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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밀공파 시조후 1 7세 화산
부원군花山府院君 휘 복復은
태종조에 무과武科를 하여 세
종조에 병조참의를 거쳐 가선
대부嘉善大夫 강계도호부사江
界都護府使 겸 절제사節制使
에 이르렀다가 임지에서 순직
殉職하여 병조판서로 추증되
었다. 그리고 그 3자 화천위花
川尉 양효공良孝公 공恭이 부
마駙馬로서 귀히 됨에 따라 세
조조에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
積德輔祚功臣 우의정右議政으
로 가증加贈되고 화산부원군
에 추봉追封되었다. 묘소가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 개성왕씨
開城王氏와 쌍분으로 경기 장
단군 진동면 하포리 현암玄巖
에 신좌辛坐로 있는데 그 후등
後嶝에 1 0여년 전 그 6대조 추
밀공樞密公과 5대조 충헌공忠
憲公 부자의 단소壇所가 설치
되었다.

이러한 화산부원군이 7남3
녀 1 0남매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장자가 좌랑공佐郞公 온溫
이다. 좌랑공은 태종 1 3년,
1 4 1 3년에 나서 문종조에 부승
副丞이 되고 단종조에 호조좌
랑이 되는데 세조초에 좌익원
종공신佐翼原從功臣이 되었으
나 세조 2년, 1456년 9월에 4 1
세로 졸하여 사헌부 장령掌令
에 추증되고 뒤에 그 증손 남강
南岡 상常의 효행으로 추은推
恩되어 통례원 좌통례左通禮
로 가증加贈되었다.

좌랑공의 배위 증숙인贈淑人
창녕조씨昌寧曺氏는 창산군昌
山君 혼渾의 딸로 온유숙완溫
柔淑婉하고 부덕婦德을 매우
갖추었는데 공과 같은 1 4 1 3년
에 나서 성종 3년, 1472년 4월
에 6 0세로 졸했다. 묘소는 고
려조의 능원陵園 자리 일대로
서 명당으로 보이는 장단군 진
동면 장경리長慶里 횡포橫浦
로서 지금의 진동면 초리哨里
에 남향南向으로 전후분前後
墳을 이루고 있었는데 1 9년 앞

서 졸한 공이 앞이고 숙인이뒤
에 있으며 갖춘 석의물石儀物
로 잘 들인 호분豪墳이었다. 묘
비墓碑도 내외 양위의 것을 각
립하여 공의 비문을 대제학 홍
귀달洪貴達이 짓고 숙인의 것
은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노
공필盧公弼이 지었다.

좌랑공 묘소 바로 계하階下
에는 그 중자仲子로 부정공副
正公 욱旭의 묘소가 역시 같은
품격의 석의물을 갖추고 들여
있었다. 부정공은 세종 2 2년,
1 4 4 0년에 나서 1 5세 때 문음
門蔭으로 별제別提가 되고 사
헌부 감찰監察로 있던 2 9세시
에 사마시司馬試를 하여 진사
進士가되었다. 이후 여러 벼슬
을 거치며 외직으로 평산부사
平山府使로도 나갔다가 사도
시부정司B寺副正으로 관직
을 마쳐 부정공이라 부른다. 만
년에 영의정 유순柳洵ㆍ찬성
이손李蓀ㆍ지중추부사 안침安
琛 등과 더불어 기영회耆英會
를 이루기도 하였는데 중종 6
년, 1511년 1 2월 5일에 7 2세
로 졸했고뒤에 손자 남강공상
常이 효행으로 추은받음에 따
라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으로
추증되어 후손이 승지공承旨
公으로부르기도 한다.

그 배위는 초취 증숙부인贈
淑夫人 청주경씨淸州慶氏가 1
남1녀를 낳았으나 조세早世하
여 묘소가 실전되었고 재취 증
숙부인 의령남씨宜寧南氏가
후손을 위해 여경餘慶을 쌓은
전설의 부덕을 지녔는데 그 묘
소가 부군과 달리 같은 진동면
명달리明達里의 계좌원癸坐原
에 있었다. 또한 좌랑공ㆍ부정
공 묘소 용맥하龍脈下에는 부
정공의 1 1대손 사간원헌납獻
納 주헌周憲공 내외가 계좌癸
坐로 합부되어 있었다.

이 진동면 장경리, 즉 초리
묘역 일대가 주한 미군의‘스

토리 사격장’으로 편입되어 국
방부에 수용을 당했다. 이 지역
에는 우리 권씨로서 같은 추밀
공파 창화공계昌和公系의 시
조후 1 7세 문순공文順公 영돈
녕부사領敦寧府事 홍弘의 장
녀로 태종의 후궁이 된 의빈懿
嬪의 묘소도있는 곳이다. 일반
군사보호지역과 달리 이곳은
휴전선내의 민통선民統線 내
인데다가 미군의 사격장으로
서 통제가 극히 엄격하여 세사
歲事를 위한 특정일 이외는 출
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다. 

일대의 묘산은 좌랑공의 사
패지賜牌地로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면적이 축소되었
으나 현세전現世傳된 것만도 1
만3천여 평이었다. 6ㆍ2 5동란
으로 그 문권文券이 소실되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신청을
하려던 중에 당시 종중대표가
장기입원함을 기화로 인접한
풍양조씨豊壤趙氏 문중에서
횡점등기橫占登記를 필하는
바 되었다. 이에 송사를 벌인
끝에 1 9 9 5년 1 0월 2 5일자로
법원의 화해조정을 받아들여
이를 되찾게된 것인데, 이번에
는 이 지역에 주한미군의 사격
장이 들어와 국방부에 수용이
되고 연전에 그 보상비까지 수
령하게 된 것이다. 

이곳은 특히나 미군의 대형
사격장이어서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 바람에 어떤 문중의 묘
소는 석물이 파괴되는 수난도
일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화산부원군종회를 인계받게
된 권진택權晋澤 회장과 권정
안權貞顔 총무 등이 부심하며
주선한 끝에 이번에 거역巨役
을 벌이게 된 것이다.

면례의 공역은 4월 5일 아침
좌랑공 묘전에 고유告由를 하
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중장
비와 운반 차량을 동원하여 계
묘啓墓하고 육중한 석의물 등
을 실어나르기를 분주히 하였
다. 체백體魄을 먼저 옮겨 새로
조성한 택조에 안장하는 것은
이틀에 마쳤으나 그 후속 공사
를 다 마무리짓기까지는 1주일
가까이 걸렸다. 그리고 새 영역
塋域에서 위안고유제慰安告由
祭를 올린 것은 공역 시작으로
부터 9일이 지난 4월 1 8일이었
다. 처음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종회 집행부 유사들만 현지에
나와 작업을진행하였으나 4월
1 8일 1 0시에 있은 위안고유제
에는 후손 3 0여 명이 모였다.

이장한 새 유택은 좌랑공과
헌납공 주헌周憲 내외가 좌랑
공의 선고 화산부원군 묘소 서
록西麓으로 5 0여 미터 간격이
고 같은 진동면 하포리 현암으
로서 유좌원酉坐原이다. 원유
택이 있던 진동면 초리 스토리
사격장으로부터 이곳은 1 0여
리 남짓 떨어진 거리였다. 부정
공은 그 재취 의령남씨의 묘소
가 진동면 명달리明達里 계좌
원癸坐原에 있기 때문에 그곳
으로 면례하여 합부合B하면
서 실묘가 실전된 초취 청주경

씨도 단부壇B하였다.
처음에 계묘啓墓를 하면서

살펴보니 좌랑공과 부정공 부
자 묘소가 모두 도굴된 흔적이
뚜렷했다. 민통선내에다 미군
의 철통같은 사격장 구역내인
데도 도굴범이 어떻게 도구를
지니고 출입했는지 놀라운 일
이었다.

현장에는 국방부 본부에서 2
인의 직원이나와 공사 진행 과
정을 일일이 촬영하고 있었고
사전에 군에서 차량과 사람이
드나들며 작업할만큼의 구역
에 묻혀 있는 지뢰를제거한 다
음 묘소 둘레를포함해 모두 금
줄을 띠어 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위험 표지를 해놓고
있었다. 종중 집행부에서는 군
당국과 협의하여 이장 날짜를
잡는 데에 반년 가까이 걸린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도 지
난 3월 2 4일로 가까스로 날짜
를 잡아 모든 준비를하고 있다
가 군당국의 사정으로 한차례
연기가 되어 이날 4월 5일과 6
일 이틀 동안 출입 허가를 받게
된 것이었다.

장경리 묘역의 석의물은 모
두가 5 0 0여년이 넘게 오래된
것으로서 문화재급이었다. 그
래서 묘역에서 나오는 것은 부
스러진 계절석階節石 하나라
도 허실함이 없이 수습해 옮겨
다 새 묘역에 복원하여 베풀었
다. 특히 웅장한 규모의 인석人
石은 문관文官 모습 외에 투구
를 쓴 무관武官 모습의 것이 한
쌍 있어 이는 다른 옛 분묘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주목
되었다.

종중 유사와 작업 인부들은
계묘를 하면서 광중壙中에서
철판같이 단단한 격회隔灰가
나올 것에대비하고 마음을 조
렸다. 그러나 최상위좌랑공배
위 창녕조씨 묘소에서부터 좌
랑공과 부정공까지 3기를차례
로 계묘해도 격회는 나오지 않
았다. 또 지석誌石이 나오지않
나 세심히 파들어갔으나 이도
나오는 게 없었다. 조선조 초기
에는 묘소를들일 때 광중에 격
회를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
다. 회광灰壙이 아니기 때문에
일은 훨씬 수월해진 셈이었다.

창녕조씨 묘소에서는 유골이
전무하여 희미하게 부식하고
남은 관목棺木 부스러기와 검
은 빛의 흙 약간을 수습할 수
있었다. 좌랑공 묘혈에서는 관
목 부스러기와 함께 다소의 골
편이 치아와 함께 수습되었다.
사람의 신체에서 치아와 대퇴
골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사실
의 확인이었다. 특히 좌랑공의
치아는 4 1세의 장년에 별세한
탓인지 마치 산 사람의 것이라
해도 믿어울만큼 단단하고 진
주같은 윤기가 있었다. 부정공
의 광중에서도 부식한 관목의
잔재와 약간의 골편이 수습되
어 토화土化된 흙과 함께 염습
殮襲되었다.

<사진ㆍ글 權五焄>

추밀공파화산부원군장자좌랑공부자
長湍초리에서하포리玄巖으로이장

▲좌랑공묘역의오래된석의물

▲좌랑공묘소의특이한무인석

▲면례의공역을완료한뒤좌랑공의새유택에위안고유제를올리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