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충공 양촌선생의 표준영정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조선조 최초의 문형文衡으로 사범대동師範大東의칭을 받은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 추밀공파 시조후 1 6世)선생의 국가 공인 표준영정標準影幀2본을 제작

하여 1본은 국립박물관에 기탁하여 영구보존케 하고 1본은 적의한 곳에 영당影堂을 세워 봉안코자 합니다. 역사적 인물의 국가표준영정은 각급 교과서ㆍ사전류 등 서적
출판물에 활용 등재되고 화폐ㆍ우표등의 도안으로도적용됩니다. 이를테면우리나라의세종대왕ㆍ퇴계ㆍ율곡ㆍ이순신장군상이 모두 표준영정입니다.

담임화가 : 국가표준영정 7인과 전통인물화의 명장 동강東江 권오창權五昌화백
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제작기간 : 당국의심사를 거치기까지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되나 이를 최대한 단
축시키고자합니다.

모금 목표액 : 5천만원. 모금은 1 0만원 이상부터 받으며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

다. 목표액을 초과하면 이를 후일의 영당건립기금으로 적립할 것입니다. 양촌선
생의 후손과 문중은 물론 방손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양촌선생기념사업회02) 735-7179
입금계좌 : 농협 003-12-112976 권오훈

안동권씨종보사(주) 발행인權五焄

입금 현황
안동권씨종보사편집인 권오훈權五焄 금 5 0 0만원
안동권씨안숙공종회장권병홍權炳洪금 1 0만원

김포시 김포2동권태명權泰明금 1 0만원
양촌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권오용權五容 금 1 0 0만원

성남시 분당구권중희權重熙금 1 0만원
권태진금 1 0만원

구리시인창동 권영환금 1 0만원
수원 송죽 통덕랑공종회권영갑權寧甲금 1 0만원
부산 금정구 대종회 원임권세만權世萬금 1 0만원

부산 기장권만호權萬浩금 2 0만원
강서구 개화동 권영우權寧禹 금 5만원

안동권씨안기동화수회 금 1 0만원
서울 도봉구 창동권기봉權琪奉금 1 0만원

서울 도봉구 쌍문동권오필權五泌금 1 0만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권오규權五B 금 1 0만원

경기의왕시 내손동 권선군금 1 0만원

울산시중구 오정동 권일수금 1 0만원
충남 보령시 대천동보령종친회(권영주) 금 3 0만원

경남 김해시 동상동권동기權東基금 1 0만원
서울 강서구 신정6동권오범權五範금 2 0만원

무주군무주읍 어초공종중 권경진權景振금 1 0만원
부산시사하구 감천동권순무權純武금 1 0만원

강원인제군 인제읍 상동리권원희權元喜금 1 0만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권영진權寧振금 3 0만원

광명시 철산1동(삽교문중회장) 권중업權重業금 1 0만원
김제시진봉면 신포리권영환權寧煥금 1 0만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권태의權泰義금 2 0만원
대구 남구 대명1동권영록權寧祿금 1 0만원

서울강동구 명일동 권혁준금 1 0만원
고양시권오갑權五甲금 1 0만원

성남시 수정구금토동 권태완權泰完 금 1 0 0만원
구미시선산읍 생곡리권대길權大吉금 1 0만원

신한은서울태평로 파이낸셜센터지점권오현 금 1 0만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권태웅權泰雄금 2 0만원
봉례공신철원문중권재희權載喜금 1 0만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권순무權純武금 1 0만원

일본 중부지구종친회권태수權泰洙 금 1 0 0만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권혁은權赫殷금 1 0만원

충남 서천군 한산면권용표權龍杓금 1 0만원
전북 김제시 신풍동서령공종중금 1 0만원

부천시오정동 권영환금 1 0만원
충남 청양 권영오금 1 0만원

경기 양주시 익명인금 1 0만원
충남 연기군 전동면권용근權容根금 5 0만원
서울 종로구 원서동권대성權大成금 1 0만원

대구 동구 괴정동 권혁길금 1 0만원
경기 하남시 창우동권혁정權赫政금 1 0만원

전북 순창권효택權孝宅금 1 0만원

경기 과천시권상목權相穆금 1 0만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권태일 금 1 0 0만원
충북음성군 금왕읍 권혁찬금 1 0만원

경기 안산시본오동 권택진權宅鎭 금 3 0만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권순극權純克금 2 0만원

경북 예천군 용문면권오정權五正금 1 0만원
서울 강남구압구정동 권오석금 1 0만원

서울 광진구 중곡동권순철權純哲금 1 0만원
경기용인시 기흥구 서천동권오성權五聖금 1 0만원

경기용인시기흥구서천동중망공重望公종회금 2 0만원
경기 가평군 설악면호군공 위곡문중금 3 0만원
경기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권태술금 1 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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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사성어에 담하용이談何容易
가 있다. 말은 무엇이든 쉽다는 뜻이
다. 그러나 실행은 어려우니 입조심
을 하라는 경구이다.
동방삭東邦朔은 중국 전한前漢 중

엽 사람이다. 정직하며 유머를 좋아
했다. 무제武帝가 천하의 인재를 찾
을 때 산동山東의 고향 염차厭次에서
서울 장안長安으로 가 천자에게 글을
올렸더니 상시랑常侍郞으로 발탁되
었다. 그런데 무제가 장안 근교에 상
림원上林苑을 만들려 했다. 동방삭은
국고를 비우고 백성의 밑천을 빼앗는
짓이라 반대했으나 무제가 듣지 않고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을 올려도 불
청이었다. 이에 비유선생론非有先生
論이라는 풍자문으로 간했다. 이른바
풍간諷諫인데, 비유와 오왕吳王이라
는 두 가공 인물로 꾸며낸 내용이었
다.
비유는 오왕을 섬겨 3년이 지나도

아무 진언을 하지 않았다. 오왕이 어
이가 없어 무슨 말이든 해보라 재촉
해도 비유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연 비유는 역대에 간언諫
言을 하다 죽은 충신의 이름을 나열
하고는‘이야기를 하기야 무엇이든
용이하지요談何容易’하였다. 그렇게
입을 열더니 비유는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중용된 인물, 폭군을 피해 세상
에서 숨은 인물, 곧은 신하를 멀리하
고 소인을 쓴 임금들 이야기를 하고
또 현자가 명군을 만나 나라를 융성
케 하고 백성을 살찌운 사례도 열거
했다. 이를 다 들은 오왕은 감복하여
이로부터 비유의 진언을 잘 받아들여

서정庶政을 개혁하고 오나라를 융성
케 했다는 것이다.
옛적의 고사에서 흔히 들어 봄직한

내용이어서 실은 참신할 것이 없다.
그저 상식적이고 거듭 말하기에 진부
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소의 해인 기축년己丑
年 벽두의 화두話頭로 삼아보느냐.
누가 이를 묻는다면 소가 가지고 있
는 품성이 우직하기 때문이라 둘러대
고 싶다. 소는 참신하고 날렵하며 영
악하지 않으나 어질고 덕스러우며 게
으르지 않게 일하는 순박함이 있다.
또한 소는 평화로워 좀체로 남을 해
치지 않으니 그래서 인도사람이 이를
숭상하기까지하는 것 아닌가.
소는 느리지만 다른 가축보다 비교

가 안되게 큰 일을 해내고, 사람은
또 소를 기름으로써 다른 가축에게서
와 비교 안되게 많은 고기를 얻는다.
동방삭의 우화에 나온 비유의 언행이
또한 소의 품성과 같지 않은가. 소는
또한 충직한데 그 충직을 다소 엉뚱
하게 공자의 충서忠恕와 연결해보는
것은 어떨까.
충서는 유가의 큰 도덕규범으로서

제 심력을 다해 남을 위하는 게 충忠
이고 제 마음을 미루어 남을 이해하
는 게 서恕이다. 그래서 공자가‘충
과 서는 도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으
니 내게 베풀기를 원치 않는 바를 남
에게 시행치 말라忠恕 違道不遠 施諸
己而不願 亦勿施於人’하였다. 대개
익히 알아 묵었지만 또한 좋은 화두
가 될 수 있지 않을까.

權琪奉 주간

▲시조 태사공 묘소의 정면 전경과 후면에서 본 전망.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
동에 소재한다. 미욱하지만 덕이 있는 소의 해 기축년에는 시조 태사공의 후손 백만
안동권성인이 소아小我가 아닌 대승大乘의 덕으로 화합과 돈목을 이루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묵은 話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