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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허비문遺墟碑文
역경易經에 이르기를‘군자

君子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명성名聲을 이룩하지 못하며
종신終身토록 쓰이지 못하더라
도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확고
確固하게 도道를 지킨다’했
고, 또 말하기를‘선善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후손後孫에
이르기까지 경사慶事가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통훈대부通
訓大夫로서 군자감정軍資監正
을 지내신 휘 집덕執德께서 바
로 그러한 분이시다. 공公은
왕조王朝의 교체기交替期에 즈
음해 한 몸으로 천하대세天下
大勢를 바로잡지 못할 것을 알
고는 스스로 심산유곡深山幽谷
에 몸을 숨기고는 자정自靖의
길을 택擇하셨다. 그리하여 생
졸연대生卒年代며 공업사적功
業事蹟을 상고詳考할 길이 없
으니 가석可惜할 뿐이거니와
후대後代를 내려오는 동안 자
성子姓이 번연蕃衍해서 기려불
억其麗不億으로 세습잠신世襲
簪紳이며 누공누경累公累卿이
니 성훈聖訓이 가험可驗이라.
공公은 고려삼한벽상삼중대광
아부공신 태사高麗三韓壁上三
重大匡亞父功臣太師휘 행幸을

시조始祖로 받드는 삼한벌족三
韓閥族 안동권씨 계출系出이시
다. 십세十世에 이르러 휘 수
홍守洪이 고려 은청광록대부
추밀원부사 상서좌복야 상장군
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尙書
左僕射上將軍으로 복야공파僕
射公派의 파조派祖이다. 복야
공僕射公의 아드님이 고려 금
자광록대부 지문하성사 겸 병
부상서金紫光祿大夫知門下省
事兼兵部尙書 휘 자여子輿이니
바로 공의 오대조五代祖이다.
그 아드님이 고려 금자광록대
부 첨의평리金紫光祿大夫僉議
評理 휘 책�이니 공의 고조高
祖이고, 그 아드님이 고려 추
성동덕협찬공신 삼한벽상삼중
대광 도첨의우정승예천부원군
推誠同德協贊功臣三韓壁上三
重大匡都僉議右政丞醴泉府院
君 원조 태자동궁좌찬선元朝太
子東宮左贊善 시諡 문탄공文坦
公 호號 일재一齋 휘 한공漢功
이니 공의 증조曾祖이며, 그
아드님이 고려 추성정책 안사
공신 삼중대광 지밀직사사 화
원군推誠定策安社功臣三重大
匡知密直司事花原君시諡 충헌
공忠憲公 호號 유암柳菴 휘 중
달仲達이니 공의 조祖이고, 그
아드님 되는 정순대부 판종정
시사正順大夫判宗正寺事휘 사
종嗣宗이 바로 공의 고考이시
다. 비�는 벽진이씨碧珍李氏
로 참의參議 휘 군상君常의 따
님이시다. 공은 사형제중 막내
인바 장長은 휘 집중執中으로
판사判事를 지냈고, 중仲은 휘
집경執經으로 목사牧使를 지냈
으며, 다음은 휘 집지執智로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를 지냈
다. 공은 벌열閥閱 가문에서
태어나 자질資質이 과인過人하
고 학문學問이 도저到底했으나
환로宦路에 머물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때마침 여말선초麗末
鮮初의 왕조교체기王朝交替期
로 정정政情이 혼란을 거듭하
고 있었기에 공은 감정監正 벼
슬을 버리고 영남의 고읍古邑
가수현 대평리嘉樹縣大坪里로
낙향해 자정自靖의 길을 택했
다. 공성孔聖께서 일찍이‘숨
어 살면서 그 뜻을 찾고 의義
를 행해 그 도道를 실천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듣긴 했으나
그런 사람을 보지는 못했다’
하셨으니 여기 감정공監正公이
몸소 실천한 분이다. 사적事績
도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정훈庭訓에 따라 덕화德化를
입은 자여손子與孫은한결같이
지행至行 범세範世로 세상의
모해模楷가 되었고 국가발전의
동량棟樑이 되었으며 대를 이
어 번영을 거듭하고 있다. 공
의 생몰년生沒年은 알 수 없으
나 묘소는 대평리 천동大坪里
泉洞 간좌艮坐이고, 배위配位
는 숙인 강양이씨淑人江陽李氏
로 이조판서吏曹判書 휘 휴�
의 따님이며 묘소는 고현리 죽
죽古縣里竹竹 간좌艮坐이다.
아드님 셋을 두었으니 장남 돈
惇은 검교중추부사檢校中樞府

事이고, 차남 회恢는 사온서령
증사헌부지평司캘署令贈司憲府
持平이며, 삼남 촌忖은 문과文
科 양산군사梁山郡事이다.공의
장남 돈惇은 무사無嗣하고, 차
남 회恢는 안동권씨 복야공파
僕射公派 감정공계監正公系오
대계파五大系派의 서령공계署
令公系 계파조系派祖인데이남
사녀를 두었으니 장남 효성孝
誠은 사직司直이고 차남 효인
孝仁은 문과文科 병조참의兵曹
參議이며 여女는 목사牧使 이
순전李純全, 윤황尹黃, 목사牧
使 정종아鄭從雅,  김유종金有
宗에게 출가했다. 효성孝誠은
이남二男을 두었으니 장남 득
신得信은 진위장군振威將軍이
고 차남은 득량得良이다. 효인
孝仁의 일남은 근根인데 문과
文科 장령掌令이다. 득신得信
은 삼남이녀를 두었으니 장남
수평守評은 증우윤贈右尹이고,
차남 수균守均은 무사無嗣하
고, 삼남 수공守公은 참봉參奉
이며, 여는 홍팽수洪彭壽와 최
달하崔達河에게 출가했다. 득
량得良은 이남二男을 두었으니
장남은 맹보孟輔이고, 차남 맹
지孟智는 교위校尉이다. 근根
의 일남은 학연鶴延이다. 공의
삼남 촌忖은 이남삼녀를 두었
으니 장남 계우繼祐는 진사 사
용司勇이고, 차남 계복繼福은
생원이며, 여는 직장直長 성구
成s., 사정司正 손순종孫順宗,
창승倉丞 손윤하孫胤河에게출
가했다. 계우繼祐는 이남일녀
를 두었으니 장남 금석金錫은
전옥서봉사典獄署奉事이고 차
남 금성金成은 호군護軍이며,
여는 시정寺正 이록숭李祿崇
에게 출가했다. 금석金錫은 사
남삼녀를 두었으니 장남 시민
時敏은 생원으로 감정공계監正
公系 오대계파五大系派의삼괴
당계三槐堂公系 계파조이고,
차남 시주時柱는 무사無嗣하
고, 삼남 시득時得은 내금위사
직內禁衛司直인데 감정공계監
正公系 오대계파의 사직공계司
直公系 계파조이고, 사남 시준
時準은 영경전참봉永慶殿參奉
인데 감정공계 오대계파의 참
봉공계參奉公系 계파조이며,
여는 생원 변희철邊希哲과 감
역監役 연수延脩와 정홍鄭泓에
게 출가했다. 금성金成의 이녀
二女는 남양군南陽君 홍경주洪

景舟와 전성군全城君 이한원李
翰元에게 출가했다. 계복繼福
은 감정공계 오대계파의 생원
공계生員公系 계파조인데 이남
二男을 두었으니 장남 철동鐵
仝은 생원진사生員進士이고차
남 영동永仝은 군자감봉사軍資
監奉事이다. 철동鐵仝은 사남
四男을 두었으니 장남 경추敬
錘는 충순위忠順衛이고, 차남
경치敬�는 무사無嗣하고, 삼
남은 경수敬銖이고, 사남 형衡
은 문과文科 가선대부嘉善大夫
사직司直이다. 영동永仝은 이
남二男을 두었으니 장남 경의
敬義는 별좌別坐이고, 차남 경
인敬仁은 무사無嗣하다. 이후
는 여기 다 기록하지 못한다.
원원유장源遠流長으로 자손子
孫이 번성繁盛해 혹은 문학文
學으로 명세名世하고 혹은 도
덕으로 사장師匠이 되어 여러
갈래로 계파를 이뤄 각지에 세
거世居하면서 국가발전에 공헌
하고 있다. 이제 공의 유덕遺
德을 기리고 유훈遺訓을 간직
한 각파의 대표사문代表斯文들
이 그 사적事跡의 일단一端이
나마 돌에 새겨 후세에 남기기
로 뜻을 모으고 반궁泮宮으로
불녕不Л을 찾아와 글을 청하
니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그
대강을 적는 바이다. 공의 관
직은 문헌에 따라 군자감정軍
資監正 또는 군기감정軍器監正
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경인庚寅 2 0 1 0년 청명절淸明

節 성균관成均館 관장 철학박
사 경주慶州 최근덕崔根德 근
지謹識
● 고유문告由文(권헌조權憲

祖)
공유부군恭惟府君 분문대조

分門大祖 승국명현勝國名賢 삼
품청질三品淸秩 습구청전襲舊
靑氈 세혁풍란世革風瀾 인몰무
징湮沒無徵 백세재한百世齎恨
오매창망寤寐蒼茫 기송지탄杞
宋之嘆 유구유장愈久愈長당일
유허當日遺墟 상이정녕尙爾丁
寧 세경육백歲經六百미신미성
未伸微誠 행뢰신필倖賴信筆 유
잠재명幽潛載明 계산정채溪山
呈彩 운물증광雲物增光 정령서
열精靈胥悅 척강양양陟降洋洋
백호중양白虎重陽 일길신량日
吉辰良 잔손준분孱孫駿奔예수
무흠禮數無欠 감고궐유敢告厥
由 오소강감於昭降鑑

삼가 생각해보니 부군은 분
가分家한 가문의 큰 조상이시
고 고려高麗의 명망있는 어진
분이십니다. 삼품三品 관작은
맑은 지위인데 집안 대대로 벼
슬을 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
고 혼란스러워 사적이 묻히고
빠져서 징험徵驗이 없습니다.
백세百世토록 한을 머금고 오
매불망寤寐不忘 멀고 아득하였
습니다. 기杞나라와 송宋나라
처럼 증거가 없음을 오래오래
탄식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유
허遺墟가 아직 그대로 온전합
니다. 세월이 6 0 0년이나 지나
도록 작은 정성도 펴지 못했습
니다. 다행히 미더운 글에 힘
입어 어둡고 잠긴 사적을 밝게
드러내었습니다. 시내와 산이
고운 빛을 띠고 주위 경치가
더욱 빛났습니다. 정령精靈께
서 서로 기뻐하며 양양洋洋하
게 오르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경인년 구월 구일은 좋은 날입
니다. 자손들이 바삐 움직여
예의와 절차에 빠짐이 없습니
다. 감히 그 사유를 고하노니
아, 밝게 내려다보십시오.

<사진·글 權五達>

32 0 1 0년 1 1월 1일 월요일 제136호

▲ 권해갱 수비추진위원장이제막식 인
사말을 하고 있다

▲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가 본손으로
서 축하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본손 권영길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
를 하고 있다

남강공 추향 안내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미조현 1 4 3번지 남강공南岡公 묘역하 재사에서 참봉공·남강
공 이하 현선조의 추향례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본방손 여러분의 많은 참제를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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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남강공종회 도유사 權 晉 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