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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11년(1874~1917). 휘는 현규(��)요, 자는 하현(��), 호는 내산(��)

1905년 11월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행 되어 국권이 박탈당하자 33세로 동지 수십인과 함께 각지로 통문을 돌려 동지를 규합하고 청송 주왕산에 모여 창의할 것을 결의 하고 그해(1905)

12월 중순 울진 불영사에서 안동, 영양, 청송, 진보 등지에서 모여든 동지들과 의거토적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때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각지에 격문을 보내 의병과 무기 및 군자금을 모았으

며 한달만에 의병의 수는 5백여명에 이르렀다.

의병을 청송 주왕산과 안동 청량산에 집결시켜 밤낮으로 맹훈을 강행했으며, 1906년 2월에 영양군 입암에서 의진을 편성하였는데, 중군장에 류시연, 소모장에 신형일, 도포장에 김대규, 도포

수에 권대성, 집사에 조완이 등을 각각 임명하고 출격하여 일본군과 수십회에 걸친 전투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해 (1906) 4월에 진보 속칭(오누�) 전투에서 당시 경상, 강원양도 의병 소

탕 주력부대인 일헌병오장 무등 부대와 치열한 접전 끝에 견디다 못한 일병이 패주하자 전세를 몰아 청송군 파천면 어천동까지 추격하여 대장 무등 등 10여병의 일병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집사 조완이가 전사하고 이현규도 부상을 입었다.

그해 5월에 울진군 죽변항의 왜관을 격파하고 이어 영양군 일월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일군을 습격하였으나 일병 지원부대의 반격을 받아 중과부적으로 도포장 김대규 등 많은 동지를 잃게

되자 부득이 퇴진하여 뒷날 재기를 약속하고 의진을 해산시켰다. 일군은 이현규를 체포하기 위해 현상수배하고 또 자수를 권하면서 관직을 준다고 유혹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그

를 염려한 한 동지가 자수할 것을 권하자 크게 꾸짖으면서 <제(�) 나라의 전횡(��)과 같은 의로운 죽음은 할지언정 한(�) 나라의 위율(��)과 같이 더럽게 살지는 않겠다>하고 그 길로

영일군 청하면 모진리로 몸을 피하여 상처를 치료하는 한편 서당에서 후진교육에 전심(��)하면서 항일구국운동을 재기하고자 하였으나 총상의 여독으로 불혹을 갖 넘은 44세를 일기로 타

계했다. 정부에서는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고 1964년 11월에 경북독립유공선열유족회와 내산이하현의사기념사업회에서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 오누지, 길 옆에 [의사내산이하현선

생기념비]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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