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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념사 (竣工記念辭)
  오늘 공사간(公私間) 다망(多忙)하신 중에도 이처럼 

왕림(枉臨)하여 주신 귀빈(貴賓)과 일가 여러분께 충심

으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이곳은 우리 직제학공

(直提學公) 선조(先祖)님의 유택(幽宅)을 모셔 온지 

600여년을 지나오면서 대대손손(代代孫孫) 번창(繁昌)
함의 뿌리가 박혀있는 유적지(遺蹟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손들의 발길이 멀어져 실전(失傳)하여 약 

70여년이나 향화(香火)가 단절(斷絶)되었다가 임진왜란

(壬辰倭亂)후에 기봉공(岐峰公, 諱 復起)께서 안동(安
東)에 정착하여 백방으로 탐문 끝에 이곳 마을 노인(老
人)들의 고증(考證)으로 묘소를 찾았으나 혼자의 힘만

으로는 황폐한 묘소를 복원하기가 어려워 승지(承旨) 
북천공(北川公, 諱 永詢)에게 지원을 구하니 북천공은 

우의정(右議政) 춘호공(春湖公, 諱 永慶)과 협의 끝에 

북천공을 경상도(慶尙道)의 관찰사(觀察使)로 부임(赴
任)케 하니 북천공은 도임(到任)후 기봉공과 협조하여 

묘소를 복원하고 묘전(墓前)에 비(碑)를 세우고 재사

(齋舍)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 후 화재로 재사(齋舍)가 소진(燒盡)되고 

묘소관리(墓所管理)가 어렵게 되자 각처의 후손들이 정

성으로 재건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견된 상

량문(上樑文)의 년도만 식별(識別) 가능(可能)하고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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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님의 주관인지는 식별이 곤람함을 안타깝게 생각합

니다.
  그 후 200여년이 지나면서 재사(齋舍)는 또다시 퇴락

(頹落)되어 중수(重修)한 것이 1850년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수(重修)후 또다시 150여년의 세월이 지나 

재사(齋舍)는 퇴락(頹落)되고 자손들은 생활권(生活圈)
을 달리하다보니 결집력(結集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

다.
  이에 12년 전에 뜻있는 종인(宗人)들이 힘을 모아 직

제학공파대종회(直提學公派大宗會)라는 이름으로 종중

(宗中)을 구성하고 초대회장(初代會長)에 5선국회의원

(五選國會議員)이신 치송(致松) 족조(族祖)님을 모시고 

모임을 가지면서 종릉재사중수(鍾陵齋舍重修)와 호암

(虎巖), 종릉(鍾陵) 두 곳 토지(土地)를 각기 종중재산

(宗中財産)으로 등기(登記)를 하였습니다.
  2대회장(二代會長)에 13대 국회의원(國會議員)이신 

승번(升蕃) 회장(會長)님을 모시고 종사를 같이 하면서 

퇴락(頹落)한 재사중수(齋舍重修) 방안(方案)을 모색하

던 중 문화재급(文化財級) 가치론(價値論)이 대두되면

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서 

추진한 것이 지방문화재자료(地方文化財資料)로 지정

(指定)을 받게 되어 오늘에 이르러 재사중수(齋舍重修)
의 준공행사(竣工行事)를 갖게 되니 감개무량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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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할 수 없으며, 종현(宗賢) 여러분의 심정도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화재지정에 힘써 주신 김휘동(金輝東) 안동

시장(安東市長)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종중(宗中)을 맡아 오늘이 있게 수고해 주신 전

임(前任) 승번(升蕃) 회장(會長)님, 전임(前任) 승번(升
蕃) 총무(總務)님의 노고를 치하(致賀)드리면서 뒤에서 

애를 써 주신 목기(穆基) 풍산그룹 총괄부회장님, 인희

(仁熙) 봉화 군수님, 하성(河成) 전 경상북도 도시건설

국장, 희걸(熙杰) 안동민속박물관장, 영번(榮蕃) 행정자

치부 국장, 춘규(春奎) 문화재청 학예관님, 본회(本會) 
용훈(龍勳) 고문님, 중기(重基) 안동종회 총무이사님, 
태식(太植) 본회(本會) 관리이사(管理理事)님, 묘역공사

에 애쓰신 중락(中洛) 족조님 그리고 정화사업에 많은 

기금을 협찬해 주신 각파 종중회장님과 종현님의 모선

정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행사(行事) 집
행위원장(執行委員長)을 맡아 애쓰신 수곡파 안동화수

회 원희(元熙) 회장과 형기(衡基), 승기(承基), 창석(菖
錫) 집행위원(執行委員)을 비롯한 전집행위원(全執行委
員)들께 뜨거운 감사를 전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2004년  11월  7일
        全州柳氏 直提學公派 大宗會長 20代孫 元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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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辭(1)
  단풍이 곱게 물들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곳 녹

전면 소재 전주류씨 호암재사의 보수공사 준공식을 갖

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보수공사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

다.
  우리 안동은 예로부터 명현거유(名賢巨儒)가 배출되

어 온 선비의 고장이며,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의 유

교문화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문화재들이 지역에 다

양하게 소재하고 있어 안동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

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 고장을 문화재 보고(寶
庫)라고까지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호암재사는 전주류씨 2세 류극서(柳克恕)
의 묘소를 수호하고 묘제를 지내기 위한 재실로서 건립

연대는 1500년대에 건립되었다고 전해 오고 있으며, 건
축의 구조가 평면구성과 구조양식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2001년
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09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호암재사는 오랜 역사의 풍상으로 퇴락ㆍ노후가 

심해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어 2003년도 국비 1억원, 도
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등 총 2억여원의 예산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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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오늘에야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뜻 깊은 

보수공사 준공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호암재사 보수에 이은 앞으로의 여정은 문화유산은 

보유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보존

ㆍ계승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 줄 것인가

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준공식을 맞이하여 문화유산에 따른 관리의 중요성을 

성찰하고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들이 함께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이 오래오래 보존되도록 다 함께 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암재사 보수공사 준공식을 계기로 우리 문

화유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잘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다져 

나가도록 합시다.
  그 동안 공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

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7일
                               안동시장  김 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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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辭(2)
  오늘 전주류씨의 숙원사업이었던 호암재사가 오랜 

기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옛 모습을 되찾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호암재사 보수를 위하여 백방으로 애를 쓰신 류

원희 전주류씨 직제학공파 대종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

원 여러분과 오늘 준공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많

은 도움을 주신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완벽한 보수공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시공업체 

관계자 여러분과 공사기간 중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

편을 감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

다.
  문화재는 그 시대의 생활환경과 삶의 정신을 담은 창

조적인 예술품이며,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긴 세월

의 역사까지도 더불어 간직한 역사의 증거물이자 미래

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온 소중

한 문화재들이 오랜 세월의 풍상과 천재지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고 사라

져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호암재사가 단지 외형적으로 옛 모습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애써 가꾸고 물려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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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우리의 소중한 내 고장 문화유산을 스스로 가꾸고 

보호하는 문화재 애호정신을 길러 나가도록 해야겠습니

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아 우리 

후손에게 영원토록 전해 줄 우리의 얼과 삶의 결정체인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ㆍ전승하는데 가능한 지원을 아

끼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호암재사 복원사업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

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7일
                        안동시의회 의장  이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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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辭(3)
  수확의 계절을 맞아 존경하는 김휘동 안동시장님, 이
재갑 안동시의회 의장님,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

에서 직제학공 묘역정화, 호암재사 중수기념행사에 참

석하신 전주류씨 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류씨 대종중 이사장의 종직(宗職)을 맡은 

류형수입니다. 오늘은 전주류씨 종사(宗史)에 큰 획을 

긋는 영광스런 날입니다.
  시조이신 완산백의 둘째 아드님으로 보문각의 직제학

을 역임하신 직제학공(휘 극서)께서 616년 전 개경에서 

별세하시니 효성이 지극하신 첨지중추부사 휘(諱) 정

(汀), 영흥대도호부사 휘(諱) 빈(濱)께서 천리(千里)를 

운구하여 이곳 길지(吉地)에 장례를 모신이래 수많은 

명신(名臣)과 학덕(學德) 높은 자손이 번창하였습니다.
  근래 우리의 전통조상숭배사상이 흐려져서 재사(齋
舍)가 퇴락(頹落)하고 묘역이 쇠퇴하여 재정이 빈약한 

종회(宗會)에서 시작이 반(半)이라는 위선정신으로 재

사를 문화재로 지정받고 묘사개축공사를 시작하니 전국 

각지에서 뜻있는 종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많

은 헌성(獻誠)으로 오늘 이렇게 묘역을 정화함은 물론 

국비(國費)로 호암재사를 중수하고 진입로(進入路)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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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보수되어 대종중 이사장으로서 기쁘기 한량없고 

또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
  직제학공 후손의 일치단결된 모습은 우리 전주류씨 

전 종원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위선사업에 물심양

면으로 정성을 아끼지 않은 종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만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갑신 11월 7일
                   전주류씨 대종중 

                              이사장 류형수 배(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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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제학공 사적

  가. 행 적(行 蹟)
     시조 완산백(完山伯, 濕)의 둘째 아들로 출생연대

는 알 수 없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여흥(驪興) 군수(郡守)를 거쳐 우왕9(1383)년에 양광도

(楊廣道) 안렴사(按廉使)를 하였다. 
  우왕11(1385)년에 천호(千戶)로서 당직(當直)을 할 

때 옥(獄)에 가둔 내시(內侍) 김실(金實)이 도망가자 그 

죄로 투옥(投獄)되었으며, 우왕13(1387)년에는 판사복

시사 임수(任壽), 전공판서 김승귀(金承貴)와 함께 판전

객시사(判典客寺事)로서 요동에 말 3,000필을 주고 돌

아왔다.
  그 후 중정대부(中正大夫)로서 보문각(寶文閣) 직제

학(直提學)과 지제교(知製敎)를 지내고 우왕14(1388)년 

연안부사를 할 때 환관(宦官) 김실과 함께 우왕에 의하

여 피살(被殺) 당하였다.
  후에 손자 의손(義孫)의 귀(貴)로 이조 참의(參議)에 

추증되었으며, 묘소는 경상북도 안동군 녹전면 죽송리

(그림1 참조)의 죽송교 인근에 있다. 옛날에 비석이 있

었으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마멸되어 선조39(1606)
년에 경상도 관찰사 영순(永詢)이 새로 작은 비석을 세

웠으며, 시향일은 (음)10월 15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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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학공 배위(配位) 숙부인 진주 하씨 묘소는 경남 

진양군 미천면 오방리(그림2 참조)에 있고 시향일은 

(음)10월 3일이며, 숙부인 수원 이씨 묘소는 직제학공 

묘소 바로 밑에 있는데 시향일은 직제학공과 같다. 
  호암재사는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산1번지에 

위치하며, 후손들의 정성으로 건립된 것으로서 2001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문화재자료 제409호로 지정되었

다. 
  최근에 발굴된 1941년에 발간한 “강원도지” 춘천

편의 고려 때 문과급제자 명단에 직제학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헌이 맞는다면 직제학공의 생활근거지는 

춘천지방이 되며, 이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를 뒷받침

할 문헌조사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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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직제학공ㆍ숙부인 수원이씨 묘소위치도

(경상남도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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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숙부인 진주 하씨 묘소위치도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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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제학공 묘갈문

中正大夫寶文閣直提學知製敎 贈吏曹參議柳公墓碣文
중정대부보문각직제학지제교 증이조참의류공묘갈문

公姓柳 諱克恕系出全州麗朝登科官至寶文閣直提學祖諱橒
공성류 휘극서계출전주려조등과관지보문각직제학조휘운

成均生員 考諱濕 贈司憲府掌令 妣全州崔氏封三韓國大夫
성균생원 고휘습 증사헌부장령 비전주최씨봉삼한국대부

人 有五男一女
인 유오남일녀

  공의 성은 류(柳)씨요 이름은 극서(克恕)이며, 본관은 전

주이다. 고려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보문각 직제학에 

이르렀다. 할아버지 운(橒)은 성균관 생원이다. 아버지 습

(濕)은 사헌부 장령에 추증되고 어머니는 전주 최씨로 삼한

국대부인에 추봉되었으며, 5남1녀를 두었다.

五男俱捷文科 女適大提學沈孝生 以此特贈 公乃五男之一
오남구첩문과 여적대제학심효생 이차특증 공내오남지일

也 公娶晋州河氏爲配 贈領議政晋陽府院君允潾之女 文忠
야 공취진주하씨위배 증영의정진양부원군윤린지녀 문충

公浩亭先生崙之姉也 生二男
공호정선생륜지자야 생이남

  5형제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딸은 대제학 심효생에게 출

가하였다. 5남1녀의 등과로 특별히 추증되었는데 공은 이 5
남 중의 둘째 분이다. 공은 진주 하씨를 아내로 맞았는데 영

의정에 추증된 진양부원군 하윤린(河允潾)의 딸이며, 문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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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선생 하륜(河崙)의 누이인데 형제를 두었다.

長汀僉知 次濱文科永興府使 贈叅判 僉知生二男 長孝池
장정첨지 차빈문과영흥부사 증참판 첨지생이남 장효지

縣監 次孝川文科承文正字孝池六代孫 振門新門再榮再茂 
현감 차효천문과승문정자효지육대손 진문신문재영재무 

居星州 孝川六代孫震楨震樑 居陜川
거성주 효천육대손진정진량 거협천

  큰아들 정(汀)은 첨지이고 작은아들 빈(濱)은 문과에 급제

하여 영흥부사를 지내고 참판에 추증되었다. 첨지는 두 아들

을 두었는데 큰아들 효지(孝池)는 현감이고 다음 효천(孝川)
은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의 정자(正字)를 지내고 효지의 

육대손 진문, 신문, 재영, 재무는 성주에 살고 효천의 6대손 

진정과 진량은 합천에 산다.

叅判生四男長敬孫中部令贈吏議 次義孫叅判以文雅鳴世  
참판생사남장경손중부령증이의 차의손참판이문아명세 

次信孫叅判 次末孫執義贈叅判 叅議生二男 長孟沂淸白吏
차신손참판 차말손집의증참판 참의생이남 장맹기청백리

郡守 次之盛 贈叅判
군수 차지성 증참판

  참판은 4남을 두었는데 큰아들 경손은 중부령으로 이조참

의에 추증되고 다음 의손은 참판인데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

을 떨쳤으며, 다음 신손은 참판이고 막내 말손은 집의로서 

참판에 추증되었다. 참의는 2남을 두었는데 큰아들 맹기는 

청백리 군수이며, 막내 지성은 참판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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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守生二男 長場次坦 場四代孫潭文科正郞 坦曾孫華 居
군수생이남 장장차탄 장사대손담문과정랑 탄증손화 거

榮川 叅判子崇祖興祖
영천 참판자숭조흥조

  군수는 2남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장이고 막내는 탄이다. 
장의 4대손 담은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을 지내고 탄의 증손 

화는 영천에 산다. 참판의 아들로는 숭조와 흥조가 있다.

崇祖文科官至大司成學窮性理取重儒林 子應台 應台曾孫
숭조문과관지대사성학궁성리취중유림 자응태 응태증손

仁榮 興祖子應賢應賢曾孫仁植 俱居安東
인영 흥조자응현응현증손인식 구거안동

  숭조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성에 이르고 성리학

에 통달하여 유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아들은 응태이고 응태

의 증손은 인영이다. 흥조의 아들은 응현이고 응현의 증손은 

인식인데 모두 안동에 산다.

執義生三男 長季潘叅判 次季漳僉知中樞府事 次季潼贈承
집의생삼남 장계번참판 차계장첨지중추부사 차계동증승

旨 參判子軫縣監 縣監曾孫肇生武科叅扈聖功臣 僉知子軒
지 참판자진현감 현감증손조생무과참호성공신 첨지자헌

大司諫 贈吏曹判書
대사간 증이조판서

  집의는 3남을 두었는데 큰아들 계번은 참판이요 다음 계

장은 첨지중추부사이며, 막내 계동은 승지로 추증되었다. 참
판의 아들 진은 현감이고 현감의 증손 조생은 무과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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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호성공신이며, 첨지의 아들 헌은 대사간으로서 이조판

서에 추증되었다.

判書生四男長世鵬典簿 次世麟吏曹叅判贈左贊成 次世龜
판서생사남장세붕전부 차세린이조참판증좌찬성 차세구 

典籤贈吏曹判書 次世鳳司果 典簿子寧判官宇司果
전첨증이조판서 차세봉사과 전부자영판관우사과

  판서는 4남을 두었는데 큰아들 세붕은 전부이고 다음 세

린은 이조참판으로서 좌찬성에 추증되고 다음 세구는 전첨

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막내 세봉은 사과를 지냈다. 
전부의 아들 영은 판관이요 우(宇)는 사과이다.

判官子永範今爲直長 司果子永孚文科正郞 贊成生三男長 
판관자영범금위직장 사과자영부문과정랑 찬성생삼남장 

信文科佐郞次儀叅奉贈領議政 次脩叅奉 
신문과좌랑차의참봉증영의정 차수참봉 

  판관의 아들 영범은 지금 직장을 하고 사과의 아들 영부

는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이 되었다. 찬성은 3남을 두었는데 

큰아들 신(信)은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이며, 다음 의(儀)는 

참봉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막내 수(脩)는 참봉이다.

議政生三男 永吉叅判以詩文鳴世 永慶今爲領議政全陽府
의정생삼남 영길참판이시문명세 영경금위영의정전양부

院君 永賀直長 叅奉子永孝今爲監役 叅判子惺今爲文學 
원군 영하직장 참봉자영효금위감역 참판자성금위문학 

恒水運判官 
항수운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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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의정은 3남을 두었는데 큰아들 영길은 참판으로서 시문

(詩文)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고 영경은 지금 영의정으로서 

전양부원군이며, 막내 영하는 직장이다. 참봉의 아들 영효는 

지금 감역관을 하고 참판의 아들 성은 지금 문학(文學)이며, 
항은 수운판관이다. 

領議政子悅今爲通津縣監 忄業 王子師傳 悌松禾縣監 通津子
영의정자열금위통진현감 업왕자사부 제송화현감 통진자

廷亮尙貞徽翁主爲全昌尉
정량상정휘옹주위전창위

  영의정의 아들 열(悅)은 지금 통진현감이고 업(忄業 )은 왕자

의 스승이며, 제(悌)는 송화현감이다. 통진현감의 아들 정량

(廷亮)은 정휘옹주에게 장가들어 전창위(全昌尉)가 되었다.

判書生四男 長堪舍人贈吏曹參判 乙巳正直不撓 坐謫十八 
판서생사남 장감사인증이조참판 을사정직불요 좌적십팔

年 讀易不輟均縣令 塤判書 埏府使贈左贊成
년 독이불철균현령 훈판서 연부사증좌찬성

  판서는 4남을 두었는데 큰아들 감(堪)은 사인으로 이조참

판에 추증되었는데 성품이 바르고 곧아 뜻을 굽히지 않으니 

을사사화 때 남의 죄에 걸려들어 18년간 귀양을 가서도 주

역공부를 그치지 않았고 다음 균(均)은 현령이며, 훈(塤)은 

판서이고 연(埏)은 부사로서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舍人子永健府使 永立叅判 永起今爲麻田郡守 叅判子穡  
사인자영건부사 영립참판 영기금위마전군수 참판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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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爲副修撰縣令子永成 今爲淸風郡守 贊成子永謙禁府經
금위부수찬현령자영성 금위청풍군수 찬성자영겸금부경

歷 永謹今爲司諫 永詢今爲慶尙道觀察使
력 영근금위사간 영순금위경상도관찰사

  사인의 아들 영건(永健)은 부사이고 영립(永立)은 참판이

며, 영기(永起)는 현재 마전군수를 하고 있다. 참판의 아들 

색(穡)은 지금 부수찬을 하고 현령의 아들 영성(永成)은 지

금 청풍군수이다. 찬성의 아들 영겸(永謙)은 의금부의 경력

이고 영근(永謹)은 현재 사간이며, 영순(永詢)은 지금 경상

도 관찰사를 하고 있다.

承旨有子軾輳 軾府使贈叅判 叅判子潤德文科參判 次潤善 
승지유자식주 식부사증참판 참판자윤덕문과참판 차윤선 

潤善孫復起居安東有五子輳子潤門 潤門孫止信武科府使
윤선손복기거안동유오자주자윤문 윤문손지신무과부사

  승지의 아들은 식(軾)과 주(輳)인데 식은 부사로서 참판에 

추증되고 참판의 아들 윤덕(潤德)은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을 

지냈고 다음은 윤선(潤善)이다. 윤선의 손자 복기(復起)는 

안동에 사는데 다섯 아들을 두었다. 주(輳)의 아들은 윤문

(潤門)이며, 윤문의 손자 지신(止信)은 무과에 급제하여 부

사이다.

其餘內外子孫蕃衍 不可殫記 嗚呼 我先祖積德燾後 奕世
기여내외자손번연 불가탄기 오호 아선조적덕도후 혁세

冠冕 愈久愈盛 以至今日猗歟休哉 公墓在禮安縣西龍頭山
관면 유구유성 이지금일의여휴재 공묘재예안현서룡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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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麓 神道古無麗牲 世代綿遠 香火久絶
지록 신도고무려생 세대면원 향화구절

  그 밖에 내외 자손이 번성하여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아! 
우리 선조가 덕을 쌓고 두루 비추어 대대로 벼슬아치가 끊

이지 않고 그 번성함이 오늘 날에 이르러 더하니 아! 거룩

하도다. 공의 묘는 예안현 서쪽 용두산(경북 안동군 녹전면 

죽송리) 기슭에 있는데 신도비는 오래되어 빛을 바래고 오

래동안 향화가 끊어졌다. 

七代孫永詢 忝按本道 拜奠墓下 不勝感璥 乃問之古老 皆
칠대손영순 첨안본도 배전묘하 불승감창 내문지고노 개

曰永興公嘗居廬于墓側 至今樵牧 稱以柳濱洞
왈영흥공상거려우묘측 지금초목 칭이류빈동

  8세손 영순이 본도의 관찰사로 와서 성묘하고 비통한 감

회를 이기지 못하여 옛 노인에게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영흥공(빈)이 묘 옆에 초막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나무

꾼과 목동들이 류빈골이라 부른다고 하고

洞之西北有一刹 相傳柳墓齋舍云 揭板于壁 以表遺蹟 且
동지서북유일찰 상전류묘재사운 게판우벽 이표유적 차

定守墓人 以禁樵火 竪之短碣 略記顚末于陰 以示來世 庶
정수묘인 이금초화 수지단갈 략기전말우음 이시내세 서

傳之永久云爾
전지영구운이

  마을 서북쪽에 절 하나가 있는데 류묘(柳墓)의 재사(齋舍)
라 전하니 벽에 현판을 걸어 유적을 표시하고 또 묘직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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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나무꾼의 불작란을 막고 작은 비를 세워 그 전말을 

기록하고 후손에게 보이니 오래도록 전하기를 바란다.

萬曆三十四年丙午月日立
만력삼십사년병오월일립

七代孫嘉善大夫行慶尙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巡察
칠대손가선대부행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순찰

使 永詢謹撰
사 영순근찬

  선조39(1606)년 월 일 세우다.
  8세손 가선대부행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영순(永詢)이 삼가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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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제학공 묘하비문

有明高麗中正大夫寶文閣直提學完山柳公墓下碑
유명고려중정대부보문각직제학완산류공묘하비

惟我先祖永興公奉先大夫直提學府君義理之藏于宣城西虎
유아선조영흥공봉선대부직제학부군의리지장우선성서호

巖負甲之原廬墓終制土人以永興公姓諱呼其洞至今五百有
암부갑지원려묘종제토인이영흥공성휘호기동지금오백유

餘年矣
여년의

  생각건대 우리 선조 영흥공은 부친 직제학공의 묘소를 받

들어 예안 서쪽 범바위의 서남향 산기슭에 초막을 짓고 살

아 3년상을 마치니 주민들이 영흥공의 성함을 그 마을 이름

으로 하여 지금까지 5백여년이나 내려왔다.

中間失傳省掃久廢七代孫岐峯公復起誠求而得之觀察公永
중간실전성소구폐칠대손기봉공복기성구이득지관찰공영

詢鑱石而表之撰次頗詳尙恨有闕誤始祖之上復著一世而家
순참석이표지찬차파상상한유궐오시조지상복저일세이가

譜己正謬始祖諱字書以習字而本碣有傳信俱所當改
보기정류시조휘자서이습자이본갈유전신구소당개

  중간에 실전되어 오랫동안 성묘를 못하다가 7대손 기봉공 

류복기가 성심으로 찾아서 관찰사공 류영순이 비석을 세우

고 상세히 기술하였으나 오히려 빠뜨리고 잘못한 바가 있으

니 시조 위에 1세를 더하여 족보도 정오(正誤)를 하고 시조

의 이름자를 습(習)자로 써서 본 비석문에 전하고 있으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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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고처야만 할 것이다.

府君仕麗季有履歷雖畧未可闕府君有二配淑夫人晋州河氏
부군사려계유이력수략미가궐부군유이배숙부인진주하씨

贈領議政晉陽府院君允潾之女生諱汀淑夫人水原李氏密直
증영의정진양부원군윤린지녀생휘정숙부인수원이씨밀직

副使仁壽之女隋城府院君子松之孫生諱濱卽永興公
부사인수지녀수성부원군자송지손생휘빈즉영흥공

  직제학공은 고려 말에 벼슬을 한 이력이 있으며, 비록 간

략하지만 직제학공은 두 부인이 있었다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숙부인 진주하씨는 증영의정 진양부원군 하

윤린의 따님으로서 정을 낳고, 숙부인 수원이씨는 밀직부사 

이인수의 따님이며, 수성부원군 이자송의 손녀로서 빈을 낳

았으니 바로 영흥공이다.

今只載河氏不載李氏爲莫大闕典諸宗議追補依神道碑例立
금지재하씨부재이씨위막대궐전제종의추보의신도비예입

石墓下命必永記之必永謹述舊聞而書曰
석묘하명필영기지필영근술구문이서왈

  그런데 지금 하씨만 기록되고 이씨는 기록이 안 된 것은 

중대한 결점이다. 그러므로 여러 일가들이 의논해서 이를 추

가로 보완하여 신도비의 예에 따라 묘소 아래에 비석을 세

웠는데 나(필영)를 명해서 비문을 쓰라고 하기에 삼가 구문

(舊聞)에 따라 서술하는 바이다.

府君諱克恕姓柳氏本貫全州麗世全州柳有三平章奕世冠冕
부군휘극서성류씨본관전주려세전주류유삼평장혁세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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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文獻無徵以贈司憲府掌令追封完山伯諱濕爲始祖卽府君
이문헌무징이증사헌부장령추봉완산백휘습위시조즉부군

考也
고야

  직제학공의 이름은 극서이고 성은 류씨이며, 본관은 전주

이다. 고려 때 전주에 세 평장사가 있어 대대로 고관이었으

나 문헌을 실증할 수 없다. 사헌부장령에 추증되고 또한 완

산백에 추봉된 류습을 시조로 하였으니 바로 직제학공의 부

친이다.

妣全州崔氏以五子一婿俱捷文科封三韓國大夫人完山伯受
비전주최씨이오자일서구첩문과봉삼한국대부인완산백수

封疑或以是也始祖府君平生勤愼國大夫人治家有法一府稱
봉의혹이시야시조부군평생근신국대부인치가유법일부칭

美積德胚光厥有本矣
미적덕배광궐유본의

  부인은 전주최씨로서 다섯 아들과 한 사위가 모두 문과에 

급제했다고 하여 삼한국대부인에 추봉되고 시조가 완산백으

로 추봉된 것도 아마 이 때문인 듯 하다. 시조는 평생 근신

하였고 삼한국대부인은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어서 

전주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으니 덕을 쌓아 영광을 가져온 

그 근본이 있는 것이다.
府君登文科從仕在洪武中在內爲宗簿令巡軍衛堂直千戶中
부군등문과종사재홍무중재내위종부령순군위당직천호중

正大夫寶文閣直提學知製敎在外爲驪興郡事楊廣道按廉使
정대부보문각직제학지제교재외위려흥군사양광도안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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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順大夫延安府使
정순대부연안부사

  직제학공은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 우왕 때 내직으로 종부

령 순군위의 천호로서 당직을 하고 중정대부 보문각 직제학 

지제교를 하였고 외직으로는 여흥군수, 양광도안렴사, 정순

대부 연안부사를 하였다.

間而判典客寺事奉使遼東其任延安也以當直千戶時罪人金
간이판전객시사봉사요동기임연안야이당직천호시죄인김

實逮獄而逸被禍卽辜命前四年戊辰也入本朝以孫義孫貴贈
실체옥이일피화즉고명전사년무진야입본조이손의손귀증

通政大夫吏曹參議
통정대부이조참의

  연안부사로 있을 때는 판전객시사로서 요동에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천호로서 당직을 할 때는 죄인 김실을 체포하여 

투옥했는데 도망을 가서 화를 당하였다. 이는 혁명이 일어나

기 4년전인 우왕14(1388)년 때의 일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에 들어와서는 손자 의손이 귀하게 되어 통정대부 이조참의

로 추증되었다.

府君事蹟之見於麗史及家乘而可攷者只此居官聲蹟遘禍寃
부군사적지견어려사급가승이가고자지차거관성적구화원

狀無以詳也然危亂垂亡之世刑政必濫而忠貞正直之士尤難
장무이상야연위란수망지세형정필람이충정정직지사우난

免焉百世之下亦可以求其古矣
면언백세지하역가이구기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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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학공의 사적은 고려사와 가보에서 볼 수 있는데 고증

할만한 것은 이것뿐이다. 관직에 있을 때의 사적이나 해를 

당했을 때의 일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망해 가는 위태한 

나라의 정치는 반드시 혼란해서 충실하고 정직한 인사가 더

욱 곤란했을 것임은 백대(代) 뒤에도 또한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按高麗史列傳府君多受誣然列傳多失史例則王氏舊臣之仕
안고려사열전부군다수무연열전다실사례즉왕씨구신지사

於其時者鳥得免譏貶哉雖以鄭先生貞忠大節尙有事之不去
어기시자조득면기폄재수이정선생정충대절상유사지불거

之義府君受誣何足怪乎
지의부군수무하족괴호

  고려사의 열전에 의하면 직제학공은 많은 모함을 당하였

으나 열전에는 사례(史例)를 잃었음이 많으니 고려의 옛 신

하로서 그 때 벼슬한 이가 어찌 악평을 면할 수가 있었을

가? 비록 정몽주의 곧은 절개와 충성심으로도 오히려 섬기

고 갈 수 없는 의리가 있었는데 직제학공이 모함을 당했음

이 어찌 괴이할 것이 있을가. 

又按惕若齋金九容竄驪興李陶隱崇仁贈詩有會有團欒日仍
우안척약재김구용찬여흥이도은숭인증시유회유단란일잉

煩報柳州之句而自註曰柳君克恕時爲驪興守
번보류주지구이자주왈류군극서시위여흥수

  또한 생각건대 척약재 김구용이 여흥으로 귀향을 갔을 때 

도은 이숭인이 증정한 시(詩)에는 “단란하게 모이는 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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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이 류(柳) 고을 원(員)님에게 알리리”라는 시구절이 

있는데 스스로 주(註)를 달아 “이 때 류극서(柳克書)는 여

흥(呂興)고을 원(員)님이다”라고 하였다.

金李二公俱以當時善類有去國傷時之句而特致意於府君未
김이이공구이당시선류유거국상시지구이특치의어부군미

知團欒之日所講爲何事然苟非素行順明見重於僚友者二公
지단란지일소강위하사연구비소행순명견중어료우자이공

豈肯傾倒至此耶
개긍경도지차야

  김(金)과 이(李) 두 사람은 모두 당시의 선량한 인사로서 

망국(亡國)을 한탄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특히 직제학공에게 

마음을 두었으니 그 화목하던 날에 강론한 바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평소에 순진하고 현명하여 친구 사이에

서 존경을 받지 않았다면 두 분이 어찌 그처럼 마음을 기울

였을가?

卽此亦可見府君之爲麗世完名而史氏典筆不待辨矣噫府君
즉차역가견부군지위려세완명이사씨전필불대변의희부군

旣顯仕孫曾以下益昌而熾鍾鼎相望家傳宜不翏翏何故記載
기현사손증이하익창이치종정상망가전의불료료하고기재

多闕爲雲仍無窮之限也
다궐위운잉무궁지한야

   즉, 이것만 보아도 직제학공이 고려 때 아주 이름이 있

었다는 것을 가히 알 것이니 역사가가 올바르게 쓴 글은 말

할 것도 없는 것이다. 아! 직제학공은 고관이 되었고 손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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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 이하가 더욱 번성해서 관작이 있어 가문이 쓸쓸하지는 

않았는데 어찌해서 기록 없이 후손의 무궁한 한을 갖게 했

을가?

世傳山下聖泉寺爲柳氏齋舍板上揭事實一夕而燼意家先文
세전산하성천사위류씨재사판상게사실일석이신의가선문

籍之藏盍齋中者蕩然於其始耶
적지장합재중자탕연어기시야

  전설에는 산 아래의 성천사가 류씨의 재사라는 말이 현판

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느 저녁에 타버렸다고 하니 아마 

그 곳에 보관했던 조상의 사적이 그 때 소실된 듯 하다. 

河夫人之系貫葬地舊譜幸傳李夫人不幸家牒中失傳幾世昧
하부인지계관장지구보행전이부인불행가첩중실전기세매

然後孫僉正公錫昌因權金南三氏譜始詳自出載之譜牒始雖
연후손첨정공석창인권김남삼씨보시상자출재지보첩시수

晦而終必顯亦天也
회이종필현역천야

  하씨부인의 계보와 장지(葬地)는 구보(舊譜)에 다행히 전

해오나 이씨부인은 불행히도 족보 중에서 실전되어 거의 없

어질 뻔했으나 후손인 첨정 석창씨가 권씨, 김씨, 남씨의 세 

족보로부터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처음은 비록 어두웠으나 

끝내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인 것이다.

于後始求宅兆之所在府君墓下十許武有一古墓規模位置酷
우후시구택조지소재부군묘하십허무유일고묘규모위치혹

類府君墓且有許多證案領中諸孫俱發尊奉之議純廟丙子修
류부군묘차유허다증안령중제손구발존봉지의순묘병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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築而殷祭
축이은제

  후에 비로소 묘소의 소재를 찾으니 직제학공 묘소 아래 

10보 되는 곳에 한 옛 무덤이 있는데 직제학공 묘소의 규모

와 위치가 흡사하였고 또한 많은 증거가 있으니 영남의 여

러 후손들이 모두 받드는 발의를 하여 순조16(1816)년에 수

축하고 제사를 올렸다.

之事蹟之原委議論之梗槩備詳於十五代孫參奉公徽文所撰
지사적지원위의론지경개비상어십오대손참봉공휘문소찬

修墓記及榜齋文中至於祭禮一款謹愼之地不敢改定仍舊式
수묘기급방재문중지어제례일관근신지지불감개정잉구식

一體瞻拜合享上墓
일체첨배합향상묘

  그 사적의 시말(始末)과 의론의 개요는 16세손 참봉 휘문

의 지은 “수묘기”와 “방재문” 중에 상세히 기록되어있

다. 그러나 제사를 받드는 한가지의 일에 근신하여 감히 개

정하지 못하고 먼저대로 모두가 배례(拜禮)하여 윗 묘소와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子孫錄舊碣旣詳向後益蕃衍碁布一國難以悉記獲霑朝恩者
자손록구갈기상향후익번연기포일국난이실기획점조은자

文武蔭進千有餘人而間出碩輔以鳴國家之盛
문무음진천유여인이간출석보이명국가지성

  자손 기록은 옛 비문에 이미 상세히 있으며, 그 후로 더욱 

번성하여 전국에 널리 퍼져있으니 다 기록할 수 없구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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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무관, 음사와 진사 등이 천여명이나 되고 간혹 큰 인물

이 나와서 명성을 날리기도 하였다.

世降儒賢克闡家學之傳岡非餘慶之攸廕遺敎之所曁世之知
세강유현극천가학지전강비여경지유음유교지소기세지지

德而尙論者其必因流而測源矣玆敢不揆僣越用贊闔族之誠
덕이상론자기필인류이측원의자감불규참월용찬합족지성

而進述先德與華寧儉故序而終焉
이진술선덕여화영검고서이종언

  그 후 유교에 정통한 선비가 능히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학문을 전하기로 천명(闡明)하였다. 이것이 모두 조상 덕의 

보답이고 유훈이 파급(波及)된 것이니 세상에서 지식과 덕이 

있고 고인의 인격을 논하는 자는 반드시 그 유래와 근원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감히 분수에 넘치게 모든 문중의 정성

으로 조상의 덕을 차례로 기록하였는데 번화보다는 검소해

야 하기 때문에 서문만으로 마치는 바이다.

   萬曆丙午立碣後三百五十四年己亥十月 日立 
                             十八代孫必永謹撰 
                             十七代孫河根謹書
                       선조39(1606)년 비석을 세운 후 

                         광무3(1899)년 10월  일 세우다.
                          19세손 필영이 삼가 짓다.
                          18세손 하근이 삼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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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증숙부인 진주하씨 묘갈문
       贈淑夫人 晉州河氏 墓碣文

晉州北雪梅里桐坊原有古墓 墓南有繫牲石 銘曰正順大夫
진주북설매리동방원유고묘 묘남유계생석 명왈정순대부

延安府使柳克恕妻河氏之墓永樂十五年所辦也 紀元四十二
연안부사류극서처하씨지묘영락십오년소판야 기원사십이

年 柳公止信 受鉞兵營兼知晉州事 晉今爲營
년 류공지신 수월병영겸지진주사 진금위영

  진주의 북쪽 설매리 동방 언덕에 옛 무덤이 있는데 묘의 

남쪽에 있는 묘표석[계생석(繫牲石)]에 새긴 글에 이르기를 

정순대부 연안부사 류극서의 처 하씨의 묘라 하고 태종

17(1417)년에 세운 것이다. 광해군6(1614)년에 지신(止信)이 

병영 겸 지진주사(知晉州事)가 되었는데 진주는 지금 영(營)
이 되었다.

公乃夫人七世孫 詢古老摭其銘 聿鋤蓁蕪 重崇四尺而封之  
공내부인칠세손 순고로척기명 율서진무 중숭사척이봉지  

四時香火又伐他山改表墓而 叙系爲藏 
사시향화우벌타산개표묘이 서계위장 

  공은 부인의 8세손인데 옛 노인에게 물어 호미로 파서 우

거진 잡초 속에서 마침내 글을 새긴 비석을 찾고, 1.2m(4척) 
높이로 봉분을 쌓고 춘하추동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한 

다른 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묘를 표시하고 가계(家系)를 적

어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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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夫人晉姓麗朝左司郞中 贈門下侍中同中書平章事諱拱辰
안부인진성려조좌사랑중 증문하시중동중서평장사휘공진

之裔曾祖諱湜 贈純忠補祚功臣 崇祿大夫判司評府事晉康
지예증조휘식 증순충보조공신 숭록대부판사평부사진강

君 祖諱恃源 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군 조휘시원 증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議政府右議政判兵曹事晉康府院君
의정부우의정판병조사진강부원군

  살펴보니 부인께서는 진주의 성씨로서 고려 때 낭중을 지

내고 문하시중동중서평장사에 추증된 하공진의 후예로서 증

조할아버지 하식은 증순충보조공신 숭록대부판사평부사 진

강군이고 할아버지 하시원은 증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 대광

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판병조사 진강부원군이다.

考諱允潾 贈忠亮翼戴愼德守義協贊功臣 大匡輔國崇祿大
고휘윤린 증충량익대신덕수의협찬공신 대광보국숭록대

夫 領議政府事晉陽府院君行奉翊大夫順興府使 晉陽聚 贈
부 영의정부사진양부원군행봉익대부순흥부사 진양취 증

崇祿大夫議政府贊成事判戶曹事姜承祐之女 生夫人 領議
숭록대부의정부찬성사판호조사강승우지여 생부인 영의

政晉山府院君崙其弟也
정진산부원군윤기제야

  아버지 하윤린은 증충량익대신덕수의협찬공신 대광보국숭

록대부 영의정부사 진양부원군 행봉익대부순흥부사이며, 진
양부원군이 증숭록대부의정부찬성사판호조사 강승우의 따님

을 아내로 맞아 부인을 낳으니 영의정 진산부원군 하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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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하씨부인)의 아우이다. 

延安亦完山大姓 考諱濕 贈司憲府掌令 妣完山崔氏 五子
연안역완산대성 고휘습 증사헌부장령 비완산최씨 오자

一壻 俱捷文科 公其一也 以故封三韓國大夫人
일서 구첩문과 공기일야 이고봉삼한국대부인

  공(연안)도 또한 완산의 큰 성씨이다. 아버지 습은 증사헌

부장령이고 어머니는 전주(완산) 최씨로서 다섯 아들과 1사
위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삼한국대부인에 봉해졌는데 공

은 그 중의 한 분이다.

公歷職寶文閣直提學知製敎 而夫人之葬事在其前故 以延
공력직보문각직제학지제교 이부인지장사재기전고 이연

安考之夫人生二男 一曰汀戶曹正郞 二曰濱永興府使
안고지부인생이남 일왈정호조정랑 이왈빈영흥부사

  공은 보문각직제학지제교를 지내었으나 부인의 장례(葬禮)
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연안[부사]로 하였다. 부인은 2
남을 낳았는데 큰 아들 정(汀)은 호조정랑이고 막내 빈(濱)
은 영흥부사이다.

府使生叅判義孫 叅判生缺都承旨季潼 承旨生廣興郡守輳  
부사생참판의손 참판생결도승지계동 승지생광흥군수주 

郡守生贈戶曹叅議潤門叅議生贈兵曹判書參
군수생증호조참의윤문참의생증병조판서삼

  부사는 참판 의손을 낳고 참판은 도승지 계동을 양자로 

맞았다. 도승지는 광흥군수 주(輳)를 낳고 군수는 증호조참

의 윤문을 낳고 참의는 증병조판서 삼(參)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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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書生三男 長曰止孝生員 次止敬都摠都事 次節度公 生
판서생삼남 장왈지효생원 차지경도총도사 차절도공 생

員生應時宣傳官 節度生應泂今爲都摠都事
원생응시선전관 절도생응형금위도총도사

  판서는 3남을 두었는데 큰아들 지효는 생원이고 둘째 지

경은 도총도사이고 막내가 절도공이다. 생원은 응시를 낳았

는데 선전관이고 절도공은 응형을 낳았는데 지금 도총도사

를 하고 있다. 

夫人表內宗介蟬聯珥玉麟趾螽斯固記節度之仍孫而節度今
부인표내종개선연이옥인지종사고기절도지잉손이절도금

爲武宗來作嶺南保障國家倚爲場城 前隆爵崇秩其無涯矣
위무종래작영남보장국가의위장성 전융작숭질기무애의

  부인은 집안을 잘 다스려 훌륭한 자손이 연이어 나니 모

두 기록할 수 없구나. 절도공은 부인의 7대손이니 절도사로

서 무관의 수령으로 와 영남을 방위(防衛)하여 나라의 간성 

역할을 다 하니 앞으로 벼슬의 융성과 승진에 장애가 없을 

것이다.
                    萬曆四十四年二月  日立
                    通政大夫 咸陽郡守 李成吉 謹撰
                                 生員 韓夢寅 謹書
                      광해군8(1616)년 2월  일 세우다. 
                        통정대부 함양군수 이성길이 짓다.
                        생원 한몽인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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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묘기ㆍ방재사문

      修墓記ㆍ榜齋舍文
   1) 증숙부인 수원이씨 수묘기

       贈淑夫人 水原李氏 修墓記

吾先祖寶文閣直提學府君依履之藏在宣州西虎巖向庚之原
오선조보문각직제학부군의이지장재선주서호암향경지원

喚我穆陵之末墓所失傳殆數十年以後始得焉至於府君
계아목능지말묘소실전태수십년이후시득언지어부군

  나의 선조 보문각 직제학공의 묘소는 예안(경북 안동군 

녹전면 죽송리)의 서쪽 호암이라는 곳에 있는데 서남향이다. 
나에 이르러 선조말년에 묘소를 실전한지 몇 십년만에 다시 

찾았다.

後配水原李氏則今四百年迄未知安爀於何地失傳於何世噫
후배수원이씨즉금사백년흘미지안조어하지실전어하세희

府君之子若孫三世直閣其後益昌而熾鐘鼎相望則宜無是也
부군지자약손삼세직각기후익창이치종정상망즉의무시야

而尙今爲子孫百世之恨何也
이상금위자손백세지한하야

  그러나 직제학공의 부인 수원이씨는 4백년이 지나도록 어

디에 모셨는지 어느 세대에 실전하였는지도 몰랐으니 슬프

다. 직제학공의 아들과 손자 3세가 모두 벼슬길에 오르고 

그 후에 번창하여 고관대작이 연이어 나왔으니 그럴 리가 

없을 터인데 지금까지 묘소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어 자손

들에게 백세의 한이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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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原其本而論之夫府君之鄕井在完山捐舘在松京而子永興
청원기본이론지부부군지향정재완산연관재송경이자영흥

公昆仲千里運喪來葬于此地者蓋由永興婦家在宣州素其山
공곤중천리운상래장우차지자개유영흥부가재선주소기산

川也
천야

  그 근본을 고찰하면 직제학공의 고향은 전주이다. 집을 떠

나 관직에 계시다가 개성에서 돌아가시니 둘째 아들 영흥공 

형제분이 천릿길을 운구하여 장례를 모셨는데 그것은 영흥

공의 처갓집이 예안(안동)에 있어 그 곳의 풍수지리를 잘 알

고 있기 때문이었다.

旣葬廬于墓則至今樵牧以永興公姓諱呼其洞然永興公以後
기장려우묘즉지금초목이영흥공성휘호기동연영흥공이후

却復還處畿甸越五世而移居南服者僅有一二卽吾花山兩派
각복환처기전월오세이이거남복자근유일이즉오화산양파

之先而中間零替香火久節
지선이중간영체향화구절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묘소 옆에 묘막을 짓고 시묘(侍墓)
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의 노인이나 아이들이 영흥

공의 이름을 동명(洞名)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영흥공이 

상경한 후 5세를 내려와서 영남으로 이사한 자가 한 둘 있

었으나 우리 화산(안동)의 양파 선조가 중간에 몰락하여 향

화가 끊기었던 것이다.

及吾先祖岐峯公詢之遺老徵之洞名而依然堂斧失而復傳其
급오선조기봉공순지유노징지동명이의연당부실이복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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袒免親參判永詢公時鎭嶺集伐石而碑之其詳在家稿
단면친참판영순공시진영집벌석이비지기상재가고

  우리 선조 기봉공(복기)이 처음으로 그 지방의 동명(洞名)
에 따라 어른들에게 묻고하여 의연히 잃어버린 조상의 묘소

를 찾아 다시 전하게 되니 면복(免服: 8촌 갖넘는 촌수)의 

친척인 참판공(영순)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비석을 세

웠다는 사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獨水原李氏不幸而家譜闕焉當時原不知有後配則墓所有無
독수원이씨불행이가보궐언당시원불지유후배즉묘소유무

在所不論越四五十年後孫僉正錫昌氏博攷諸譜始知永興公
재소부론월사오십년후손첨정석창씨박고제보시지영흥공

爲李氏出而猶不及致疑於墓所有無是可慨
위이씨출이유부급치의어묘소유무시가개

  그런데 홀로 수원이씨 할머님은 불행하게도 가보에 누락

되어 있으니 당시에는 직제학공의 부인이 두분인줄 몰라 묘

소 위치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오십년이 지난 후에 

후손인 첨정 석창씨가 널리 집안의 족보를 살펴서 처음으로 

영흥공(빈)이 수원이씨의 소생인 것을 알았으나 묘소의 유무

(有無)에는 의심치 않았으니 개탄할 뿐이다.

己今觀府君墓下十許有一古墓規模位置酷類府君墓如墳形
기금관부군묘하십허유일고묘규모위치혹류부군묘여분형

正方石階三等石人石狀之制上下一也
정방석계삼등석인석상지제상하일야

  지금에 이르러 보니 직제학공 묘소 아래 십여보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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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옛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규모와 모양이 직제학 묘소

와 같이 정방(正方)으로 3층 석축이고 석인, 석상의 형상 상

하가 모두 하나 같다.

壙南立三尺石俗號長明燈細腰方蓋下如籩上如轎是嶺中墳
광남립삼척석속호장명등세요방개하여변상여교시령중분

墓之所絶無者獨此兩墓有之諦視之明知爲一家之墓
묘지소절무자독차양묘유지체시지명지위일가지묘

  봉분 앞에 3척(0.9m) 돌을 세운 장명등은 허리가 가늘고 

뚜껑은 모난데 아래는 변이 같고 위는 교(轎)가 같으니 이는 

영남지방에서는 이러한 분묘를 찾아 볼 수 없는데 오직 이 

양묘(兩墓)에만 있으니 이것만 보아도 한 집안의 분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又府君曾孫典牲令墓在驪州亦有此樣立石是足爲家先遺制
우부군증손전생령묘재여주역유차양입석시족위가선유제

之一左契矣但下墓閱世己久無人修築石人則一仆階東石盖
지일좌계의단하묘열세기구무인수축석인칙일부계동석개

則轉墜崖壑後人瞻顧興哀自有不能己者以
칙전추애학후인첨고흥애자유불능기자이

  또한 직제학공의 증손 전생 서령(지성)의 묘가 여주에 있

는데 역시 이러한 입석(立石)이 있으니 이것만 보아도 우리 

류씨 가문에 전래되는 장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

래의 묘소(이씨 할머님 묘소)는 오랜 세월동안 보살핀 자손

이 없어서 석인은 하나가 동쪽으로 넘어지고 돌은 대개 구

렁과 언덕에 굴러떨어져 있으니 후손된 자 보기에 민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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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울 뿐이다.

故嶺中諸族俱發一體尊奉之議己有年矣頃在癸酉族人養正
고령중제족구발일체존봉지의기유년의경재계유족인양정

及約文氏發書門內 乙亥家兄及族人時亨復伸其說以
급약문씨발서문내 을해가형급족인시형복신기설이 

  그리하여 영남에 사는 자손들이 하나 같이 묘소를 사초하

고 개축하자는 의논을 하였으나 실행치 못하하고 있다가 순

조13(1813)년에 양정, 약문 두분이 종중에 통문을 돌리고 

순조15(1815)년에 자기의 형, 종친 시형(時亨)이 다시 의논

을 하였다.

今丙子孟夏之初九破開兩塋廣加掘驗改修封域塡補其仆觖
금병자맹하지초구파개양영광가굴험개수봉역전보기부결

立石則新其底而仍其舊蓋五日而功告訖遂殷之祭而慰安之
입석즉신기저이잉기구개오일이공고글수은지제이위안지

雖以
수이

  지금에 이르러 순조16(1816)년 초여름 9일에 두 봉분을 

헐어 확인한 뒤에 다시 묘역을 넓혀 봉분을 만들고 넘어진 

석물을 다시 세웠고 어루만져 5일을 걸려 일을 마치고 위안

제를 올렸다. 

未得竁誌祝文未著後孫屬稱而前日之許多證據可幷案於今
미득취지축문미저후손속칭이전일지허다증거가병안어금

日則後來崇奉又不當止於是矣
일즉후래숭봉우부당지어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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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그 때 지석을 발견치 못하여 축문에는 후손이라는 

속칭을 쓰지 않았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증거가 있

으니 자손들은 앞으로 숭봉함을 중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惜乎以吾祖推遠報本之誠於當日詢訪之祭若非譜系之有闕
석호이오조추원보본지성어당일순방지제약비보계지유궐

則旣失兩墓乃見此兩墓之酷似不應一取而一舍且今兩墓俱
즉기실양묘내견차양묘지혹사불응일취이일사차금양묘구

無誌石則亦不可一信而一疑
무지석즉역불가일신이일의

  애석하다. 우리 선조(기봉공)가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제

사를 지내고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는 성심으로 당시에 순

방할 때 족보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 때 두 분의 묘소를 실

전하였다가 이 두 분의 묘소가 흡사함을 보고 일위(一位)는 

인정하고 일위(一位)는 부정하지는 아니했을 것이고 또한 양

묘(兩墓)에 지석이 없음에도 일위는 믿고 일위는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况洞名之不以伯胤而必以永興公者又安知非永興公獨存後
황동명지불이백윤이필이영흥공자우안지비영흥공독존후

喪之日而土人命名乃在妣位繼窆之後乎遂以諸長老命記其
상지일이토인명명내재비위계폄지후호수이제장노명기기

事蹟之原委議論之梗吠以爲後人之攷信焉
사적지원위의론지경개이위후인지고신언

  동명(洞名)이 형의 이름(정)이 아니고 영흥공(빈)인 것은 

영흥공이 후상을 당하여 홀로 계시었음을 알 수 있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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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동명을 지은 것은 비위(어머님)를 잇달아 장사를 지낸 

후의 일일 것이다. 끝으로 모든 노인이 말한대로 그 사적을 

기록하여 의론을 바르게 후손들이 믿게 하는 바이다.

                 幹其事者  十四世孫   程休, 養正
                 간기사자  십사세손   정휴, 양정

                           十五世孫   約文, 述文
                           십오세손   약문, 술문

                 記 之 者  十五世孫   徽文
                 기 지 자  십오세손   휘문

                     책임자  14세손  정휴, 양정 

                             15세손  약문, 술문

                     기록자  15세손  휘문

   2) 수묘후 방재사문(修墓後 榜齋舍文)
我先祖妣淑夫人水原李氏墓所失傳迄今累百年諸子孫博攷
아선조비숙부인수원이씨묘소실전흘금누백년제자손박고

精審始得於先祖墓下不遠之地雖無西人之深目而髥者其斷
정심시득어선조묘하불원지지수무서인지심목이염자기단

然無疑無異執左契而證之其事蹟詳載日記遺事於是卜日修
연무의무이집좌계이증지기사적상재일기유사어시복일수

築堂斧依然功役旣訖殷祭而慰安之諸長老發論自今以後子
축당부의연공역기흘은제이위안지제장노발론자금이후자

孫來省者當一軆瞻拜於上下兩墓以軆吾先世追遠報本之誠
손래성자당일체첨배어상하양묘이체오선세추원보본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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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得如前之愬然而挨過遂以此意榜之齋舍壁上永爲後來之
무득여전지소연이애과수이차의방지재사벽상영위후래지

恒式云
항식운

崇禎紀元後二百五十八年乙酉五月十三日
숭정기원후이백오십팔년을유오월십삼일

          十五代孫 徽文 製
          십오대손 휘문 제

          十八代孫 王奭 以本道暗行御史行奠禮而揭于齋
          십팔대손 석 이본도암행어사행전례이게우재

          十七代孫 厚根  謹書
          십칠대손 후근  근서

 揭板有司 十六代孫  澈欽
 게판유사 십육대손  철흠

          十七代孫  容根
          십칠대손  용근

          十八代孫  淵慤
          십팔대손  연각

< 역 >

  우리 선조비 숙부인 수원이씨의 묘소를 실전한지 지

금 몇 백년이 되었으나 여러 자손이 널리 고증하고 자

세히 살펴 조사한바 비로소 선조(先祖)의 묘하(墓下) 
멀지 않은 곳에서 찾으니 비록 서인(西人)의 움푹 들어

간 눈과 수염 난 자의 나이로 단정(斷定)해도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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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이론(異論)이 없기에 좌계(左契)를 바로 잡아 그 

사적(事蹟)이 자세히 실린 것을 증명하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남길 것을 의논하고 여기에 날짜를 점쳐 수축

(修築)하니 당부(堂斧)가 의연하게 공역(功役)을 끝마치

고 정성스러운 제사(祭祀)로 위안하고서 여러 어른이 

발의(發議)하기를 “오늘 이후로 자손이 성묘(省墓)하
러 오는 이는 한결 같이 상하 묘소에 첨배(瞻拜)하고 

우리 선조의 덕을 추모하여 제사지내고 자기의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정성을 몸처럼 전일과 

같이 경건하게 멈추지 말고 이어가도록 하라”하고 재

사(齋舍)의 벽위에 방(榜)을 하여 길이 후세의 규범이 

되게 하노라.  
         순조25(1825)년 5월 13일
         15대손  휘문이 제작하다.
         18대손 석이 본도 어사로 와서 전례(奠禮)하
고 재(齋)에 걸다.
         17대손 후근이 삼가 쓰다.
게판유사 16대손 철흠

         17대손 용근

         18대손 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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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고려사(高麗史)       金宗瑞·鄭麟趾  編纂

신우9(1383)년
  양광도 안렴사 류극서(柳克恕)와 교주도 안렴사 최자

(崔資)에게 내구(內廐)의 말을 1필씩 주었다.
신우11(1385)년
  내시 김실이 본처를 버리고 다시 어떤 사족(士族)의 

딸에게 장가 들려고 결혼날 휴가를 청하니 신우가 말하

기를 네 처 될 사람을 나에게 보인 후에 장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실이 숙비를 통하여서 휴

가 허락을 받고 장가를 들었으나 신우가 마음 속으로 

앙심을 품고 다른 일에 구실을 붙여 김실을 순군에 가

두고 죽이고자 하였다. 김실이 도주하였으므로 대수색

을 하고 그 날 당직인 천호(千戶) 류극서(柳克恕)를 옥

에 가두었다. 
  구정(毬庭)에서 열병식을 거행하고 신우가 순군으로 

말을 달려 가서 류극서에게 욕질하기를 네가 만약 김

실을 붙잡지 못하면 김실의 죄를 네가 대신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우13(1387)년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임수(任壽), 판전객시사(判典
客寺事) 류극서(柳克恕), 전공 판서(典工判書) 김승귀

(金承貴)로 하여금 제2, 제3, 제4차로 합계 말 3천 필

을 몰고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 36 -

신우14(1388)년
   연안 부사(延安府使) 류극서(柳克恕)와 내시 김실

(金實)을 죽였다. 류극서는 임견미의 문객이며, 이존성

(李存性)의 말을 듣고 몰래 김실을 탈옥케 한 사람이

다.

  사. 습 유(拾 遺)

○高麗國中正大夫寶文閣直提學知製敎贈通政大夫吏曹參
  고려국중정대부보문각직제학지제교증통정대부이조참

議克恕公在麗朝爲寶文閣直提學辛禑亂政被害云未詳○復
의극서공재려조위보문각직제학신우란정피해운미상○복

明氏家乘
명씨가승

  고려국 중정대부 보문각 직제학지제교 증통정대부 이조참

의 류극서 공은 고려 때 보문각 직제학이 되었고 우왕의 정

치가 문란할 때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 
 [복명씨가승 참조]

○神禑九年除楊廣道按廉使辛禑亂政時無辜被禍云按東史
  신우구년제양광도안렴사신우난정시무고피화운안동사

有曰辛禑十一年因宦者金實逃獄事下當直千戶柳克恕于獄
유왈신우십일년인환자김실도옥사하당직천호류극서우옥

無辜被禍云似或指此耶○恕氏世譜
무고피화운사혹지차야○서씨세보

  고려 우왕9(1383)년에 양광도 안렴사에 제수되고 우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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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를 어지럽힐 때 무고하게 화를 입었다고 한다. 동사에 

의하면 우왕11(1385)년에 환관 김실이 감옥에서 도망한 일

로 인하여 당직인 천호 류극서를 옥에 가두고 무고하게 화

를 입었다고 하니 혹시 이를 지목한 것 같다. [서씨세보 참

조]

○按麗史辛禑記公任沿岸府使時辛禑出獵海西盤遊不返以
  안려사신우기공임연안부사시신우출렵해서반유불반이

供頓不給被禍云史記所傳似無疑而家譜無記豈當時有公同
공돈불급피화운사기소전사무당시유공동성명연야억공정

姓名然耶抑公正直不阿見忤於無道之主而枉被害耶姑此並
직불아견오어무도지주이왕피해야고차병록이대후일수개

錄以待後日修改譜牒者之就正○春壽氏所記
의이가보무기개보첩자지취정○춘수씨소기

  고려사를 살펴보건대 우왕의 기록에서 공이 연안부사일 

때 우왕이 해서로 사냥을 나와 즐기고 놀면서 돌아가지 않

기에 음식을 받들어 공급하지 않아 해를 입었다고하니 사기

에 전하는 바가 의문이 없는 것 같으나 가보에는 기록이 없

으니 어찌 당시에 공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서 그

런 것인가. 공은 정직하여 아부하지 않다가 무도한 임금에게 

거슬려 화를 당한 것인가. 이를 함께 기록하여 후일에 다시 

보첩을 수보하는 자가 바로 잡기 바란다.[춘수씨소기 참조]

○府使柳克恕洪武二十年丁卯代孫慶時任○延安邑誌 
  부사류극서홍무이십년정묘대손경시임○연안읍지 

  부사 류극서는 고려 우왕13(1387)년에 손경시와 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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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했다. [연안읍지 참조] 

○柳克恕按廉使○安東權譜
  류극서안렴사○안동권보

  류극서는 안렴사이다. [안동권씨보첩 참조]

○系譜書曰中顯大夫碑文中正大夫公之資級當以碣文爲準  
  계보서왈중현대부비문중정대부공지자급당이갈문위준

  ○誼氏追遠論
    의씨추원론

  계보에는 중현대부라 하였고 묘갈문에는 중정대부라 하였

으니 마땅히 묘갈문에 준한다. [의씨추원론 참조]

○萬曆三十一年癸卯十一月卽宣祖大王三十六年修墓焉墓
  만력삼십일년계묘십일월즉선조대왕삼십육년수묘언묘

在慶尙道安東郡祿轉面竹松洞虎巖龍頭山元禮安縣西面十
재경상도안동군녹전면죽송동호암용두산원예안현서면십

里左旋壬坎龍入首壬坐原申得水辰破安東鶴駕山爲外案[柳
리좌선임감용입수임좌원신득수진파안동학가산위외안[류
乘追述]
승추술]
  선조36(1603)년 11월에 묘를 보수했다. 묘는 경상도 안동

군 녹전면 죽송동 범바위의 용두산에 있는데 당초의 이름은 

예안현 서면 십리이며, “좌선임감용입수임좌원신득수진파”
이다. 안동 학가산은 외안산이 된다. [류승추술 참조]

○有碣床石一坐將軍石一雙有長明燈石一坐○墓誌十三世
  유갈상석일좌장군석일쌍유장명등석일좌  묘지십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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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太學生碩之氏撰未埋追遠編曰龍虎拱抱甚近局勢不峻高
손태학생석지씨찬미매추원편왈용호공포심근국세불준고

安東諸山森羅眼下[柳乘追述]
안동제산삼나안하[류승추술]
  비석과 상석 1개, 장군석 1쌍이 있고 장명등석 1개가 

있다. ○묘지는 13세손 성균관 유생 석지씨가 지었는데 

묻지 못했다. 추원편에 이르기를 용호가 팔장을 끼어 

가깝게 껴 안았고 국의 형세가 빼어나게 높지 않으나 

안동의 여러 산이 눈아래 삼라(森羅)하다고 하였다. 
  [류승추술 참조]

○오늘날 세상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이로는 김해 김씨

에 동양, 광윤, 광원이 있고, 밀성 박씨에 밀양, 대양, 
산양, 계양이 있고, 곡성 염씨에 국보, 흥방, 정수가 있

고, 창녕 성씨에 석린, 석용, 석연이 있고, 흥안 배씨에 

중보, 중성, 중유, 중륜이 있고, 전주 류씨에 극강(克
剛), 극서(克恕), 극제(克濟)가 있고, 단산 우씨에 홍수, 
홍강, 홍득이 있다.
[죽계안씨 3형제 등과를 축하한 시의 서문, 목은 이색

(李穡) 지음]

○공이 울며 권하니, 7월 4일 정승공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늙고 젊음에 달려 있지 않다. 
너와 너의 맏누이(진주하씨)가 모두 무사할 때 이제 내

가 먼저 가니, 어찌 스스로 다행하지 않겠느냐. 구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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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약을 강권할 필요는 없다.” 하고, 이튿날 

죽으니 향년 76세이다. 딸은 정순대부(貞順大夫) 연안

부사(延安府使) 류극서(柳克恕)에게 시집갔다. 사위 연

안부사(延安府使)의 아들 정(汀)은 통덕랑(通德郞) 형조 

정랑(刑曹正郞)이다. [진양부원군 하공윤린신도비명].

○[춘천] 류극서 전주인 완산백 습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직제학에 이르렀고 이조참의에 추증되

었다. [1941년 강원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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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암재사 개요

      명    칭 : 전주류씨 호암재사 

      분    류 : 사묘재실 

      지정번호 :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09호
      지 정 일 : 2001년 11월 1일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1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전주류씨 직제학공파 대종회 

  이 재실(齋室)은 고려말 문과에 급제하여 

직제학과 지제교를 지내고 연안부사를 한 

직제학공(극서,克恕)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

하여 후손들의 정성으로 건립된 것이다. 위
치는 녹전면 죽송리 류빈동 마을북쪽에 있

는 죽송교 우측의 산골짜기에 있으며, 2001
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문화재자료 제409
호로 지정되었다. 
  이 재사는 실전(失傳)되었다가 기봉공(복기)과 북천

공(영순)이 함께 직제학공 묘소를 찾을 때 사찰 성천사

(聖泉寺)가 직제학공 재사라는 말을 듣고 이를 되 찾았

으나 소실되어 그후 문중에서 재건한 건물이다. 재사의 

건립연대를 우리 문중에서는 인조6(1628)년으로 추정하

고 있으나 지금의 건물양식은 전체적으로 19세기 이후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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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은 밭과 논으로 이루어진 골짜기 맨 위쪽의 

야산 산자락에 산을 등지고 서향으로 앉아 있다. 앞쪽

에는 대문간채와 좌·우익사가 연이어져 뒤편 마당을 

감싸안으며 U자형을 이룬 부속채가 자리 잡고, 그 뒤편

에는 ㅡ자형의 몸채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ㅁ자형'을 

취하고 있다. 몸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홑처

마 박공지붕 집이다. 
  왼쪽으로부터 수임방 1칸·대청 2칸·제관방 2칸을 

차례로 놓았다. 수임방은 제관이 거처하는 곳이고 제관

방은 참제한 후손들이 머무는 방이다. 대청은 전면을 

개방하고 배면에는 두 짝 띠장널문을 달고 대청과 양측 

온돌방 사이에는 외짝 굽널띠살 문을 내었다. 
  부속채는 5칸 정면의 중앙칸에 대문을 내고 그 좌측

으로는 1칸 고방과 1칸 부엌을 놓고, 우측으로는 2칸 

유사방을 앉혔다. 부엌은 앞 뒤 2통칸으로 이 부엌 뒤

편에 2칸 고직이 방이 연이어져 좌익사를, 유사방의 우

측칸 뒤쪽으로는 1칸 마굿간·1칸 통래문간·1칸 전사

청이 연이어져 우익사를 이루고 있다. 우익사의 마굿간 

상부에는 수장고를 마련해 두었다. 
  19세기 이후 경북 북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

는 민가형 재실중 하나인 이 재사는 건축 구조양식적으

로 두드러진 특징은 없으나 19세기 재실의 한 유형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평면구성과 구조양식이 흐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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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잘 남아 있어 가치가 있다. 
  한편 호암재사의 문화재 추진경위로서는 1994년 직

제학공파 대종회 정기이사회(회장 치송)와 1999년 4월 

정기총회(회장 승번)에서 호암재사의 보수와 문화재 지

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그해 5월 안동 수곡파 

종인(宗人) 희걸(熙杰), 정희(廷熙1), 정우(禎愚), 종환

(鍾煥) 등이 힘을 모아 호암재사 문화재 신청서를 안동

시에 접수시켰다. 
  6월에는 승번(升蕃) 회장과 총무이사 승번(升蕃)이 

주선하여 대전정부청사 관리소장 영번(榮蕃)으로 하여

금 문화재청에 협력을 요청케 하였고, 2000년 2월 회장

단이 안동시에 문화재지정 검토요청 등을 함으로서 문

화재 지정을 받고 또한 국고(國庫)로 중수(重修)를 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안동 수곡파의 노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호암재사 중수시에 발견된 소실(燒失)
된 재사 중건시(1628년)의 상량문과의 재사중수시

(1850년경)의 상량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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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년 상량문

1850년경 상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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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암ㆍ유빈골의 전설(傳說)
      전주류씨 2세조이신 직제학공께서는 엄동설한(嚴
冬雪寒)에 개경에서 별세하시니 마땅한 유택(幽宅)을 

정하지 못하여 영흥공(직제학공의 子)께서 깊은 시름에 

잠겼을 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홀연히 나타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서 있었다.
  공(公)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의연히 “네가 날 

잡아 먹으려 하느냐?”하고 묻자 호랑이는 머리를 가

로 저으며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머리를 내 밀기에 자세

히 보니 호랑이 목에 큰 비녀가 가로 걸려있는 것을 발

견하고 서슴지 않고 손을 호랑이 입속에 넣어 비녀를 

꺼내주었다.
  호랑이는 꼬리를 치며 좋아하더니 허리를 굽히며 등

에 타라는 시늉을 하여 영흥공께서 호랑이 등에 오르자 

호랑이는 밤새 천리(千里)길을 달려 안동 부근 용두산 

언덕에 멈추었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산이 눈으로 덮여 

설산(雪山) 설원(雪原)임에도 호랑이가 멈춘 곳은 눈이 

하나도 없고 찬바람도 없이 따뜻하고 평안한 곳이었다.
  공께서는 아! 호랑이가 명당 터를 잡아주려고 나를 

등에 업고 밤새 천릿길을 달려왔음을 깨닫자 어느 사이

에 호랑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공은 호랑이가 정해준 이곳은 하늘이 정해준 명당이

라 여기시고 개경에서 천릿길인 이곳까지 운구(運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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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친(先親)의 장례(葬禮)를 모시게 되었다.
  장례 후 묘하(墓下)에 초막을 짓고 시묘(侍墓)를 하

다가 어느 날 아침 건너편 산중턱을 바라보니 전에는 

없던 “범의 형상을 닮은 큰 바위”가 솟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 저 바위는 며칠 전 선친(先親)의 유택(幽
宅)을 마련해 주려고 나를 등에 업고 천리 길을 달려와

서 기진맥진하여 돌아가다가 저 산중턱에서 죽어 바위

가 되어서도 선친과 나를 지키고 있는 고마운 호랑이임

을 알게 되었다.
 은혜를 보답하려는 호랑이는 선정(善政)을 베푼 직제

학공과 효성이 지극한 영흥공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죽어서도 두 선조님을 지켜주니 자손은 날로 번창하여 

학덕이 높고 벼슬이 높은 분이 수없이 태어나서 어버이

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을 추원(追遠)하며 

동기간에 화목(和睦)하니 남들이 명문(名門)이라 하더

라. 
  그 후 호랑이 형상인 바위는 “범바위(虎巖)”이라 

불리게 되었고 직제학공의 묘소에서 오랫동안 시묘살이

를 한 영흥공의 지극한 효성이 알려지자 이 산야(山野)
와 동리(洞里)를 영흥공의 이름을 따 유빈(柳濱)골이라 

불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흥공께서는 태종대왕과 동방진사(同榜進士)로서 영

흥대도호부사를 지내시면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멸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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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滅私奉公)하신 개국공신(開國功臣)이시다. 별세하시

어 유빈골에서 멀지 않은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에 예장

(禮葬)하였다.
  생전에 미진한 효성, 사후에도 지근(至近)에서 선친

(先親)을 추원(追遠)하며 영민하시니 종릉(鍾陵)이라 한

다. 죽기를 마다 않고 죽어서까지 은혜를 갚는 호랑이

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이 호랑이 이야기는 

전설(傳說)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선조(先祖)님의 음덕

(蔭德)을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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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홀기(笏記)ㆍ축문(祝文)

  가. 직제학공ㆍ증숙부인 수원이씨

    1) 홀기(笏記)

諸子孫序立 ○執事者盥洗 ○獻官以下皆詣下墓位瞻拜 ○

제자손서립 ○집사자관세 ○헌관이하개예하묘위첨배 ○

獻官以下復位 ○陳設 ○設蔬果盞盤 ○參神 ○獻官以下
헌관이하복위 ○진설 ○설소과잔반 ○참신 ○헌관이하

皆再拜
개재배

  行降神禮(행강신례)
初獻官詣 ○神位前跪 ○奉香跪進于獻官之右奉爐跪進于
초헌관예 ○신위전궤 ○봉향궤진우헌관지우봉로궤진우

獻官之左 ○三上香 ○奉爵奉考位盞盤斟酒跪進于獻官之
헌관지좌 ○삼상향 ○봉작봉고위잔반침주궤진우헌관지

右 ○獻官受爵酹于地以盞盤授執事 ○俯伏興 ○少退再拜
우 ○헌관수작뢰우지이잔반수집사 ○부복흥 ○소퇴재배

○復位 ○執事進羹飯庶品
○복위 ○집사진갱반서품

  行初獻禮(행초헌례)
初獻官詣香案前跪 ○奉爵奉神位前盞盤酙酒跪進于獻官之
초헌관예향안전궤 ○봉작봉신위전잔반침주궤진우헌관지

右 ○獻官受盞盤 ○祭于地授奠爵奠于神位前 ○此奉妣位
우 ○헌관수잔반 ○제우지수전작전우신위전 ○차봉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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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亦如之 ○獻官俯伏興 ○少退跪 ○祝啓飯蓋寘其南 ○

전역여지 ○헌관부복흥 ○소퇴궤 ○축계반개치기남 ○

獻官以下皆俯伏 ○祝取祝版跪獻官之左讀祝 ○諸位興 ○

헌관이하개부복 ○축취축판궤헌관지좌독축 ○제위흥 ○

獻官再拜降復位
헌관재배강복위

  行亞獻禮(행아헌례)
亞獻官詣香案前跪 ○奉爵奉神位前盞盤斟酒跪進于獻官之
아헌관예향안전궤 ○봉작봉신위전잔반침주궤진우헌관지

右 ○獻官受盞盤 ○祭于地授奠爵奠于神位前 ○此奉妣位
우 ○헌관수잔반 ○제우지수전작전우신위전 ○차봉비위

亦如之 ○獻官俯伏興 ○少退 ○再拜降復位
역여지 ○헌관부복흥 ○소퇴 ○재배강복위

  行終獻禮(행종헌례)
終獻官詣香案前跪 ○奉爵奉神位前盞盤斟酒跪進于獻官之
종헌관예향안전궤 ○봉작봉신위전잔반침주궤진우헌관지

右 ○獻官受盞盤 ○祭于地授奠爵奠于神位前 ○此奉妣位
우 ○헌관수잔반 ○제우지수전작전우신위전 ○차봉비위

亦如之 ○獻官俯伏興 ○少退 ○再拜降復位 
역여지 ○헌관부복흥 ○소퇴 ○재배강복위

○祝扱匙飯中西柄正箸楪上首西獻官以下皆俯伏 ○祝進神位
○축삽시반중서병정저접상수서헌관이하개부복 ○축진신위

前 ○噫歆三聲 ○諸位興 ○執事進茶 ○鞠躳肅俟少頃平
전 ○희흠삼성 ○제위흥 ○집사진다 ○국궁숙사소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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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 ○祝落匙箸合飯蓋 
신 ○축락시저합반개 

  行辭神禮(행사신례)
獻官以下皆再拜 ○祝取祝香案前焚之 ○乃撤 ○禮畢
헌관이하개재배 ○축취축향안전분지 ○내철 ○예필

    2) 묘위축식(墓位祝式)
  維歲次干支年幾月干支朔幾日干支幾代孫某 敢昭告于
  유세차간지년기월간지삭기일간지기대손모 감소고우

顯幾代祖考中正大夫寶文閣直提學知製敎 贈通政大夫吏曹
현기대조고중정대부보문각직제학지제교 증통정대부이조

  參議 府君
  참의 부군

顯幾代祖妣 贈淑夫人水原李氏之墓氣序流易霜露旣降瞻掃 
현기대조비 증숙부인수원이씨지묘기서유역상로기강첨소

  封塋不勝感慕謹以淸酌庶羞祗薦歲事 尙 
  봉영불승감모근이청작서수지천세사 상

饗
향

    3) 산신축식(山神祝式)
  維歲次干支年幾月干支朔幾日干支幼學全州柳某 敢昭告
  유세차간지년기월간지삭기일간지유학전주류모 감소고

    于
    우
土地之神今以某恭修歲事于幾代祖考中正大夫寶文閣直提  
토지지신금이모공수세사우기대조고중정대부보문각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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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知製敎 贈通政大夫吏曹參議府君幾代祖妣淑夫人水原
  학지제교 증통정대부이조참의부군기대조비숙부인수원

  李氏之墓維時保佑實賴神休敢以淸酌敬伸奠獻 尙 
  이씨지묘유시보우실뢰신휴감이청작경신전헌 상

饗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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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증숙부인 진주하씨

    1) 홀기(笏記)

初獻官以下諸位序立
초헌관이하제위서립

    行參神禮(행참신례)
初獻官以下皆再拜
초헌관이하개재배

    行降神禮(행강신례)
初獻官詣 盥洗位 ○盥手 ○因詣初獻官香案前跪 ○三上
초헌관예 관세위 ○관수 ○인예초헌관향안전궤 ○삼상

香 ○執事者斟酒ㆍ授獻官 ○獻官受爵酹于地 ○以盞盤受
향 ○집사자침주ㆍ수헌관 ○헌관수작뢰우지 ○이잔반수

執事者返神位前 ○俛ㆍ伏ㆍ興ㆍ少退再拜 ○復位 ○執事
집사자반신위전 ○면ㆍ복ㆍ흥ㆍ소퇴재배 ○복위 ○집사

者羹飯庶品
자갱반서품

   行初獻禮(행초헌례)
初獻官詣 香案前 ○執事者奉神位前盞盤立于獻官之左右 
초헌관예 향안전 ○집사자봉신위전잔반입우헌관지좌우 

○獻官跪 ○執事者亦跪 ○斟酒授獻官 ○獻官受盞盤 ○ 

○헌관궤 ○집사자역궤 ○침주수헌관 ○헌관수잔반 ○ 

以盞盤授奠爵奠于神位前 ○俛ㆍ伏ㆍ興ㆍ少退跪 ○執事
이잔반수전작전우신위전 ○면ㆍ복ㆍ흥ㆍ소퇴궤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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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啓飯蓋寘其南 ○祝獻官之左跪 ○獻官以下俯伏 ○讀
자 계반개치기남 ○축헌관지좌궤 ○헌관이하부복 ○독

祝 ○諸位興 ○獻官再拜 ○復位
축 ○제위흥 ○헌관재배 ○복위

    行亞獻禮(행아헌례)
亞獻官詣 盥洗位 ○盥手 ○亞獻官詣香案前 ○執事者奉
아헌관예 관세위 ○관수 ○아헌관예향안전 ○집사자봉

神位前盞盤立于 獻官之左右 ○獻官跪 ○執事者亦跪 ○

신위전잔반입우 헌관지좌우 ○헌관궤 ○집사자역궤 ○

斟酒授獻官 ○獻官受盞盤 ○以盞盤授奠爵奠于神位前 ○

침주수헌관 ○헌관수잔반 ○이잔반수전작전우신위전 ○

俛ㆍ伏ㆍ興ㆍ少退再拜 ○復位
면ㆍ복ㆍ흥ㆍ소퇴재배 ○복위

    行終獻禮(행종헌례)
初獻官詣 盥洗位 ○盥手 ○終獻官詣香案前 ○執事者奉
초헌관예 관세위 ○관수 ○종헌관예향안전 ○집사자봉

神位前盞盤立于 獻官之左右 ○獻官跪 ○執事者亦跪 ○

신위전잔반입우 헌관지좌우 ○헌관궤 ○집사자역궤 ○

斟酒授獻官 ○獻官受盞盤 ○以盞盤授奠爵奠于神位前 ○

침주수헌관 ○헌관수잔반○이잔반수전작전우신위전 ○

俛ㆍ伏ㆍ興ㆍ少退再拜 ○復位 ○執事者扱匙正箸 ○初獻
면ㆍ복ㆍ흥ㆍ소퇴재배 ○복위 ○집사자삽시정저 ○초헌

官以下俯伏 ○祝噫音三聲 ○興ㆍ平身 ○執事者撤羹進茶 
관이하부복 ○축희음삼성 ○흥ㆍ평신 ○집사자철갱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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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抄飯水 ○初獻官以下鞠躬 ○諸位平身 ○落匙箸闔飯蓋
○삼초반수 ○초헌관이하국궁 ○제위평신 ○낙시저합반개

    行辭神禮(행사신례)
初獻官以下皆再拜 ○撤饌 ○焚祝 ○禮畢 
초헌관이하개재배 ○철찬 ○분축 ○예필 

    2) 묘위축식(墓位祝式)
  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干支幾代孫某敢昭告于
  유세차모년모월모삭모일간지기대손모감소고우

顯幾代祖妣 贈淑夫人晉州河氏之墓氣序流易霜露旣降瞻掃
현기대조비 증숙부인진주하씨지묘기서유역상로기강첨소

  封塋不勝感慕謹以淸酌庶羞祗薦歲事尙
  봉영불승감모근이청작서수지천세사상

饗
향

    3) 산신축식(山神祝式)
  維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干支幼學某貫姓名敢昭告于
  유세차모년모월모삭모일간지유학모관성명감소고우

土地之神初獻官名某恭修歲事于幾代祖妣淑夫人晉州河氏 
토지지신초헌관명모공수세사우기대조비숙부인진주하씨

  之墓維時保佑實賴神休敢以酒饌敬伸奠獻尙
  지묘유시보우실뢰신휴감이주찬경신전헌상

饗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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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문(碑文)ㆍ상량문(上樑文)ㆍ기(記)

  가. 유적비문(遺蹟碑文)
고려국정순대부연안부사보문각직제학
高麗國正順大夫延安府使寶文閣直提學

전주류공극서유적비
全州柳公克恕遺蹟碑

직제학부군(直提學府君)이 개경(開京)에서 별세하시니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정(汀), 영흥대도호부사(永
興大都護府使) 빈(濱) 형제는 천리(千里)를 운구하여 

호암(虎巖) 을좌원(乙坐原)에 모시니 그 곳을 류빈골이

라 이름하여 지금까지 육백여년이나 불려왔다.
  한때 실전(失傳)하여 성묘를 못하다가 7대손 임란의

병장 복기(復起)가 성심으로 찾아 영의정 영경(永慶)이 

주선하고 1606년 병오(丙午) 관찰사 영순(永詢)이 묘전

(墓前)에 비를 세웠다. 1899년 기해(己亥) 18대손 필영

(必永)이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아 묘하(墓下)에 비를 

세웠으나 한문이고 글씨가 마멸되니 이제 신도비(神道
碑)의 예(禮)에 따라 유적비(遺蹟碑)를 세운다.
  완산백(完山伯)에 수봉(受封)되신 휘(諱) 습(濕)을 시

조(始祖)로 하였으니 바로 부군(府君)의 고위(考位)시
다. 비위(妣位)는 전주최씨(全州崔氏)니 오자일서(五子
一婿)가 다 문과에 급제하여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
人)으로 수봉(受封)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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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께서는 평생에 근신(勤愼)하시었고 국대부인(國
大夫人)은 치가(治家)에 법도(法道)가 있어서 일부(一
府, 全州)의 사람들이 다 칭송하였으니 적덕(積德)하사 

영광(榮光)을 후손에게 남기셨다. 부군(府君)의 휘(諱)
는 극서(克恕), 성은 류(柳)씨, 본관은 전주(全州)이시

다.
  부군(府君)께서는 고려말(高麗末)에 관직(官職)으로 

전주류문(全州柳門)을 빛내셨다. 숙부인(夫人) 진주하씨

(晉州河氏)는 증영의정(贈領議政) 진양부원군(晉陽府院
君) 윤린(允潾)의 여(女)며, 영의정(領議政) 호정(浩亭) 
윤(崙)의 누이로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정(汀)
을 생(生)하고, 숙부인(淑夫人) 수원이씨(水原李氏)는 

추밀원사(樞密院使) 수평군(水平君) 인수(仁壽)의 여

(女)고 영흥대도호부사(永興大都護府使) 빈(濱)을 생

(生)하였다.
  부군(府君)은 문과에 급제하사 고려 공민왕 연대(年
代)에 종부령(宗簿令), 순군위(巡軍衛), 여흥군수(麗興
郡守), 보문각(寶文閣) 직제학(直提學) 지제교(知製敎), 
1383년 양광도(楊廣道) 안렴사(按廉使) 판사(判事), 요
동 특사(特使)를 하였고 1387년 연안부사(延安府使), 
당직 천호로 계실 때 모함을 받아 우왕에게 참화를 당

하셨다. 
  이때가 바로 조선왕조개국 4년전(四年前) 1388년이

다.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 도은(陶隱) 이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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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崇仁), 목은(牧隱) 이색(李穡) 같은 명현(名賢)들과

의 교유관계로 볼 때 부군(府君)의 인품을 알 수 있다. 
묘하(墓下)에 성천사(聖泉寺)가 류씨재사(柳氏齋舍)라는 

말에 따라 되찾았으나 하룻밤 화재로 선적(先蹟)이 소

실된 듯하다.
  부군(府君)의 후손중(後孫中) 조선조(朝鮮朝)에 들어

난 이로는 회헌(檜軒) 의손(義孫), 문목(文穆) 숭조(崇
祖), 낙봉(駱峯) 헌(軒)이 있고, 시호(諡號)에는 문목(文
穆) 숭조(崇祖), 충렬(忠烈) 희철(希哲), 정의(貞毅) 의
함(宜涵), 효정(孝靖) 부마(駙馬)정양(廷亮), 정간(貞簡) 
복명(復明), 효간(孝簡) 당(戇), 봉군(封君)은 완원군(完
原君) 빈(濱), 완안군(完安君) 효찬(孝纘), 완원군(完原
君) 조생(肇生), 완능군(完陵君) 파(坡), 완창군(完昌君) 
시성(時成), 전릉부원군(全陵府院君) 의(儀), 전양부원

군(全陽府院君) 영경(永慶), 전원군(全原君) 열(悅), 전
창군(全昌君) 정량(廷亮), 전평군(全平君) 심(淰), 충신

(忠臣)은 증좌찬성(贈左贊成) 희철(希哲), 증이조판서

(贈吏曹判書) 복립(復立), 철원부사(鐵原府使) 질(秩), 
선교랑(宣敎郞) 유흥(惟興), 상선(尙膳) 재현(載賢), 청
백리(淸白吏)는 대호군(大護軍) 맹기(孟沂), 대사간(大
司諫) 헌(軒), 대사헌(大司憲) 경창(慶昌), 현감(縣監) 
정립(貞立), 부사(府使) 경시(敬時), 문(文)으로는 참판

(參判) 의손(義孫), 세자사부(世子師傅) 승식(承湜), 대
사성(大司成) 숭조(崇祖), 사인(舍人) 감(堪), 참판(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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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 영길(永吉), 진사(進士) 직(㮨), 참판(參判) 의양(義
養), 참판(參判) 치명(致明), 벼슬로는 영의정(領議政) 
영경(永慶), 형조판서(刑曹判書) 훈(塤), 예조판서(禮曹
判書) 복명(復明), 공조판서(工曹判書) 당(戇), 참판급

(參判級)으로는 신손(信孫), 계반(季潘), 윤덕(潤德), 세
린(世麟), 지신(止信), 영길(永吉), 영립(永立), 영순(永
詢), 항(恒), 색(穡), 경창(慶昌), 지(榰), 심(淰), 경

(炅), 이복(以復), 강(焵), 의양(義養), 정양(鼎養), 치명

(致明), 의(誼), 정수(正秀)다. 
  8대손 인무(仁茂)는 현감(縣監) 정립(貞立), 부사(府
使) 경립(經立), 부사(府使) 영립(英立) 삼자(三子)가 

문과에, 독립지사로는 성근(聖根), 호근(浩根), 준군(濬
根), 근(瑾), 임(林), 인식(寅植), 시연(時淵), 근세 인물

로는 국회의원(國會議員) 기수(驥秀), 치송(致松), 승번

(升蕃), 승규(昇珪), 기홍(基洪), 문화공보부 장관(文化
公報部 長官) 혁인(赫仁), 산림청장(山林廳長) 종탁(鍾
卓), 극동대학교 총장(極東大學校 總長) 택희(澤熙), 시
인(詩人) 안진(岸津), 건축가(建築家) 춘수(春秀) 등 각 

분야에서 우뚝한 자손들이 부군(府君)의 유덕(遺德)을 

빛내고 있다.
  부군(府君)의 큰 아들 정(汀)은 칠형제(七兄弟)를 두

었는데 현감(縣監) 효지(孝池), 현감(縣監) 혜생(惠生), 
목사(牧使) 효산(孝山), 직제학(直提學) 효천(孝川), 효
택(孝澤), 집의(執義) 효담(孝潭), 효연(孝淵)이다. 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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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孝池后) 증참판(贈參判) 종립(宗立)의 후손은 대구, 
생원(生員) 재형(再亨)의 후손은 성주, 혜생후(惠生后) 
계남(繼男)의 후손은 광양ㆍ옥곡, 호군(護軍) 만영(萬
榮)의 후손(後孫)은 산청ㆍ여수, 사정(司正) 사영(士榮)
의 후손은 춘천, 효천(孝川)의 아들 세자사부(世子師傅) 
승식후(承湜后) 한림학사(翰林學士) 진정(震楨)의 후손

은 합천, 감역(監役) 진량(震樑)의 후손은 부산ㆍ대구, 
첨추(僉樞) 득춘(得春)의 후손은 밀양 등지에서 살고 

있으나 나머지 사형제(四兄弟)는 자손이 없다.
  둘째 빈(濱)은 아들 사형제(四兄弟) 장(長) 중부령(中
部令) 경손(敬孫), 차(次) 참판(參判) 의손(義孫), 삼남

(三男) 참판(參判) 신손(信孫), 사남(四男) 집의(執義) 
말손(末孫)을 두셨는데 경손(敬孫)은 아들 대호군(大護
軍) 맹기(孟沂), 증참판(贈參判) 지성(之盛)을 두었다. 
맹기(孟沂)의 후(后) 부사(府使) 응성(應聖)의 후손은 

백천ㆍ장단, 지성(之盛)의 후(后) 참봉(參奉) 응태應台)
의 후손은 봉화, 습독(習讀) 흥조(興祖)의 후손은 봉화

ㆍ의성에 산다.
  둘째 의손(義孫)은 아들이 없어 말손(末孫)의 삼남

(三男)인 도승지(都承旨) 계동(季潼)을 후사로 손자 부

사(府使) 식(軾), 봉사(奉事) 원(轅), 군수(郡守) 주(輳), 
목사(牧使) 곡(轂)을 두셨으며, 식(軾)의 큰아들 참판

(參判) 윤덕(潤德)의 후손은 용인, 사자(四子) 인의(引
儀) 윤선(潤善)의 후손은 안동, 원(轅)의 증손 삼도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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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지신(止信)의 후손은 파주, 주
(輳)의 후(后)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정(檉)의 후손은 

고양, 곡(轂)의 아들 별제(別提) 윤방(潤邦)의 후손은 

이천, 교관(敎官) 윤범(潤範)의 후손은 강화에 산다.
  막내이신 말손(末孫)은 참판(參判) 계반(季潘), 첨추

(僉樞) 계장(季漳), 도승지(都承旨) 계동(季潼)을 두셨

는데 계반(季潘)의 후(后) 참봉(參奉) 항(沆)의 후손은 

음성, 진사(進士) 한(瀚)의 후손은 토산, 악(渥)의 후손

은 공주ㆍ김포, 계장(季漳)의 후(后) 전부(典簿) 세붕

(世鵬)의 후손은 임실ㆍ춘천, 참판(參判) 세린(世麟)의 

후손은 충주ㆍ양주ㆍ순흥ㆍ괴산ㆍ화성, 전첨(典籤) 세

구(世龜)의 후손은 진주ㆍ정읍ㆍ여주ㆍ횡성ㆍ순창ㆍ파

주ㆍ장단ㆍ청양ㆍ보령ㆍ괴산ㆍ음성ㆍ옥천ㆍ천안ㆍ의정

부ㆍ가평ㆍ양평ㆍ정산, 사과(司果) 세붕(世鳳)의 후손은 

남원에 산다. 계동(季潼)은 중부(仲父)의 후(后)로 출계

(出系)하였다.
  부군(府君)의 자손들은 근세에 더욱 번성하여 다 기

록할 수가 없다. 시호(諡號)를 받은 분이 6, 봉군(封君) 
10, 충신(忠臣) 5, 청백리(淸白吏) 5, 영의정(領議政) 1, 
판서(判書) 3, 참판(參判) 20, 문과(文科) 85, 무과(武
科) 136, 사마(司馬) 263, 열녀(烈女) 11, 효자(孝子) 
44, 수직(壽職) 111, 음사(蔭仕) 230인이고 최근세에는 

독립지사(獨立志士) 40, 장차관(長次官) 2, 국회의원(國
會議員) 5, 대학총장(大學總長) 1인, 문인(文人) 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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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여명에 이르며, 손세(孫勢)는 일만오천(一萬五千)여 

세대(世帶)나 되고 많은 자손들이 국내외에서 부군(府
君)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부군(府君)께서는 학덕(學德)이 높으시어 명현(名賢)
들과 교유(交遊)하시며, 선정(善政)을 베푸시던 중 난신

(亂臣)의 모함으로 천수(天壽)를 못 누리심이 애통(哀
痛)하기 그지없다. 여말(麗末) 격동기라 남기신 사적(事
跡) 전해오지 않아 후세에 아쉬움이 끝이 없으나 후손

(後孫)이 진진함은 모두가 음덕(蔭德)이니 세상에서 지

덕(知德)있고 강상(網常)을 상론(尙論)하는 사람은 반드

시 그 유래(流來)에 근거해서 원천(源泉)을 알 것이다.
  이제 문화재(文化財) 지정으로 재사(齋舍)를 중수(重
修)하고 후손들이 힘 모아 묘역을 정화하여 자손만대의 

성역(聖域)으로 보존(保存)하여 선조님의 유덕(遺德) 기
리 전하렵니다.
                    2004年 갑신(甲申) 10月  日
二十代孫 前直提學公派大宗會 會長 國會議員 升蕃 謹撰
國立江原大學校 敎授 文學博士 平海後人   黃在國 謹書
十九代孫 直提學公派大宗會 管理理事  太植 謹竪

注) 黃在國 : 平海後人 文學博士 國立江原大學校 漢文學科 敎授   
    대한민국 나라사랑 심사위원장, 한국서예가협회 부회장, “김

호길 박사 비문”, “권오섭 독립지사 비문”, “퇴계선생 기념공

원 시비”, “鶴麓 류찬우 비문”, “류혁인 문화공보부장관 비

문”, “이육사시비문”, “안동시민의 종 비문”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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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암재사 중수비문(虎巖齋舍 重修碑文)
      호암재사(虎巖齋舍)는 직제학부군(直提學府君)의 

체백(體魄)을 이곳 유택(幽宅)에 모시고 묘소관리를 위

해 서기 1400년 전후하여 창건(創建)되었으나 자손들의 

발길이 멀어져 한 때 실전(失傳)한 사이에 승려들이 점

유하여 성천사(聖泉寺)로 사용되어 온 것을 1,606년에 

되찾아 관리해 오다가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1628년에 중건(重建)하고 오랜 세월에 재사(齋舍)는 

기우러져 1850년경에 중수(重修)를 하였으나 또다시 

150여년이란 세월이 흘러 재사(齋舍)는 퇴락하고 후손

(後孫)들은 흩어져 생활권을 달리하고 있으니 재사중수

(齋舍重修)의 길이 암담하였다.
  12년 전에 결성(結成)된 종중(宗中)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기에 종사(宗事)를 맡은 직제학공파(直提學公
派) 대종회(大宗會) 승번(升蕃) 회장을 비롯한 정수(汀
秀), 연갑(淵鉀), 선(璇) 부회장(副會長), 승번(升蕃) 총
무이사(總務理事)가 후손들의 힘만으로는 재사(齋舍) 
복원이 어려워 총회에서 문화재로 지정 받을 것을 결의

해서 추진한 것이 성과가 있어 2001년 11월에 지방문

화재로 지정 받고 2004년 3월 10일에 착공하여 같은 

해 10월 12일에 중수 복원공사가 끝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으나 후손(後孫)들의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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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合)한 결집력(結集力)이 선조님의 유업(遺業)을 계승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묘역(墓域) 석축(石築), 확장(擴
張), 사초(莎草), 묘도정비(墓道整備), 진입로(進入路) 
대지매입(垈地買入), 관리인용(管理人用) 농가매입(農家
買入), 재사주변정리(齋舍周邊整理), 도로입구 표석(道
路入口 標石), 유적비 건립(遺蹟碑 建立) 등 후손(後孫)
들의 긍지(肯志) 제고(提高)에 힘을 기우렸다.
  많은 종현(宗賢)의 봉사정신(奉仕精神)은 후세의 귀

감(龜鑑)이 될 것이요 사업추진(事業推進)과 기금조성

(基金造成)에 참여(參與)해 주신 각파(各派) 종중회장

(宗中會長)님 그리고 정성(精誠)어린 성금(誠金)을 흔쾌

히 출연(出捐)해 주신 종현(宗賢) 여러분의 모선정신

(慕先精神)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같은 아름다운 유풍(遺風)이 잊혀질 가 염려되어 

조상님의 업적은 유적비(遺蹟碑)에, 후손들의 정성(精
誠)은 중수비(重修碑)에 각자(刻字)하여 다음 세대(世
代)에 전(傳)하고 자 이 비(碑)를 세운다.
                   2004년 갑신(甲申) 10월  일 

全州柳氏 直提學公派 大宗會 會長 20代孫 元熙 謹書

주) 중수비 후면에는 문화재지정 유공자, 묘역확장사업 유공자, 묘
역ㆍ재사 성역화, 유적비 등 건립사업 유공자 및 100만원 이상 헌

성자가 수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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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호암재사 중수 상량문 (1) 
      虎巖齋舍 重修 上樑文
      산은 높고 물은 깊어 반 천년이 지났으나 현인의 

자취는 의구하고 훌륭한 집의 구조가 수십 칸이나 화려

하게 얽어매니 다시 새로워지더라. 진실로 명당의 곳이

요, 위대하다. 우러러 보니 아름답도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보문각 직제학 부군께서는 麗朝의 

법도가 있는 집의 아들이고 당시 조정에서는 이름 있는 

신하였다. 완산백 부친의 슬하에서 禮를 듣고 詩를 배

웠고 三韓國大夫人 자모의 슬하 규방에서 규범을 받들

었도다.
  대대로 전해오는 말이 山下에 齋舍가 하룻밤에 잿더

미가 되어 영영 선조의 글과 자취가 타서 없어지니 백

세에 여한이더라. 다행이 高麗史 등에 가히 참고할 만

함은 관리로 계실 때 행적이 있으니 화를 만남이 원통

한 일이로다. 
  이를 증거 하듯이 李陶隱의 詩에 “후일 단란한 모임

이 있을 때는 류군수(당시 여흥군수)에게 전하리”라고 

한 글이 있다. 중간에 실전하여 성묘를 오랫동안 못하

였더니 岐峰(諱 復起)선생의 오랜 정성으로 찾으셨고 

北川公(諱 永詢)께서 儀物을 표하였도다.
  수원 李氏 부인의 묘소를 실전하여 여러 대를 거치면

서도 몰랐더니 僉正公(諱 錫昌)께서 처음으로 세 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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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牒에서 자세하게 찾으셨다. 素隱公(諱 炳文)이 수묘

기를 지었으니 직제학공의 모든 자손들이 받들어 모시

기로 의논하여 제사를 지냈다.
  집이 새고 기둥이 썩음에 깊이 자손들의 슬픔이 절실

하였더니 결점을 보완하고 이즈러진 곳을 바꿈은 정부

에서 적극적인 보완을 하였도다. 집의 원형은 고치지 

않고 공사는 쉽게 진척되더라. 여섯 방위에 글을 베풀

고 이 아랑의 참을 돋우네.
  들보를 동쪽으로 올리니 새벽 햇빛이 주렴위에 붉도

다. 오 噫라. 감히 호암 땅을 잊으랴. 반천 년의 제사를 

숭배하도다.
  들보를 서쪽으로 올리니 학가산정에 석양빛이 비치

네. 옛날 남빛 가마에 구경하며, 놀던 곳에 누가 바른 

길을 인도하며, 혼미함을 깨우칠고.
  들보를 남쪽으로 올리니 安東雄府에 英傑이 나도다. 
소목(紹穆)이 고향에 잇고 잇도다. 낙동강물이 푸르고 

넓게 흐르더라.
  들보를 북쪽으로 올리니 굽이굽이 소백산맥 수백리를 

내려와 기복한 여러 산의 정기가 모이니 땅과 더불어 

무궁함이 어찌 다 함이 있으리요. 
  들보를 위로 올리니 은하수가 기리 빛나고 별들이 눈

이 부시도다. 우러러 보건대 삼라(森羅)함이 만천의 기

상 이러라. 순풍뇌우는 끊임없이 오니 물이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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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보를 아래로 올리니 울 밑의 국화는 齋舍를 보호하

고 시월 보름에 제사를 올리니 모든 자손이 구름같이 

모여 성의가 많더라.
  엎드려 원하노니 상량한 후에 조상이 기리 평안하시

고 자손이 더욱 창성하리라. 孝悌와 敦睦한 遺風이 쇠

하지 않고 詩, 書와 禮樂의 남은 풍습이 번영하리라. 
옛것이 오직 새로워지니 쇠퇴하지 말고 이어 나가리라.
                서기 2004년 甲申 三月 立夏節
                            二十一代孫  建基  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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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호암재사 중수 상량문 (2)
      虎巖齋舍 重修 上樑文
      白頭大幹 뻗어내려 太白山을 이루고 南으로 太
白山脈, 西로 小白山脈 兩 白間 앞가슴에 安東 고을 품

었네. 古今에 걸쳐 나라의 中心人才 낳고 길러내는 母
胎가 되니 易에 이른바 生生大業이라 그 일 장하고 아

름다워라. 四時 기운 조화롭고 食料豊贍한 無災 千年之
地 禮安땅 유빈동 범바위 龍頭山에 우리 全州柳氏 高麗 
寶文閣 直提學 큰 할배, 水原李氏 큰할매 계셔온지 六
百餘年. 吾門에 전해오는 오랜 이야기에 孝子喪主를 위

하여 범이 나타나 등에 태우고 하룻밤을 내달려 경상도 

안동 땅에 山을 잡았느이라 하니 곧 여기라.
  公은 諱가 克恕요, 完山伯 濕과 三韓國大夫人 全州崔
氏의 子로 麗朝에 登科하여 楊廣道 按廉使, 寶文閣 直
提學, 延安府使를 역임하셨으며, 돌아가시자 이곳에 葬
禮하고 子 永興公이 墓下에 띠집을 지어 三年 侍墓살이

를 하시니 인근 사람들이 廬幕을 孝子庵이라 일컫고 마

을 이름을 효자의 姓諱를 따서 柳濱洞이라 불려 내렸

네. 서기 1603년 宣祖 三十六年 壬辰倭亂 직후 나라는 

百姓을 태반이나 잃고 江山은 황무해 졌으며, 父母는 

자식을 여의고 자손은 祖上을 찾지 못하던 때 壬亂 七
年 戰爭에 義兵을 일으켜 醴泉 松邱, 慶州, 八公山, 火
旺山城에서 六年間 사투하셨던 七代孫 岐峰공이 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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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住하자마자 先代부터 말씀으로만 들어오던 범바위 산

소를 찾아 나서시니 禮安 西에 八十老人 進士 吳守盈이 

말하기를 나는 柳應賢의 婿인데 지난날 本道의 都事 柳
潤德이 이 墓에 祭祀를 지냈는데 그 때 나의 妻父도 參
祭하여 柳氏의 墓임을 알았다하고 九十老人 生員 尹義
貞, 西村 士人 朴世喜 그리고 나무하는 아이들이 유빈

동이라 말하는 걸 듣고 封瑩을 찾게 되었다고 岐峰遺稿
에 기록하시고 당시 右議政이셨던 春湖公(諱 永慶)과 

承旨였던 북천공(諱永詢)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 당

시 자손들이 힘을 모아 修墓를 의논하였으며, 1606년 

宣祖 三十九年 丙午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北川公
과 힘을 모아 修墓를 하고 儀物을 갖추니 四百年 前의 

일이라.
  그리고 2004년 오늘날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는가 싶

으면서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가.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

히 유빈동이라 부르고 있고 마을버스 정류장에도 유빈

이라 써 놓았으며, 금년 3월 중앙일보사 간행 지도에도 

유빈동이라 기록하고 있으니 아! 어찌 보면 미약하고 

오래된 일이라 중도에 묻힐 법도 한데 잊혀지지도 끈어

지지도 않고 六百年을 이어오고 있으니 이 은근한 감동

을 뭐라 표현해낼까. 그저 孝誠의 결과라고만 하기엔 

밋밋하지 않은가.
  永興公의 띠풀집이 남의 일컬음으로 孝子庵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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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자손들이 齋室을 지어 奉祀해 오다 墓所를 失傳
한 후에 스님이 무단 점거하여 성천사라고 이름을 짓고 

사용해 오던 것을 岐峰公과 北川公이 이를 바로잡아 매

년 十月 보름에 祭奠해오니 鍾陵 永興公 會奠과 함께 

兩位가 吾門의 가장 古重한 祭儀가 되었네.
  齋舍가 數百載 風雨에 頹落하여 수시로 기왓장 서까

래를 갈아오다 마침 2002년에 直提學公宗會 柳升蕃 會
長 等이 힘을 모아 古 建築物을 文化財로 指定되어 금

번에 重修하게 되니 그간 자손으로서 송구함을 이기기 

어렵던 차에 오늘 흔흔한 탄성이 저절로 나와 배우지 

못한 글로 몇 줄 上樑의 기쁨으로 노래하네. 
어영차 영차 대들보 올려라

범바위 龍頭原에 春光이 빛난다.
유빈동천 봄 햇살 죽송개울 금모래

도래솔 맑은 바람 육백년 한결같아

未來 또한 고금과 如一함을 알겠네.
어영차 영차 대들보 올려라

直提學公 큰 할배 水原李氏 큰 할매

간중한 유택이 오늘 더욱 유정하다.
웃 代에 德심어 아랫 代에 忠孝나고

미물도 감동하여 범이 찾은 범바위.
어영차 영차 대들보 올려라

六百年前 永興公 유빈 지명을 얻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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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 岐峰公 묘소 다시 찾으시니

赤手空拳으로 治山이 어려워

春湖右相의 협조를 구하려고

承旨 北川公에게 通文했네.
慶尙監司로 赴任한 北川公

1606년 岐峰公과 奉審한 후 儀物 갖추고

歲歲年年 시월 보름 代代孫孫 奉享하네. 
어영차 영차 대들보 올려라

舊基齋舍에 새 棟梁을 맞추었다

新舊調和 法古創新 이를 두고 말함인가.
헌 집은 祖上의 집, 새 집은 자손들의 집.
옛 뿌리에 새싹 나고 새싹 자라 뿌리 뻗네.

어영차 영차 대들보 올려라

유빈동 주민들요 모두 다 구경오소.
띠풀집 시묘살이 喪主를 칭송하여 

孝子庵이라 불러주기 六百年
그 心性 그 節氣 어질고 고맙니더.

어영차 영차 대들보 올려라

虎巖血脈 百代萬孫 何時 何處 正當하라.
正義롭고 謙遜하세 겸손하면 無凶이라.

하늘을 향해 奉祝하고 上樑文을 올립니다.
                     서기 2004년   월   일

                直提學公 22代孫 무실 菖錫 謹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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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호암재사 중수기(虎巖齋舍 重修記)
      안동 북쪽 70리밖 죽송리(竹松里)에 용두산(龍頭
山)이 펼쳐있다. 이 한 가지가 서쪽으로 뻗어 꿈틀 起
復하면서 수리(數里)를 이어 덕산(德山)이 되고 동쪽으

로 한줄기는 우뚝하게 솟아 언덕을 이루면서 앞자락이 

용호형세(龍虎形勢)로 보기 좋게 빙 둘러 막혀있고 또 

묘역을 향하여 감싸고 있는 형국(形局)이다.
  이곳이 나의 19대조인 직제학부군(直提學府君)께서 

잠드신 유택(幽宅)이다. 지극 孝心 感天하사 호랑이의 

등에 업혀 온 이곳이 길지(吉地)로다. 그 밑 10여보에 

수원이씨(水原李氏) 큰 할매 분영(墳塋)이 여기 계시고 

계곡입구 900보 거리에 重建된 이 집이 조선(祖先)을 

숭모하는 제청(祭廳)이다.
  지붕이 헐고 공사를 착공한지 두 달이 지나도록 중건

상량문(重建上樑文)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중수

상량(重修上樑)할 때 찾았다. 비가 새어 지붕도 썩고 

목재도 부식하니 그 속에 있는 重建上樑文 판독(判讀)
이 쉽지 않으나 도리에 숭정무진(崇禎戊辰, 1628년) 인
조(仁祖) 6년(年)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때 중건

(重建)한 것으로 인지(認知)되며, 17세손 치유(致遊, 
1811∼1871) 찬(撰), 18세손 성진(星鎭, 1807∼1879) 
서(書)한 중수상량문(重修上樑文)에 의하면 재사 중수

년도는 1850년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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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구년심(歲久年深)해서 건물이 퇴락(頹落)하여 관리

인도 위험을 느끼고 이사(移徙)가니 집 주변은 쑥대밭

이 되고 계속되는 장맛비로 기우러지는 상태라 시급한 

것을 알고 대책을 찾던 중 2001년도 직제학공파 대종

회 총회에서 보수대책은 문화재로 지정받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는 중지를 모으고 회장단이 주선하여 희걸

(熙杰) 안동민속박물관장이 성안(成案)을 하고 문화재

청장과 우의가 있는 영번(榮蕃) 행자부 국장이 문화재

청에 접수하고 춘규(春奎) 문화재청 학예관이 실무(實
務)를 검토하여 경상북도로 하여금 이를 정밀검토 토록 

하여 목기(穆基) 풍산(豊山)그룹 총괄부회장, 하성(河
成) 경상북도 도시건설국장, 인희(仁熙) 도의회 의장 

등이 수고하고 승번(升蕃) 명예회장과 원희(元熙) 현 

회장, 승번(升蕃) 수석부회장, 정수(汀秀) 부회장, 선

(璇) 부회장, 연갑(淵鉀) 부회장 등이 성심으로 노력한 

끝에 경북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방문, 건물을 

엄격하게 답사하여 문화재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

음이 인정되었다.
  이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인정을 받는 快擧가 있

었다. 지방문화재 보수공사비 割當 基本이 國費 30%, 
道費 35%, 市費 35% 施工事例이나 이번 重修費는 國費
50%가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청으로부터 國費 50%, 道費 15%, 市費 35%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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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억2천6백만원을 배정받아 보수하게 된 것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마음을 쏟은 많은 분들의 역할분담의 

결정체로 이룩해냈다.
  금년 2월에 安東市長이 공사를 발주하고 3월초에 계

약체결한 시공업체인 世邦建設이 3월 10일 착공하여 9
월말 竣工 工期로 都給한 공사이다. 집을 헐고 보니 당

초 설계 이외로 워낙 부식한 부분이 많아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바, 준공시일이 지연될듯하여 儒敎文化圈 開
發事業團 工事 담당자에게 齋舍 상량일정을 水谷派에서 

主管하고 韓國國學振興院에서 主催하는 水柳文獻叢刊을 

주제로 하는 학술강연회의 시기와 連繫될 수 있도록 變
更設計案을 道와 文化財委員의 承認을 速히 받아 공사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數次 安東市를 방문하고 공사일

정을 맞추는데 독려하였다.
  설계변경사항이 너무 많아 再變更 등으로 상량예정일

이 늦어지고 5월 하순이 7월 중순으로 연기되곤 했다. 
文化財資料 제409호인 이 齋舍의 總規模와 構造는 안

채에 齋長房과 마루와 큰방은 奠例時 齋戒하고 飮福하

면서 祭祀에 대한 餘談을 하는 곳으로 홀 처마 맞배지

붕으로 되어있고, 동편은 庫房 출입구 외양간, 남쪽은 

祭需 차림방 대문 廚房이고, 서편은 정지와 관리인 기

거 숙소로, 아래채는 홑처마 모임지붕으로서 連建築面
積이 30.16평 구자(口字)로 축조된 木造瓦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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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는 산자 이상 解體後 기둥교체 밑기둥 잡이 

하고, 下部 基礎石 한 곳 교체 흙 基壇을 自然石 基壇
으로 교체하고 燔瓦로 보수되었다. 뿌리가 깊으면 가지

가 盛하고 根源이 멀면 흐름이 긴 것은 자연의 理致, 
우리 柳門은 奉先裕後인 조상을 숭모하고 후대를 넉넉

히 열어주며, 듣는 사람은 快하고 보는 사람 한번 더 

다시 보게 되니 이는 우리 宗中의 追遠報本함에 있어 

성대한 사업이다.
  여러 해를 거듭한 끝에 役事가 마무리됨에 이에 세사

를 겸해 한자리에 참석한 종인(宗人)들로 하여금 낙성

하고 술과 고기로 豊饒하니 어찌 즐거움이 없겠는가? 
老少가 함께 말과 웃음이 가득하니 일가끼리 돈목(敦
睦)함을 영원히 보전하여 원만한 자리에 화기가 충만함

을 진실로 끝없는 즐거움이다.
  이것이 부군(府君)께서 내리신 음덕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기쁜 일이로다. 지붕을 덮고 집이 썩지 않도록 

손질한 그 정성 오래도록 무궁하소서. 다만 사치(奢侈)
하고 華麗함을 취하겠는가? 부끄럽지 않는 後裔가 되

고 져 우리시대에 맡겨진 일을 감당해 냈다고 자부하고 

싶다. 忘其 不文 글재주 없음을 잊고 齋舍 重修顚末의 

글로 간략하게 기록에 남겨두고자 한다.
     2004년 甲申 9월  일  20세손 水谷派 東承 謹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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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사초기(莎草記)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산1번지 을좌(乙坐)에 직

제학공(直提學公, 諱 克恕) 선조님의 체백(體魄)을 616
년이나 모셔오며 누대(累代)에 걸쳐 사초(莎草)와 치산

(治山)을 해왔건만 수묘(修墓) 기록은 단지 선조님의 

묘소를 실전(失傳)했다가 선조39(1606)년 기봉공(岐峰
公, 復起)께서 찾아 봉심(奉審)하고 관찰사(觀察使) 북
천공(北川公, 永詢)과 함께 재사(齋舍)를 승려(僧侶)로
부터 환수(還收)했다는 기록이 전할 뿐이다.
  숙부인(淑夫人) 수원이씨(水原李氏)는 기록이 없어 

창간보(創刊譜)에 누보(漏譜)되었는데 낙봉공 5대손 첨

정공(僉正公, 錫昌)께서 1697년경에 안동권씨, 영양남

씨, 안동김씨 족보에서 기록을 찾았으며, 그 후 110여
년을 지나 직제학공 선조님 묘하에서 후손들의 정성으

로 묘소를 찾아 순조13(1813)년에 치산(治山)하였다는 

기록과 당시 주간자(主幹者) 정휴(程休), 양정(養正), 
약문(約文), 술문(述文), 휘문(徽文)외 70여명의 참여인

(參與人) 이름만이 전할 뿐이다.
  근세에 이르러 묘역(墓域)이 황폐(荒廢)하고 재사(齋
舍)까지 허물어져 폐가지경(廢家之境)에 이르게 됨을 

애석(哀惜)하게 여기던 중 뜻있는 종인(宗人)의 제의

(提議)로 “전주류씨직제학공파대종회”를 창립하게 되

었다. 드디어 1992년 6월 25일에 첨지공파, 쌍락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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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회헌공파, 집의공파 종인(宗人) 25명이 참석(參席)
하는 첫모임을 갖고 초대회장에 치송(致松), 부회장에 

종석(宗錫), 영조(永助), 용훈(龍勳), 인수(仁秀), 형규

(亨珪), 감사에 덕인(悳寅), 총무에 황근(滉根)씨를 선

출하여 대종회 업무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 오늘의 

대역사(大役事)를 이룩하는 초석(礎石)이 된 것이다.
  2000년 4월 7일에 개최된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호암

재사(虎巖齋舍)의 지방문화재신청과 묘역치산정화사업

을 병행하기로 결의하고 추진한 바 호암재사가 2001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문화재자료 제409호로 지정되어 

약 2억5천만원의 정부예산으로 2004년 3월 23일 중수

공사가 착공되고 더불어 후손의 뜻을 모아 파전금(派錢
金)과 헌성금(獻誠金)으로 묘역정화사업을 병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직제학공 묘하(墓下) 노애공묘소(蘆厓公墓所)를 

그 후손들의 뜻으로 천장(遷葬)함에 따라 2004년 6월 

2일부터 7일까지 묘역(墓域)에 석축(石築)을 쌓아 계절

(階節)을 넓히고 숙부인 수원이씨 묘소와 함께 직제학

공 묘소의 사초(莎草)를 하였으며, 2차로 묘도신설 및 

배수로공사, 3차로 잔디보식(補植)으로 수묘(修墓)사업

을 2004년 9월30에 마무리 지었다. 
  아울러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재사 입구(入口)의 협소

함을 피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대지(垈地) 14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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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옥(家屋) 1동을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확장하였고 

표석(標石)지점으로부터 재사까지의 도로포장 및 배수

로 공사와 더불어 주변의 가옥 등 환경정비공사가 10
월 30일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었다.
  재사중수 및 도로포장비는 국가에서, 수묘(修墓)사업 

및 유적비 건립비 등은 후손들의 헌성금(獻誠金) 약 9
천만원으로 마무리하고 보니 참으로 선조님께 불효를 

면한 느낌에 감회(感懷)가 깊을 따름이다. 이 대역사

(大役事)를 끝맺고 준공을 맞는 이번 경축행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후손들의 모선정신(慕先
精神)이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어서 모두 

함께 경축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식견

(識見)으로 이번 성역화사업(聖域化事業)의 과정을 기

록으로 전한다.     
                   2004년 갑신(甲申) 10월  일

           20대손 직제학공파대종회 회장 원희(元熙)



- 78 -

  사. 유적비수갈 고유문(遺蹟碑竪碣 告由文)
      범바위 을좌원(乙坐原)은 부군(府君) 유택(幽宅)
으로 이곳에 뫼셔온지[우왕14(1388)년] 올해 616년 되

는 해로 감회(感懷)가 새로워집니다.
  금번 재사(齋舍)가 문화재(文化財)로서 보수(補修)되
고, 묘역정화(墓域淨化)를 비롯하여 진입로 확장포장공

사도 하면서 성역화사업(聖域化事業)이 마무리 됨에 따

라 묘전(墓前) 묘하(墓下)에 양비(兩碑)가 있으나 風化
로 자획(字劃)을 분간(分揀)키 쉽지 않고 또 신세대(新
世代)들이 이해부족(理解不足)으로 인해 진입로(進入
路)에 신도비(神道碑)의 예(禮)에 따라 알기 쉬운 현대

문(現代文)으로 새겨 유적비(遺蹟碑)를 세웠습니다.
  부군(府君)께서는 대과(大科)에 급제하시고 두 고을

과 양광도(楊廣道) 안렴사(按廉使)를 거쳐 요동(遼東)에 

사관(使官)으로 가시기도 하였다. 
  내직(內職)으로는 보문각(寶文閣) 직제학(直提學) 지
제교(知製敎)를 지내고 손(孫) 의손(義孫))의 귀현(貴
顯)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 증직(贈職)도 내리었다.
  부군(府君)의 사적(事跡)이 가보(家譜)에도 없고 화해

(禍害)를 당하였을 때의 원상(寃狀)도 상세(詳細)히 알 

길이 없으니 망(亡)해가는 위태(危殆)한 나라에는 충정

(忠貞)하고 정직(正直)한 인사(人士)가 더욱 곤란(困難)
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유한(幽恨)을 안고 명울(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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鬱)함을 느낄 따름입니다.
  세대(世代)가 멀어져서 향화(香火)가 끊겼더니 7대손

(代孫) 영순공(永詢公)이 본도(本道) 관찰사(觀察使)로 

부임(赴任)해와서 복기공(復起公)과 협조(協助)하여 수

묘(修墓)를 하였다.
  묘하(墓下) 10보(步) 거리의 한 고분(古墳)이 그 규

모(規模)나 상태(狀態)가 부군(府君)의 묘소(墓所)와 흡

사(恰似)하므로 비위(妣位) 수원이씨(水原李氏)로 판명

(判明)되니 후손(後孫)들이 존봉(尊奉)하고 제전(祭奠)
하게 되었다. 
  이번 대역사(大役事)가 순조(順調)롭게 잘 매듭 된 

것이 모두가 부군(府君)의 음덕(蔭德)이 내리었다고 생

각됩니다. 화창(和暢)한 날 오늘 비(碑)를 세우게 되니 

부군(府君) 혼령(魂靈)께서는 기뻐하시옵소서.
  삼가 세사(歲事)를 겸해 그 사유(事由)를 고(告)하고 

경건(敬虔)하며 공경(恭敬)히 고(告)합니다.
     2004년 甲申 菊秋(음 9월 25일) 後孫 東承 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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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적비에 등재된 자손록(子孫錄)

  가. 심영(尋塋) [묘소를 찾다]

    1) 복기(復起)
          자는 성서(聖瑞), 호는 기봉(岐峯)이다. 임진왜란 

때 김해(金垓) 등과 의병을 일으켜 예천 등지에서 싸웠으

며 정유재란 때는 곽재우(郭再祐)를 따라 화왕산성(火王
山城)을 지켰고 의병(義兵) 공적으로 벼슬이 예빈시정(禮
賓寺正)에 이르렀다. 
  전란이 끝난 후 굶주려 방랑하는 백성들을 돕는데 힘을 

썼고 또한 실전된 직제학공 묘소를 찾았으며,  안동의 기

양서당(岐陽書堂)에 배향되었다. 후에 손자의 귀(貴)로 

좌승지에 추증되고, 임란 공적이 추가되어 이조참판에 가

증(加贈)되었으며, 남긴 문헌으로는 "기봉선생일고"가 

있다.
    2) 영순(永詢)
       호는 북천(北川)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사성, 장
령, 집의, 동부승지, 우승지를 역임하고, 동지사서장관

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외직으로 황해도관찰사를 

하고 병조참지, 황해도관찰사, 성주목사, 좌승지를 역임

하고 정평부사, 경상도관찰사, 동지중추부사, 한성부윤

에 이어서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경상도 관찰사를 

할 때는 기봉공(복기)과 함께 실전(失傳)된 직제학공

(극서) 묘소를 찾고 직제학공 묘소와 영흥공(류빈)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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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묘비를 세우고 재사(齋舍)를 창건하였다. 선무원

종공신(1등)에 녹훈되었다.

  나. 시호(諡號)
    1) 숭조(崇祖)
       자는 종효(宗孝), 호는 진일재(眞一齋)․석헌(石
軒), 시호는 문목(文穆)이다[增補文獻備考]. 성종 때 문

과에 급제하여 사유(師儒), 교서관 정자(正子), 사관(史
官), 대교(待敎), 예문관 봉교(奉敎)를 거쳐 사간원 정

언(正言)을 지냈다. 연산군 때 부교리를 하고 장령으로

서 연산군의 실정을 극간하다가 갑자사화로 원주에 유

배되었다.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판결사로 특진하여 부응교, 홍
문관 전한, 공조참의 겸 경연참찬관이 되었고, 성균관 

대사성,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
府事)가 되었다. 역서(易書), 예기(禮記), 천문(天文), 
역상(曆象) 등을 모두 통달하였고 혼천의(渾天儀)를 만

들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언해(諺解)인 칠서언해(七
書諺解)를 지었다. 용강서원에 배향되고, 저서로는 대

학강목잠, 성리연원촬요, 경서언해 등이 있다. 

    2) 희철(希哲) [鄕諡號]
       자는 명숙(明淑), 호는 도은(道隱), 시호는 충렬

(忠烈)이다[族譜]. 명종 때 학행(學行)으로 세마(洗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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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임진왜란 

때 초토사 이정암의 수하에 들어가서 왜군을 격파하였

고 평산의 궁평(宮坪)전투에서 순절하였다. 후에 이조

참의로 추증되고, 어유구가 선생의 충의(忠毅)를 고하

여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3) 의함(宜涵) [鄕諡號]
       자(字)는 양허(養虛), 호는 백졸옹(百拙翁), 시

호는 정의(貞毅)이다[族譜]. 학행(學行)으로 춘호공의 

천거로 벼슬길에 올랐으나 광해군 즉위후 물러났다. 인
조반정후 송화현감을 하였는데 후에 송화 유생들이 향

교에 모셨으며, 의인왕후(懿仁王后) 어씨(魚氏)가 효행

을 천거하여 정려가 내려지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4) 정량(廷亮) 
       자는 자룡(子龍), 호는 소한당(素閒堂), 시호는 

효정(孝靖)이다[增補文獻備考]. 선조 임금의 딸 정휘옹

주를 배필(配匹)로 맞아 전창위에 봉해졌다. 광해군 때 

전라도 고부로 유배(流配), 경상도 기장(機張)으로 이배

(移配)되었으나 인조반정 때 풀려 복권(復權)되고 숭록

대부에 올랐으며, 세훈(世勳)을 물려받아 전창군에 봉

해졌다. 
  세 차례에 사은사, 진향사,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

온 후 도총관이 되었고 글씨로 이름이 높았다. 호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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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공신(1등), 정난원종공신(1등),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었다.

    5) 복명(復明)
       자는 양휘(陽輝), 호는 만촌(晩村), 시호는 정간

(貞簡)이다[增補文獻備考]. 숙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

여 사간원정언, 경종 때 사헌부 지평, 세자시강원 보덕

(輔德), 승지, 도승지를 역임하고 동지 겸 사은사의 부

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영조 때 대사간, 형조참

의를 하고 대사헌을 거쳐 경기감사를 하였으며, 기로소

에 들어가서는 지중추부사, 판돈녕부사 등의 명예직에 

임명되었다. 

    6) 당(戇)
       자는 직보(直甫), 시호는 효간(孝簡)이다[增補文
獻備考].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를 거쳐 지평이 

되었고 정조 때 부수찬으로 등용되어 동부승지, 안동부

사, 병조참의를 거쳐 대사성, 이조참의, 형조참판, 도승

지 등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 강계ㆍ안변부사, 동지중

추부사에 이어 형조참판을 역임하였고 말년에는 지중추

부사로서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다. 봉군(封君)
    1) 빈(濱) [口傳에 의함]
       고려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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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장령, 직제학을 거쳐 통정대부로 영흥(永興) 대도호

부사를 지냈다. 개국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완원군

(完原君)에 봉해졌으며, 둘째아들 의손(義孫)의 귀(貴)
로 참판(參判)에 추증되었다.

    2) 효찬(孝纘)
       명종 때 진사에 급제하였는데 둘째아들 조생(肇
生)이 고관(高官)이 되어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완안군(完安君)에 봉해졌다.

    3) 조생(肇生)
       무과에 급제하여 고성군수, 평안도우후, 영암군

수를 거쳐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이르렀으며, 선무원종

공신(1등), 청난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완원군(完原
君)에 봉해졌다.

    4) 파(坡)
       무과에 급제하여 인조 때 가제조(假提調), 내금

위장(內禁衛將), 오위장(五衛將)을 거쳐 파주목사, 무과 

시관(試官)을 하였으며, 완릉군(完陵君)에 봉해졌다.

    5) 시성(時成)
       인조 때 겸선전관, 부장을 하고 외직으로 신천

군수, 무장현감을 하였다. 효종 때는 위원(渭原) 군수, 
현종 때는 좌변포도종사관, 부사과, 도총경력을 하고 

진도군수, 훈련부정, 삼화현령, 삭주부사, 훈련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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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영장, 병조가참지를 거쳐 첨지중추부사, 창성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역임하였으며, 완창군에 봉해졌

다.

    6) 의(儀)
       자는 언장(彦章)이다. 문소전 참봉(參奉)을 하였

는데 둘째아들 영경(永慶)이 고관(高官)이 되어 영의정

(領議政) 전릉부원군에 추증되었다.

    7) 영경(永慶)
       호는 춘호(春湖)이다.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등을 역임하였고 임진왜란 때 사간으로서 초유어

사(招諭御史)가 되어 많은 의병을 모집하였고 황해도순

찰사, 호조참의,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정유재란 때

는 지중추부사, 이듬해 병조참판이 되었고, 대사헌, 이
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으며, 호
성공신(2등), 정난원종공신(1등),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전양부원군에 봉하여졌다. 
  선조 말년에 왕의 뜻을 따라 영창대군을 세자로 하려 

하였는데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이첨과 정인홍 등의 탄

핵을 받고 경흥에 유배되어 자진(自盡)하였고 청금록에

서 이름이 삭제되었으나 인조반정으로 모든 관작이 복

권되었다.

    8) 열(悅)



- 86 -

       자는 형부(亨夫)이다. 선조 때 음직(蔭職)으로 

감역, 주부를 하고, 사마에 급제하여 충훈 도사(都事)를 

한 후 통진 현감(通津縣監)을 하였는데 광해군 때 참화

를 당하였다. 호성원종공신(1등), 정난원종공신(1등), 
선무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전원군(全原君)에 봉해

졌다.

    9) 정량(廷亮)
       “가”항 시호 참조.

   10) 심(淰)
       자는 징보(澄甫), 호는 도계(道溪)이다. 인조 때 

사마시에 급제하고 음보(蔭補)로 참봉이 되고 시직(侍
直)일 때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고 효종 

때 경상도 관찰사를 할 때 전주류씨 최초 족보인 임진

보를 간행하였다.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하고 현종 때 예

조참판, 강화유수, 도승지를 하였다. 송설체(松雪體) 글
씨로 뛰어났으며, 영국원종공신(1등)에 녹훈되고 전평

군에 봉해졌다.

  라. 충신(忠臣)
    1) 희철(希哲)
       “가”항 시호 참조.

    2) 복립(復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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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군서(君瑞), 호는 묵계(墨溪)이다. 음직

(蔭職)으로 종부시 주부(主簿, 종6품)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가 임진왜란 때 외숙(外叔) 경
상 우감사 학봉(김성일)선생을 따라가 진주에서 참전

(參戰)하여 의병장 김천일 등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조 

참판으로 추증되고, 충신 정려(旌閭)가 내려졌으며, 진
주 창렬사에 추향(追享)되고, 후에 이조판서로 가증(加
贈)되었다. 

    3) 질(秩)
       자는 자상(子常)이다.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역임하였고 철원부사로 재직 중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병(淸兵)에게 대항하다 순절하였다. 이조참판

에 추증되고 후에 이조판서로 가증(加贈)되었으며, 충
신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4) 유흥(惟興)
       인조 때 선교랑(宣敎郞)을 하였는데 병자호란시 

순절(殉節)을 하여 충신(忠臣)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5) 재현(載賢) 
       호는 소국(小菊)이다. 고종 때 상선(尙膳)으로서 

내관(內官)을 하였는데 갑신정변 때 절개를 지키다 김

옥균 일파에게 피살당하였다. 정변 후 고종은 관곽을 

하사하고 내관을 보내어 치제(致祭)를 하였으며, 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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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諡號)를 주도록 하였으나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하여 시

행되지 않았다.

  마. 청백리(淸白吏)
    1) 맹기(孟沂) [鄕選 淸白吏]
       초명(初名)은 지간(之幹), 지윤(之潤)이다. 음직

으로 지평, 장령을 하고 고양 등 외직으로 8개 군의 군

수를 지내었으며, 초명(初名)이 지윤(之潤)일 때 세조즉

위년에 호군(護軍)으로서 좌익원종공신(3등)에 녹훈(錄
勳)되어 품계를 1자급(資級) 올려 받아 대호군이 되었

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柳乘追述].

    2) 헌(軒) [朝廷選 淸白吏]
        호는 낙봉(駱峯)이다.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연산군 초기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노여움을 받아 

좌천되어 외직으로 충청수사가 되었으나 곧 돌아와서 

대사간이 되었다.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소(疏)를 올려 

임사홍(任士洪) 등의 음모와 이극균(李克均)이 죄도 없

이 살해당한 사실을 논하여 제주도로 귀양을 갔는데 중

종반정 후에 방환(放還)되어 돌아오다가 왜구들에게 변

을 당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용강서원에 배향되

었으며,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增補文獻備
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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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창(慶昌) [朝廷選 淸白吏]
       자는 선백(善伯), 호는 성탄(聲灘)ㆍ미천(薇川)
이다.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정자, 수찬, 
교리, 지평, 사서, 헌납 등을 역임하고 이조정랑이 되었

으며, 암행어사로 활약하였다. 효종 때는 사간, 승지,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대사간이 되었다. 현종 때는 동지

사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이어 대사헌에 올랐

다. 강원도 관찰사를 하고 떠난 후 도민(道民)들이 선

정비(善政碑)를 세웠고, 숙종 때 청백리(淸白吏)에 녹선

(錄選)되었다[增補文獻備考].

    4) 정립(貞立) [鄕選 淸白吏]
       자는 공간(公幹), 호는 경은(耕隱)이다. 인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학유, 학록을 거쳐 효종 때 학정, 가
주서, 전적, 무안현감을 하였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

(錄選)되었다[柳乘追述].

    5) 경시(敬時) [鄕選 淸白吏]
       자는 흠약(欽若), 호는 함벽당(涵碧堂)이다. 숙
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 선전관, 예조좌랑을 거쳐 

황해ㆍ평안도사, 용강현령, 한산군수, 풍기군수, 양양부

사, 사헌부 장령, 순천부사를 하였다. 저서로는 함벽당

집 2책이 있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柳
乘追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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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문인(文人)
    1) 의손(義孫)
       자는 효숙(孝叔), 호는 회헌(檜軒)이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을 거처 사헌부 감찰, 집현전 수

찬을 지내고 집현전 응교일 때 문과중시에 1등으로 급

제하여 집현전 직제학으로 특진 하였다. 그 후 승정원 

동부승지, 도승지, 공조 참판을 거쳐 이조 참판을 하였

으며, 예조참판에 기용(起用)되었으나 몸이 쇠약해져 

관직수행이 어렵게 되자 병으로 사퇴하였으며, 사후(死
後) 세조 때 좌익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다. 안동의 

기양서당과 전주의 용강서원에 배향(配享)되었으며, 남
긴 문헌으로는 "회헌선생일고"가 있다.

    2) 승식(承湜)
       학행(學行)으로 천거(薦擧)되어 세자 시강원(侍
講院)에서 세자 사부(師傅)로 세자 훈육(訓育)에 힘썼

다[族譜].

    3) 숭조(崇祖)
       “가”항 시호 참조.

    4) 감(堪)
       호는 호은(壺隱)이다.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지

평, 정언 등을 거쳐 의영고 주부(主簿), 예조 좌랑이 되

었다. 그 후 전적, 병조좌랑을 거쳐 호조좌랑, 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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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이조정랑이 되었는데 무정보감(武定寶鑑)을 간행

하면 민심 동요를 염려하여 압인(押印)을 거부하자 소

윤파의 탄핵으로 경흥에 유배되었다. 윤원형(尹元衡) 
일당이 실각하자 다시 관직에 나가 장령, 장악원정, 사
복시정, 사인을 지내고 춘추관편수관을 겸임하면서 "명
종실록"편찬에 참여하였다.

    5) 영길(永吉)
       호는 월봉(月篷)이다.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부

수찬, 정언, 병조좌랑, 전적, 헌납 등을 거쳐 승문원 제

조를 지내고 외직으로 강원도 관찰사를 한 후 도총관, 
한성부우윤을 역임하고 진휼사(賑恤使)가 되었다. 정유

재란이 일어나자 호군, 연안부사가 되었고 그 후 병조

참판,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고 예조참판을 하였으며, 
시문에 능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저서로는 "월
봉집"이 있으며, 호성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다. 

    6) 직(㮨)
       자(字)는 정견(庭堅), 호는 백졸암(百拙菴)이다. 
인조 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학문에 정진(精進)
하여 특히 대학(大學), 중용(中庸)을 탐독했다. 영남 유

림의 총수(總帥)로서 선비 1천여명과 함께 율곡(栗谷)
의 문묘배향 반대 상소를 하여 저지시켰기 때문에 반대

편의 미움을 사서 유적(儒籍)에서 빠지고 과거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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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자격을 잃자 향리에 서재를 지어 백졸암이라고 하고 

후진 양성에 전력을 바쳤다. 조선왕조 후기에 인사정책

때 마다 백졸암이 거론되었으며, 저서로는 “백졸암집 

4권”이 있다.

    7) 의양(義養)
       자는 계방(季方)․자장(子章), 호는 후송(後松)이
다.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거쳐 사서, 수찬, 
교리, 집의, 영남 어사, 강릉부사, 대사간, 승지를 지내

고, 성천부사를 거쳐 대사간을 한 후 예조참의 때 춘관

지(春官志)와 영희전지(永禧殿誌)를 편찬하였다.   의주

부윤, 대사간에 이어 공조참판 때는 경모원(景慕園)을 

증수하였고 “춘방지(春坊志)”를 저술하였다. 부총관

이 되어서는 "국조오례의"를 보집(補輯)하였고, 이듬해 

“춘관통고(春官通考)”를 저술하였다.

    8) 치명(致明) 
       자는 성백(誠伯), 호는 정재(定齋)이다.  순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 성균관 전적, 사간

원 정언, 사헌부 지평, 홍문관 교리, 세자시강원 문학 

등을 거쳐 전라도 도사(都事), 홍문관 교리를 하였다. 
헌종 때는 우부승지, 초산부사, 공조참의를 거쳐 대사

간이 되고 철종 때는 한성좌우윤, 오위도총부 부총관,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그 후는 후진양성에 전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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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가 동지춘추관사가 되었다. 저서로는 “독서쇄어, 
예의총화, 가례집해, 주절휘요, 대학동자문, 태극도해, 
대산실기, 지구문인왕복소장 외에 50여권”이 있다. 

  사. 벼슬

    1) 영의정(領議政)

      가) 영경(永慶)
        “나”항 봉군 참조.

    2) 판서(判書)

      가) 훈(塤)
         호는 청계(淸溪)이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

여 홍문관 박사를 거쳐 승정원 주서, 홍문관 저작, 사
간원 정언, 병조정랑, 선천군수가 되었다. 선조 때는 장

락원 정, 경상우병사, 경상좌병사, 북도병사를 거쳐 경

상ㆍ함경ㆍ평안감사를 하고 병조ㆍ형조참판, 대사헌, 
형조판서를 한 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나) 복명(復明)
          “가”항 시호(諡號) 참조.

      다) 당(戇)
          “가”항 시호(諡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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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판급(參判級)

      가) 계반(季潘)
          태종 때 사마에 합격하고 단종 때 문과에 급

제하여 전한, 감찰을 역임하고 중요 관직에 이르렀다. 
외직으로는 군수 및 부사, 각 도의 관찰사를 지냈고 세

조 때 좌익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다. 

      나) 윤덕(潤德)
          자는 선숙(善淑), 호는 남천(南川)이다.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형조좌랑, 예문관 헌

납을 하였고 사헌부 장령, 우통례, 대사간, 병조참지, 
대사헌, 승정원 도승지, 병조 참의, 황해도 관찰사, 전
라도 관찰사를 지내고 그 후 예조 참판, 한성부 우윤을 

지내었다. 남긴 문헌으로는 도승지일 때 지은 육촌동생 

세린의 만사(輓詞)가 있다.

      다) 세린(世麟)
          중종 때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주서, 홍문관

교리, 사헌부 지평을 거쳐 사헌부 장령, 세자시강원 필

선, 부제학, 승지,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대사간, 홍문

관 부제학, 형조참판, 이조참판, 한성부 좌윤 등을 역임

하였으며, 손(孫) 영의정 영경(永慶)의 귀(貴)로 좌찬성

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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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신(止信)
          무과에 급제하여 첨사(僉使)를 거쳐 부령부

사, 전라좌수사를 하였으며, 광해군 때는 행부호군, 경
기수군 절도사를 하고, 병영(兵營) 겸 지진주사(知晋州
事)로 부임해서는 진주하씨 묘소를 우거진 잡초 속에서 

찾아 봉분을 다시 쌓고, 쓰러진 비석을 세웠다. 그후 

내사복시 내승(內乘)을 거쳐 행사직, 황연방어사, 전라

병사 등을 하였다. 선조 때 호종원종공신(1등) 및 선무

원종공신(2등)에 녹훈되었다.

      마) 영길(永吉)
          “마”항 문인 참조.

      바) 영립(永立)
         자는 입지(立之), 호는 사송헌(四松軒)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사인, 지평, 영변판관, 보성ㆍ철산군

수, 공주목사 등을 역임하고 종성부사가 되었으며, 승
지, 개성유수를 거쳐 경상도ㆍ전라도ㆍ함경도ㆍ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병조참판을 하였다. 

      사) 영순(永詢)
         “가”항 심영(尋塋) 참조.

      아) 항(恒)
          자는 여상(汝常), 호는 구봉(九峯)이다. 선조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 판관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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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랑, 정언을 지낸 뒤 광해군 때 춘호공에게 추형(追
刑)이 가해질 때 그 일파였다는 죄로 해남에 유배되었

다. 인조반정후 장령, 단천군수, 양양부사에 이어 강원

도 관찰사가 되었다. 시(詩)에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
구봉집"이 있다. 호성원종공신(3등), 영국원종공신(1등)
에 녹훈되었다.
      자) 색(穡)
          자는 자유(子有), 호는 사호(沙湖)이다. 선조 

때 사마시에 급제하여 음직으로 의금부 도사가 되었고,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별좌, 부정자, 형조좌랑, 정언, 호
조좌랑, 영변판관, 등을 거쳐 배천군수를 하였다. 광해

군 때는 양주목사, 예빈시 부정, 선천군수, 승문원 판

교, 강계부사를 거쳐 호조참의, 우승지가 되었는데 그 

후 장단부사를 거쳐 전라도 관찰사를 하였고 전주감영

에서 별세하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차) 경창(慶昌)
          “라”항 청백리 참조.

      카) 지(榰)
          자는 중오(重吾), 호는 괴애(乖厓)이다. 효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 춘추관 기사와 사헌

부의 지평, 장령, 사간원 정언, 상의원 정(正) 등을 역

임하였다. 외직으로는 결성ㆍ단성 현감, 밀양부사, 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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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길주 목사, 경주부윤 등을 역임하였으며, 공이 별세

하자 숙종이 치제문(致祭文)을 내렸다. 저서로 "괴애집

" 2책이 있다.

      파) 심(淰)
         “나”항 봉군 참조. 

      타) 경(炅)
          호는 이은(犁隱)이다. 효종 때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전적, 동학교수, 감찰을 거쳐 병조ㆍ예조좌랑

을 하고 외직으로 부안ㆍ지평현감을 하였으며, 병조정

랑, 겸춘추, 사예를 하고 순천현감, 상의원 정(正)을 하

였다. 숙종 때는 상주목사, 봉상시 정(正), 영해ㆍ종성 

부사, 호군, 우윤, 좌윤, 오위도총부 부총관, 특진관을 

거쳐 예조ㆍ공조ㆍ형조  참판을 하고 부총관, 여주목

사, 호조참판을 한 후 동의금(同義禁), 예조참판 등을 

하고 안동부사를 역임하였다.

      하) 이복(以復)
          자는 군휴(君休), 호는 오류(五柳)이다.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지평, 문학 등을 역임하고 

평양 판관, 의주 부윤, 양주 목사, 강원 감사를 하였다.

      거) 강(焵)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기사관(記事官),  
한림, 정언을 하고 정조 때 제주 감진 어사(濟州監賑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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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를 한 후 동래 부사,  사간원 대사간, 승지, 충청도 

관찰사 등을 하고 부윤을 역임하였다.

      너) 의양(義養)
          “마”항 문인 참조.

      더) 정양(鼎養)
          자는 석로(錫老)이다. 순조 때 문과에 급제

하여 사관을 거쳐서 홍문관에 등용되었고 수찬, 집의, 
형조참의 등을 역임한 후 영변부사를 하였는데 이때 가

선대부로 가자(加資)되었고, 문장(文章)이 뛰어나 일가

(一家)의 묘갈문(墓碣文)을 많이 지었다.

      러) 치명(致明)
          “마”항 문인 참조. 

      머) 의(誼)
         자는 의지(誼之)이다.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

여 정조 때 정언, 지평 등을 거쳐 홍문관에 들어갔으

며, 강원, 관서의 암행어사로 나아갔고 그 후 실록청도

청 낭청, 병조참의, 대사간, 병조참판, 승지에 이어 홍

주목사,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버) 정수(正秀)
          호는 뇌원(雷園)이다. 고종 때 사헌부 감찰, 
탁지아문 참의(參議), 한성판윤을 거쳐 탁지부 참서관, 
회계국장, 사계국장(司計局長)을 지내었다. 그 후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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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관(議官), 양지아문 기사원(記事員), 중앙은행 창

설위원, 탁지부 협판, 문관전고 위원장, 금고관리장, 검
사국장, 탁지부 차관, 회계검사국 차장 등을 역임하였

다. 서훈3등(敍勳三等)과 팔괘장(八卦章)을 받았다.

  아. 인무삼자등문과(仁茂三子登文科)
    1) 정립(貞立)
       “마”항 청백리 참조.
    2) 경립(經立)
       자는 문수(文叟), 호는 일원(逸園)이다. 효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사옹 직장, 겸남학 교수, 예조좌

랑을 하고, 현종 때는 하동현감, 예조ㆍ병조 좌랑, 고성 

현령, 전적, 병조좌랑, 보령현감, 직강, 사예, 영해군수, 
장령, 장악원 판사, 부호군을 역임하였다.

    3) 영립(英立)
       자는 이수(爾粹), 호는 삼객당(三客堂)이다. 현
종 때 진사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학유, 봉상시 봉사, 
학록, 성균관 학정, 주부, 감찰, 자인현감을 하고, 숙종 

때는 직강, 병조좌랑, 병조정랑을 한 후 외직으로 풍기

군수, 부안현감하고 호조좌랑, 부평부사, 사예, 봉상시 

정, 전사관 정, 순천부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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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독립지사(獨立志士)
    1) 성근(聖根)
       부친은 필(馝)이다. 일제 때 독립운동을 위하여 

대한독립야단 모험국장으로서 중국 각 지역 및 국내의 

무산, 길주 등지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군자금 모금하였

으며, 고향 이천에서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징역 12
년형으로 옥고를 치렀다.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

다.
    2) 호근(浩根)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됨으로써 일제(日帝) 식
민지(植民地)로 전락하자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 의진

(義陣)에 가담하여 홍주성을 점령하였으나 일군(日軍)
의 공격으로 패하여 영남유림의 항일운동에 참가하였는

데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건국훈장 애

족장을 추서되었다.

    3) 준근(濬根)
       자는 순경(舜卿), 호는 벽서(碧棲)․우록(友鹿)이
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납세를 거부하고 을사오적과 

일본의 침략행위를 성토하다가 투옥되었다. 그 후 의병

으로 일본군과 싸우던 중 체포되어 쓰시마섬[對馬島]으
로 유배, 4년 뒤 석방되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순

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일경(日警)에 체포되었으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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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서에 유림대표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 저서로

는 “홍주의진의 활약상”과 쓰시마섬에서의 유배생활

을 서술한 “마도일기”가 있다. 건국포장이 추서되었

다.  

    4) 근(瑾)
       호는 석농(石儂)이다. 장지연 등과 함께 국한문 

혼용체의 황성신문을 발간하여 독립정신 고취에 힘썼

다. 황성신문 사장이 되어 언론을 통한 구국활동을 하

였으나 일제의 압박으로 모든 한국인 신문이 폐간되자 

교육사업에 종사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13도 대표

자 국민대회에 대종교계 대표로 참석했고, 동아일보 창

간 때 편집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저서로 신정동국역사, 
초등본국역사 등이 있다.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이 추서

되었다

    5) 림(林)
       본명은 화영(華永)이다. 국권피탈 후 부흥회·
자강회 등을 조직하다가 일경(日警)에 체포되었다. 
3·1운동에 참여한 후 만주로 탈출, 서로군정서(西路軍
政署)에 참여하였다. 김두봉·신채호 등과 한글말본, 
조선말본을 저술하였고, 중경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냈다. 광복 후는 독립노농당을 결성하고 미·소공동

위원회 참여를 거부,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

에 반대하는 등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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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6) 인식(寅植)
       자는 성래(聖來), 호는 동산(東山)이다. 고종 때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이중업․이상룡․박재중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관군에게 패하여 10여년 동안 피신

하였다. 을사조약 후 고향에 협동학교를 창설하고 교장

에 취임하였고 이상재, 유진태 등과 함께 조선교육협회

를 창립하고, 조선노동공제회 설립에 참가하여 노동운

동에 투신하였다. 조선민립대학기성회의 선전부장으로

서 경상남북도를 순회하면서 지방부를 조직하였고 신간

회의 안동지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저서

로는 "대동사(大東史), 대동시사(大東詩史), 동산문고

(東山文稿)가 있다.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7) 시연(時淵)
       시연(時然)이라고도 하며 자는 박여(璞汝), 호는 

성남(星南)이다. 고종 때 안동 의병장 권세연의 막하에

서 선봉장으로 활약하면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경

주 분황사에서 열읍(列邑)의 의병대표들과 회맹하고 총

대장이 되어 진보․영덕․평해 등지에서 전투를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그 후 만주로 망명하여 안창호 등과 독

립운동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잠입하여 활

동하였으나 밀정의 밀고로 일경(日警)에 붙잡혀 순국

(殉國)하였다.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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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제학공파 대종회

  가. 대종회 연혁(沿革)
      호암묘소는 고려 말에 직제학공의 의리(衣履)를 

모신 곳으로서 영흥공 형제가 시묘살이를 하여 그 지명

이 류빈골로 되었으며, 마을 이름도 류빈동으로 불려오

고 있다. 그런데 중종(中宗) 때 7세 남천공(南川公, 潤
德)이 경상도 도사(都事)로서 성묘(省墓)를 하신이래 

묘소가 실전(失傳)되어 기봉공(복기)이 지명이 류빈동

이란 것에 착안하여 묘소를 찾고 북천공(영순)께서 비

석과 석물을 갖추어 후손들이 향사를 할 수 있게 하였

다.
  근래에 와서는 일제강점기와 6ㆍ25동란을 거치면서 

후손들의 정성이 부족하여 호암의 묘소가 부실하게 되

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1992
년 6월 25일 종원(宗員)간의 화목과 건전한 묘역관리를 

위하여 서울 자양동에서 25인의 종원이 모여 직제학공

파 대종회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에 전 국회의원 치송(致
松) 씨를 추대함으로서 대종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해 11월 서울 신촌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전주 

대종중의 전횡(專橫)에 관하여 회의를 한 바 있고, 
1993년 2월에는 또한 신촌에서 호암재사의 보수(補修)
와 위토(位土)의 명의변경 및 대종중의 전횡문제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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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회의를 하였다. 
  1994년 6월 서울 관수동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는 

종릉재사의 문화재신청과 호암재사의 보수문제를 의논

하고 1995년 2월 서울 전농동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

서는 각파별 대의원수의 조정, 직제학공파 종중 재산의 

종중 명의등기 및 종릉재사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음을 

보고하고 추가분담금과 전주 대종중에 이사(理事) 파송

문제를 협의하였다.
  1995년 6월 충북 충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종중재

산의 등기완료 및 종릉재사 보수공사 착공보고와 회장

(치송) 사퇴에 따른 회장의 잔여임기를 국회의원 승번

(升蕃)씨가 맡도록 결의 하였다.
  1995년 7월 서울 역삼동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승번 

회장의 회장재취임승락과 전 회장 치송을 고문으로 추

대하고 24세 종석(宗錫)씨를 종손(宗孫)으로 인정하였

다. 같은 해 11월의 회장단 회의에서는 전주 대종중 문

제의 타개책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1996년 1월 서울 신촌에서 개최한 회장단회의에서는 

전주문제 소송건과 별도의 전주류씨 대종회 설립을 결

의하고 황근(滉根)씨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전주의 대종

중과 전면전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000년 4월의 정기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고 각파

간의 대의원수를 안배하기로 의결하였다. 200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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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시제 참석 시에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는 전주 

대종중과의 갈등해소방안과 회장단 연회비 부과문제를 

토의하였다. 2000년 5월 서울 종로에서 개최된 이사회

에서는 회칙의 개정, 이사, 대의원수 확정, 호암재사의 

문화재지정을 추진하고, 그 비용 600만원을 분담금으로 

정하였으며, 전주 시조묘 아래에 투장한 사건을 확인하

기로 하였다.
  2002년 8월에 서울 북천공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서 호암재사의 문화재지정과 중수문제를 협의하고 묘소

의 사초추진, 노애공 산소의 이장, 전주 대종중과의 관

계 정상화 대책, 대동보사업의 참여방안을 협의하고 임

원의 전원을 유임하도록 결의하였다.  
  2003년 1월 서울 북천공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

고 호암재사 중수와 함께 묘소사초를 협의하고 1000만
원을 목표로 분담금을 정하였다. 같은 달 서울 북천공

파회관의 회장단 간담회에서는 대동보 참여에 대한 구

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며칠 후 직제학공파 산하 소종

중 회장단회의를 열고 대동보 참여확정과 대동보 추진

일정, 수단지침, 수단비 문제와 별책발간내용을 알리고 

자료제출 요청을 하였다.
  2003년 6월 서울 북천공파회관의 정기총회에서 호암

재사의 중수 및 사초사업추진, 노애공 산소의 이장문

제, 묘하의 비석건립, 비용 1000만원 모금, 대동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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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황 등을 협의하였다.
  2004년 1월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3월에 도(道)예산

에 의한 호암재사 중수 예정, 3, 4월경 사초실시, 묘전

비 개수검토, 묘하비 개수, 유일여고 이사파송문제, 대
동보발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영흥공파종재는 직제학

공파 임원 중 영흥공파 임원이 별도로 구분하여 직제학

공파에서 관장키로 하였다.  
  2004년 6월 회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호암재사 

중수착공보고와 상량식 준비, 호암산소 축대공사실시, 
노애공 산소 이장결정, 묘하비 독지가 선정, 종릉산소 

개수문제를 검토하고 노애공 산소 이장에 따른 추가예

산 1000만원 모금을 합의하고 대의원수를 조정하였다.
  같은 해 7월 서울 북천공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호암재사 상량식 행사내용과 재사중수 경과보고와 함께 

노애공 산소 이장, 호암묘소 축대공사, 수원이씨 묘소 

사초, 묘소 및 재실 주변의 정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을 보고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직제학공파 대종회는 모선정신이 투

철하고 건전한 호암의 묘역관리를 바라는 몇몇의 종인

(宗人)에 의하여 출범하여 종릉재사와 호암재사의 문화

재지정, 호암묘역의 성역화사업 및 전주 대종중과의 관

계개선을 이룩함으로서 우리 문중을 빛내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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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지 파 이 름 전 화

고 문

목사공파 류치송(柳致松) 02-814-5661
011-221-1115

목사공파 류황근(柳滉根) 02-355-2995
016-703-2995

수 곡 파 류용훈(柳龍勳) 054-474-9244

낙봉공파 류택희(柳澤熙) 043-879-3512

명예회장 수 곡 파 류승번(柳升蕃) 02-578-0851
011-241-0753

회 장 낙봉공파 류원희(柳元熙) 02-894-4009
016-375-4009

·수 석

부회장
수 곡 파 류승번(柳升蕃) 02-871-6838

011-748-5529

부 회 장

첨지공파 류수절(柳秀岊) 055-353-1766

문목공파 류정수(柳汀秀) 02-959-1401
010-4742-1401

목사공파 류연갑(柳淵鉀) 011-495-5485

낙봉공파 류 선(柳  璇) 02-223-7549
011-9170-6599

감 사
묵계공파 류기송(柳基松) 031-395-3125

017-303-3125

낙봉공파 류정희(柳汀熙) 055-752-7447

총무이사 낙봉공파 류범열(柳範烈) 02-408-1564
011-493-1564

관리이사 수 곡 파 류태식(柳太植)

사업이사 낙봉공파 류완희(柳完熙) 02-2679-4326
016-635-3502

홍보이사 낙봉공파 류충수(柳忠秀) 02-878-2816
011-668-2816

   나. 고문 및 임원



- 108 -

종 파 이 름 전 화

첨지공

(3세 정)
-

류홍식(柳弘植) 051-332-9690
011-566-9690

류성근(柳成根) 011-9570-8010

류성관(柳成官) 02-575-1171
011-296-5026

류복규(柳福珪) 011-369-1783

쌍락정공

(4세
경손)

충렬공
(9세 희철)

류한경(柳漢卿) 02-949-6015
011-9709-2361

류영하(柳榮夏) 02-536-3727
011-2692-3727

문목공
(6세 숭조) 류창수(柳昌秀) 054-634-6200

016-517-6200

난재공
(6세 흥조) 류곤수(柳崑秀) 053-743-0601

017-511-2236

회헌공

(4세
의손)

남천공

(7세 윤덕)

류봉수(柳鳳秀) 031-332-0945

류강희(柳康熙) 031-332-3998
016-351-4998

류 정(柳  珽) 02-308-8833
019-380-6412

인의공

(7세 윤선)

류중훈(柳仲勳) 054-822-8203
011-9599-8203

류정희(柳廷熙) 053-262-7929
016-630-7929

류광식(柳光植) 053-358-9095
010-7533-9095

류정훈(柳廷勳) 02-313-6377
019-242-1647

류영술(柳英述) 031-902-5000
011-228-8899

류종하(柳鍾河) 02-2213-1647
011-242-1647

류용준(柳龍俊) 02-418-5456
018-290-5456

류중대(柳重大) ·02-2215-2803
018-292-2803

   다.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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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파 이 름 전 화

회헌공

(4세
의손)

봉사공
(6세 원) 류강희(柳康熙) 031-962-6486

군수공
(6세 주) 류형석(柳螢錫) 031-962-6526

011-250-8820

목사공

(6세 곡)
류기재(柳基載) 032-937-1266

011-9088-1266

집의공

(4세

말손)

토 산
(6세 진) 류철석(柳哲錫) -

토 산
(6세 진) 류명수(柳命秀) 02-379-4069

011-702-4069

전부공
(7세 세붕) 류택희(柳澤熙) 02-452-2158

019-393-2158

월봉공
(9세 영길) 류 정(柳  玎) 032-674-7929

현풍공
(9세 영하) 류동수(柳東秀) 02-2295-1154

016-341-3354

사인공
(8세 감) 류기조(柳基祚) 055-742-4525

사인공
(8세 감) 류희조(柳熙祚) 055-753-0532

016-9665-0532

사인공
(8세 감) 류원석(柳元錫) 031-941-6579

011-9979-6579

사인공
(8세 감) 류원상(柳元相) 031-293-5212

019-362-5212

삼화공
(8세 균) 류필수(柳弼秀) 02-432-5146

011-278-5146

삼화공
(8세 균) 류기용(柳基用) 02-955-6533

011-9104-6534

삼화공
(8세 균) 류건희(柳乾熙) 031-841-8618

016-329-8618

회양공
(8세 연) 류광희(柳光熙) 041-571-0335

011-9076-7999

회양공
(8세 연) 류영희(柳永熙) 041-943-4460

011-9415-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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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지 목
면 적

m² 평

  가. 토 지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19-2 垈 地      774    234

 20 〃      496    150

 31 〃      764    231

 17-1 〃      476    143

小  計    2,510    758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22 田      433    131

 26 〃    1,577    477

 27 〃      165     50

 28 〃      159     48

小  計    2,334    706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29 果樹園      426    128

 30 〃    2,658    804

 32 〃      701    212

 33 〃    1,355    410

小  計    5,140  1,554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산1 林野  134,083  40560

 산23 〃      436    132

 산46 〃    7,295   2207

 산219 〃   46,107  13920

小  計  187,921  56,819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88 畓    6,344   1919

 89 〃    4,066   1230

小  計   10,410   3,149

合  計  208,315  62,986

  라. 위토현황(位土現況)
     1) 호암위토(虎巖位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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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지 목 면적(m²) 비 고

  가. 토 지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734 垈地       886

 小  計       886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70-5 畓     3,426

 732 〃       727

 小  計     4,153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769 田        50

 770 〃       377

 689 〃       311

 690 〃       615

 691 〃        50

 687 〃     1,246

 698 〃       126

 699 〃        89

 702 〃       760

 692 〃       106

 693 〃       631

 696 〃       393

小  計    4.754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산186 林野   114,050

 산187 〃    27,074

小  計   141,124

合  計   150,917

     2) 진주위토(晉州位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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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중 파 조 회장 전화번호 주 소

직학공파 2세 극서 원희 02-396-0979  서울 노원구 상계동 332-2
        사용공종중 회관내

  1) 첨지공파

첨지공파 3세 정 홍식 051-332-9690  부산 북구 화명동 1333-4

참판공파 9세 종립 성근 053-262-3455  대구 달서구 본리동
         우방아파트 2-202

생원공파 9세 양형 정덕 054-932-8327  경북 성주군 호전면 동포2리

군자감공파 9세 계남 기홍 061-772-0011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818

사정공파 9세 사영 박 033-263-1924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한림공파 9세 진정 길용 053-622-1853  대구시 남구 대명9동 468-1

감역공파 9세 진량 홍식 051-332-9690  부산 북구 화명동 1333-4

첨추공파 9세 득춘 백희 055-354-8952  경북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446

  2) 쌍락정공파

쌍락정공파 4세 경손 정수 02-959-1401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225
   이문대림아파트119-1103

충렬공파 9세 희철 한경 02-9496015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2
            선경빌라 203

문목공파 6세 숭조 맹희 054-673-2532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2리

난재공파 6세 흥조 곤수 053-743-0601  대구 동구 신천4동
                   348-23

  3) 회헌공파

회헌공파 4세 의손 봉수 031-332-0945  경기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325

묵계공파 9세 복립 강희 031-332-3998  경기 용인시 마평동 342

 무숙공파 14세 합 기민 031-705-4308  경기 성남 분당구 이매동 116
       성지아파트 703-202

 계윤공파 15세 순 병희 031-332-2363  경기 용인시 마평동 514-2
        계윤공파 종친회관내

 선전관공파
12세
형수 탁 031-332-7627  경기 용인시 남동 406-1

수곡파 7세 윤선 중훈 011-9599-8203  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동

 서울화수회 〃 승번 011-748-5529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1-17

  마. 직제학공파 산하 종중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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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중 파 조 회장 전화번호 주 소

 안동화수회 7세 윤선 원희 011-522-1733  경북 안동시 옥정동 442-3
                  안동회관

 대구화수회 〃 광식 010-7533-9095  대구시 서구 비산동 1206-3

 영양/청송
   화 수 회

〃 연웅 016-9775-3938

 해평화수회 〃 회구 011-811-9106

 부산화수회 〃 도환 018-292-5340

 제천화수회 〃 종기 043-645-9130

봉사공파 6세 원 강희 031-962-6486  경기 고양시 성사동 240-4

군수공파 6세 주 문석 032-866-6027  인천 남구 숭의4동 31021

목사공파 6세 곡 연갑 031-763-5288  경기 광주시 탄벌동 40
       현대아파트 101-704

교관공파 7세 윤범 기재 032-937-1266  인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594

  4) 집의공파

집의공파 4세 말손 선 02-2233-7549  서울 중구 신당6동
        현대아파트 7-1004

진사공파 7세 항 규상 02-2684-4732  경기 광명시 광명동 247-25

완안군공파 6세 효찬 명수 02-379-4069  서울 종로구 구기동 78-5

낙봉공파 6세 헌 광희 041-577-0335  충남 천안시 쌍용동 1363-1
    해누리아파트 101-1201

전부공파 7세 세붕 형수 063-643-3131  전북 임실군 임실읍 장재리
                신안마을

익지공파
11세

여익
성희 02-433-4398  서울 중랑구 신내동 619

       동성아파트 13-1103

전릉부원군파 8세 의 동수 02-2295-1154  서울 성동구 행당2동
                  322-227

월봉공파 9세 영길 석규 043-848-7369  충북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279

인재공파
11세

정린
기찬 043-847-9085  충북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흠재공파 11세
정양

석규 043-848-7369  충북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279

춘호공파 9세 영경 양석 02-337-814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7가

                       32

참판공파 10세 흔 정수 031-876-380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10

좌랑/송화공파 10세
업, 제 충수 02-878-2816  서울 관악구 봉천7동

                   1605-9



- 114 -

종 중 파 조 회장 전화번호 주 소

현풍공파 9세 영하 장희 02-337-8140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2-11
              일진주택 201

공신공파 10세 변 복수 043-832-9879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세마공파 10세 흘 영수 031-352-0946  경기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전첨공파 7세 세구 원희 02-894-4009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8
       주공아파트 1405-102

사인공파 8세 감 선 02-2233-7549  서울 중구 신당6동
        현대아파트 7-1004

수원공파 9세 영건 완희 02-2679-432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문래LG빌리지 113-1901

순사와공파  11세
수창

정희 055-752-7477  경남 진주시 상대동 301-9

좌랑공파 10세 직 대희 016-270-4275  경기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대우아파트 110-302

청도공파 10세 적 경희 033-342-3589  강원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여연공파 12세 은 래희 033-342-3578  강원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여제공파 12세 광 맹수 02-355-6736  서울 운평구 응암1동 196-11

생원공파 12세 항 만수 033-731-3123  강원 원주시 태장2동 115-2
           광희아파트 1-301

사호공파 10세 색 인수 031-941-6578  경기 파주시 검산동 545

삼화/청풍공파
8세 균

9세 영성 필수 02-432-5416  서울 중랑구 면목동 384-53

별제공파 10세 목 효수 032-349-5195  경기 부천시 괴안동 102-3
            명실홈타운 203

사용공파 10세 집 원희 02-894-4009  서울 금천구 동산동 1088
       주공아파트 1405-102

지평공파 11세 행창 달수 041-934-3397  충남 보령시 내항동 110

종사랑공파 11세 진창 창희 043-878-2772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2리

철원공파 10세 질 성희 031-472-1750  경기 안양시 석수동 275-1
        현대아파트 101-111

회양공파 8세 연 응수 031-846-4143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191-23

북천공파 9세 영순 영희 041-943-4460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은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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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虎巖墓域聖域化事業
호  암  묘  역  성  역  화  사  업

全州柳氏直提學公派大宗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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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2000년 5월부터 대종회가 뜻을 모으고 후손들이 

협력하여 2001년 6월에 호암재사가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2004년 3월부

터 대규모로 중수(重修)를 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세에 후손들의 손길이 멀어져 직제학공과 

수원이씨 할머님 묘소의 잔디가 고사(枯死)하여 퇴락

(頹落)되고 또한 묘정(墓庭)이 비좁아 고려 말 고관(高
官)의 묘소로서는 너무나 초라한 상태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직제학공의 묘소 아래에 있는 노애

공 묘소를 이장(移葬)함에 따라 묘역(墓域)을 정리하면

서 축대(築臺)를 쌓아 묘정을 넓히고 또한 묘소 사초

(莎草)를 하여 다른 문중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묘역으

로서 성역화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인근에 국립국학진흥원과 도산서원이 있고, 영
국 여왕(女王)이 다녀간 봉정사(鳳精寺)와 온혜온천 등

이 있어 이와 함께 안동의 유교문화의 보존지로 일익

(一翼)을 담당하는 전통문화의 체험장(體驗場)으로서 

전주류씨를 빛내고자 하는 것이다.

2. 추진계획

    호암묘역 성역화사업이 2003년 6월 전주류씨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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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공파 대종회 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대종회에서 다

음과 같이 시행을 하게 되었다. 
  ○ 대종회를 중심으로 많은 종인(宗人)들이 참여토록 

한다.
  ○ 성역화사업 재원은 각 소파종중의 분담금(分擔金)
과 종인 독지가(篤志家)의 출연금(出捐金)으로 한다.
  ○ 묘역 확충

     직제학공 및 수원이씨 할머님 묘소 사초 및 석축

을 보수하고 노애공 산소를 이장함에 따라 계절(階節)
을 확장한다.
  ○ 묘역개수ㆍ묘도포장

     묘도를 골짜기 방향으로 평탄하게 개설하고 배수

시설을 설치하며, 묘역 주변의 잔디 심기와 가파른 곳

에 돌계단을 설치하고 입구에서 재사까지 길이 약 

180m를 폭 2.5m로 포장한다.
  ○ 재사 주변의 정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사 입구의 대지 

약 140평 매입하고 주택, 담배건조장, 화장실 등은 철

거 또는 이전하며, 재사의 담장과 화장실을 건립한다.
     재사 주변의 도랑을 막아 환경친화적인 연못 조성

하고 재사 앞의 밭을 정리하여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

한다.
     재사주변에 식목을 하고 재사 입구에 자연석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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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석을 건립한다.
  ○ 비석 건립

     재사입구 큰 소나무 옆에 직제학공 유적비(遺蹟
碑)를 건립하고, 문화재지정 유공자와 100만원 이상 헌

성자(獻誠者)를 수록한 중수비(重修碑)를 건립한다.
  ○ 재사(齋舍) 내 현판(懸板)에 100만원 미만, 10만
원 이상 헌성자를 게재한다.
  ○ 재사 내 현조(顯祖)의 패널을 상설 전시한다.

3. 준공식행사 준비기획단

      준공식 행사에 따른 직제학공 자손의 화합과 전

통사상을 고취하고 자손의 행사참석 유도와 효율적으로 

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기획단을 회장 직속기구로 

발족하며, 대종회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위원회

의 업무를 안동 수곡파 화수회 회장에게 일임하고 각 

소종중에서 행사인원을 1명씩 지원한다. 

  가. 준비기획단 구성

      단장 본회 수석부회장 승번(升蕃)
      위원 본회     부회장 수절(秀岊)
           본회     부회장 정수(汀秀)
           본회     부회장 연갑(淵鉀)
           본회     부회장 선(璇)
      간사 주무   총무이사 범열(範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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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외   섭외이사 완희(完熙)
           홍보   홍보이사 충수(忠秀)
           의전   감사     기송(基松)

  나. 집행위원회 구성

     1) 구성방법

       ○ 대상 : 각 소종회의 4, 50대 종원 

       ○ 인원 : 각 소종회 당 1인 이상

     2) 임  무 
       호암재사 준공식 행사 전반업무

       ○ 참석대상자 선정

       ○ 준공식장 준비

          주빈석, 테이프커팅, 마이크앰프, 시상품, 사  

          회록, 귀빈소개 등

       ○ 내빈 안내

          방명록, 행사장안내, 기념품 증정

       ○ 기 타

          천막, 의자, 급식시설, 간이화장식, 주차관리

       ○ 행사 후 정리 및 주변 청소

       ○ 홍보자료발간(대종회에서 지원)
          편집, 교정, 인쇄, 배포

     3) 위원회 구성인원

       위원장   수곡파 안동화수회장 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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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위원 수곡파  형기

          의무 수곡파  청희, 기정

       기획위원 수곡파 창석

          홍보 수곡파 형걸, 성희

          시설 수곡파 명훈, 흥세, 은수

       의전ㆍ섭외위원 수곡파 승기

          급식 문목공파 덕화, 덕문

               수곡파 기성, 대현, 기수, 운희, 주대, 
                      광희, 도영

          교통 수곡파 세기, 선기, 우영, 장희, 충기, 
                      정걸, 종필

          안내 문목공파 활수, 창수, 택수, 인석, 기영

               수곡파 금식, 근식, 영환, 기인, 동철

       집행위원

        충렬공파 문희            문목공파 원석

        난재공파 곤수            묵계공파 정

        전부공파 택희            춘호공파 창수

        월봉공파 기종            현풍공파 존희

        수원공파 경연            철원공파 건희

        북천공파 준희            사호공파 원석

        청도공파 경희            진주화수회 희조

        사용공파 숭열 창희 기영  덕붕공파 명상  

        산음공파 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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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모금

    호암묘역 성역화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은 직제

학공파 대종회 산하 소파(小派) 종중 및 종인(宗人)의 

헌성금(獻誠金)으로 충당하며, 호암성역화사업에 연관

된 유공자(有功者) 및 지금까지 헌성금(獻誠金) 접수내

역은 다음과 같다.

  가. 文化財指定 有功者
      升蕃  水谷派 13代國會議員, 本會 名譽會長  
      元熙  淸風公派 極東學院 監事, 本會 會長   
      승蕃  水谷派 本會 首席副會長          
      弘植  僉知公派 農協組合長, 本會 副會長
      汀秀  雙樂亭公派會長, 本會 副會長
      淵鉀  牧使公派 本會 副會長, 陸軍大領, 建設部 
            非常計劃局長
      璇    執義公派會長, 本會 副會長 
      穆基  水谷派 豊山그룹 總括副會長       
      仁熙  文穆公派 慶尙北道 道議會議長, 奉化郡守
      河成  水谷派 慶尙北道 都市建設局長          
      熙杰  水谷派 安東民俗博物館 館長 
      榮蕃  水谷派 行政自治部 理事官        
      春奎  水谷派 文化財廳 學藝官  



- 123 -

  나. 墓域擴張事業 獻誠者 및 有功者
      僉知公派宗會(派祖 3世 汀 僉知 )      300만원

      雙樂亭公派宗會(派祖 4世 敬孫 中部令) 400
      檜軒公派宗會(派祖 4世 義孫 參判)   1,000
      執義公派宗會(派祖 4世 末孫 執義)     900
      龍勳 水谷派會長 本會 顧問            200
      重基 水谷派花樹會 總務理事, 安東市 事務官 

  다. 墓域聖域化, 碑 建立 등 獻誠者 및 有功者
      春川 司正公派宗會(派祖 9世 士榮)     100만원

      忠烈公派宗會(派祖 9世 希哲)          100
      文穆公派宗會(派祖 6世 崇祖)          100
      懶齋公派宗會(派祖 6世 興祖)          100
      水谷派 大邱花樹會                    100
      陰城 副尉公派宗會(派祖 德鵬)         100
      駱峯公派宗會(派祖 6世 軒)            200
      全陵府院君派宗會(派祖 8世 儀)        100
      月蓬公派宗會(派祖 9世 永吉)          100
      春湖公派宗會(派祖 9世 永慶)          100
      玄風公派宗會(派祖 9世 永賀)          100
      典籤公派宗會(派祖 7世 世龜)          100
      舍人公派宗會(派祖 8世 堪)            100
      三和淸風公派宗會(派祖 8世 均
                            9世 永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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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勇公派宗會(派祖 10世 禾咠  )                         200
      從仕郞公派宗會(派祖 11世 震昌)       100
      北川公派宗會(派祖 9世 永詢)          100
      水谷派서울成年會(40~50대 會員)      100
      致松 牧使公派 國會議員 本會初代會長  100
      升蕃 水谷派 國會議員 本會名譽會長    100
      元熙 淸風公派 極東學院 監事, 本會會長 100
      炯秀 典簿公派 全州柳氏大宗中 理事長  100
      成根 參判公派會長, 初等校 校長        100
      弘植 僉知公派會長, 農協組合長         100
      文熙 忠烈公派 漣川郡 農漁民後繼者     100
      應珪 文穆公派 鑛業振興公社 太白所長   100
      仁熙 文穆公派 道議會議長, 奉化郡守   100
      基松 墨溪公派 農漁村振興公社 硏究委員    100
      承佑 水谷派宗孫, 三星重工業 常務理事  200
      仲勳 水谷派會長, 農協組合長           200
      錫根 水谷派 信盛化學工業(株)代表理事  200
      穆基 水谷派 豊山그룹 總括副會長       100
      太植 水谷派 本會 管理理事 遺蹟碑ㆍ表石 建立
                                 (1,500만원 相當)
      英述 水谷派 에너지管理公團 常務理事   100
      元熙 水谷派 安東會館 代表             100
      錫基 水谷派 (株)東洋마샬 會長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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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蕃 水谷派 靑瓦臺膳物展示館管理所長   100 

      相勳 水谷派 서울花樹會                100
      菖錫 水谷派 (株)大東酒類 代表理事      500
      淵鉀 牧使公派 陸軍大領, 建設部局長    100
      孝英 月蓬公派 判事                    100
      陽錫 大韓齒科醫師協會 副會長          100
      春琇 晉州 順俟窩公派                  100
      澤熙 駱峯公派 極東大學校 總長         100
      全州柳氏 水曜會                       200
      完熙 水原公派(橫城)宗會 有司            50
      寬秀 月篷公派                          50
      雄一 宣傳公派(公州)                     50
      玎   月篷公派                          20
      鍾根 玄風公派                          10
      永珪 山陰公派(富川)                     20
      忠烈公后 長水派                        20
      容珪 文穆公派                          20
      洹錫 文穆公派                          10
      大秀 春湖公派 韓國寫眞協會 理事   懸板篆刻
      章熙 松禾公派                紙筆墨硯 一襲

주) 상기(上記) 헌성금은 2004년 10월 20일 현재로 접수된 내역입

니다. 헌성금을 내신 종원님과 앞으로 납부하시는 종원님에 대해

서는 재사주변 정비공사가 완공되면 이미 정한 예(禮)에 따라 중

수비[일명 와비(臥碑)] 또는 현판에 게재하여 기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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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墓域 齋舍 聖域化 奉仕 有功者
      中洛 水谷派 造景業
      東承 水谷派 安東大學
      承基 水谷派 柳元建設 代表
      衡基 水谷派 安東花樹會   

5. 공사개요

  가. 묘소사초

     ○ 직제학공 및 수원이씨 할머니 묘소의 석축보수

     ○ 직제학공 및 수원이씨 할머니 묘소 봉분의 사  

        초(莎草)

  나. 묘역확장 및 묘도신설

     ○ 노애공 묘소 이장에 따른 묘정의 확장

     ○ 묘도를 골짜기 방향으로 평탄하게 개설하고    

         80m의 배수시설 설치 

     ○ 묘역 주변의 잔디심기 및 가파른 곳의 돌계단  

        설치.

  다. 지방도-재사간 도로포장

     ○ 안동시 지원으로 입구에서 재사까지 길이 약   

         180m를 폭 2.5m로 포장

  라. 재사주변 정화

     ○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재사 입구의 대지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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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1동 143평 매입

     ○ 진입로 확장 및 입구에 암거 20m 설치

     ○ 재사입구의 주택, 담배건조장, 화장실 등은 철  

        거 또는 이전  

     ○ 재사 주변에 ㄱ자형 담장과 화장실 건립(2005  
        년도 경상북도 재원)
     ○ 재사 주변에 환경친화적인 연못 조성

     ○ 재사 앞의 밭을 정리하여 일부 주차장 조성

     ○ 재사 주변의 식목

     ○ 재사 입구에 자연석 형태의 입구 표석 건립

  마. 비석 건립

     ○ 재사입구 큰 소나무 옆에 직제학공 유적비(遺  
         蹟碑) 건립

     ○ 100만원 이상 헌성자(獻誠者)를 수록한 중수   

        비(重修碑) 건립

  바. 기 타 
     ○ 재사 내에 현조(顯祖)의 패널 상설전시 

     ○ 재사 내에 10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헌성자  

         의 현판 게재

     ○ 재사 내에 도서 비치

        (종원 여러분의 도서기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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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巖墓域 聖域化工事 工程表

구 분

2004년
공사비

(원)7월 8월 9월 10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墓所 重修 1,000만

 墓庭 擴張 1,000만

 墓道 鋪裝 3,000만

 齋舍周邊淨化 2,000만

 碑石 建立 1,500만

 其     他
·

1,500만

     計 1억

  사. 공정표

  아. 2005년도 사업

     ○ 화장실 설치                     5,000만원

     ○ 재사 주변의 담장 설치           3,000만원

                                     계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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