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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 (�� : 1497 ~ 1579)

자는 건숙, 호는 대곡(대곡), 본관은 창녕.

재야의 학자로서 인품이 고결한 인물. 보은 속리산 자락 종곡리에 은거하였다.

대곡은 백호의 호방한 기운과 자유로운 태도를 포용하여 안정하도록 지도한 참 스승이었다.

"소년 때 확실히 공부하였고 시를 지으매 땅에 떨어진 쇳소리가 나더라.

이별한 후에도 서로 대면함과 같으니 좋은 밤 밝은 달이 마음속에 떠 있는 것과 같다."

- 대곡 성운의 백호 임제에 대한 말 -

관련작품 : 백호전집 수록 오언장편시 '대곡선생 만사'

박계현 (��� : 1524 ~ 1580)

본관 밀양(��). 자 군옥(��). 호 관원(��).

명종 때 문과에 급제, 병조판서에 이른 인물. 관원유고 가 있음.

박계현은 그의 전라도 관찰사 시절에 포의였던 임제와 교유를 맺은 이후, 25세 연상인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제의 가장 막연한 지기

(��)가 되었다.

관련작품 : 백호전집 수록 오언근체 '탄관의 시

휴정 (�� : 1520 ~ 1604)

서산대사 호는 청허(��).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한양 수복에 공을 세웠다.

백호는 북도평사 시절 묘향산으로 서산대사를 찾아가 만나 나이와 종교를 초월한 사귐을 가졌다.

"산새 한 마리 울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 마주 앉아 한가롭다." 

- 성불암에서 휴정노승을 맞아 이야기하다 -

유정 (�� : 1544 ~ 1610)

사명당(���). 자는 이환(��), 호는 송운(��), 종봉(��).

임진왜란 때 승군을 거느리고 왜군을 물리쳤으며, 전후 일본에 가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백호는 유정을 '공문의 친구'(���)라고 일컬었음.

관련작품 : 백호전집 수록 오언근체 '처영에게'

양대박(��� : 1544 ~ 1592)

본관 남원. 조선 중기의 의병장. 자 사진(��). 시호 충장(��).

호 송암(��), 죽암(��), 하곡(��), 청계도인(����)

저서 <청계집>

학관(��)으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재를 털어 의병 약50명을 모아, 전라도 담양(��)에서 고경명(���)을 맹주(��)로 삼고

5월에 군사를 동원하였다. 전주()에서 의병 약 2000명을 모았으나, 의병 모집 때의 과로로 발병하여 진산(��)의 진중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정조 때 병조판서의 관직을 받았다.

백광훈 (��� : 1537 ~ 1582)

전남 장흥 출생.

본관 해미. 호 옥봉(��)

주요작품 <홍경사 ���>, <용강사 ���>, <달량행 ���>

저서 <옥봉집>

 > 백호 임제 벗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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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옥봉집>

조선 중기 시인. 명나라 사신에게 시와 글을 지어주어 감탄케 하여 백광선생(����)의 칭호를 받으며 팔문장(���)의 한 사람으로

인정 받았다.

최경창(���) · 이달(��)과 함께 출세나 학문보다 오직 시학을 전공하여 우리 문학사상 특이한 유파를 형성한 삼당시인(����)

의 칭호를 들었다.

여러 지방을 찾아다니며 시를 지었는데,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모였고, 시의 정서면을 중시하며 좀 더 낭만적인이고 풍류적으로 쓰려

고 했다.

임제(��)·허봉(��)·양대박(���)·고경명(���) 등과 자주 어울려 시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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