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己의 장자인 종형 순정順正의
아내 증숙부인贈淑夫人 전의이
씨全義李氏가 역시 강화에서
공이 순사한 익일 3 0세로 욕을
피하고자 순절하고 순정의 아
우 진사 순창順昌의 아내 증정
부인贈貞夫人 인동장씨仁同張
氏가 손윗동서와 함께 2 7세로
순절하고, 공의 중부仲父 송재
공松齋公 휘 책기責己의 차남
인 종제 순구順久의 아내 증숙
부인 진주소씨晉州蘇氏가같은
날 2 8세로 자결하여 1 4인이 되
었다. 거기에 공의 종 의남의
누이동생 의녀宜女가 여러 상
전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 자결
로 종순하여 일가 순절자가 1 5
인이었다. 

•사후의 포전褒典
당시의 일을 채록한‘난리잡

기亂離雜記’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용相容(김상용)이 일이 글
렀음을 알고 마침내 가인家人
들과 작별하고 입었던 옷을 벗
어 하인에게 주며‘네가 만일
살거든 내 아이들에게 전하여
뒷날 허장지구虛葬之具로쓰게
하라’하고 곧 남문으로 가 화
약 상자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시인侍人에게‘가슴이 답답해
연초煙草를 피우고 싶으니 불
을 가져오라’하였다. 시인은
상용이 일찍이 흡연을 아니하
므로 불을 가져오지 않자 재촉
하여 가져오게 하더니 손을 내
저어 곁에 있는 사람을 멀리
물리쳤다. 권순장과 김익겸이
‘상공相公이 홀로 좋은 일을
하시렵니까’하고 끝내 떠나지
않으니 상용이 드디어 궤짝에
불을 던져 넣었다. 사람과 문
루가 폭발에 날려 흩어져 보이
는 것이 없었다. 

당시 살륙과 능욕이 무상하
여 자결하는 이가 적지 않았으
나 집단 순사殉死로써 충절을
보이기는 공의 일가가 으뜸이
었다. 동년 6월에 강화유수江
華留守 윤이지尹履之가 계하여
‘절의가 많은 것은 권가權家가
으뜸’이라 하였다. 난이 지나
간 후에 인조가 명하여 공을

사헌부 지평持平에 추증追贈하
고 자손을 녹용錄用하라 하였
다. 뒤에 또 숙종은 명하여 공
에게 이조판서吏曹判書를가증
加贈케 하였다가 다시 1품 숭
정대부崇政大夫의정부 좌찬성
左贊成을 재가증하고 충렬忠烈
의 시호를 내리며 강화의 충렬
사忠烈祠에 배향케 하였다. 시
호 충렬은 위신봉상危身奉上
(몸을 위태롭게 하여 위를 받
듦)이 충忠이고 병덕준업秉德
遵業(덕행을 잡아 공업을 좇
음)이 열烈이라 하였다. 영조
는 공에게 충신의 정려旌閭를
명하고 정조조에는 임금이 불
천위不遷位로 기신제忌辰祭를
영구히 받들게 하는 부조지전
不�之典을 내렸다. 
조선왕조 인조실록仁祖實錄

의 인조 1 5년, 1637년 1월 2 2일
자 기사의 공에 관한 졸기卒記
에‘별좌 권순장은 참판 권진
기의 아들이다. 김익겸과 함께
남문루에 갔는데 김상용이 장
차 스스로 불에 타 죽으려 하
면서 그들에게 피해 물러가라
하였으나 듣지 않고 함께 죽었
다. 뒤에 모두 관직을 추증토
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 실록의 동년 1 0월 2 8일자에
는 승정원承政院에서임금에게

‘대개 일이 급해졌을 때 김상
용이 겉옷을 벗어 하인에게 주
고 곧 성문루에 올라가 화약상
자를 갖다 놓고 남초南草(담
배)를 핀다는 핑계로 불을 가
져다 스스로 불질렀고 그 하인
이 받은 옷을 가져다 초혼招魂
에 썼다 합니다. 또 참의 홍명
형洪命亨과 별좌 권순장도 따
라가자 김상용이 손을 휘저어
물러가라 하였으나 기어코 떠
나지 않고 같이 불에 타 죽었
으므로 김상용·홍명형·권순
장의 시신을 끝내 거두지 못하
였으니 이는 명백하여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김상용이
남초를 피우지 않는 것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어찌
목숨을 버릴 때에 초심을 바꾸
어 정녕 남초를 피우려 하였겠
습니까’하고 아뢰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인조실록 인조 1 8년, 1640년

8월 1 3일조에 공의 모친 정부
인 평창이씨
가 비변사備
邊司에 정문
呈文(진정
서)을 올려

‘아들 권순
장이 강도江
都에서 순절
하였는데 그
딸이 심양瀋
陽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
니 종과 말
을 보내 속
贖바칠 값을
가지고 가게
해 달라’하
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내용으로

보아 공의 한 아들 정간공靖簡
公 시경是經 외에 뒤에 김남일
金南一에게 출가하는 딸이 또
한 호병胡兵의 포로가 되어 만

주의 심양에 끌려가 있다가 속
전贖錢을 내고야 귀환될 수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 2년, 1661년 4월 1 7일자

실록에는 공이 강화의 충렬사
에 종향從享되는 기사가 나오
는데‘순장은 고 감사 권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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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담공 묘하의 신도비

독립기념관낙성獨立記念館落成

적년숙원사금성積年宿願事今成: 해를 쌓은 숙원 사업 이제 이루니
광복강산부환명光復江山復煥明: 광명 찾은 이 강산 다시 밝아 찬란하다
결사정란부대절決死靖亂扶大節: 죽기로 난을 누름 큰 절개 지킴이요
투신포기진방명投身捕己振芳名: 몸을 던져 포박되어 꽃다운 이름 떨쳤도다
운회근역선언일運回槿域宣言日: 천운이 돌아옴 이 나라에 선언하던 날
독립대한만세성獨立大韓萬歲聲: 대한의 독립을 만세로 소리쳤는데
고관신개인경축高館新開人慶祝: 높다란 관각 열려 사람들 경축하니
열충의사자연생烈忠義士自然生: 충렬의 의사가 저절로 나오겠네

동애권족숙헌조만사東厓權族叔憲祖輓詞

규성일야낙강동奎星一夜落江東: 문창성文昌星하룻밤에 강동으로 떨어졌네
회고오림유숙동懷古吾林有孰同: 회고컨대 사림에서 뉘 이와 같았던가
누항단표군자락陋巷簞瓢君子樂: 가난한 여염 한 그릇 밥 군자의 즐거움이요
숭고덕의추로풍崇高德義鄒魯風: 높은 덕망과 의리 공맹부자 풍격이었네

팔십일년근신궁八十一年謹身躬: 81년을몸소 삼가며 실천하여
어시어례강이통於詩於禮講而通: 시서와 예악을 강하며 통하였거늘
수문천상하기조修文天上何其早: 하늘에서 글 닦을 일 무에 그리 서두시나
수곡해가통우통數曲�歌慟又慟 : 몇 가락 해로가�露歌에 통곡통곡하네

충효인륜지수忠孝人倫之首 : 충효는 인륜의 으뜸

무괴어심불괴천無愧於心不愧天: 마음에 부끄럽지 않고 하늘에 부끄럽잖음
고래백행효충선古來百行孝忠先: 예로부터 백가지 행실에 효도와 충성이라
난신적자장종후亂臣賊子藏踪後: 난신적자의무리 자취를 감춘 다음
엄부명군인도변嚴父明君引導邊: 엄한 아비 밝은 임금 이끌어준 나머지라
신수강륜가도정身守綱倫家道正: 몸으로 삼강오륜 지켜 가도를 바루고
심존예의세칭현心存禮義世稱賢: 마음속 예의 지녀 세상이 어질다 일컬으면
인생재세의여차人生在世依如此: 사람살이 세상에서 이같음에 의탁할새
양속미풍영구전良俗美風永久傳: 선량하고 아름다운 풍속 길이 전하리

동애선생권헌조족숙만사東厓先生權憲祖族叔輓詞

단아기심근후자端雅其心謹厚姿: 단아한 그 마음에 도타이 삼가는 마음
문장성예묘년시文章聲譽妙年時: 문장가 성화聲華는 묘령妙齡에 비롯하고
근천지효치가정根天至孝治家政: 하늘에서 난 지극 효도 집안을 다스리며
돈자임천수고규遯自林泉守古規: 스스로 임천에 숨어 옛 규범 지키셨네

하수유인팔십년遐壽由仁八十年: 인덕으로 말미암은 긴 수한 8 0년
평생불입시비변平生不入是非邊: 평생에 시비 가리는 곳 발딛지 않아도
향린자자칭고사鄕隣藉藉稱高士: 향당에서 높은 선비라 자자한 가운데
부의궁환성명전扶義窮�性命全 : 대의로 세상 마치도록 성명 온전하셨네

문중 漢詩 특선순례 ⑤

權 五 傑

아호 노소魯巢, 자덕명德名
종파宗派 3 5世, 1922년영주시 봉현면 노좌리생

봉현면 소방대장 ·면장 ·우체국장, 통대統代·평통平統 위원
안동권씨대종회부회장, 태사묘太師廟·능동재陵洞齋수임首任

4면으로 계속

權 五 昌

아호 송정松亭, 자광명光明
종파 3 5世, 1943년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생( (위 노소와 곤계⊗季)

풍기·부여·영동인삼협동조합 전무, 삼협농산蔘協農産 전무이사, 안동권씨대종회 종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