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성동지부장ㆍ성동노인대학
장ㆍ성균관 전의典儀 및 고문
등을 지냈다.
한편 퇴직후부터 종사宗事와

위선사爲先事에헌신하여 각급
문중대소사에 유사有司로 소임
한 것이 부지기수인데 1 9 7 8년
에 6 6세로 1 8대조 안숙공파보
安肅公派譜 편수에 주필主筆하
고 1 9 8 3년에 추밀공파보樞密公
派譜 편찬시에 부도유사副都有
司가 되었다. 19대조 양촌 문
충공文忠公 묘역의 재각과 사
우祠宇 건축과 신도비 개각改
刻 등을 동역董役하고 같은 무
렵에 양촌선생기념사업회陽村
先生紀念事業會를 초창初創하
여 부이사장ㆍ양촌회보陽村會
報 주간主幹ㆍ상임고문등으로
수천만원의 정재淨財를 희사하
며 그 이사장이 되어 만년까지
동사업회의 유지와 발전 방도
모색에 고심하다 그 직임을 승
계하지 못한 채 고종하였다.
그밖에도 1 4대조 습재習齋 선
생의 장척 묘정비墓庭碑와 원
선대遠先代의 묘역에 자담으로
석물을 더한 것이 여러 건이어
서 평생에 종사에 쓴 금액이 5
천금에 이르는데 이는 시가격
치로 일가재一家財가 될 정도
이다. 85세를 넘어서까지 율시
律詩에 공심하여 서울의 여러
시사詩社에 출장하여 부시賦詩
하고 해외여행시의 풍광도 시
편에 담았다. 그리하여 1 9 9 7년
8 6세시에는 그렇게 모은 3천여
수의 시편을 모아 6백수면의
거편 초암시고樵巖詩藁를출간
하기도 하였다.

동갑의 연안차씨延安車氏 용
희龍熙의 여 부순副順 유인과
결혼하여, 유인은 1 9 8 5년 5월
1 0일 7 3세로 졸하니 옹은 이후
로 2 5년 동안 환거鰥居하였다.
3남3녀의 장남 석명奭明은 백
부 초은樵隱 오주五周공에게
출계하였는데 연세대졸 독일유
학 화공학자化工學者경영인으
로 동양화학東洋化學 그룹 창
업사장ㆍ회장ㆍ종신고문직에
있다가 6년 전 7 2세로 불효하
는 바 되었다. 그 소생 손자는
순영純暎ㆍ순호純浩, 증손은
용일容一ㆍ용주容柱ㆍ용원容
元이다. 차남 혁수赫秀는 경희
대 한의대졸 한의사로 고려대
졸 광주光州 노유채盧裕采를
배하여 2남1녀를 기르니 남은
순욱純煜ㆍ순민純뗬, 여는 순
혜純惠이다. 3남 혁중赫中은
공전대졸 교직원으로 온양溫陽
정선옥鄭善玉을 배하여 2남 순
황純榥ㆍ순표純杓를 길렀다.
장녀 혁란赫蘭은 동기거장同氣
居長으로 사업자 장수長水 황
춘연黃春淵에게 출가하여 2남
인중仁中ㆍ인석仁錫을 기르고,
차녀 기란奇蘭은 연세대졸 중
등교사로 밀양密陽 박성석朴聖
錫에게 출가하여 1남 석원錫源
을 길렀다. 3녀 혁순赫順은 수
도사대졸 중등교사로 제주濟州
양인택梁仁澤에게 출가하여 1
남 우준旴準을 길렀다.
옹을 추모하는 뜻에서 문집

에서 고른 유시 3수와 졸자의
만사는 별도로 싣는다.

<사진ㆍ글 權五焄>

1 12 0 1 0년 7월 1일 목요일 제134호

▲ 하관후 광중의 지경다지기가 거행되고 있다.

거의라는 뜻이다. 모�는 꺼린
다는 뜻이다. 위違는 어기는
것이다. 태殆는 위태롭다는 뜻
이다. 
【주】《서경》〈주서〉〈진서〉편의
원문과 다른 부분이 있어 원문
을 실어두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자료는 청淸나라 손성연孫
星衍이 짓고 중국 북경의 중화
서국中華書局이 출판한《상서
고금문주소尙書古今文注疏》와
이가원李家源이 감수監修하고
배연욱과 이기석이 역해譯解,
홍신문화사가 출판한《서경》을
참고하여 따왔다. 〈昧昧我思之,
如有一介臣, 斷斷�無他技, 其
心休休焉, 其如有容

°
人之有技,

若己有之
°
人之彦聖, 其心好之,

不영若自其口出
°

是能容之, 以
保我子孫黎民, 亦職有利哉! 人
之有技, 冒疾以惡之; 人之彦聖
而違之, �不達, 是不能容, 以
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

10-15. 唯仁人放流之, 많諸
四夷, 不與同中國

°
此謂唯仁

人爲能愛人, 能惡人
°

많, 讀爲屛, 古字通用
°
◎많,

猶逐也
°

言有此�疾之人, 妨賢
而病國, 則仁人必深惡而痛絶
之
°
以其至公無私, 故能得好惡

之正如此也
°

10-15. 유인인방유지, 병
저사이, 불여동중국

°
차위유

인인위능애인, 능오인
°

병, 독위병, 고자통용
°
◎병,

유축야
°
언유차모질지인, 방현

이병국, 즉인인필심오이통절

지
°
이기지공무사, 고능득호오

지정여차야。
오직 어진사람만이 시기하

고 질투하는 자를 귀양보내
거나 사방의 오랑캐 땅으로
몰아내어 중국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
을 말하여‘오직 어진사람

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
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고 한다.
병많은 병屛으로 읽으며, 옛

날 글자로 통용되었다. ◎병많
은 쫓아낸다는 뜻과 같다. 이
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 있어 현명한 사람을 방해하

고 나라를 병들게 한다면 어진
사람은 반드시 깊이 미워하고
단호하게 절단해야 됨을 말하
였다. 지극히 공적이며 사사로
움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
어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음
이 이와 같다.

追慕陽村先生 : 양촌선생을추모함

先祖遺功學德成선조유공학덕성: 선조의 이룬 학문과 덕망 공업으로 남아
著書偉跡擅其名저서위적천기명: 저서와 위대한 자취 그 명성 오로지하는데
省楸謁伏生焄想성추알복생훈상: 성묘와 엎드려 뵈오며 생각의 향기에 잠기니
履(24)尤深慕悅情이극우심모열정: 잔재주로 기려 기뻐하는 마음 더욱 깊어지네
花樹春園和雨潤화수춘원화우윤: 후손의 모임 봄 동산에 펴 끼치신 은택이 고르고
簪纓仕籍列星明잠영사적열성명: 역대에 벼슬한 자손 기라성 같이 밝은데
襟紳逸興吟觴席금신일흥음상석: 일대의 선비들 빼어난 흥취로 잔을 들어 읊는 자리
陵洞齋中有笑聲능동재중유소성: 능안의 재사에서는 웃음소리 퍼져나가네

秋城晩眺 : 가을 성위에 늦게 올라 바라봄

澹泊生涯樂最眞담박생애낙최진: 덧없이 맑은 생애 즐거움이 진보라 할까
爲探烟霞訪仙隣위탐연하방선린: 신선의 이웃 찾아 노을 이내에 산성 오르는데
蟬聲綠樹爭敲腹선성녹수쟁고복: 매미 소리 푸른 나무에서 태평을 노래하고
�語彫樑巧弄脣연어조량교농순: 들보를 쪼으며 조잘대는 제비 부리가 교묘하네
掃�深窓書味足소두심창서미족: 좀벌레 털어낸 서재 깊은 서가 책냄새 그윽하고
合簪華榻友情新합잠화탑우정신: 선비로 만난 그윽한 서안에서 우정이 새로워
優遊畵界忘塵界우유화계망진계: 그림 같은 세상을 노닐다가 티끌 세상 잊었더니
更作逍遙物外人갱작소요물외인: 다시 소요를 나가서는 현세를 떠날까 하네

*위의 칠언률 두 수는 옹의 부음만년賦吟晩年인 1 9 9 7년, 86세시의 소작 중에서 고른 것
이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 9 9 9년 1월 1일 옹은 본보의 창간호에 다음과 같은 축시를 기고
하였다.

慶賀大宗會報創刊 : 대종회보 창간을 경하함

大宗會紙創刊年대종회지창간년: 대종회지가발간을 비롯하는 해에
瑞運開來世事賢서운개래세사현: 상서로운 운이 열려 세상일 어질게 되고
華閥遺蔭千歲耀화벌유음천세요: 화려한 문벌로 남기신 음덕 천년을 빛내는데
古昌精氣萬秋連고창정기만추련: 안동에 서린 정기 만년으로 이어지네
群生花樹從而樂군생화수종이락: 무리로 나는 화수모임 이를 좇아 즐겁고
大節倫綱賴以全대절윤강뇌이전: 큰 기절 윤리강상이 이를 힘입어 온전하매
木鐸和聲人自合목탁화성인자합: 신문의 화음에 사람이 절로 합심하고
傳文發展好因緣전문발전호인연: 전통문화 발전에 좋은 인연 맞이하리

*다음은위 축시의 운자韻字를 차次한 본지 발행인의 만사輓詞이다.

謹次本報創刊祝韻輓樵巖翁 : 삼가 본보의 창간축시 운자를 차하여 초암옹을 만함

상수허도백무년嘗誰虛道百無年: 누가 일찍이 생무백세生無百歲를말했던가
이탄초옹수차현已誕樵翁壽且賢: 이미 초옹樵翁이 어진 수고壽考 타고나셨거늘
현세기인망한거現世幾人忘恨去: 이 세상 몇이나 한을 잊고 떠나리오마는
분양홍하경류련汾陽洪�慶流連 : 곽분양郭汾陽의 홍복 여경餘慶으로 이어 흐르네
낙하고좌형귀일洛河故坐形歸日: 낙하리 고향 언덕에 형상形象이 돌아가던 날
내이가배창도전奈以加롄�悼全 : 한 줌 흙으로 어찌 구슬픔을 다하려 하리오
수학엄등선우화瘦鶴奄登仙羽化: 학같은 모습이 문득 신선되어 오르셨으니
응제백보작교연應�白甫作僑緣 : 모름지기 시성詩聖들 더불어 새로운 연분 맺으시겠지

庚寅季春日 權族�五焄追輓 : 경인년 늦은 봄날, 권씨의 일가 아우 오훈 뒤늦게 상엿줄
에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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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五 容

아호 樵巖
추밀공파 양촌계 3 5世

漢城詩社長ㆍ陽村紀念事業會이사장
1 9 1 3년 癸丑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생
2 0 1 0년 庚寅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별세

1 3면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