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파해 천하를 통일했다. 국호
를 한漢으로 하여 천자天子에
등극하고 관중關中에 도읍했으
며 1 2년 재위하였다)을 불러들
여 물었다.
“그대는 세상에서 무슨 원통
한 일이 있어서 이에 이르렀느
뇨?”
그러자 한태조 유방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내가 척검尺劍(한 자의 칼)
과 포의布衣(벼슬이 없는 베옷
의 평민)로 패택沛澤에서 일어
나 강포한 진秦을 멸하고 무도
한 항우를 잡아 천하를 통일한
후 공이 있는 여러 장수를 각
기 봉작封爵하여 그 대접함이
박하지 아니하였거늘 저희 등
이 신자臣子의 도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반역을 꾀하다가 주
륙誅戮을 면치 못하고서 도리
어 나를 원망하고 이리 핍박하
여 송사를 일으켰으니 바라건
대 대왕은 나의 원통함을 자세
히 살펴 명백히 처결하소서.”
염왕이 듣고서‘그대는 아직

물러가 있으라. 내 분명히 살
펴 처치處置하리라’고 하니 한
태조가 물러서 나갔다.
또 서초西楚의 패왕覇王 항

적項籍(항우項羽)을 불러들여
물었다.
“그대는 개세蓋世(세상을 뒤
덮음)의 영웅이어늘 무슨 일로
이렇듯 구차히 송사를 하느
뇨?”
이에 항우項羽가 길이 탄식

하며 말했다.
“과인寡人이 2 4세에 8천 자
제子弟를 거느리고 강동江東
(중국의 양자강揚子江 하류 남

안南岸 일대로 오吳나라 땅이
며 항우가 이곳에서 군사를 일
으켰고 강좌江左라고도 한다)
에서 일어나 아홉번 싸워 진秦
나라 장수 장감章邯을 파하고
그후에 한왕漢王 유방劉邦으로
더불어 형양滎陽(하남성河南省
형수滎水의 북쪽)과 성고成皐
(하남성河南省 범수현氾水縣
북서쪽 상가진上街鎭에 있던
동괵국東㉧國 지역으로 춘추시
대 정鄭나라의 성고읍成皐邑)
사이에서 8년을 싸워 천하를
다툴새, 유방이 형세가 궁하여
화친和親을 청하기로, 내가 천
하를 반분半分하고 군사를 파
罷하여 동으로 팽성彭城(상고
시대 7 0 0세를 살았다는 팽조彭
祖가 봉해진 땅으로 대팽大彭
이라고도 하며 춘추시대 송宋
나라 도읍이고 초회왕楚懷王과
항우가 도읍한 곳으로 강소성
江蘇省 동산현銅山縣 지역)에
돌아갔더니, 저 간사한 유방이
언약을 배반하고 제후諸侯의
병사를 합하여 과인의 뒤를 엄
습하니 이 어찌 대장부가 할
바이리오. 과인이 오강烏江(중
국 안휘성安徽省의 화현和縣을
동북으로 흐르는 강으로 여기
에서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여
자결했다)에 이르러 여마동呂
馬童(항우의 고향사람인데 항
우가 오강에서 패하자 한왕을
위해 핍박해 죽게 하고 중수후
中水侯가 되었으며 사후에 엄
嚴으로 시호도 받음) 6인의 핍
박을 입어 자문이사自刎而死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음)하였
으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
오.”
이렇게 말하니 염왕이‘대왕

의 소원대로 할 것이니 물러

있으라’하였다. 항우가 물러가
자 또 한신韓信을 불러 물었
다.
“너는 초楚나라를 버리고 한
漢나라에 돌아가 대장大將이
되어 천하를 평정하고 벼슬이
왕王의 작위에 이르렀으니 부
귀富貴가 인신人臣(남의 신하
된 사람의 뜻으로 임금을 제외
한 모든 사람)에 극極하였거늘
무슨 일로 다시 진희陳B(한漢
의 완우宛B 사람으로 유방을
따라 군사를 일으켜 낭중郞中
으로서 전공을 세워 유격장군
遊擊將軍에 양하후陽夏侯가 되
고 조趙나라 대代 땅의 변방을
지키며 빈객을 초청해 잘 대우
하니, 조의 재상 주창周創이
그에게 다른 뜻이 있다 상주하
여 황제가 불러들이자 마침내
모반해 자칭 대왕代王이 된 뒤
주발周勃에게 패해 도망치다
번쾌樊B에게 잡혀 죽었다)와
더불어 반叛하기를 꾀하다가
죽었느뇨? 또 이제 무엇이 원
굴寃屈타 하여 번거로이 송사
하느뇨? 이는 모두 네가 스스
로 취取한 것임은 생각지 아니
하고 도리어 사람을 원망함이
니 어찌 그르지 아니하리오.”
한신이 말을 듣고 울며 대답

하였다.
“소장小將이 회음淮陰(강소
성江蘇省 회음현淮陰縣 땅으
로, 하남성河南省 동백산桐柏
山에서 발원하여 안휘성ㆍ강소
성을 거쳐 황하黃河로 흐르는
회수淮水의 남쪽이라 하여 회
음으로 부르고, 이곳에 한신이
후侯로 봉작되어 그를 회음후
淮陰侯라 함)에서 일어나 처음
에 항우를 섬기매 벼슬은 불과
집극랑執戟郞(고대의시랑직侍
郞職으로서 창을 잡고 시위하
는 낭관의 뜻)을 하게 하고 드
리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올
리는 계교計巧(여러 모로 생각
해낸 계책)를 쓰지 아니하기
로, 이에 항우를 버리고 한漢
나라에 돌아간즉 한왕漢王이
소장을 상장군上將軍으로 삼아
인수印綬(옛 관리의 직인과
끈)를 주며 스스로가 먹는 밥
을 밀어주어 나를 먹게 하고
입는 옷을 벗어 나를 입게 하
며 언청계종言聽計從(하는 말
은 들어주고 계책은 좇아 써
줌)하기로, 힘을 다하여 대병
大兵을 거느리고 진창陳倉(섬
서성陝西省 보계시寶鷄市 동쪽
에 있던 현縣으로 유방이 한신
의 계책을 써 항우와의 싸움에
서 기선을 제압한 곳)의 옛길
로 좇아 나와 삼진三秦(진秦나
라 말에 항우가 관중關中 지역
을 셋으로 나누어 진나라에서
항복한 장수 셋에게 나누어 봉
한 옹雍ㆍ새塞ㆍ적翟의 3국)을
평정하고 항우를 파하여 5년
동안에 한왕으로 하여금 제업
帝業을 이루게 하였으니 고왕
금래古往今來(예로부터지금에
이르기까지)에 공업功業이 소
장의 위에 오를 자 없거늘, 한
왕이 무단無端히 소장을 의심
하여 진평陳平의 간사한 꾀를

써 거짓 운몽雲夢(소택沼澤을
이르는 말로 동정호洞庭湖를
포함하는 초楚나라 땅의 통칭)
땅에서 제후諸侯를 조회朝會받
는다 하고 소장을 잡아다가 초
왕楚王(유방이 황제가 되어 한
신에게 봉했던 왕의 호)의 벼
슬을 앗고 회음후淮陰侯를 봉
하니 이는 죄없는 사람을 죽이
기 어려워 마지 못하여 함이
요, 그후에 대代나라(전국시대
戰國時代 조趙나라에 망해 대
군代郡으로 강등되었던 나라로
산서성山西省 대동군大同郡의
동부와 하북성河北省울현蔚縣
의 동북부) 정승 진희陳B가
반할 때에 소장의 사인舍人(원
주原註 : 좌우에 친근히 있는
사람)이 죄 있기로 소장이 죽
이고자 하였더니 그 아우 사공
저謝公著가 소장을 무소誣訴
(거짓 꾸며 참소함)하되, 소장
이 진희로 더불어 꾀를 통하여
한가지로 반하려 한다 하매 여
후呂后(한漢 고조高祖 유방의
황후 여씨呂氏로 단보單父 사
람 여문呂文의 딸. 여문은 유
방이 미천하였을 때 그 상相을
보고 귀히 될 것을 알고 사위
를 삼았고, 여후는 뒤에 고조
와 아들 혜제惠帝가 죽자 정권
을 좌우하고 악행을 하며 친정
여씨를 제왕諸王에 봉해 제위
까지 여씨에게 넘기려 하여 여
씨의 난의 원인을 이룸)가 소
하蕭何(장량張良ㆍ한신韓信과
함께 한삼걸漢三傑의 한 사람)
와 함께 의논하여 소장을 죽이
고 삼족三族(친족과 외족外族
및 처족妻族)을 멸하였사오니
천하에 어이 이러한 각골지통
刻骨之痛(뼈를 깎아내는 고통)
이 있사오며, 또 소장이 전일
에 관상觀相하는 허부許負(한
漢나라 하내河內의 온溫 사람
으로 사람의 관상을 잘보는 노
파인데 주아부周亞夫라는사람
이 하내태수河內太守일 때, 그
대가 3년후 후侯가 되고 다시
8년후 장상將相이 되는데 그후
9년에 굶어죽을 것이라 하여
과연 그 말대로 되었다. 한고
조가 기특히 여겨 명자정후鳴
雌亭侯에 봉했다)라 하는 사람
에게 상을 보오니, 허부가 기
려 이르되, 소장의 몸이 극히
귀하고 와석종신臥席終身(자리
에 누워서 몸을 마침)하리라
하옴에, 그 말을 믿고 있었더
니 마침내 몸이 육장肉醬(죄인
의 주검이 썩지 못하게 소금으
로 절여 젓을 담아 조리돌리는
것)이 되었사오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이꼬.”
염왕이 이같은 말씀을 듣고

가로되‘그러하면 허부許負를
잡아오라’하여, 급히 하령下
令하여서는 허부를 불러들여
꾸짖어 이르기를‘네 인간人間
에서 어찌 사람의 화복禍福을
알리느뇨? 하늘이 사람을 생겨
내심에 부귀복록富貴福祿과사
생길흉死生吉凶을 점지點指하
시거늘, 네 어찌 한신을 속여
미리 깨닫지 못하고 죽게 하였
느뇨?’하니 허부가 대답하여

아뢰었다.
“세상의 사람의 상을 보는
자, 어찌 그름이 있으리오. 그
러므로 옛적 당거唐擧(전국戰
國 시대 양梁나라 사람으로 당
거唐ㅀ라고도 하며 사람의 형
상과 안색을 보고 길흉과 요상
夭祥을 알아냈다.

전라북도 전주全州ㆍ완주完
州의 안동권씨종친회가 6월 1 1
일 그 4 4차 정기총회를 열었
다. 당일 1 1시부터 1 2시 3 0분
까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있는 종친회관 회의실에서 5 0
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
오덕權五悳 수석부회장의 사
회로 개회되어 의례를 행하고,
권영평權寧平 회장의 개회 인
사말에 이은 경과 보고와 감사
보고 등이 행해졌다. 그리고
결산안이 승인되고 예산안이

토의, 통과되었다.
기타 토의 사항의 순서에서

는 주로 종친회의 발전과 단합
에 관한 사항이 모색, 토의되
었고, 시조 묘역을 비롯한 선
대 유적지 순례를 정례화하여
시행할 일 등이 의논되었다.
회의를 마치고는 일동이 인

근의 해연회관 식당으로 이동
하여 권오덕 부회장의 건배제
의로 화합의 잔을 들며 여흥의
순배를 나누었다.

<전주ㆍ완주종친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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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ㆍ완주종친회제4 4차 정기총회

▲ 전주ㆍ완주종친회의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권성權誠(언론
중재위원장·
인하대법학대
학원장·전 헌
법재판관·추
밀공파 제간공

계 3 7세)씨는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동창회에서 선정하는 제
1 8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으로 박명호 전 서울법대학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권기홍
전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선정되어 5월 2 7일 서울 플라
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서 이를 수상하였다.

권태균權泰均
(조달청장·5 5
세)씨는 6월 7
일 주 아랍에
미리트 대사로
임명되었다.

권대사는 행시 2 1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금
융정보분석원장,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 등을 지낸 뒤 지식
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을 거쳐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달청장에 재임했다.

권오을權五乙
(국책자문위
원·포럼‘오
늘’대표·전
국회의원·검
교공파 사복재

계 3 5세)씨는 6월 9일 국회 사
무총장(장관급)에 내정되었다.
이는 신임 박희태 국회의장이
내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알려
진 바였다. 권 사무총장은 경
북고·고려대 정외과 동대학
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
한상공회의소에 근무하다 3 4
세에 경북 지역 최연소 도의
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5
대 총선 때 경북 안동 지역구
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
선된 이래 내리 3선을 하였다.

권준표權俊標
(순천종친회
장·전 순천시
부시장·추밀
공파 남강공계
38세)씨는 순

천향교 전교로 선임되어 6월 4
일 취임하였다. 순천 입향조
남포공종중의 회장도 겸하고
있는 권전교는 오랜 공직생활
중 홍조근정훈장·근정포장
등을 받고 퇴임 후에는 유림
과 문중 행사에 헌신하여오며
지역사회 역사문화 보존개발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
다.

4면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