종 8)

×

朝夕上墓, 수절

<표 46>『 여지도서』 에 수록된 비인현의 충 · 효 · 열 인물
유형

성명

포상종류

행적

효자

兪遠基

복가,증직

효자

白時繼

효자

崔尙

정려

화재에 부친과 함께 죽음

효자

金萬奇

정려

호환

열녀

具思諶 妻 高氏

정려

열녀

金春孫 妻 權氏

정려

固辭(숙종 임진),증직(금상 병진)

효자

羅慶瑞

정려(숙종)

효자

羅舜孝

증직(금상 병진)

효자

具廷斌

급복

朝夕上墓, 수절

3년의례

제4장 조선시대

유형

한편, 예조에서 효·열 인물 포상을 위하여 작성한 명단인 효행등제등록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있다.
<표 47> 효행등제등록 서천군 인물
등록

1674년(현종 15) 京外 孝 等第

포상내역
戶
贈職

인물
閔昌善
韓以信
故士人 任之
水軍

日

1687년(숙종 13) 諸道孝 等第

戶

1703년(숙종 29) 京外孝 等第

除職

生員 任世楷

1706년(숙종 32) 京外孝 等第

賞物

生員 任世楷

孝子旌門

金尙逸 子 萬奇

1713년(숙종 39) 京外孝 等第

1719년(숙종 45) 京外孝 等第

1729년(영조 5)~1736년(영조 12) 孝 等第

戶

具仁元

副護軍 具健元
士人 白時縯

戶

士人 兪遠基

賞物

士人 具廷斌

旌閭

常漢 趙男

除職

士人 羅舜孝

戶

士人

觀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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