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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흘(申仡) 

『성은일고』는 조선중기 학자인 신흘(申? ; 1550∼1614)의 일고이다. 신흘의 자는 구지(懼

之),호는 성은(城隱), 본관은 아주(鵝洲), 아버지는 원록(元錄)이며 의성(義城)사람이다. 부

친이 돌아가시자 삼년상을 마친 후 묘 아래 집을 지어 영모(永慕)라는 편액을 달고 애도

하였다. 임진란에 의병을 일으키고 수 백 명을 모집하여 김해(金垓)·유종개(柳宗介)·정세아

(鄭世雅)와 함께 일본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하였다. 1603년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亂

中事蹟)』을 편찬하였다. 1608년 홍도(弘道)와 이언적(李彦迪)을 위해 변무하였고, 1611년 

정인홍(鄭仁弘)이 국정을 농락하고 성현을 모함한 죄를 논핵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의병. 

조선시대 학자 신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1909년에 간행한 시문집.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구지(懼之), 호는성은(城隱). 아버지는 신원록(申元祿)이며, 

의성(義城) 사람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신흘(申仡)[1550~1614]은아버지가 사망하자 삼년상을 마친 후 묘소 아래 집을 지

어 ‘영모(永慕)’라는 편액을 달고 애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가 

교수(永嘉敎授)를 지냈다. 전쟁이일어나자 형인 신심(申伈)을 도와 창의하였다. 의

병을 일으키고 수 백 명을 모집하여 김해(金垓)·유종개(柳宗介)·정세아(鄭世雅)와 

함께왜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하였다. 1603년(선조 36)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

(亂中事蹟)』을 편찬하였다. 1608년에는 종질인 신홍도(申弘道)와 함께 회퇴[회재이

언적, 퇴계 이황] 두 분의 변무소(辨誣疏)를 올렸다. 



1611년(광해군 5)에는정인홍이 국정을 농락하고 성현을 모함한 무현죄(誣賢罪)로

논핵하기도 하였다. 그 후로는 어지러운 세상에 나서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고

요함을 지켰으며, 경전과 역사책을 보면서 스스로 즐기는 삶을 살았다. 아들 삼형

제[신적도, 신달도, 신열도]를 잘 교육하여 충신, 정치인, 학자로키웠으며, 이로써 

의성 지역 명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읍파인 광부(光富) 계열이 중추가 되어 

전성기를 열었다. 

 

학문과저술 

『난중사적(亂中事蹟)』을 편찬하였고, 유집으로 『성은일고』가 있다. 

 

내용 

909년 신흘의 10대손 신돈식(申敦植) 등이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도헌(柳道獻) 

김도화(金道和)의 서문과권말에 이중명(李重明) 이만계(李晩煃)의 발문및 신돈식의 

후지(後識)가 있다. 

2권1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등에 있다. 

권1에 부(賦)5편, 시 10수, 소(疏) 2편, 서(書) 3편, 제문 1편, 잡저 5편, 권2에 부록

으로행장·묘갈명·묘지·묘표각 1편, 제문 3편, 만사 15편이 수록되어 있다.서가운데 

「여도내의장김한림해유정자종개정진사세아(與道內義將金翰林垓柳正字宗介鄭進士

世雅)」를 보면, 일직현에서 결진(結陣)한 의병의 작전수행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당시 의병들이다른 부대와 연합작전을 펴지 않고 이웃 고을의 의

병이 위급하여도 도와주지 않으며 싸움을 미루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머지않아 바닥이 날 군량과 백성에 대한 신뢰의 실추, 그리고 이에따른 이합

집산을 말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촉구하였다.잡저

의 「노섭유격사충문(勞葉遊擊思忠文)」과 「섭공위덕비(葉公威德碑)」는 예천에서 안

동방면으로 진영을 옮겨온 명나라 장수의 노고를 치하한 내용으로,명나라 사람들

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상이상국완평서(上李相國完平書)」는 전



란이 끝난 뒤 전란에 대한 기록을 실록청에 제공하면서자신의 감회를 밝힌 내용

이다. 임진왜란 당시 지방 의병의 활동과 실상을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참고가

된다. 

조선 중기의 학자 신흘(申忔, 1550∼1614)의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09년 10대

손 돈식(敦植) 등이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도헌(柳道獻)·김도화(金道和)의 서문

과 권말에 이중명(李重明)·이만계(李晩煃)의 발문 및 돈식의 후지(後識)가 있다. 

권1에 부(賦) 5편, 시 10수, 소(疏) 2편, 서(書) 3편, 제문 1편, 잡저 5편, 권2는 부

록으로 행장·묘갈명·묘지·묘표 각 1편, 제문 3편, 만사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서 

가운데 〈여도내의장김한림해유정자종개정진사세아與道內義將金翰林垓柳正字宗介

鄭進士世雅〉를 보면, 일직현에서 결진(結陣)한 의병의 작전수행 모습을 볼 수 있

다. 

이 글에서 그는 당시의병들이 다른 부대와 연합작전을 펴지 않고 이웃 고을의 의

병이 위급하여도 도와주지 않으며 싸움을 미루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머지 않아 바닥이 날 군량과 백성에 대한 신뢰의 실추, 그리고 이에따른 이합

집산을 말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촉구하였다. 

또, 잡저의 〈노섭유격사충문 勞葉遊擊思忠文〉과 〈섭공위덕비 葉公威德碑〉는 예천

에서 안동방면으로 진영을 옮겨온 명나라장수의 노고를 치하한 내용으로, 명나라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상이상국완평서 上李相國完平書〉는전란이 끝난 뒤 전란에 대한 기록을 실록청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감회를 밝힌 내용이다. 임진왜란 당시지방 의병의 활동과 실

상을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참고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소장되어 있다. 

 

묘소 

좌승지로 증직되었다. 사림에서 신적도, 신달도, 신열도 삼형제를 비롯하여 신적

도의 아들 인재(忍齋) 신채(申埰) 부자를 단구 서원(丹丘 書院)에배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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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성은일고』는 조선중기 학자인 신흘(申? ; 1550∼1614)의 일고이다. 신흘의 자는 구지(懼之),호는 

성은(城隱), 본관은 아주(鵝洲), 아버지는 원록(元錄)이며 의성(義城)사람이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삼

년상을 마친 후 묘 아래 집을 지어 영모(永慕)라는 편액을 달고 애도하였다. 임진란에 의병을 일

으키고 수 백 명을 모집하여 김해(金垓)·유종개(柳宗介)·정세아(鄭世雅)와 함께 일본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하였다. 1603년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亂中事蹟)』을 편찬하였다. 1608년 홍도(弘道)와 

이언적(李彦迪)을 위해 변무하였고, 1611년 정인홍(鄭仁弘)이 국정을 농락하고 성현을 모함한 죄를 

논핵하였다. 

 

책목록 

성은선생일고(城隱先生逸稿) 

성은집 단(城隱集 單) 

성은선생일고서(城隱先生逸稿序) 

성은선생일고세계도(城隱先生逸稿世系圖) 

성은선생일고목록(城隱先生逸稿目錄) 

성은선생일고권지일(城隱先生逸稿卷之一) 

부(賦) 

치악의악식자학자지대병부(耻惡衣惡食者學者之大病賦) 



폐호분의관부(閉戶焚衣冠賦) 

종산방어부(鍾山放魚賦) 

불등형악부(不登衡嶽賦) 

인부(印賦) 

 

시(詩) 

시제자(示諸子) 

잡영삼수(雜詠三首) 

만이후[준](輓李侯[寯]) 

지감(志感) 

종자영도실화유감이작(從子泳道失火有感而作) 

우음(偶吟) 

만이남계[보](輓李南溪[輔]) 

 

소(疏) 

청류고경리잉청오현종사소[무신](請流高敬履仍請五賢從祀疏[戊申]) 

청변정인홍무저문순공이황소[신해](請辨鄭仁弘誣詆文純公李滉疏[辛亥]) 

 

서(書) 

답태학사림(答太學士林) 

여도내의장김한림[해]류정자[종개]정진사[세아](與道內義將金翰林[垓]柳正字[宗介]鄭進士[世雅]) 

상방백이완평[원익○계묘](上方伯李完平[元翼○癸卯]) 

 



제문(祭文) 

제이학동[광준]문[대빙계작](祭李鶴洞[光俊]文[代冰溪作]) 

 

잡저(雜著) 

서여헌설후(書旅軒說後) 

원류장후[현광]장[계묘](願留張侯[顯光]狀[癸卯]) 

기문록[출경은선생실기](記聞錄[出耕隱先生實記]) 

노엽유격[사충]문[무술](勞葉遊擊[思忠]文[戊戌]) 

엽공위덕비[무술○대작](葉公威德碑[戊戌○代作]) 

 

성은선생일고권지이(城隱先生逸稿卷之二) 

부록(附錄) 

행장(行狀) 

묘갈명[병서](墓碣銘[幷敍]) 

묘지(墓誌) 

묘표(墓表) 

제문(최현)(祭文(崔晛)) 

우(신지제)(又(申之悌)) 

우(이시간)(又(李時榦)) 

만(이민성)(輓(李民宬)) 

우(신지제)(又(申之悌)) 

우(최현)(又(崔晛)) 

우(김응조)(又(金應祖)) 



우(이민환)(又(李民寏)) 

우(홍위)(又(洪瑋)) 

우(황치경)(又(黃致敬)) 

우(황치성)(又(黃致誠)) 

우(김굉)(又(金浤)) 

우(신지신)(又(申之信)) 

우(이민횡)(又(李民宖)) 

우(이시간)(又(李時榦)) 

우(백견룡)(又(白見龍)) 

우(고빙운)(又(高騁雲)) 

우(박원성)(又(朴元誠)) 

 

성은선생일고발(城隱先生逸稿跋) 

 

 

 

 

 

 

 

 

 



 

 

 

신흘(申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