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 9ㆍ30 양일간 충남 서
천군 화양면 완포리에 종중이
있는 한산수화파韓山首禾派
문중이 모처럼 선대묘소 순례
여행을 하였다. 한산은 근대에
서천군의 한 속면이 되었지만
과거에 한산군郡의 고을이어
서 일대를 아직도 한산이라 부
르고 있고 이곳이 추밀공파 양
촌陽村ㆍ안숙공安肅公계 후손
의 수백년 세거지를 이루었다.
수화파란 시조후 2 1세 습재공
習齋公 벽擘의 차남 송화공松
禾公 인B이 5형제를 두었는
데 그 장자 통덕랑通德郞 서B

의 후손을 일컫는다. 송화공의
맏집이라 해서 머리 수首자에
화禾를 붙여 명명한 것이다.
수화파는 1 9 8 2년에 발간한 파
보에 8 0 0여인이 등재되어 있
고 2 0 0 4년판 안동권씨대동세
보에는 7 8면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자손이 객지로 나가 세거
지를 떠남에 따라 한산 일대에
는 현재 3 0여호가, 그리고 완
포리에는 1 0여호가 살고 있으
며, 수화파 중에서도 맏집인
생원공生員公 척B계는 부여
군 홍산鴻山에 옮겨 세거하고
있는데 지역이 상거한 관계로

문사에 동참하는 빈도가 잦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9일 오전 9시에 권병선權
炳璿 총무와 권병우權炳佑 재
무의 인솔로 한산을 출발한 전
세버스가 3시간여를 달려 정
오가 넘어 고양시 일산동구 성
석동의 감내 입구 고개에 도착
하였다. 여기에서 서울에 거주
하는 회장 권병홍權炳洪씨와
만났다. 권병홍 도유사는 수화
파조 통덕랑공의 6대조 안숙
공종중의 회장이기도 하다. 기
자는 권병홍회장과 함께 이곳
에서 대기했다가 일행과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성석동의 감내에는 안숙공
의 손자인 시조후 1 9세 창수
공倉守公 억憶 이하 4대 8기
의 선영이 있다. 그 가운데 수
화파로서는 통덕랑공 서의 고
考 송화공 인, 조고祖考 습재
공 벽, 증조 승지공承旨公 기
祺, 고조 창수공 억까지 직계
4선대의 유택이 있다. 수화파
후손들은 이 직계 4선대 묘소
에 각기 마련해온 주과포酒果
脯 전奠을 올리고 성배省拜하
였다. 이어 일행은 같은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 성지산星智
山에 있는 통덕랑공의 8대조
정간공靖簡公[시조후 1 5세世
희僖ㆍ좌정승左政丞 영가부원
군永嘉府院君] 묘소로 이동하
여 성심省審하였다.

정간공 성묘를 마친 일행은
다음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홍
복산洪福山의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 도원수 묘소로 이동
하였다. 일행 가운데 행주산성
幸州山城의 충장공 유적을 순
례한 사람은 많으나 그 묘소를
성심한 사람은 없어, 이번에는
접근성이 좋은 행주산성 대신
장흥의 묘소를 성배키로 하였
다. 장흥에서 충장공 묘소 성
묘를 마친 일행은 다시 충주의
수안보를 향해 떠났다. 서울을
벗어나 중부고속도로를 달리
는 차중에서 권병홍 회장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씨족
개념은 변치 않는다’고 강조
하면서 문중의 화목을 강조하
였다.

행사의 실무를 맡아 주선한
권병선 총무는‘조금 있으면
봄농사일이 시작되어 시골이
바빠지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
면 여가가 없을 것같아 일정을
잡았다. 이게 몇해를 두고 벼
른 끝에 잡은 일인데 모두가
도회지로 떠나고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이 참석을 못했다’고 아쉬
워했다. 한산은 금강 하류의
비옥한 충적토로 땅이 기름지
고 벼농사가 잘되는 곳이다.
이곳의 소곡주燒穀酒는 백제
시대까지 연원이 거슬러 올라
가는데 우리나라 3대 명주로

서 전주의 이강주, 진도의 홍
주와 더불어 유명하다.

온천관광지 수안보에 도착
하여 여장을 풀고 1박을 하면
서 집행부는 문중 현안 및 제
반사항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
였다. 이른 아침부터 원거리
여행의 다소 무리한 일정을 소
화한 일행은 모두가 여관의 큰
객실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
다 잠자리에들었다.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친 일
행은 음성으로 되짚어 이동했
다. 음성군에서 새로운 광광지
로 부각되고 있는‘큰바위얼
굴공원’을 들러 관람하고 음
성군 삼성면 용대리로 향했다.
이곳 용대리 안골마을에서 때
마침‘양촌선생유허비陽村先
生遺墟碑’의 제막식이 거행되
기 때문이었다. 10시 3 0분에
열리는 유허비 제막식에 참석
한 일행은 안골마을 안으로 들
어가 양촌선생이 우거한 것으
로 전해지는 집터자리를 둘러
본 후 다시 생극면 방축리 능
안의 양촌 문춘공 묘역으로 이

동했다. 문충공 묘역은 일행의
순례 여행의 최종 목적지였다.
이곳을 충북도 문화재 당국에
서‘양촌권근삼대묘소陽村權
近三代墓所’라 칭하는데 양촌
과 그 중자仲子 문경공文景公
제B, 계자季子 안숙공安肅公
준B, 그리고 문경공의 중자로
서 양촌의 손자인 익평공翼平
公 남擥의 유택이 한 용맥과
그 서록西麓에 계장되어 있어
부르게 된 것이다. 수화파의
통덕랑공으로서는 그 6대조
안숙공과 7대조 문충공이 직
계선대이고, 양촌 묘소에서 서
남으로 2 0 0미터쯤 떨어진 녹
원麓原에 5대조 마전공麻田公
염念의 묘소가 있어 여기에도
그 직계 3선대 유택이 있다.
이 묘역하에는 또 이들의 직계
선조로서 양촌 문충공과 안숙
공의 불천위不遷位 사당이 있
다. 일행은 재사의 수호소장
권태우權泰佑씨의 안내를 받
으며 사당부터 알묘謁廟하고
묘소로 올라가 성심하였다.

<사진ㆍ글 權奇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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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首禾派문중선대묘소순례
고양倉守公묘역과음성문충공묘역

▲문충공양촌선생유허비제막식에참석한후일행은삼대묘소에성배하고직계조안
숙공묘소앞에서기념촬영을하였다.

▲수화파후손일행이고양시성석동의창수공묘소에성배하고있다.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麒山面華山里에 있는 화산서
원華山書院의 세일사歲一事
향례가 음력 3월 5일 정일定日
인 4월 2 1일 당일행사當日行
事로 봉행되었다. 화산사華山
祠는 안동권씨 추밀공파 양촌
계陽村系 2 1세 습재習齋 권벽
權擘 선생을 주벽主擘으로 하
여 향선생鄕先生 풍옥헌風玉
軒 조수륜趙守倫ㆍ석주石洲
권필權Bㆍ과묵당果默堂 홍
미洪Bㆍ지족당知足堂 권양
權讓ㆍ수초당遂初堂 권변權B
ㆍ제월재霽月齋 권성權B 6현
賢을 열배列配한 사당이다.

화산서원의 원장은 이곳 한
산유림韓山儒林의 나주운羅胄
雲씨가 한 차례 중임을 하면서
맡아왔는데 신상의 사정으로
더 재임할 수가 없어 지난 연
초에 이돈직李敦稙씨로 바뀌
었으며 새 원장으로서는 취임
후 첫 향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곳 향사의 초헌관은 고을 성
주城主인 서천군수가 하도록
하는 관례가 되어 있는데 이번

향례에는 나소열羅紹烈 군수
가 공무로 도道에 출장을 가게
되어 기산면장麒山面長 한규
형韓圭亨씨가 대행하였다. 이
날의 향례 집사자 분정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初獻官 : 한규형韓圭
亨[기산면장]
아헌관亞獻官: 신광호申光浩
종헌관終獻官: 서원문徐源文
집례集禮 : 이항규李伉珪
대축大祝 : 박병철朴炳哲
진설陳設 : 박우치朴遇治
사준司尊 : 정의선鄭義宣ㆍ
권태환權泰煥
봉향奉香 : 서정옥徐廷玉
봉로奉爐 : 윤여천尹汝天
봉작奉爵 : 유영복柳泳福
전작奠爵 : 박창숙朴昌淑
알자謁者 : 박우주朴遇周
찬자贊者 : 이병규李炳圭
찬인贊引 : 이정복李廷福
직일直日 : 박현구朴顯九
도기到記 : 허철행許哲行ㆍ
성만응成萬應

<사진ㆍ글 權五焄>

▲화산서원의향사가봉행되고있다.

서천군기산의華山서원향사
습재權擘선생이하7현제향

근기요산회5월산행안내

안동권씨근기요산회安東權氏近畿樂山會의2 0 0 7년 5월
정례산행및제2차정기총회를다음과같이행하오니모든
회원의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항상가족 동반을 환영합
니다.

일시: 2007년5월1 9일[세번째토요일] 10시3 0분
집결장소 : 서울광진구 능동지하철5호선어린이대공
원역대합실
등산로 : 어린이대공원역에서아차산으로올라가 아차
산성터를거쳐고구려유적지부근에서총회를하고중
식 후 4 5 0미터표고용마산정상까지등반하여사가정
공원으로하산[약3시간3 0분소요]
준비물: 등산복ㆍ등산화착용및선택적간식물ㆍ음료
연락처: 권병일총무0 1 1 - 2 8 9 - 1 7 47

권 기윤0 1 0 - 7 2 8 2 - 3 6 0 8

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權寧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