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땅과 연하여 있으니 다른 사
람으로는 능히 당할 수가 없는
자리이다. 또한 경의 체력이 바
야흐로 강장할 때에 의당히 이
와 같은 직임을 맡기는 바이니
마땅히 이를 체득하여 하되 그
조처를 베푸는 방도는 어찌 나
의 말을 기다려서 (늦추어) 행
할 것이랴’하였다. 신발에게일
러 말하기를‘황해도는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 마땅히 은혜로
서 어루만저 기르고 구제하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공의 주임무가
강계도절제사이되 가선대부이니
강계도도절제사이고 강계부사는
판사로서 이를 겸대兼帶하였음
을 알 수 있으니 그 공식 직함
은 가선대부嘉善大夫 강계도도
절제사江界道都節制使 겸판강계
부사兼判江界府事였음을 알 수
있고 이때 그 나이가 장년壯年
으로서3 0대 후반에서4 0대 초반
이었음이비정된다. 그리고세종
1 0년, 1428년 4월 6일에 그 부친
부윤공府尹公 숙肅이 별세하였
으니, 세종이 어버이를 떠나 멀
리 간다고 한 것은 그 모친 정
부인貞夫人 여흥민씨閭興閔氏는
편모로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어쨌든 세종이 하직
인견시 이처럼 특별히 당부하는
말이 실록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 신임이 두터웠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부임해 가서
변방의 일로 신속히 조처할 일
이 있으면 먼저 시행하고 뒤에
보고하되 왕명을 기다리느라 시
기를 잃지 말라고 위임하고 있
는 것도그러하다.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세

종 1 7년, 1435년 6월 5일 을사일
조乙巳日條 실록에 공의 졸기卒
記가실려있다.

강계절제사권복졸江界節制使
權復卒 복자자초안동인復字子初
安東人 정유중무과丁酉中武科
누천판사복판통례병이조참의累
遷判司僕判通禮兵吏曹參議 갑인
배강계절제사계가선甲寅拜江界
節制使階嘉善 지시순변향만포구
자至是巡邊向滿浦口子 노우애석
타중좌견이졸路遇崖石墮中左肩
而卒 복선사차유여력復善射且有
곰力 급졸막불석지及卒莫不惜之
자칠온량공검양외신子七溫良恭
儉讓畏愼 공상태종녀숙근옹주恭
尙太宗女淑謹翁主 : 강계절제사
권복이 졸했다. 복은 자가 자초
이고안동인이다. 정유년에무과
에 급제하여 거듭 옮겨서는 판
사복시사判司僕寺事와 판통례원
사判通禮院事를 거쳐 병조와 이
조의 참의를 지냈다. 갑인년에
강계절제사를배하여 품계가 가
선대부嘉善大夫였는데 이에 이
르러 변경을 순시하다가 만포구
자滿浦口子를향하는 길에 절벽
에서 떨어지는 돌이 왼쪽 어깨
에 맞아 졸했다. 복은 활을 잘
쏘고 또한 여력이 있었는데 졸
하게 되니 애석히 여기지 않음
이 없었다. 아들이 일곱이니 온
溫ㆍ양良ㆍ공恭ㆍ검儉ㆍ양讓ㆍ

외畏ㆍ신愼인데공은 태종의 딸
숙근옹주淑謹翁主를 상尙하였
다.

만포구자는 지금의 만포진滿
浦鎭으로서 만주의 집안輯安과
연락되는 압록강의 내륙 포구이
다. 이곳이 강계읍에서는 1백3 0
리가 떨어진 곳으로서 당시로서
최전방의요충지였다. 당시의강
계부 관할은 근대의 강계군과는
달리 훨씬 커서 그 계내에 강계
사군江界四郡이라 부르던 여연
閭延ㆍ무창茂昌ㆍ우예虞芮ㆍ자
성慈城의 네 고을이 소속되어
있었고 특히 파저강의 야인을
막는 곳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
역이고 만포구자에도뒤에 진鎭
을 베풀고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기 때문에 만포진이라는이
름으로 바뀌었거니와, 이때에는
거기에 진도 첨사도 없었기에
절제사가 직접 순시를 나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이 낙
석으로 변을 당한 곳이 어디인
지는 알 수 없으나 대개 지역의
지형이 매우 험준한 곳이고 마
침 음력 6월초의 장마철이어서
지반이 빗물을 머금어 약해진
어떤 단애 밑의 잔도棧道를 지
날 때 큰 규모의 낙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공의 향
년이 얼마였는지는 어디에도 기
록이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공을 1년 전에 떠나보내면서세
종이 장년이라고 칭했으니 4 0초
반을 그리 많이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남자가 3 0
세를 넘으면 장년으로 부르고
4 0을 넘으면 이미 장년에서 벗
어나는것으로통념하였다. 또한
강계부사는 문무관 간에 외직으
로서 요직이어서 그곳을 거치면
의주부윤義州府尹 또는 목사牧
使로 옮기고 무관은 평안병사平
安兵使, 문관은평안감사로승진
하는 예가 조선조를 통해서 많
이 있었다. 공이 장년으로 판강
계부사와 절제사를 겸했기 때문
에 이같은 불행이 없었더라면
장차 평안관찰사 겸병사를 거쳐
북진北鎭을 개척했던 김종서金
宗瑞의 예와 같이 병조판서 등
으로 들어와 내직의 경대부가
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가있겠다.
공이졸하고1 0일 만인동년 6

월 1 5일에 공에게 관직을 추증
하는기사가나온다.

추증권복위자헌대부병조판서
追贈權復爲資憲大夫兵曹判書.
초상문복졸初上聞復卒 즉의우정
부육조왈卽議于政府六曹曰 복원
부변임復遠赴邊任 우변운명遇變
殞命 수비전사지비雖非戰死之比
역시가련亦是可憐 차위부마지부
且爲駙馬之父 조휼지수의당가륭
吊恤之數宜當加隆 치부치제노차
지대등사致賻致祭路次支待等事
하이위지何以爲之. 추증즉황희
등왈의자헌追贈則黃喜等曰宜資
憲 이맹균등왈李孟畇等曰 품질
의의이정지제品秩宜依已定之制.
치부치제즉노한등왈致賻致祭則
盧�等曰 의경관정이품례依京官

正二品例 황희등왈의겸행치조黃
喜等曰宜兼行致吊. 노차지대즉
첨왈路次支待則僉曰 의초차량인
졸체송宜抄車兩人卒遞送 차령경
숙각관且令經宿各官 설조석전공
급종자設朝夕奠供給從者 우령소
과강계평양황주제지又令所過江
界平壤黃州祭之 상명종희등지의
上命從喜等之議 유치부특가십석
唯致賻特加十石 : 권복을 자헌
대부 병조판서로추증하였다. 처
음에 상께서 복이 졸했음을 듣
고 곧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케
하기를‘복이 멀리 변방의 직임
에 나아가 변을 만나 운명하였
으니 비록 전사한 것에 비할 수
는 없다 하더라도 또한 연민스
러운 일이고 게다가 부마의 아
비이니 조상하여 진휼하는 수량
을 의당 융성하게 더해야 할 것
인즉 부의를 하고 제사를 내리
며 반장返葬하는 길에 상차喪次
를 설하고 이를 지원하여 대우
하는 등의 일을 어찌 해야 하겠
는가’하였다. 추증하는일에 관
해서는 황희黃喜 등이‘마땅히
자헌대부로 해야 한다’하고 이
맹균李孟畇 등은‘품계와 직질
은 의당 기왕에 정해진 제도에
의거해야 한다’하였다. 부의와

제사를 내리는 것은 노한盧�
등이‘마땅히 서울의 내직 정2
품의 예로 해야 한다’하고 황
희 등은‘겸하여조의를 내려야
마땅하다’하였다. 중로의 상차
와 이를 지원하는 일은 모두가
말하기를‘마땅히 차량과 인부
및 군졸을 선발하여 갈마들며
호송케 해야 하고 또한 지나다
가 야숙을 하게 되는 각급 관아
로 하여금 아침저녁의 상식上食
을 베풀게 하고 일을 좇아 도울
종자從者를 공급케 하며 또 지
나가게 되는 강계와 평양ㆍ황주
에서는 제사를 지내도록 해야
한다’하였다. 상께서황희 등의
의논을 좇으라 명했는데 오직
부의를 내리는 데에는 특히 곡
식 1 0석을더하게하였다.

이 실록의 기록으로 보면 공
의 장례와 추증에 대한 예우가
매우 각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임금의 은우恩遇도 두터웠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공이졸한 후
1 0여일 동안 그 빈소가 만포구
자에 마련되어 있었고 강계부
관아로 운구가 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에 반장하여 강계를 지
날 때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

게 하라는 조처가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2 0여일이 다시
지난 동년 7월 7일자 실록에 공
의 셋째아들 화천군花川君공恭
이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에 갔다
가 돌아오는 길에 평안도에 이
르러 부친의 부고를 들음에 따
라 강계江界로 분상奔喪하는 기
록이 나온다. 아마 이때까지 공
의 장사는 늦추어져 강계에 빈
소를 머물러두고 중국에 간 아
들 화천군이 돌아오는 것을 기
다려 강계로 분상을 와서 그 행
상을 모시고 서울에 이르게 하
고자 배려하였을 것으로 추측된
다.

사은사화천군권공회지평안도
謝恩使花川君權恭回至平安道 분
부상우강계奔父喪于江界. 공지
장환기배사恭之將還旣拜辭제특
명소친어좌순문帝特命召親御左
順門 진공근전면위왈進恭近前面
慰曰 이국왕지성사대爾國王至誠
事大 이역원로로췌爾亦遠路勞�
사의일습賜衣一襲 각색단자라사
견각오필各色段子羅絲絹各五匹
은오십량삽화순금대일요銀五十

52 0 0 9년 8월 1일 토요일 제128호

지난 6월 2 7일 스페인에서
열린 제3 3차 유네스코 세계유
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조
선왕릉 4 0기가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즉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1 9 7 2년 1 1월 세계문화 및 자
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
라 인류를 위해 보존할 유산
으로 이를 문화ㆍ자연ㆍ복합
유산의 셋으로 나누어 등재하
고 있다. 2008년까지 여기에
1 4 5개국에서 문화 6 7 9건, 자
연 1 7 4건, 복합 2 5건 등 8 7 8건
이 등록되었다.
국가별로는 이태리가 4 3건

으로 제일 많고 스페인 4 0건,
중국이 3 7건이다. 우리는 이
번의 조선왕릉을 포함해 문화
가 8건, 자연이 1건으로 9건
이 등록되었다. 그리고 현재
전남 강진의 도요지陶窯址와
경주 양동마을ㆍ안동 하회마
을을 묶은 역사마을이 등록을
신청중인 상태이다.
한국은 1 9 9 5년 1 2월에 처음

으로 경주의 석굴암ㆍ불국사
와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藏
經板殿 및 서울의 종묘宗廟
등 3건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받았다. 1997년
에는 서울 창덕궁昌德宮과 수
원의 화성華城이 등재되고,
2 0 0 0년에는 경주의 역사유적
지구와 고창ㆍ화순ㆍ강화의

고인돌군이 등재되었다. 2007
년에는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자연유산으로 되고,
2 0 0 4년에는 북한과 중국이 공
동으로 고구려 고분군古墳群
을 등재하였다. 종묘제례 및
제례악ㆍ판소리ㆍ강릉단오제
등 3건은 무형유산으로, 훈민
정음ㆍ조선왕조실록ㆍ직지심
체요절直指心體要節ㆍ승정원
일기承政院日記ㆍ대장경판및
제장경판諸藏經板ㆍ조선왕조
의궤儀軌 등 6건은 기록유산
으로 등재된 것이다.
석굴암은 신라 전성기 걸작

품으로 건축ㆍ수리數理ㆍ기하
학과 종교ㆍ예술이 총체적으
로 실현된 점이 인정되었고
불국사는 불교리가 건물을 통
해 형상화된 사례와 건축미로
인정되었다. 대장경판은 역사
와 내용의 완벽, 정교한 인쇄
술, 보존과학의 탁월함으로,
종묘는 제왕을 기리는 유교사
상의 표본으로 잘 보존된 원
형이 평가되었고, 창덕궁은
비정형 조형미를 갖춘 궁궐
로, 수원 화성은 동서양 군사
시설을 배합해 방어기능이 특
출한 독보적 성채로 등재되었
다. 경주 역사유적구는 남산
ㆍ월성ㆍ대능원大陵園ㆍ황룡
사ㆍ명활산성明活山城 등에
산재한 유산을 포괄하고, 제
주도는 화산과 용암동굴 및

다양한 희귀생물종의 서식지
분포 등이 화산생성 및 생태
계 연구의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받았다. 북한 소
재 2기를 제외한 조선왕릉 4 0
기는 유교와 풍수전통을 기반
한 조경양식과 제례의식으로
이어진 5 0 0년 역사의 신神의
정원의 경관과 재실ㆍ홍살문
ㆍ재각齋閣ㆍ봉분 등의 세계
유일의 양식이 압도하였다.
자국의 문화재가 이같이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그
국가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정
체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바 된다. 이는 국가민족의 명
예로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무
형적 가치이다. 물론 관광자
원으로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 높아지고 유네스코 협약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사회의 보호와
감시를 받게 되고 5년마다 재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에 우

리나라의 족보가 등재 신청되
었다는 소리를 아직 듣지 못
하고 있다. 족보는 원래 중국
에서 유래되었지만 우리나라
에서 그 유례가 없이 발달하
여 지금도 계속 발행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족보가 만약
인류의 기록문화유산으로 유
네스코에 등재된다면 이는 안
동권씨의 성화보成化譜로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일이므로 안동권씨 문중에만
한계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
나 우리가 먼저 여기에 한번
착안해볼 때가 된 것은 아닌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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