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시조후
1 4세世 창화공昌和公 권준權準
은 자字가 평중平仲, 호는송재
松齋 또는 호정湖亭이며 창화
昌和는 그 시호이다. 그고조는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상서좌
복야尙書左僕射 권수평權守平,
증조는 한림학사翰林學士 태자
태사太子太師 충헌공忠憲公 권
위權B, 조부는 대제학大提學
첨의정승僉議政丞 몽암夢庵선
생 문청공文淸公 권단權B, 아
버지는 세칭 구봉군九封君 도
첨의정승都僉議政丞 영가부원
군永嘉府院君 국재菊齋선생 문
정공文正公 권보權溥이다. 이
문정공의 일가 9인이 봉군封君
되어 세상에서 일가구봉군一家
九封君이라 칭하게 되었는데
그 9인은 문정공 자신과 그 슬
하의 오자삼서五子三壻이다. 오
자, 즉 다섯 아들은 장자 창화
공 권준이 길창부원군吉昌府院
君이 되고 차남 권종정權宗頂
이 출가하여 도총섭都摠攝으로
서 광복군廣福君이 되고 3남
충정공忠靖公 권고權皐가 영가
부원군永嘉府院君, 4남 정헌공
正獻公 왕후王煦가 계림부원대
군B林府院大君, 5남 판삼사사
判三司事 권겸權謙이 복안부원
군福安府院君이 된 것을 말한
다. 삼서, 즉 세 사위는 차녀서
가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 이
제현李齊賢으로 계림부원군B林
府院君, 3녀서 한림학사翰林學
士 왕숙王璹이 순정대군順正大
君, 4녀서장순공莊順公왕순王
珣이 회안대군淮安大君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국재 문정공 자
신이 부원군인데다 5자3서 8인
의 봉군을 합해 9봉군이 되었
던 것이다.
이러한 구봉군가의 장남으로

서 창화공 권준은 고려 충렬왕
忠烈王 7년, 1281년에 서울 개
경開京에서 출생하였다. 9세에
가훈家勳으로 재고판관齋庫判
官이 되고 1 8세에 대전행수大
殿行首가 되었다. 그리고 관례
冠禮를 올린 나이에 과거에 나
아가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
다. 대전행수로부터6차례를전
직하여 우대언右代言과 좌대언
左代言이 되고 다시 6차례를
옮겨 검교첨의정승檢校僉議政
丞에 대우문大右文 감춘추관사
監春秋館事 상호군上護軍에 이
르러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
臣의 호를 받았다. 그리고다시
품계가 올라 삼중대광三重大匡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이 되었
다.
원元나라 성종成宗의 대덕大

德(1297~1307) 말엽에 원나라

서울에 갔는데 거기에 가 있던
왕자 시절의 충선왕忠宣王이
만남을 기뻐하였고 충렬왕 3 4
년, 1308년에 충선왕이 귀국하
여 수녕궁壽寧宮에서 즉위할
때 2 7세로서 대언代言직에 발
탁된 상태로 위사衛士를 거느
리고 직숙直宿하여 대내大內를
안정시켰다. 그해 겨울에 충선
왕이 원에 조회朝會가는 행차
를 좇아 원의 서울 대도大都에
다녀오고이듬해 1 3 0 9년에 왕을
따라 중국의 오대산五臺山을
종유하였다. 1310년에충선왕을
좇아 원의 대도에 다녀오고 충
선왕 3년, 1311년에는충선왕의
주달로 원제元帝에게서 무의장
군武毅將軍 합포만호合浦萬戶
의 벼슬을 받았다. 충선왕 5년,
1 3 1 3년 3월에왕이원에들어가
강릉대군江陵大君인 충숙왕忠
肅王에게 전위하고 돌아와 원
나라와의 사사使事를 공에게
명하니 공이 자주 원에 왕래하
기를 충숙왕 7년, 1320년까지
계속하였다. 1321년 4월에 왕이
또 원에 불려가억류된채 심양
왕瀋陽王 호暠와 대치하니 본
국에서 폐위를 모의함이 심했
으나 공이 의리를 고수해 사태
가 진정되자 찬성사贊成事를
배하고 한림학사와 우간의대부
右諫議大夫를 지낸 학문으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시를
주관하고 문생을 길렀다. 1339
년 3월에 충숙왕이 승하하자
전왕 충혜왕忠惠王이 습위했는
데 정승 조적曺B 등이 심양왕
을 세우고자 난을 일으켰다. 공
이 위협에도 협조하지 않았는
데 조적이 패하여 복주되고 왕
이 복위하자 길창군吉昌君에서
부원군府院君에 진봉되고 집에
개부開府하여관원을두었다.
충정왕忠定王 3년, 1351년에

는 공이 대신들과 의논해 원에
가 있던 강릉대군 기祺를 세우
니 이가 공민왕恭愍王이었다.
이보다 7년 전에 충혜왕이 승
하하자 원에 볼모가 있던 원자
元子 흔昕이 충목왕忠穆王으로
즉위하니 8세여서 모후 덕녕공
주德寧公主가섭정했다. 그나마
재위 4년에 또 승하하자 그 서
제庶弟 저B를 원의 명으로 세
우니 충정왕인데 그 나이 1 2세
인데다 외척의 전횡과 왜구의
침입으로 중외가 흉흉했으므로
인망이 높은 공민왕을 즉위시
켰던 것이다. 이듬해 공민왕 1
년, 1352년여름에 질환을 만나
자 임금이 보낸 의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7월 1 4일에 7 2세로 졸
했다. 왕이진도하여조회를 폐
하고 예장禮葬을 명했으며 시

호를 창화로 내렸다. 8월 1 6일
에 창화사동昌和寺洞 자효사慈
孝寺 서쪽 언덕, 지금의 경기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瑞谷里
산1 1 2번지에장사하였다.
창화공 권준의 묘소는 현실

玄室에 석벽화石壁畵가 그려져
세칭‘고려벽화묘’로 불릴만큼
훌륭한 규모로 예장되었는데
뒤에 봉사손이 화를 당해 외손
청주한씨가淸州韓氏家로 수호
가 옮겨지고 오래 실전되었다.
1 9 9 1년에 문화재당국의 발굴조
사단에 의해 휴전선 민통선내
의 묘소가 발굴조사되어 묘지
명墓誌銘 등을 찾아 확인하였
다. 묘지명은 문인門人 대제학
이인복李仁復이 짓고 글씨는
손자 제학提學 권용權鏞이 썼
는데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공에대한 충선왕의 은우
恩遇가 남달라 전후로 하사한
것이무수했고왕은또 공의말
만 듣고 어린 넷째아우 권재權
載를 양자로 삼아 왕후王煦로
사성명하였다. 충숙왕의총행도
두터워 개경 한천寒泉의 문성
공文成公 안향安珦의 구택이
타인 소유로 된 것을 국신도감
國?都監에 명하여 매입해 공에
게 하사해그 부친 국재공을효
양케 하니 이로부터 이곳이 강
학처인 한천의 사원士園이 되
고 공의 문생이 많이 배출되었
다. 공의 사위 익성부원군益城
府院君 홍탁洪鐸의 딸은 충혜
왕의 화비和妃가 되었다. 효성
이 지극하여 충숙왕 1 3년, 1326
년에는 문인들과 더불어 부친
국재공의 만수무강을 비는 계
원록桂苑錄을 만들고 충혜왕
복위 3년, 1342년에는 부친을
도와 효행록孝行錄을 편수하였
다. 공의 사적은 부친과 더불어
고려사高麗史에 입전立傳되고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에 올랐
으며 여지승람輿地勝覽 등에
올라 있다. 매우 부귀하되 베풀
기를 너그러이하여 3 0여년 동
안 1 0여명의 중을 먹이면서 불
문佛門에시주한것이많았다.
창화공 권준은 국대부인國大

夫人 보성오씨寶城吳氏 밀직사
사密直司使 오인영吳仁永의 딸
을 맞아 2남2녀를 낳으니 장남
권형權衡은 첨의찬성사僉議贊
成事 현복군玄福君, 차남 권적
權適은 첨의평리僉議評理 길창
부원군吉昌府院君 원정공原靖
公이고 장녀서는 남양인南陽人
인성군麟成君 홍선洪詵의 아들
홍탁洪鐸으로 평리評理 익성부
원군益城府院君, 차녀서는남양
인 삼사사三司使 융戎의 아들,
공민왕의 모후 명덕태후明德太

后의 조카 홍언박洪彦博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 남양후南陽
侯 문정공文正公이다.
창화공의 장자 권형權衡은

자가 사렴士廉이고 초명이 염
廉인데 사전 등에는 초명으로
도 나온다. 충렬왕2 8년, 1302년
1 0월 9일에개성에서나서1 0세
에 훈벌의 종자宗子로서 함경
전녹사含慶殿錄事가 되고 3년
뒤 별장別將이 되었다가 1 4세
에 보마행수寶馬行首로 선발되
었다. 낭장郞將을 거쳐 1 6세에
원나라에 유학하고 1 7세에 돌
아와 봉상대부奉常大夫 삼사부
사三司副使가되었다. 충숙왕 5
년, 1318년 여름에 환국했다가
1 3 2 3년에 2 2세로 다시 원에 들
어가 원제元帝를 도와 중정대
부中正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
이 되었으며1 3 2 5년에는원제로
부터 선무장군宣武將軍 합포만
호合浦萬戶를 선수받아 부친의
작위를 세습하였다. 귀국해서는
응양군대호군鷹揚軍大護軍이
되고 1 3 2 7년에는 2 6세로 선군별
감選軍別監이 되어 군역軍役과
전결田結을 잘 분배하여 민심
을 얻었다. 1328년에또 원나라
에 들어가고 1 3 3 0년에 2 9세로
정순대부正順大夫 좌산기상시
左散騎常侍가 되고 1 3 3 5년에는
장녀가 충숙왕의 수비壽妃가
됨에 따라 현복군玄福君이 되
었다. 1337년에는 개경 숭교리
崇敎里 연못가에 운금루雲錦樓
를 짓고 시중 이제현李齊賢 등
당대의 명류와 교유하였다.
1 3 3 8년 3월에 충숙왕이 3 7세의
공을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찬
성사僉議贊成事로 삼았는데 그
이태 뒤인 충혜왕 복위 1년,
1 3 4 0년 4월 7일에 개성의 집에
서 병몰하니 3 9세였다. 그 배위
군부인郡夫人 상원조씨祥原趙
氏는 본관이 평양平壤과 같고
조선 개국공신 조준趙浚의 조
부 충숙공忠肅公 조련趙璉의
딸이다. 묘소는 경기 개풍開豊
의 태평원太平院에 서향이고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묘지墓誌
를 지었다.
창화공의 차남 권적權適은

호가 계정繼亭이고 생몰연월일
은 미상이다. 충혜왕忠惠王 2
년, 1332년 판전객시사判典客寺
事로서 원제元帝가 왕을 폐하
고 2년 전에 폐위했던 충숙왕
忠肅王을 복위시킴에 따라 왕
의 방탕을 막지 못했다는 죄로
원도遠島로 유배되는 화를 입
었다. 그 8년 뒤 1 3 3 9년에 충숙
왕이 승하하자 심양왕瀋陽王
호暠를 세우려는 무리가 위세
를 떨치는데 공이 이들과 맞서
충혜왕을 옹립하는 데 공을 세
웠다. 충혜왕 복위 1년, 1340년
1월에 원에서 충혜왕을 잡아다
형부刑部에 구속하자 공이 기
철奇轍과 함께 성절사聖節使로
원에가 요로에힘써왕을석방
ㆍ환국시켜 3월에 공식 즉위케
했고 이 공으로 첨의부 참리僉
議府參理에서 찬성사贊成事가
되고 화산군花山君에 책봉되었
다. 1343년에는 권간 강윤충康

允忠등의미움을사 부친 창화
공과 함께 많은 가산을 빼앗기
고 1 3 4 4년 1월에 원에 잡혀가
유배중 승하한 충혜왕에 이어
충목왕忠穆王이 즉위하자 1 0월
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가 되
었다. 충정왕忠定王3년, 1351년
8월에 참리參理가 되고 공민왕
恭愍王 1 0년, 1361년의 홍건적
紅巾賊 침구에 승군僧軍을 거
느리고 싸워 세운 공으로 단성
보절공신端誠保節功臣에 삼중
대광三重大匡 길창부원군吉昌
府院君이 되었다. 공민왕 1 4년,
1 3 6 5년 6월에는 첨의평리僉議
評理가 되었는데 공이 졸한 것
은 우왕禑王 시대로 추정되며
사후에 원정原靖의 시호를 받
았다. 대부인남양홍씨南陽洪氏
는 익산군益山君 운수云遂의
딸이고 계배 대부인 의창황씨
義昌黃氏는 유裕의 딸이며 묘
소는 경기 장단長湍의 능동陵
洞에있다.
창화공의 손자대는 그 장자

현복군 권형權衡의 장자 권용
權鏞이 현성군玄城君으로 그
초명은 일鎰이다. 그묘지에 적
힌 관직은 원元의 선무장군宣
武將軍 합포만호合浦萬戶이고
고려 관직은 중대광重大匡 현
성군玄城君이다. 고려의실직은
밀직부사密直副使였다. 또 그
조부의 묘지에 자서自署한 관
직은 중대광 보문각제학寶文閣
提學 현성군이다. 해서楷書와
전서篆書에 능한 명필이었다.
생몰연월일이미상이다. 공민왕
2 3년, 1374년 9월에 공의 차남
권진權瑨이 자제위子弟衛에 선
입되어 궁중을 숙위하던 중 공
민왕시해사건이 나자 이에 연
좌되어 참화를 당하고 공이 원
주原州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우왕禑王이 보낸 자객에게 치
명하였다. 이화로 창화공 일가
는 그 손자대에서 막언의 참화
를 만나 각계에서 승승장구하
던 인물이일거에꺾이는바 되
었다. 현성군의 부인 광산김씨
光山金氏는 화평군化平君 문민
공文敏公광철光轍의딸이다.
현성군 권형의 차남 권현權

鉉은 도첨의찬성사贊成事의 고
관직에 올랐으나 자제위사건의
여파로 연좌되어 아무 기록도
남아전하는게 없이되었다.
현성군의 3남 권호權鎬는 자

가 희문希文이고 호는 정재靜
齋이며 익대공신翊戴功臣으로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에 이르
렀으며 사후에 양효良孝의 시
호를 받았다. 부인 면천구씨沔
川具氏는 면성군沔城君 판서
영검榮儉의딸이다.
현성군의 4남 권균權鈞은 자

가 희천希天이고 공민왕 1 9년,
1 3 7 0년 9월에 공부상서工部尙
書로서 명나라 서울에 가 신정
을 하례했다. 조선 개국후에는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
치사致仕하고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다. 태조2년, 1494년 4월
에는 전함前銜 밀직密直으로서
자문咨文을 가지고 명의 황태
자궁 진왕부秦王府에 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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