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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계대미상의 별보로 편제
되어오다가 1 9 0 7년의 정미보에
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야
공의 손자‘윤형’이라는 가상
인물과 동일인으로 비정하여
복야공파 부사공계府使公系로
입록 편제하니 1 9 6 1년의 신축
보辛丑譜에서도이를 답습하였
다. 1982년에 임술보壬戌譜를
편간하면서 급사중공 후손의
가첩과 세전문헌을 재계고한
결과, 호장동정 염廉 아래 호
장 이여利輿로 이어지고 급사
중공의 선고가 동정배융교위
엄嚴이며, 이 교위공 엄이 호
장공 이여의 아들이되 그 서차
는 미상이라, 호장공 이여의

계자위季子位에입록하여 계대
를 이정釐整하고 1 9 8 5년에 안
동의 태사묘太師廟 숭보당 회
의에 각파 대표 7 8인이 참석하
여 토의 끝에 이를 확정하였
다. 그리고 2 0 0 0년에 국문판전
산대동보를 편제하면서 급사중
공에 대한 고려사와 고려사절
요 등의 기록이 발굴됨에 따라
급사중공의 계대상 세대차에
대한 시비는 사라지게 되었다.
고유제는 이날 1 0시에 행사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
데 원지 후손 참예자의 미도착
등으로 1 1시 경으로 늦추어 거
행되었다. 횡성 향교의 김인규
金仁奎 장의가 여성 홀기해설

자와 함께 나와 찬인집사贊引
執事를 겸하여 집례를 하여 주
는 가운데 3헌례로 헌관 등이
조복을 입고 행한 본행례의 집
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初獻官 : 권욱인權旭

仁
아헌관亞獻官 : 권오겸權五

謙
종헌관終獻官 : 권양옥權養

玉
집례執禮 : 권욱래權旭來
축祝 : 권순인權純寅
찬인贊引 : 김인규金仁圭
우집사右執事: 권장철權壯哲
좌집사 : 권욱형權旭亨

<사진 權貞澤·글 權五焄>

2월 2 6일 토요일 오전에 충
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능안
의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 3대
묘역하 추원재追遠齋에서문충
공종중의 임원회의가 열렸다.
권오섭權五燮 총무의 성원 보
고에 이어 개회가 선언되고 국
민의례와 시조 묘소를 향한 망
배를 행하였다. 이어 권영위權
寧偉 회장이 개회 인사말에서
임원회의를 열게 된 취지를 설
명하고 이날 회의의 중요 안건
인 종약개정안을 상정하였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①제1조 명칭에서, 종중의

이름을‘안동권씨문충공파종
중’을‘안동권씨추밀공파문충
공종중’으로 개정
②제6조 임원의‘4항 이사

1 0명 내외. 단 회장·부회장이
겸직한다’를 삭제, ‘5항 재산
관리위원 6명 내외’를 신설,

‘6항 감사 2명’을‘감사 3명’
으로 개정
③제7조 3항‘총무’를‘사무

국장’으로, 제8조 3항‘이사
회’를‘회장단’으로, 제8조 5
항‘종무위원’을‘재산관리위
원’으로, 그밖에‘이사회’로
돼 있는 모든 조항문구를‘회
장단’또는‘임시회’로 개정
④제1 8조 수호인의 수호 대

상을‘문충공·문경공·안숙공
·익평공·마전공’으로 하여 3
대에서 빠진 선조를 삽입하고,
제2 0조의‘이사회’를‘회장단’
으로 개정
이러한 개정 내용에 대한 토

의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수호인’의 명칭을‘관리소장’
으로 바꾸는 문구 수정 건인데
이는 그대로 두기로 하였으며,
종중의 봉사 대상 선조 중‘3
대’에 포함되는‘안숙공·마전
공’의 봉사와 제반 수호 문제
로 종회장과 안숙공 후손 임원
간에 조율이 어려운 점이었다.
여기에서 안숙공과 마전공의
봉사에 대해 수호인측의 완강
한 거부 의사가 나와 격론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실무 차원
에서 별도의 조율을 하기로 하
였다. 
기타 토의 안건에서 3월 1 7

일 자정에 행사되는 문충공 부
조묘不�廟의 기신제와 3월 2 2
일 밤 경남 하동 금남사錦南祠
(문충공 배향)의 춘향 및 3월
2 7일에 행할 음성 수레산 연못
정비 행사 등에 대한 대책과
공지사항이 토의되었다.    

<사진·글 權炳逸>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에 있는, 안동권씨 추밀공파
시조후 2 1세 습재習齋 권벽權
擘 선생을 주벽으로 제향하는
화산사華山祠의 세일사歲一事
상향례常享禮가 4월 7일, 음력
3월 5일의 정일에 서천군의 한
산韓山 지역 유림 주관으로 봉
행되었다. 본디 이곳에는 습재
선생의 현손 제월재霽月齋 정
간공貞簡公 권성權�省 선생의
영정을 봉안한 영당影堂만이
있었으나 1 9 9 2년 3월 안동권씨
창수공종중에서 1억원을 지원
하여 화산사를 창건하고 서원
이름을 또한 화산서원이라 하
였다. 그리고 주벽 습재 선생
외에 그 아들 석주石洲 권필權

� 선생과 한산의 육군자六君
子로 추앙받던 풍옥헌風玉軒
조수륜趙守倫·지족당知足堂
권양權讓·과묵당果默堂 홍미
洪�·수초당遂初堂 문정공文
貞公 권변權�·제월재 권성
선생 등 6현을 열배하였다. 
아직 강당과 동서재 등을 갖

추지 못했으나 지역에서 화산
서원으로 통칭하고 있는 이곳
은 현임 이돈직李敦稙 원장 이
하 유림이 주관하고 있거니와,
향사는 춘계의 세향으로 받들
며 초헌관은 고을 성주인 서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군
수가 나오지 아니하여 한산향
교의 전교가 대행하였다. 그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김종규金鍾圭
아헌관 : 노옥래盧玉來
종헌관 : 차돈희車敦熙
집례 : 김원중金元中
대축 : 김형진金炯振
진설 : 박창숙朴昌淑·이정

복李廷福
사준 : 강원순姜元淳·박문

배朴文培
봉향 : 이무복李武馥
봉로 : 이정복李政馥
봉작 : 최을호崔乙鎬
전작 : 이관재李觀載
알자 : 권오룡權五龍
찬자 : 박우주朴遇周
찬인 : 허철행許哲行
직일 : 나주운羅�運
향례가 끝나고 주문해온 도

시락으로 점심음복을 하는 자
리에서 안동권씨측 본손유사 2
인 중 1인인 권태환權泰煥씨가
사의를 표했다. 현재 안동권씨
창수공 종중과의 협조관계가
원활치 못해 어려움이 많은데
다 연로하고 점점 힘겨워 못하
겠다면서 필자에게 이를 이어
받아 줄 것을 간곡히 종용했
다. 이에 필자가 정 사람이 없
다면 부족한대로 해보겠다고
하니, 조만간 연락하거든 다시
내려와 인계인수를 해 달라 하
였다.    

<사진·글 權炳逸>

방을 패공沛公으로 세워서는
그를 좇아 선봉先鋒이 되어 진
을 공격해 많은 전공을 세웠
다. 진의 도읍 함양咸陽에 들
어가서는 유방이 그곳에 안주
하려는 것을 간하여 패상�上
으로 돌아가 주둔케 하고 항우
가 유방을 죽이고자 연 홍문의
연회에서는 맞대응 검무劍舞로
유방을 가로막아 구했다. 뒤에
좌승상·상국相國·무양후武
陽侯에 이르렀다. 번쾌관樊�
冠이 있는데, 이는 번쾌가 홍
문연의 급박함에서 옷을 찢어
방패를 싸 임시로 머리에 쓴
모자인데 후인이 이를 장하게
여겨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썼다. 또 번쾌배달樊�排�이
란 성어가 있는데, 한고조가
병중에 사람을 물리칠 때 번쾌
가 궁궐의 복도문을 밀어차고
들어가 간언을 한 고사이다)·
주발周勃(유방의 동향 패沛 사
람으로, 나무처럼 변함없고 도
타이 너그러웠다. 일찍이 비천
하여 퉁소를 불어 남의 장사를
도왔는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여 강후絳侯에 봉해졌
다. 고조가 일찍이‘유씨를 편
안하게 할 자는 반드시 발勃이
라’했는데 뒤에 극악한 여후
가 죽자 그 척족 여러 여씨가
난을 일으켰다. 주발이 진평과

모의하여 그들을 주살하여 평
정하였다. 문제 시 우승상을
배하고 죽어서 무武의 시호를
받았다. 주발직박周勃織薄이라
는 성어는 그가 누에 채반, 박
곡薄曲을 짜서 먹고 살았다는
말로, 본디 그 선대가 권卷 땅
사람인데 패 땅으로 이사와 누
에 치는 채반을 짜고, 퉁소를
불어 장사를 도우며 살았다는
이야기이다)·관영灌창·하후
영夏候창(유방의 동향 패沛 사
람으로 고조를 도와 항우를 치
고 삼진三秦을 평정해 여음후
汝陰侯가 되었다. 작위가 태복
太僕에 이르고 등령봉거�令奉
擧가 되어 등공�公으로 호칭
되었다. 유방이 항우에게 패하
여 급히 말달려 숨으려 할 때
그 아들 효혜孝惠, 즉 혜제 영
盈과 노원魯元을 버리니 영이
거두어 싣고 끝내 풍읍豊邑에
이르렀다. 뒤에 혜제가 붕하자
대신들과 더불어 문제를 세웠
다)·왕릉王陵(사수泗水 패현
沛縣의 호족인데 유방이 형으
로 섬겼다. 무리를 모아 유방
에게 종속하여 천하가 평정되
자 안국후安國侯에 봉해지고
우승상으로 있을 때, 악녀 여
후가 여러 여씨를 왕으로 봉하
고자 이를 왕릉에게 물으니 능
이 안된다 했다가 태부太傅로
좌천되어 권한을 빼앗으므로
병을 칭탁하고 물러났다. 

▲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급사중공 단소 일대. 중심으로 뻗어내린 낮은 산줄기 끝자락에 기적비가 있고 그 위 가운데 쯤에 단
소가 자리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양촌 문충공종중 임원회의

▲ 문충공종중의 임원회의

충남 서천 화산사華山祠 상향례

▲ 화산사의 향례에서 초헌관이 폐백을 올리고 있다

1 3면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