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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報 題號 “虎巖”

  “호암(虎巖)”은 단순히 범바위라는 뜻이 아니라 영

흥공[濱, 빈]이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꺼내주자 영

흥공을 등에 태우고 밤사이 천릿길을 달려 지금의 직

제학공 묘원에 내려주었다.

  이곳을 선친의 유택(幽宅)으로 하라는 것으로 판단

하고 개경[개성]에서 운구(運柩)하여 예장(禮葬)하니 

과연 명당이라 후손이 번성하고 벼슬길에 올라 가문을 

빛내더라.

  명당을 잡아준 호랑이는 개경으로 돌아가다가 멀리 

가지도 못하고 기진맥진 지쳐 죽어 바위가 되니 그 모

양이 호랑이 모습이더라. 

  명당을 찾아주고 직제학공 묘소 부근에서 죽어 바위

가 되어서도 선조님을 지켜주고 있으니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그러니 “호암(虎巖)”은 단순한 범바위가 아니라 은

혜를 죽음으로 갚은 범바위 “호암(虎巖)”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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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일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호암지(虎巖誌)가 우리 직제학공파의 

종보(宗報)로 자리매김한 이래 그 지령(誌齡)을 늘려 제10호를 발간하

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일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

니다. 
  그간 변함없는 종보가 발간 되도록 힘써주신 일가 여러분과 진두에 

서서 독려해주신 역대 회장님과 편찬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란 전대미문의 사고로 인해 우

리 국민 모두가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세월호 사태는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가 아닌 우리 

모두가 열광하던 물질만능 주의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고 회자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탈피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 일가 여러분

께서도 종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했던 인성교육의 필요성

에 대한 실천의 목소리를 높여 봅시다. 일가간의 돈목과 선조를 잘 받

드는 행위도 인성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5일에는 용인의 묵계공파에서는 임란충신 묵계(휘 復立, 
증 이조판서)공의 정려각을 보수하고 실전된 정려비를 복원하는 등의 

일에 많은 묵계공파 일가 분들이 뜻과 힘을 모아 위선 사업을 전개하

는 것도, 또한 지난 6월 9일에는 한국국학진흥원 강당에서 문화체육관

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기산충의원이 후원한 “국난속에 빛난 선비

정신”이란 제하의 기봉ㆍ묵계선조님을 재조명 하는 학술행사를 우리

일가와 내빈 약 1500여분을 모시고 성대히 치루었던 일과 6월 11일에

는 강화의 교관공파 일가들이 힘을 모아 교관공(휘 潤範, 동몽교관)의 

묘역과 재사를 중수 복원하는 쾌거를 이룩하여 일가들의 숭조정신과 



단합하는 모습 등이 인성교육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이 모

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희망을 주어왔습니다.
  우리 종보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잃어버렸던 선조님

들의 발자취 발굴에도 힘을 쓰겠습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가 

여러분들의 진솔한 신변잡사나 여러분들의 바라고 하시고자 하는 생각

을 담아내는데 더욱 진력 하고자 하오니 더 많은 일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각파 종회 임원님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갑오년 가을 

                   全州柳氏 直提學公派宗中 會長 二十代孫 柳升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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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직제학공 묘소 뒤 

산 정상의 호암

1. 호암(虎巖) 선영(先塋)과 재사(齋舍)

1.1 유빈골의 유래와 전설

  유빈골은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대밭골 동쪽에 있는 마을

로서 영흥공 류빈(柳濱)이 부친 직제학공[류극서]의 묘를 마련한 후 

시묘(侍墓)살이를 하고 마을을 이룩하였다고 하여 유빈골이라 부른다.
  전설에 따르면“지금부터 약 600여 년 전 개성(開城)에 류(柳)씨 성

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자식이 아

버지를 모실 좋은 묘 터를 찾아서 깊은 산중을 헤매던 중, 큰 호랑이

와 마주치게 되었다고 한다. 
  선비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호랑이

가 자신을 해치지 않고 가만히 있기에 용기를 내어 살펴보니 목에 가

시가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은 선비는 호랑이를 불쌍히 여겨 목에 걸린 가

시를 뽑아 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자세를 낮추며 등에 올

라타라는 몸짓을 하여 선비는 겁이 났지만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등에 

올라탔더니 한참을 달린 후 이 곳에

다 선비를 내려놓고는 홀연히 사라

지더라는 것이다. 
  선비는 너무나 기이해서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호랑이가 내려준 이곳

이야 말로 천하제일의 명당이라는 

것을 알고 선친의 묘를 이곳에다 모

셨다고 한다.” 
  그런데 명당을 잡아준 호랑이는 멀리 가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지쳐 

죽어 바위가 되니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를 범바위라고 부르는데 직제

학공 묘 뒤에 있으며, 지금도 산 정상에서 묘소를 내려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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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송삼거리에서 2km 정도 녹전면 면소재지 방향으로 가면 오른편에 

“전주류씨 직제학공 묘소 입구”라는 작은 표지석과 고려국정순대부

연안부사보문각직제학전주류공극서유적비(高麗國正順大夫延安府使寶文
閣直提學全州柳公克恕遺蹟碑)라는 큰 입석(立石)이 서 있는 쪽의 좁은 

골짜기가 유빈골이다. 

1.2 호암묘소의 주인공

   호암 선영에는 묘소 2기가 있는데, 위에 있는 묘소는 2세 직제학공 

류극서의 묘소이며, 아래의 묘소는 직제학공의 후배위 증숙부인 수원

이씨의 묘소이다.
  직제학공은 시조 완산백[습]의 둘째 아들로서 출생연대는 알 수 없

으며,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우왕9(1383)년에 양광도(楊廣
道) 안렴사(按廉使)를 하였고, 우왕11(1385)년에 천호(千戶)로서 당직

(當直)을 하였는데 옥에 가둔 내시 김실이 도망가자 그 죄로 옥에 갇

혔다.
  우왕13(1387)년에는 판사복시사 임수(任壽) 및 전공판서 김승귀(金
承貴)와 함께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로서 요동에 갔다 왔고, 중정대부

(中正大夫) 보문각(寶文閣) 직제학(直提學, 정4품)과 지제교(知製敎, 
종3품)를 지냈는데 우왕14(1388)년 연안부사를 할 때 우왕에 의하여 

환관(宦官) 김실과 함께 피살 당하였다. 
  증숙부인 수원이씨는 추밀원사(樞密院使, 종2품) 이인수(李仁壽)의 

따님이다. 2004년에 발간한 대동보(大同譜)에는 추밀원사를 이조판서

(吏曹判書)로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인수(李仁壽)는 고려사에서 충목왕 때 풍저창부사(豊儲
倉副使, 정6품)를, 공민왕 때 대호군(大護軍, 종3품)을 한 기록이 있

고,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 때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종2품)를 

한 기록은 있으나 조선 때의 벼슬인 이조판서(吏曹判書, 정2품)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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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 
직제학공 묘소로

오르는 계단

기록은 없으며, 2004년에 세운 직제학공 유적비(遺蹟碑)에“수원이씨

(水原李氏)는 추밀원사(樞密院使) 수평군(水平君) 인수(仁壽)의 여

(女)”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1.3 직제학공 묘소

  호암재사의 서쪽 뒤, 묘하비에서 계곡을 따라 능선을 오르면 용두산 

기슭 양지바른 곳에 직제학공 묘소와 후배위 수원이씨의 묘소가 30여 

보의 거리를 두고 상하(上下)로 자리 잡고 있다. 
  직제학공과 후배위 수원이씨의 묘제(墓制)는 안동 지방에 전해오는 

고려 분묘(墳墓) 중 몇 안 되는 것으로서 고려 말경의 분묘 형식을 잘 

갖춘 하방상원형(下方上圓形)이다. 
  직제학공 묘는 봉분(封墳)의 사방을 큰 돌로 

돌리고 상석(床石) 및 석인(石人)을 설치하였는

데 대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묘 

앞에는 비석(碑石)과 장명등(長明燈)이 있다.
  묘하비에서 길을 따라 묘역까지 올라가면 위

쪽에는 직제학공의 묘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고 아래쪽에는 배위(配位) 수원이씨의 묘역으

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다. 
  직제학공 묘역은 후배위 수원이씨에 비하여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커다란 돌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아 바닥의 기울기를 잡은 다음 석축 

사이에 화강석 계단을 만들어 오르내리게 했으며, 계단 위쪽의 공간은 

1m쯤 된다. 
  이 공간은 중간에 폭이 좁은 돌을 일직선으로 바닥까지 박아 넣어 

높고 낮게 분할하였다. 위쪽에 2m 정도의 폭을 갖는 공간을 마련하여 

장명등(長明燈)1)과 문인석(文人石)을 벌려 세웠는데 문인석은 오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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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 직제학공 묘소

우로 세월의 흐름을 짐작케 해준

다.
  장명등 높이는 1m 정도로서 그 

형태는 받침역할을 하는 하대석, 
기둥인 간주석, 등불을 장치하는 

화사석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화사석은 등불을 밝힐 수 있

는 공간 없이 형태만 갖추었다.
  지붕은 맨 위에 둥근 보주를 표현하고 아래에 투박한 느낌을 주는 4
각의 지붕을 머리에 이고 있다. 그 아래 화사석은 두께가 얇고 간주석

과 하대석의 대칭이 부조화하여 무겁게 느껴진다. 
  석물(石物)이 놓여 있는 위쪽에는 다시 석단을 쌓아 기울기를 잡았

다. 중앙에는 약 20cm 두께의 상석이 있으며, 상석과 봉분 사이에는 

묘전비가 있다. 
  봉분(封墳)은 전면에 긴 판석을 경계로 하여 좌우의 뒤쪽으로 이어

지게 판석을 돌렸다. 앞쪽은 한 장의 판석을 경계로 하고 뒤쪽으로는 

세 장의 판석을 이어붙여 전체적인 형태를 ㄷ자형으로 조성하고 그 위

에 봉분을 쌓았다. 
  봉분 뒤는 완만한 기울기로 지면과 연결되며, 묘소의 뒷부분은 정상

에서 이어지는 능선과 묘역이 만나는 지점에 봉긋하게 언덕을 조성하

여 지기(地氣)를 북돋우었다. 
  후배위 수원이씨 분묘는 직제학공묘 아래쪽 산줄기의 끝자락에 있는

데 가파른 경사면이라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고 터를 만들고 묘를 썼

다. 
  묘역의 공간은 4단으로 구획되는데 제일 아래쪽은 2m 정도 넓이로 

1)장명등(長明燈) : 묘소에 설치하는 석등으로서 고려시대 이후에 임금이나 정승의 능묘

  앞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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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5 직제학공 유적비

사진1.4 장명등과  

        문인석

비워져 있고 그 위에 석축을 쌓아 위쪽에 1.2m
정도 넓이의 평면을 만들고 중앙에는 장명등을 

그리고 그 좌우에는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문인석이 있는 영역 위에 다시 중앙에 네 개

의 큰 돌을 일렬로 석축을 쌓고, 좌우에는 화강

석을 2단으로 쌓아올리고, 석축 위에는 1m 정
도의 넓이를 갖는 뜨락이다. 
  봉분 앞에 있는 상석의 크기는 폭 100cm, 높
이 10cm 정도이고 받침돌은 주먹 크기의 작은 

돌 2개를 양쪽으로 고였다. 봉분은 정면에 2단, 
양쪽 측면에는 여러 단의 돌로 석축을 쌓아 ㄷ자로 돌리고 그 위에 커

다란 봉분을 올렸다. 
  상석(上石) 왼편에는 전면에 증숙

부인수원이씨지묘(贈淑夫人水原李氏
之墓)라는 묘전비가 있다. 
  직제학공은 전주(全州)에서 태어

났고, 돌아가셨을 때는 개성(開城)에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시자 영흥공 

형제가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곳까지 운구하여 와서 장지(葬地)를 잡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재사 벽에 걸려있는 호암수묘기에 영흥부사를 지낸 

차남 빈(濱)의 처가(妻家)가 녹전면에 있어서 이곳의 산천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영흥공은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시

묘살이를 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치고 꼴 베는 사람들은 영흥공

의 성(姓)과 이름으로 그 골짜기의 이름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직제학공 후손은 남천공(南川公, 7세 류윤덕)이 경상도 도사(都事)로 

와서 제사를 지낸 후에는 향화(香火)가 끊겼는데 기봉공(岐峯公, 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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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6 호암재사 전경

류복기)이 노인들에게 묻고, 골짜기 이름으로 증거를 삼아 실전(失傳)
된 묘소를 찾아 몸소 예를 올렸으며, 영남 관찰사 북천공[류영순]이 

비문을 짓고, 돌에 새겨 비(碑)를 세웠다.

1.4 호암재사

   호암재사(虎巖齋舍)는 직제학

공의 재사로서 안동시 녹전면 죽

송리 유빈골에 있으며, 2001년 

11월 1일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409호로 지정되었다.
  재사는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입

구를 향해 남향으로 건축되었으

며, 골짜기 입구에서 재사까지는 

완만한 경사의 접근 도로가 있는데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재사 앞에는 널찍한 마당이 있고, 동편에는 작은 연못을 조성했으며 

서편에는 화장실이 있다. 재사는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평면은 전체

적으로 보아 口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안채와 아래채가 연결되

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튼 口자형이다. 
  일반적으로 재사는 건물의 전면에 누각(樓閣)이란 특별한 공간을 두

어 제사를 받들기 위한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건축

하는데 호암재사는 전면에 누각을 배치하지 않아 얼핏 보아 일반 사대

부들의 주택인 뜰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口자형의 평면을 갖춘 사대부들의 살림집인 경우에도 전면에 

안채로 들어가는 대문을 가운데 배치하면 나머지 공간은 사랑채 공간

으로써 사랑방과 사랑마루가 전면에 배치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재사의 경우에는 전면에 사랑공간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의례를 위한 출입문인 대문을 가운데 설정하면 나머지 공간은 고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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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7 유빈골의 호암재사 입구

나 전사청 또는 참제인(參祭人)
들이 묶는 방을 배치하고 동선도 

외부 지향형이 아닌 내부 지향형

으로 안마당을 향하게 하여 외부

와 철저하게 단절된 구조를 갖는

다. 
  호암재사도 전면에 누각은 없

지만 대문과 나머지 공간들이 모

두 내부를 향하도록 구성하여 밖에서 보면 매우 폐쇄적인 형태를 취하

고 있다. 
  호암재사는 경북 북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민가형 재실 중 하나

로서 재실의 한 유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평면구성과 구조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0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

다. 
  호암재사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중종11(1516)년에 남천공[류윤덕]
이 경상도 도사(都事)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낸 후, 선조35(1602)년 기봉

공[류복기]이 묘소를 찾기까지 돌보지를 않아 스님[僧]이 점유(占有)한 재

사(齋舍)를 선조39(1606)년 경상도 관찰사 영순(永詢)이 찾아서 보수(補
修)를 한 것이다. 
  현재의 재실은 19세기 이후 경북 북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민가형 재실 중 하나로서 평면구성과 구조양식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남아있다. 
  호암재사는 산비탈의 적당한 경사를 이용하여 높이를 구획하고 아래

와 위 두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채와 윗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아래채는 ㄷ자형이고, 윗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된 一자

형의 평면을 갖추고 있다.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이며 홑처마이다. 윗채의 지붕이 아래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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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8 재사 좌측면과 화장실

다 솟아 있어서 아래채의 용마루선이 위채의 처마선과 맞닿을 정도로 

높이의 차이가 있다. 
  아래채는 전면 일자형의 5칸 공간과 좌우 익사에 해당하는 부분 4칸
이 합쳐져서 전체 평면의 구성은 ㄷ자형이다. 앞쪽의 문간채는 5단으

로 자연석을 쌓아올린 기초 위에 자리 잡고 있고, 규모는 정면 5칸 측

면 1칸이며, 가운데는 대문이 있다. 
  앞마당에서 대문으로 오르는 계단은 6단이다. 아래채의 공간구성은 

서편에서부터 부엌, 제기와 제수를 마련하는 공간인 마루방, 의례용 

출입문인 대문, 참제인들이 묶는 2칸통인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엌과 마루방을 이룬 벽체는 하방에서 중방까지는 판벽으로, 중방

에서 상방까지는 흙벽으로 마감했다. 다만 부엌에는 위쪽에 연기와 냄

새가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2개의 환기창을 뚫었

고,   마루방에는 우물마루를 깔

았다.
  대문간은 기둥에 문틀을 덧붙

인 다음 두 짝의 판문를 달았고 

문 위 상단에는 살창으로 꾸몄다. 
구들 방은 2칸으로 넓게 구획했

고, 아궁이는 대문 안쪽에 두고 굴뚝은 동편 익사쪽으로 냈다. 벽체는 

흙벽으로 마감하고 쌍여닫이 세살문과 외여닫이문을 달아 밖에서도 출

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익사(翼舍)는 4칸 규모인데 동쪽의 것은 윗채와 연이은 곳에서부터 

1칸 방과 일상 출입문이 부설된 중문칸 그리고 1칸의 고방으로 구획되

었으며, 나머지 1칸은 전면의 방과 겹치는 부분이다. 
  고방은 2층 구조로 나누어 아래와 위 2개의 공간으로 구분지어 갈무

리용으로 사용한다. 서쪽의 것은 2칸의 방과 2칸의 부엌으로 구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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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 호암재사 안마당

는데 방은 2칸 통으로 넓게 하고 부엌 쪽으로 벽장을 내어 저장 공간

으로 쓰이고, 부엌은 2칸으로 하

여 넓다. 
  방쪽으로 아궁이를 세 개 만들

어 음식을 짓고 난방을 할 때 이

용한다. 밖에서 건물의 측면은 

아래쪽 건물채의 측면부분과 위

쪽 건물채의 측면 부분은 1m  
정도의 틈을 두고 완전히 분리되

어 있다. 
  이 두 건물은 서로 높이의 차이를 가지며 산기슭의 밋밋한 경사면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높이의 차이는 아래와 위의 두 채 건물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건물채의 측면 각 칸 사이에

서도 나타난다. 
  기단을 쌓은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동편의 측면은 앞쪽은 자

연석으로 5단 정도 쌓았고 뒷부분은 2단으로 쌓아 높이를 맞추었다. 
그러나 서편의 경우에는 산비탈의 완만한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자연

석을 2단으로 쌓은 기단을 2층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단을 조성하게 된 것은 동편과 서편의 높이 차

이에 따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재사 서편에는 화장실이 있으며, 묘
소로 오르는 길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편의 경우보다 서편의 이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곳의 

기단을 2층으로 설정하여 기단의 높이를 줄이고 오르내리기에 편리하

도록 계획했다. 
  안채는 호암재사의 중심 건물이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1칸이다. 
공간구성은 서편에 1칸의 방을 내고 가운데에 2칸의 대청을 놓고 이어 

동편으로 2칸의 방을 구성했다. 서편의 방은 종손(宗孫)이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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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0 안채에서 내려다 본       

     아래채와 익사

동편의 방은 문중의 원로(元老)들
이 쓴다. 
  우물마루로 깐 대청은 가운데 2
칸으로 다용도로 쓰인다. 마루판

재는 다른 공간의 것들이 대부분 

새로운 판재를 사용하여 오래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는데 대청

마루에 사용한 판재는 오래되어 

재사의 면모를 새롭게 한다. 대청

은 유사(有司)가 재물을 점검하고 제사의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공간

이며, 음복준비를 할 때 사용되는 공간이다. 
  대청 북쪽 벽면 가운데는 호암재(虎巖齋) 현판을 걸고, 서쪽에는 호

암수묘기, 동편에는 호암재중수기 현판을 걸었다. 동쪽 방에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전주류씨 유적(遺蹟)을 찍은 사진과 전주류씨 관

계 도표 등이 벽면에 걸려있다.  [編輯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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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서(古文書) 

2.1 종계서(宗契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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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人之有始祖也 猶木之根水之源 無根則木何以有枝幹也 無源則水何以有
派流也 人之於始祖也 亦若是而巳矣 吾柳氏貫全州2)而全州之柳 繁衍散
處者 不啻若千枝萬派 顧其本則皆根源於 掌令公始祖也掌令公墓 在高山
栗谷 配國大夫人崔氏墓 在本州乾山 香火之不絶 有餘三百年所 而獨在全
之子孫爲享之焉 其餘遠方之宗人 皆力未能致焉 咸以是爲恨粤在庚戌年間 
吾仲父招齋公與宗人光參甫 往嶺南於諸宗處 收聚若干財力 錢幾至百餘緡 
於是焉分派殖利 買置祭畓於兩處 墓下及他處稅谷 又幾至五六十餘石矣 
又以是分定八派 以辨春秋享祀之需 八派所分處 又各置文券約條 以作永
久勿墜之計 吾宗中追遠報本之意 亦可謂有辭於後葉矣於乎彼豺獺一蠢物
也 猶能祭基本 矧以最靈之人 而具五常之德者 基報本之誠 反不如一蠢物
乎此古昔聖人之所以爲之祭 以長恩愛者 大抵使人皆欲不忘其先祖 而伸其
永慕之意焉 報其所生之德焉 則此祭祀之所以設也 而人之道於是乎立矣雖
然凡人之情率多致謹於昵而忘忽於遠 是皆不通底恩也 生我者雖父也 而非
祖則何以有父也 祖而無始祖則又何以有祖若孫也此吾所謂人之有始祖也 
猶木之根水之源也 古語曰落葉思根 逝水戀舊 人之於始祖也獨不然乎 較
其世級 雖有遠近之別 而顧此報本之禮 固無有輕重焉以所本者言之則尤當
致謹於始祖也 審矣此吾宗契之所以設也 而契之設豈徒然哉 抑且爲明人倫
厚親族之意 以究其重則莫非盡誠禮於吾始祖之祭享者也 粢盛之需 從今有
賴於此 而三百年餘芬苾之薦 可將無闕於千萬世 至于無窮則吾契之作 不
爲無助也 凡我同宗之人 咸諦此意 敬守契憲 無忽享祀 以是傳之孫以至遠
裔而無替焉 則不但 先祖之忻悅於冥之之中 而凡我子孫者 亦將蒙被介爾
之景福是猶根之厚者 其葉必茂 源之深者其流必長也 於乎焄蒿悽愴之間彷
佛 遺靈是欽是格 而洋洋乎如在其左右焉于以眷戀 夫將事之諸孫 其將曰
予有後矣 予有後矣 若是者豈非玆契焉有以致也哉 於乎勉矣
                  英祖二十四年 庚辰十月仲丁日 宗末 輝漢 謹書

2)吾柳氏貫全州 : 吾柳氏自文化移貫全州에서 自文化移를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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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서

  사람에게 시조(始祖)가 있는 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물의 근원과 

같다. 뿌리가 없으면 어찌 나무에 가지와 줄기가 있으며, 근원이 없으

면 어찌 물이 갈려나온 흐름이 있겠는가? 사람의 시조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류씨는 본관(本貫)이 전주(全州)이며, 전주류씨가 번성하게 불어

나 각처에 흩어지니 천 가지 만 갈래일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을 돌이켜

본다면 모두 장령공[완산백] 시조가 근원이다.
  장령공[완산백]의 묘는 고산면 율곡리에 있고 배필 [삼한]국대부인 

전주최씨의 묘는 전주 건지산에 있는데 향화가 끊이지 않고 300여년 

넘었으나 홀로 전주에 있는 자손만이 향사를 하고 그 나머지 먼 곳의 

종친은 모두 힘이 미치지 못하여 모두가 이를 한탄하였다.
  아! 지난 영조6(1730)년에 나의 둘째 큰아버님(仲父) 초재공이 종친

(宗親) 광삼 군과 함께 영남(嶺南)의 여러 종친이 사는 곳에 가서 약

간의 재물을 모으니 엽전이 거의 백여 꾸러미에 이르러 이를 나누어 

이익을 늘려 두 곳에 제답(祭畓)을 사놓았다.
  묘 아래 및 다른 곳의 세곡(稅穀)도 거의 5, 6십섬에 이르러 또 이

것을 8파로 나누어 봄과 가을 향사(享祀)의 제수(祭需)를 갖추게 하고 

8파(派)3)로 나눈 곳에 또 각기 문서(文書)에 약조(約條)를 두게 하여 

영구히 잃어버리지 못하게 계획하였으니 우리 종중의 조상의 덕을 추

모하여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뜻을 또한 가히 후대(後代)에게 말할 수 있겠다.
  아! 승냥이와 수달은 하나의 준물(蠢物)이지만 오히려 능히 그 근본

에 제사(祭祀)를 하는데 하물며 항상 지켜야 할 5가지의 도리(道理)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덕을 갖춘 가장 영특한 사람들이 그 태어난 

3)8파(派) : 갈동파(葛洞派), 용동파(龍洞派), 주덕파(周德派), 북문외일파(北門外一派), 북문외이   

파(北門外二派), 평리파(坪里派), 오백조파(五百條派), 동장자파(東亭子派)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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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을 잊지 않고 갚는 정성이 한 준물(蠢物)만도 못하겠는가?
  이는 예전에 성인(聖人)이 하던 바로서 제사를 지내 은애(恩愛)를 

길게 하는 것은 대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조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것

이며, 영원히 사모하는 뜻을 펴게 함이다. 그 낳은 덕을 갚으려면 이 

제사를 지냄으로서 여기에 사람의 도리가 있는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나 평범한 사람의 정은 가까운 지친(至親)에게는 

공손히 하는 경우가 많고 먼데는 소홀히 하여 잊어버리는데 이 모두가 

저은(底恩)에 통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비록 아버

지라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아니면 어찌 아버지가 계시겠는가. 할아버

지도 시조가 없었다면 또 어찌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가 있을 수 있겠

는가?
  이는 내가 이른바 사람에게 시조(始祖)가 있는 것은 마치 나무의 뿌

리, 물의 근원과 같은 것이다. 옛말에 낙엽은 뿌리를 생각하고 떠나가

는 물은 옛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홀로 시조(始祖)에게 그러지 

아니하겠는가. 그 세급(世級)을 비교하면 비록 멀고 가까운 차별은 있

겠으나 이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갚는 예는 돌이켜본다면 진실로 

경중(輕重)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근본이 되는 바를 말하면 시조에게 정중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 살피건대 이를 위하여 우리 종계(宗契)를 설치하는 바이다. 
종계를 왜 설치하는 것인가. 겸양하고 또 인륜을 밝게 하여 친족을 두

텁게 하는 뜻으로 그 중요함을 깊이 연구한다면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예(禮)를 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시조(始祖)의 제향(祭享)에 메 기장과 찰 기장 제수(祭需)를 이제부

터는 이에 힘입을 수 있을 것이며, 300년 넘은 향기로운 제수(祭需)가 

가히 장차 천만세에 모자람이 없이 무궁하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계

(契)를 만든 것이 도움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종친들은 모두 이 뜻을 살펴서 공경하여 계헌(契憲)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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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사(享祀)를 소홀함이 없게하여 이를 자손에게 전하고 멀리 후손에 

이르러도 바뀜이 없게 되면 선조께서 황천(黃泉)에서 기뻐하시고 무릇 

우리 자손들도 또한 장차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뿌리가 굵으면 잎이 반드시 무성하고 근원이 깊으면 그 흐름이 

반드시 긴 것과 같은 것이다. 아! 향기가 올라가 신령의 기(氣)가 사

람을 엄습(掩襲)하는 사이에 방황하시는 영령(英靈)께서 이를 흠격(欽
格)하시고 양양(洋洋)하게 그 좌우에 있는 것 같이 그리워 하며, 무릇 

모든 자손이 앞으로 섬기면 그 장래에 이르기를 나도 후손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이 이 계(契)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

가? 아! 힘쓸지어다.
                        영조24(1748)년 10월 16일 

                        종말(宗末) 류휘한4)이 삼가 서문을 쓰다.

2.2 전주 완문(完文)5) 光武六年四月 日 
爲永久遵行事故三韓國大夫人崔氏墓所在於府東面標石里而祭享事體與他
逈別每年享祀時宰牛一款依前例勿爲禁斷事永爲施行宣◯者 
                    壬寅三月日 官 [印] [全州柳氏 大宗中 所藏]

완 문(完 文)
  영구히 따라서 시행해야 할 것. 삼한국대부인 [전주]최씨의 묘소는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데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격식이 다른 곳의  

경우와 크게 다르므로 매년 향사를 지낼 때 한결같이 전례에 따라 소 

잡는 것을 금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구히 시행하도록 할 것.  
                               고종39(1902)년 3월 일 관청 [인]  

4)류휘한(柳輝漢) 1702~1780
  본관은 전주, 자는 천장(天章), 호는 일송정(一松亭)이며, 생원(生員)이 되었다. 부친은  

  통덕랑 류연(柳縯)이다.
5)완문(完文) : 조선시대에 부동산에 관한 관아(官衙)의 증명서(證明書)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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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세 구봉공[류항] 배위 광주안씨의 증여문서(贈與文書)
康熙元年壬寅七月二十二日女婿尹仁美及第別給

右文吾過八十得見婿卽中第不勝慶喜乙仍于寧海奴道理年二十九寧海奴石
乙歲年十八永柔奴雲伊年四十三身乙並爲別給向事
  妻母貞夫人安氏 [印]
[해설]
  이 증여문서는 구봉공[류항]의 배위 정

부인 광주안씨[1582~1662]가 현종3(1662)
년 7월 22일 둘째사위 윤인미(尹仁美)가 

문과에 급제한 것을 축하(祝賀)하기 위

하여 윤인미에게 노비 3명을 준다는 문

서이며, 광주안씨는 이 문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10월 22일 별세하였다.
  증여한 노비 도리(道理)와 석을(石乙)
은 거주지가 영해(寧海)이고 운이(運伊)
는 영유(永柔)이다. 여기서 영해는 경북 

영덕 지역의 옛지명이며, 영유는 평안남

도 평원 지역의 옛지명이다. 따라서 구



- 18 -

봉공[류항]의 재산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제공 월봉공 후 14손 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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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갈명(墓碣銘)ㆍ유사(遺事) 

3.1 시조(始祖)ㆍ시조비(始祖妣)
  다음의 탁본(拓本)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각지(各地)에 산재한 금석문

(金石文)을 탁본하여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學) 부속도서관에 소장(所藏)
한 것을 과천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복사하여 온 것이다. 
  이를 보면 극강(克剛), 극서(克恕), 극제(克齊) 세 아들이 문과에 급제

하여 시조는 장령(掌令)에, 시조비는 국대부인(國大夫人)에 추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시조(始祖) 류습(柳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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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奉正大夫司憲掌令柳公之墓
公姓柳諱濕完山人也平生謹愼一鄕稱之配同府崔氏生五男一女男長曰克剛
判事次曰克恕直提學曰克修郡守曰克齊判官曰克成改名渠剛恕齊中文科修
渠亦皆業文爲生員女歸大提學沈孝生國法三子登科爵厥父母時公己沒追贈
司憲掌令後嗣振振布列顯要愈久愈盛世服公種德之深也墓在高山治西栗谷
里而夫人之塋在全州府北乾止山麓歲久蕪沒幾乎人莫之知嘉靖庚寅秋柳侯
轂出守于高是直提學之玄孫卽公之五代孫也甫下車徧就奠拜慨然泣下懼將
無傳各樹短碣用圖永久公可謂有後而侯可謂能奉其先者歟謹爲銘曰      
積善餘慶 先祖之成 報本追遠 後嗣之誠

巍巍馬鬣 令復煥赫 遠近聞之 孰不欽德

증봉정대부 사헌부 장령 류공의 묘

 공의 성은 류(柳)씨요 이름은 습(濕)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평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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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하며 살아 고을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같은 고을의 최씨를 

아내로 맞아 5남1녀를 두었다. 
  큰아들 극강은 판사요, 다음 극서는 직제학이요, 3남 극수는 고부군

수요, 4남 극제는 판관이며, 막내 극성은 극거로 이름을 바꾸었다. 극
강, 극서, 극제는 문과에 급제하고, 또한 극수, 극거는 모두 글을 배워 

생원이 되었으며, 사위는 대제학 심효생이다. 
  나라 법에 아들 셋이 과거에 급제하면 그 부모에게 벼슬을 주는데 

그 때 공은 이미 작고하여 사헌부 장령에 추증되었다. 그 후손들이 어

질고 덕이 있어 벼슬아치가 요직에 포진하여 대대로 더욱 성하니 세상

에서는 덕을 널리 폈기 때문이라고 탄복하였다.
  묘는 고산[완주군 고산면]의 서쪽 율곡리에 있으며, 부인의 묘는 전

주부(시)의 북쪽 건지산 기슭에 있는데 오랜 세월 돌보지 않아 잡초가 

우거져 덮여 사람들이 거의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중종25(1530)년 가을에 후손 곡(轂)이 고산 수령으로 부임하니 그는 

직제학(克恕) 현손 즉, 공의 5대손이다. 
  수레에서 내리는 즉시 나아가 성묘하고 분하여 눈물을 흘리며 장래 

묘를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각기 작은 비석을 세워 영구히 보존토록 하

였으니 과연 공은 후손이 있다 할 만하고 곡(轂)은 그 선조를 받들었

다고 할 수 있다. 
  삼가 비석에 글을 새겨 이르나니,

착함을 쌓아 남은 경사, 선조께서 이룬 것이오.
근본을 보답하고 선조의 덕을 추모하여 

공양함은 후손의 정성일세.
말갈기처럼 드높게 다시 빛나게 되니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듣는다면 누군들 

그 덕을 흠모하지 않으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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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조비(始祖妣) 전주최씨(全州崔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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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國大夫人全州崔氏之墓
夫人崔氏系出完山乃贈司憲府掌令姓柳諱濕之夫人治家有法一府稱羙生五
男一女長曰判事克剛其次曰直提學克恕曰郡守克修曰判官克齊曰克成成改
名渠剛與恕齊中文科修與渠中司馬女適大提學沈孝生以三子登科特奉國大
夫人一世榮之墓在全州府北乾止山掌令公之塋在高山縣西栗谷里追慨當初
不葬一麓代遠世衰俱爲蕪沒嘉靖庚寅柳侯轂出守高山卽就掃奠各樹短碣今
者寧半刺完山埏作宰泰仁共拜墓前僾然思想曰柳高山追先之志至矣然碣短
苔沒盍圖改樹於是共力鑿石立碣設床後記大略寧與埏乃直提學七代孫而柳
高山五代孫也

善積慶流 子孫振振 先祖之德 嗚呼盛哉
                                         萬曆五年閏八月 日立

증국대부인 전주최씨의 묘

  부인 최씨의 본관은 전주이며, 증사헌부 장령 완산백 류습의 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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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안을 다스리는데 법도가 있어 한 고을에서 아름답다고 칭송받았

다. 5남1녀를 낳으니 큰아들은 판사 극강이요, 그 다음은 직제학 극서

와 군수 극수, 판관 극제이며, 막내 극성은 극거로 이름을 바꾸었다.
  극강은 극서, 극제와 함께 문과에 급제하고, 극수는 극거와 함께 사

마에 합격하고 사위는 대제학 심효생이다.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특별히 국대부인에 봉해지니 일생의 영광이다. 
  묘는 전주부의 북쪽 건지산에 있으며, 완산백의 묘는 고산면 서쪽 

율곡리에 있다. 당초에 같은 산기슭에 장례하지 않아 유감스럽고 대

(代)가 멀어지고 대대로 세력이 기울어져 두 분의 산소에 잡초가 우거

져 덮였는데 중종25(1530)년에 후손 곡(轂)이 고산 수령으로 부임하여 

바로 가서 사초(莎草)를 하고 각각 작은 비석을 세웠다.
  이번에 영(寧)이 완산 수령으로 오고 연(埏이 태인 수령이 되어 함

께 묘에 참배를 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말하기를 "류고산[柳轂]의 선조

를 추모하는 정성이 지극하였으나 작은 비석이 묻히게 되었으니 다시 

세우자"하고 힘을 같이 하여 돌에 글을 새겨서 묘갈을 세우고 상석을 

두 개 만들어 고산과 건지산에 설치한 후 대략을 기록한다. 영(寧)과 

연(埏은 직제학의 7대손이고 류고산[轂]은 5대손이다.
선대에서는 선덕을 쌓고, 
후손은 위엄을 떨치니,
모두 선조님의 덕이로다. 

아! 거룩하도다!
                            선조10(1577)년 윤8월 일 세우다.

3.2 10세 청도공(淸道公) 류적(柳禾啇 ) 

  1) 묘비명(墓碑銘)
全州柳氏 10世 淸道公 墓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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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政大夫淸道郡守大邱鎭管兵馬同僉節制使廣興倉守全州柳公禾啇之墓
淑夫人 原州元氏 連祔

通政大夫 淸道郡守 全州 柳公 禾啇 墓碑銘
  公의 幽宅는 水落山 東쪽 南楊州市 別內面 廣田里 茁洞 未坐原에 있

는데 水原都護府使를 歷任한 아버지를 庚坐에 모시고 나란히 계시다 

公의 諱는 禾啇 이요 字는 叔茂며 號는 櫟菴이고 全州人이다.
  諱 濕은 贈掌令으로 完山伯이니 全州柳氏 始祖이며 公의 九代祖이고 

三韓國大夫人 全州崔氏 사이에 五男一女를 두었는데 모두 科擧에 及第
하고 사위 沈孝生도 大提學에 이르러 始祖妣이신 全州崔氏께서 三韓國
大夫人의 品階를 받았다.
  公은 五兄弟中 次男인 寶文閣 直提學 諱 克恕의 後孫으로 高祖의 諱
는 軒이니 司諫院 大司諫으로 吏曹判書에 贈職되었으며 中廟朝에 淸白
吏로 錄選되었고 曾祖의 諱는 世龜니 通訓大夫에 宗親府 典籤으로 吏
曹判書에 贈職되었는데 墓域은 2009年10月에 議政府市 鄕土遺蹟 第15
號로 指定되어 家門에 빛을 더했다.
  祖의 諱는 堪이니 議政府舍人이며 吏曹參判에 贈職되었고 考의 諱는 

永健이니 司馬試에 入格하고 水原都護府使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淑人
이니 慶州李氏로 郡守인 諱 獻忱의 女이다. 
  公은 水原都護府使의 四男二女中 三男으로 出生하여 光海朝에서 繕
工監役으로 在職하다가 再堂叔인 春湖相公의 被禍로 失脚됨에 官職을 

버리고 江原道 洪川과 橫城(現 富蒼里와 上洞里)에 14年間 隱居하였고 

仁祖反正後 平安道 兵馬僉節制使 李适에게 兵權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主張하다가 禁府에 投獄되기도 하였으나 李适의 亂을 當하여서는 그의 

懷柔를 뿌리치고 正道를 지켜 그의 속셈(逆心)을 梧里相公 李元翼께 

上達함으로서 公의 忠誠과 義理를 높이 評價받아 通政에 承繼하고 淸
道郡守로 大邱鎭管 兵馬同僉節制使를 兼任케 하였다. 
  公은 昌平縣監 安山郡守 工曹佐郞,正郞 淸道郡守의 內外職을 涉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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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仁祖 17年 廣興倉守를 除授받고 壽76에 繕工監 僉正을 歷任하였음

이 承政院日氣에 記錄으로 남아있다. 
  公은 淸白吏의 後裔답게 純白한 生活은 勿論 忠誠과 義理를 根本으

로 하였으며 淸道郡守 退任길에는 客館을 被襲한 盜賊들도 豫想과 다

른 淸廉潔白에 感化되어 改過遷善하였다는 말이 朝野에 널리 알려 졌

다고 한다. 
  또한 孝誠이 至極하여 아버지 病患에는 斷指의 血로서 어머니의 疾
患에는 割股의 血로서 加療하여 兩親의 壽를 延長케 하였음은 世上에 

널리 알려진 바이다. 
  公의 配位는 淑夫人으로 原州元氏 諱 繼信의 女로서 三女를 生育하

니 女의 長은 贈參判에 完陽君을 封한 李命雄에게 出嫁하여 一男一女
를 次女는 鄭潢에게 出嫁하여 二男二女를 三女는 李行敏에게 出嫁하여 

一女를 生育하였다. 
  公은 無子로 막내아우 司果 諱 稶의 季子 宜昌으로 後嗣를 이으니 

承旨가 贈職되고 六男을 두었으니 長男은 溵이요, 次男은 淀이며, 三
男은 溱이니 出系하여 生家 뒤를 이었고, 四男은 洵이고, 五男은 洸이

며, 六男은 沆이니 生員에 贈戶曹參判이다. 
  後日 사람들은 이 六人을 일컬어 關東 六柳라 稱頌하였다. 公은 

1566年 丙寅에 出生하여 1646年 丙戌 3月 初8日 享年 81歲로 他界하

니 先山 未坐에 禮葬하였고 淑夫人 原州元氏는 1567年 丁卯 5月21日 
出生하여 1661年 辛丑 5月13日 享年 95歲로 壽를 다하시니 夫君과 連
祔하였다. 銘하노니,
 孝行으로 쌓은 德은 後孫에게 뿌리내려 家道를 빛내고

 忠誠과 義理의 光彩는 靖國에 龜鑑이 되었으며

 올곧은 性情은 壽를 누리어 子孫이 振振하도다

 아! 高邁하도다 先世로부터 받은 淸白의 根幹이

 水落의 精氣를 품어 子孫들은 繁盛하고 長壽할 것이며 永遠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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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九三九年 三月에 竪立한 舊碑와 一九九二年 三月 改竪한 碑는 碑
文의 品階 및 年代와 代數의 誤記로 埋沒하고 先祖의 遺蹟이 歲月에 

묻히고 잊혀 질까 두려워하여 子孫萬代에 남겨 傳하고자 譜牒과 여러 

先祖님 碑文에 依據하여 이 돌에 새겨 改竪한다.
                 二○一四年 甲午 五月 二十八日 陰 四月 三十日  
                  全州柳氏 司勇公 十二代孫  陰城  範烈  謹撰
                                  全州柳氏 淸道公派宗中 謹竪

  2) 유 사(遺 事)
公諱禾啇 字叔茂 號櫟菴 丙寅生 光海朝以安山郡守棄官退居洪川仁祖改玉
後特陞通政 行淸道郡守大邱鎭管兵馬同僉節制使癸亥請朝 公聞賊臣适之
拜平安兵使也 往見梧里相公曰以兵權付之适 此非相公之一誤耶 觀其眸子
人焉瘦哉可謂養虎遺患也 梧里黙然良久曰 公言是也而勢所固然吾亦奈何
适則公之外從妹婿也及値适變 公坐繫禁府适罪之貫盈也 令放獄囚獄囚盡
出公與陸宣傳(其名不傳)並滯陸宣傳曰獄囚盡出公何獨坐公正色諭之曰 人
貴乎物中者以其有倫理也人可死耳不可失義吾儕卽 聖上之罪人非賊适之罪
人旣以 聖上之命入此獄則烏可以賊适之令 出此獄耶陸宣傳嘆曰公言是也 
而假使天運不幸則爲之奈何公曰國家之不幸 卽臣子之不幸以罪名旣不得護
從卽受命 聖上之地果非終身之地乎 陸宣傳感歎曰 公言如是豈不得從公死
乎因與公坐 仁祖戡亂後 命考獄囚 公與陸兩人而已梧里上達先見之鑑 特
蒙天褒盖公之忠有根於雖當板蕩 守正不撓類是矣公自淸道遞歸也時丁丙子
嶺下歲飢盜賊並起 公留宿客館 夜聞炮聲至賊徒來 令人分付 賊徒曰 爾無
傷人 賊徒明大而入巨魁坐廳上大呼曰雖聞柳公淸白之名而 淸道要邑必多
行資勿慳盡出使其卒徒 搜探行中只有一橐橐有飯器 器亦年久幣且失盖矣 
賊卒徒蹴而碎之賊魁使卒徒捉出其破器漢數之曰柳公同是人也 吾輩同是人
也 柳公盡人道而爲賢人吾輩失人道而爲凶人霄壤已判 豈不知尊敬大人乎
自今流丐村落 誓不復侵掠人財散之四方雖賊徒之輩 感化如是矣 公司宰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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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以老病辭遞常以淸儉聞于朝野 公孝友出天家庭之內人無間言考府使公 
患癘阽于危境 公斷指以延六年之壽妣李氏疾篤之時 公割股而延二年之壽
而子孫莫知其割膚自是之後戶庭出入輒依二笻 公之婿鄭潢莫知所由亦杖二
笻 公明言其不可而後人皆知之時人之效則無不如是公之妹婿尹察訪知白(左
相漑之曾孫也)尹之女婿趙汝相也趙郞性苛於衣食尹之夫人心甚憫然一日問
曰 子亦聞我第三兄監役公姓名乎趙答曰 夙飽聲華 尙未承誨 每願龍門之
接矣 柳氏曰然則我將裝送翌日治送檢柳村 時公勤於勸稼使奴僕打菽 以杖
翻揚趙行適丁進拜於荳箕上 相敍苽葛寒暄 與入草堂待以粟飯菜羹 趙初見
公飮食威儀之與俗絶殊不取不飽蘧以改悟 公挽止一望而治送 柳氏問曰 吾
兄行止果何如趙曰不意今世幸逢淵明先生自是衣服飮食 少無塵累其後公謂
尹曰趙某雖無器局必成大儒公之女婿李監司命雄(吏參議完陽君贈吏曹判書
號松沙)李之女婿睦左相來善也李盛稱睦郞之才藝公願見李裝送公一見而疎
待翌日回送李怪而問曰 柳公淸儀果何如 睦曰儉不偕俗 明言不然之意卽來
拜于公 問睦郞之爲人 答曰聰敏才藝 必登台位而自古小人宰相還不如賣炭
翁其後兩言果驗家素淸貧 少無營殖計 雖屢空之中晏如也 惟以書史講劘循
環時或葛巾藜杖携諸孫逍遙於溪山之間 頓無塵慮雍容雅飭 雖小兒下賤 與
之偕樂 及夫辨善惡正是非 雖宰執尊貴便便陳說以達其極 其待子孫諄諄然
敎之以義方 小有過失 儼然正色 責讓有度其在宗族 亦盡敦睦之義子孫薰
炙同居四十餘年矣 終始和樂以全家道常言不得爲古人九世同居之樂爲恨(從
兄穡反論故)乙酉年滿八十陞通政丙戌三月八日卒 享年八十一其年九月初九
日葬于 楊州郡別內面廣田里水落山東麓虎洞先山側未坐有孫六人皆有雅望隱
居東峽時人稱以關東六柳配原州元氏父繼信祖郡守海曾祖舜輔 外祖縣監全
義李鑷 丁卯五月一十一生 辛丑九月十三日卒 享年九十六 墓合祔 

청도공의 유사(全州柳氏 十世 諱 禾啇 ) 
  公의 諱는 禾啇 이며 字는 叔茂요 號櫟菴이니 丙寅(1566년)년에 출생하

시어 光海朝에 安山郡守인 官職을 버리고 강원도 홍천에 물러나와 살

았다.(春湖公 避害時 1608年부터 14년간) 仁祖가 改玉한 뒤에 특별히 



- 29 -

通政에 오르고 淸道郡守에 大邱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역임하셨다. 
  癸亥(1623년)년에 조정에 請하기를 賊臣 李适6)이 평안도 兵使(兵馬
節度使)에 제수됨을 듣고 梧里相公(李元翼, 1547~1634, 太宗의 曾孫, 
領議政 4번 歷任, 號 梧里, 諡號 文忠)을 홀로 찾아가 말하기를 兵
權을 适에게 맡겼으니 이는 相公의 한 가지 큰 잘못입니다. 
  그의 눈동자를 보면 獄中에서 굶어 죽거나 病死할 像이니 가히 호랑

이를 길러 근심을 남긴다고 말 할수 있습니다하니 梧里相公도 말없

이 얼마를 있다가 말하기를 “公의 말이 옳으나 情勢가 그러하니 난들 

또한 어찌 하겠는가” 하였다. 
  适은 바로 公의 外從妹(외사촌 누이)의 사위이다. 适의 反亂을 만나 

公은 禁府에 구금되어 있는데 适은 罪人이 獄에 가득하여 있는 것을 

令하여 獄의 罪囚들을 방면하니 獄에 있던 罪囚가 다 나가고 公과 더

불어 陸宣傳(그 이름은 전하지 않음)만이 함께 남았다 陸宣傳이 말하

기를 “獄의 죄수들이 다 나갔는데 公만 어찌 혼자서 앉아 있는가”하

니 公은 正色을 하고 타일러 말하기를 “사람이 만물 중에서 貴함은 

그 倫理가 있음이다. 
  사람은 가히 죽을지라도 그 義를 잃으면 아니되니 우리들은 바로 聖
上의 罪人이지 賊臣 适의 罪人은 아니다 이미 聖上의 命으로 이 獄에 

들어 왔다면 어찌 賊适의 令으로 이 獄을 나가겠는가?”하니 陸宣傳이 

歎服하고 말하기를 “公의 말이 옳다 가령(假使) 天運이 不幸하게 되

면 어찌 하겠는가?”하니 公 이 말하기를 “國家의 不幸은 바로 臣子
(臣下)의 不幸이니 罪名이 이미 護從을 얻지 못하였다면 命을 聖上의 

땅에서 받었으니 과연 終身토록 令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하니 陸
宣傳이 感歎하고 하는 말이 “公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어찌 公을 죽

6)李 适 1587~1624. 
  固城人, 武人, 光海君을 축출하는데 공을 세우고 仁祖反正에 큰공을 세워 평안병사 겸  

  부원수 임명, 한때 반란으로 서울을 점령하여 기세를 떨쳤으나 관군에게 大敗하고 수하  

  장수에게 살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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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까지 따르지 않겠는가?”하고 그런고로 公과 같이 않았다. 
  仁祖가 亂을 평정한 뒤에 命하여 獄囚를 점검하니 公과 더불어 陸宣
傳 두 사람뿐 이었다. 梧里相公이 두분의 일을 거울삼아 상달하니 특

별히 임금의 포상을 받았다. 대개 公의 忠誠은 뿌리가 있어 비록 國政
의 어려움을 당하여 서도 正義를 지켜 흔들리지 않이 함이 이와 같았

다. 
  公이 淸道(淸道郡守 任期를 마치고)로부터 돌아오는데 때는 丙子年
(1636年 71歲, 1634~1636 淸道郡守 在任)이라 嶺下(嶺南)에서 凶年을 

만나 盜賊이 일어나 公이 客館에서 留宿하고 있을때 밤중에 砲聲이 들

려오고 인하여 賊徒가 와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사람을 상하지 않케 하라”하며 賊徒가 威勢를 부리며 頭目
과 같이 廳上에 않으면서 크게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비록 柳公이 

淸白하다는 이름은 들었으나 淸道는 重要한 邑이라 반드시 行資가 많

을 것이니 아끼지 말고 다 내어 놓으라” 하면서 그 졸개를 시켜 行裝
을 수색하여 보니 다만 纏帶에는 밥그릇이 있으나 그릇 또한 오래되어

서 헐었고 덥개도 없으니 졸개는 발로 차서 부수어 버리니 두목은 졸

개를 시켜 그 그릇을 깬 놈을 나오라고 재촉하여 꾸짖으며 말하기를 

“柳公은 옳은 사람이라 우리들이 道를 잃고 흉한 사람이 된 것은 하

늘과 땅이 이미 판단하였는데 어찌 大人을 尊敬함을 알지 못 하겠는가 

오늘부터 村落을 다니며 구거를 하여도 맹세코 다시는 사람들의 재물

을 노략질하지 않겠다”하고는 四方으로 흩어졌다. 
  비록 賊徒의 무리라 하나 感化를 받음이 이와 같았다 公이 司宰監 
僉正에서 老患으로 사퇴하였다. 항상 청렴하고 검소하게 처세함이 朝
野에 알리어졌다 公은 孝友가 出天하여 家庭에서는 사람들이 그릇된 

말이 없었고 아버지인 府使公이 疫病으로 위태로운 지경까지 기울었으

나 公이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려서 六年의 壽를 연장하였고 어머니이

신 李氏의 病이 위독하여서는 公의 다리의 살을 베어 드려서 二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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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를 연장하게 하였으나 子孫들은 그 살을 벤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로부터 뒤로는 戶庭을 出入할때는 번번이 두 개의 지팡이(대나무로 

만든)에 의지하니 公의 사위 鄭潢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을 公은 밝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

으나 뒤에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본받음이 

이와 같이 않음이 없었다. 
  公의 妹婿는 察訪 尹知白7)이요 尹의 女婿는 趙汝相이다 趙는 성질

이 衣食에 까다롭게 하여 尹의 夫人(水原公 二女)이 마음으로 심히 민

망하게 여겨 하루는 물어 말하기를 “자네도 또한 나의 셋째 형인 監
役公의 聲名을 들었는가”하니 趙가 대답하기를 일찍이 성화는 많이 

들었으나 아직까지 가르침은 받지 못하고 매양 龍門8)에 접하기를 願
한다고 하기에 柳氏(水原公 二女)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장차 旅
裝을 준비하여 보내겠다 하고 다음날 보내니 趙가 柳村(淸道公 사는 

마을)을 가보니 그때에 公은 부지런히 농사를 하며 奴僕을 시켜 콩 타

작 하는데 가서 절을 하고 서로가 苽葛(칡넝쿵로 만든 자리)을 펴고 

안부를 뭇고는 草堂에 들어가서 조밥과 나물국으로 대접하니 趙가 처

음으로 公의 음식의 범절을 보고는 世俗과 더불어 전연히 다르므로 감

히 배부르게 먹지 아니치 못하고 거연히 깨달아 고치니 公이 만류하여 

보름동안 머물게 하고 보냈다 柳氏가 묻기를 나의 兄의 행동이나 처세

가 과연 어떠하였던가 하니 趙가 말하기를 뜻하지 않게도 오늘의 세상

에서 淵明先生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로부터는 衣服과 飮食에 조금도 

트집함이 없었다. 
  그 뒤에 公이 尹(察訪)에게 이르기를 趙某는 비록 器局은 없으나 반

7)尹知白 ; 坡平人, 字 幼玄, 號 豹谷, 1623年 仁祖 反正後 梧里 李元翼 領相이 첫째로    

  察訪에 천거하였으나 벼슬하지 않았고 逸執義가 贈되었다. 父 文 科 壯元 尹覃休, 祖   
  文科 尹배, 曾祖 文科 領相 尹漑, 文科에 府使인 尹知養의 弟.
8)龍門 ; 중국 황하에 있는 여울이름, 물살이 세어 잉어가 이곳을 뛰어 오르면 龍이 된다  

  는 傳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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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大倫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公의 女婿는 監司 李命雄 9)이

다. 
  李의 女婿는 領相 睦來善10)이다. 李가 睦朗의 才藝를 많이 칭찬하기

에 公이 한번 보기를 원하므로 李가 行裝을 꾸려 보냈더니 公이 한번 

보고는 소흘히 대접하고 다음날 돌려 보냈더니 李가 괴이하게 여겨 묻

기를 柳公의 淸儀가 과연 어떠하였던가 하니 睦이 말하기를 “검소하

여 세속과는 함께하지 못 하겠습니다”하기에 李가 그렇지 않다는 뜻

으로 밝혀 말하고는 즉시 公에게 찾아가 절하고 睦朗의 사람됨을 물으

니 대답하기를 “총명과 민첩한 才藝는 반드시 政丞의 자리에 오를 것

이나 예로부터 小人의 宰相은 도리어 賣炭翁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으

니” 그 뒤에 두 가지 말이 과연 증험 되었섰다. 
  집은 평소 淸貧하여 조금도 영리를 증식하는 계획이 없어 비록 자주 

궁한 가운데서도 편안것 같았다 오직 書史로서 갈고 닦아 자연을 즐기

면서도 때로는 검은 葛巾을 쓰고 靑藜杖(청려장)11)으로 여러 손주들을 

이끌고 溪山(산골자기)의 사이에서 逍遙하니 도무지 塵世(俗世)의 생

각은 없이 화한 얼굴로 우아하게 지내면서 어린 아이나 낮고 천한 사

람과도 함께 즐겼다. 
  무릇 善惡을 區別하고 是非를 바르게 하는데 이르러서는 비록 宰相

9)李命雄 ; 1590~1642
  本貫 全州人 字 珽而, 號 松沙, 동궁세마, 1626 文科, 完陽君, 吏曹判書 追贈, 世宗大王 七代  
  孫이다. 7代祖 ; 世宗大王, 6代祖 ; 李璔, 桂陽君 世宗과 愼嬪金氏의 아들 부인은 韓確의 女, 佐翼  
  功臣 1等, 1434년 桂陽君에 封함, 5代祖 ; 李潚, 江陽君, 高祖 ; 李輯, 喜安守, 曾祖 ; 李瑊, 錦川  
  副守, 祖 ; 李誠中, 1539生--1593卒 完昌府院君, 字 公著 號 坡谷, 世宗의 아들 桂陽君 璔의 玄  
  孫, 錦川副守 瑊의 아들, 李滉의 門人, 1558 진사 1570 문과 호조판서 시호 ; 忠簡, 1593.7 함창  

  에서 과로로 병사. 호성공신에 녹훈 完昌府院君, 李敬中(1542-1585, 號 丹崖)의 兄 1570년 同榜,
  父 ; 李幼澄 1562-1593, 字 澄源, 1583年 文科 吏曹判書 追贈, 1604년 호성공  

  신 2등, 完興君, 시호 貞敏.
10)睦來善 ; 泗川人, 字 來之. 號 睡翁,睡軒, 敍欽의 아들, 母 權晫의 딸, 許穆의 門人,    
   1446年 進士, 1650年 文科, 1689年 右議政, 左議政, 1694年 南人이 몰락하는 甲戌獄   
   事에 절도에 위리안치, 1699年 放免, 楷書, 草書에 能함, 父 文科에 同知中樞府事 敍   
   欽, 祖 文科 都承旨, 參判 詹. 
11)靑藜杖(청려장) :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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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높고 귀한 처지라도 공평하게 설명을 하여 窮極에 이르도록 하고 

그 子孫을 타이를 때는 친절하게 올바른 방향으로서 가르쳤으며 자그

마한 과실이 있으면 엄숙하게 正色을 하시고 법도있게 타이르시고 그 

宗族에 있어서도 또한 敦睦의 義를 다하시니 子孫들이 敎化를 받아 四
十餘年을 同居하여서도 처음에서 끝까지 和樂하여 家道를 올바르게 이

끄시고 항시 말씀하시기를〔古人의 九世同居의 樂을 하지 못하는게 恨
이 된다고 하셨다〕從兄인 沙湖公 柳穡의 論議에 미쳤기 때문이다. 
註)政派, 北人, 西人, 南人(政派 因해 意見)
  乙酉年(1645年)에야 滿八十으로 通政大夫에 올랐으며 丙戌(1646年)
三月八日에 卒하시니 享年八十一이다. 그해 九月初九日에 楊州郡 別內
面 廣田里 水落山 동쪽 기슭인 虎洞의 先山곁 未坐에 安葬하였다.
  孫子 六人이 있으니 무두가 聰明함을 받았으며 東峽(동쪽에 협곡)에 

隱居하니 그때의 사람들이 關東의 六柳라 稱하였다. 配位는 原州元氏 
父는 繼信, 祖는 郡守 海, 曾祖 舜輔, 外祖 縣監 全義人 李鑷이다. 
  丁卯(1567年5月21日) 出生하여 辛丑(1661年9月13日에 他界하시니 

享年九十六 墓合祔.

3.3 11세 현감(縣監) 류정립(柳貞立)
縣監全州柳公貞立墓碣銘竝書

日柳友晉熙矍然泣而告余曰我先祖耕隱府君當履歷事行有不可泯汨者而家
世喪禍荐仍遺文不能收葺墓道文字昔有訥翁之碣而亦逸而不傳是後裔莫甚
之痛而先兄所以費心力不取者也幸吾子以遺其存存者余老無識何敢當是寄
辤之固而請益至不揆僣忘攄其事狀序次如右公諱貞立字公幹自號耕隱柳氏
系出全州12)始祖濕贈掌令封完山伯也13)寶文閣直提學克恕孫知永興府使濱
連父子有名而知府公入本朝贈吏曹參判間數歲而同知成均館事14)諱崇祖歷

12)全州 : 文化高麗大丞車達之后中世를 全州로 고친 것이다.
13)始祖濕贈掌令封完山伯也 : 掌令諱濕移全州遂貫全州를 고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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敭華顯中廟世久長國子作成人才進大學箴分析理氣爲七書諺解嘉惠後學爲
世名賢於公間五世高祖諱應台集賢殿參奉曾祖諱炯昭格參奉祖諱瀾直長贈
司憲府持平娶金文忠公誠一季妹生公之考仁茂爲後於叔父涵有文不事擧業
其配光州安氏僉知民獻之女工曹參議國錫之孫婦德甚修丙辰15)某月某日生
公於川城里第公兄第七人次居其二天姿聦頴器局魁梧未成童已解文理凡百
事爲無異老成與兄生員公亨立請業于苟全金公中淸之門金公欲試其才命賦
桃卽對曰桃花落東風餘色满庭紅金公稱有飄逸氣後又與四弟掌令經立五弟
府使公英立遊於晩聞李公時馣之門質之以程文文詞蔚有聲望李公謂三于當
次取科第某剛正某確實某況靖俱有用之器也兄弟挾藝射科卒取雋負盛名於
時李公誠有知人之鑑也公不留意於明經而以兒時所課者得叅覆試如非聦明
過人則鳥能致此耶公方帶恩遊街有一老吏進前拜曰何來新恩洽似昔日之鶴
峯金公也公之祖妣夫人實鶴峯之妹則氣脈相通不可誣也家有鼎盖飛空之災
而渾室惶懼不知所持公輒盖冠祝天曰將爲降罰必於吾身而無罹我父母兄弟
其篤倫類此其年登第時人以爲孝感所致我爲剛常謀有身不得顧者歟將營居
室鳩取材瓦後伯氏又營屋子多未備者公悉歸之曰弟有而不顧兄之窘豈人道
乎莫不服其義其在務安也見忤於道伯卽時投紱以歸道伯悔而挽之不得三日
後知婢子私挾有小鼎亟命還送其廉介如此權相國大運金相國錫冑推詡甚大
豈無其所本而然哉天之生公若將有意於世而經歷只是典籍學諭監察兵曹佐
郞務安縣監而止遞歸偶罹肯疽癸卯六月十三日考終于川城里第享年四十八
嗚呼天不佑其善神不裕其後何哉不能無感於千載之下也某月某甲葬于春陽
之果旨洞山亥坐之原配永嘉權氏嘉善大夫止善之女柔婉無違德葬同麓同坐
雙墳生四男一女男宗海宗標宗春宗柱女適李在運若大華啓華重華相華時華
若李萬和李萬開若爀煥煜熺熾火憲 火集 若全必銶全必錡全必鉉全必南琴正夏琴
正周崔達孝金迪秋安尙賓李罼李炅李映李晟卽公內外孫也餘不盡錄爲之銘
曰

14)同知成均館事 : 同知中樞府事를 고친 것이다.
15)丙辰 : 丙子를 고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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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赫眞翁爲世名良公承祖武亟修厥聲見幾之明制行之貞何
時之舛兮惟禀之剛何命之短兮惟意之長刻詩幽石以詰玄冥

         丁巳流火節 宜城后人 金源 謹撰 [耕隱遺稿 柳貞立]

현감 전주 류공 정립 묘갈명 병서

  일간에 柳友 晉熙확가 슬픈 기색으로 눈물까지 보이며 나에게 말하

기를 “우리 선조 耕隱 府君께서 履歷이나 事行을 보면 없어져서는 안

될 분이나 우리 집안이 여러 대에 걸쳐 재앙을 입었고, 남은 글을 수

습하지도 못하여 墓道의 文字 또한 이전에 訥隱公(李光庭)이 주신 것

이 있었으나 이 역시 逸失되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後
孫된 이들의 더 없는 아픔입니다. 아울러 先兄께서 百方으로 노력하였

으나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남은 글을 지어주셨

으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늙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굳게 사양하였으나 

간청이 더욱 절실하여 僭濫됨을 헤아리지 않고 行狀을 참고하여 이렇

게 글을 지어 보았다.
  公의 諱는 貞立, 字는 公幹이며, 自號는 耕隱이라 하였다. 柳氏의 선

계는 전주에서 나왔는데 시조 濕은 掌令에 추증되고 완산백에 봉해졌

다. 그 아들에는 寶文閣 直提學 克恕가 있고 손자는 永興府使 濱이 있

는데 이 父子가 함께 세상에 이름이 났으며, 永興公은 朝鮮에 들어와 

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몇 대를 지나 同知成均館事 諱 崇祖는 현달한 관직을 차례로 거쳐 

중종 때 오랫동안 성균관의 長을 맡아 人才를 양성하고 大學箴을 撰進
하고, 理氣說을 분석하고, 七書諺解를 하여 후학들에게 큰 은혜를 베

풀어 세상에서 名賢이 되신 분인데 公에게는 5대조부가 되신다.
  高祖父 應台는 集賢殿 參奉이고, 曾祖父 炯은 昭格署 參奉이다. 祖
父 瀾은 直長을 지네고 司憲府 持平에 추증되었는데 文忠公 金誠一의 

季妹에게 장가를 들었다. 公의 부친 仁茂는 叔父 涵에게 出系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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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嗣를 이었다. 學文을 배웠으나 과거시험에는 응하지 않았다. 
  配位 光州安氏는 僉知 民獻의 따님이며, 工曹參議 國錫의 손녀이신

데 婦德을 잘 닦았으며, 丙辰년 某月某日에 公을 川城里에서 낳았는데 

公은 7형제 중에 둘째이시다.
  公은 천성이 총민, 영특하고 器局이 있으며, 이미 文理가 있어 모든 

일을 하는데 老成하여 兄님 生員公 亨立과 苟全 金中淸의 門下로 들어

가 가르침을 청했다. 이때 김공이 재주를 시험해보고자 桃라는 글자로 

글을 지어보라고 하자 즉시 桃花落東風 餘色满庭紅[복숭아꽃이 東風에 

모두 떨어지니 그 꽃이 뜰 가득 붉은 빛으로 불들였네]이라고 응대하

였다.
  이에 金公은 飄逸한 기상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후에 또 넷째 아우 

掌令 經立과 다섯째 아우 府使 英立과 함께 晩聞 李時馣의 문하에 가

서 程文을 살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장의 흐름이 울연하게 聲
望이 있어서 李公께서는“이 세 사람이 모두 과거시험에 합격할 것인

데 아무개는 剛正하고 아무개는 確實하며, 아무개는 況靖하여 모두 세

상에 쓰일 그릇이다”라고 하였다.
  兄弟가 기예를 갖추어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모두 합격하여 세상에서 

이름을 얻으니 李公께서는 참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을 갖추신 분

이었다. 公은 明經에 유의하지 않으셨는데 어렸을 때 공부한 것을 覆
試에 기억하여 썼으니 聦明이 남과 다르지 않았다면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었겠는가?
  公은 어사화를 꽂고 거리 잔치에 나설 때 어느 늙은 胥吏 한분이 앞

으로 나와 절을 하면서“어디에서 오신 새로 합격한 분이십니까? 흡사 

이전의 鶴峯 金公과 같은 모습입니다.”라고 하였다. 公의 할머니는 

바로 鶴峯公의 妹이시니 그 氣脈이 서로 통했다고 보아도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집안에서 가마솟 뚜껑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재난이 일어나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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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사람들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에 公은 衣冠을 갖추어 압

고는 하늘에 빌기를“법을 내리시려거든 반드시 나에게 내려주시옵고 

우리 부모 형제에게는 禍가 이르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여 부모 

동기간에 독실한 윤리는 이와 같았다.
  그해 문과에 급제하였을 때 사람들은 효성에 감동되어 그렇게 된 것

이라 여겼으니 나의 剛常만을 도모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사

람이었다. 장차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구해왔는

데 후에 형님이 집을 지으려 하는데 준비되지 못한 것이 많았다.
  이에 공은 준비한 모든 것을 형님에게 주시면서“아우가 재물이 있

으면서 형님의 군색한 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이것이 사람의 도리

라고 하겠는가”하였다. 공은 의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그에 

따라 편안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관찰사와 뜻이 맞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公은 즉시 官印을 풀어 던

지고 돌아와 버렸다. 관찰사는 그 일을 후회하고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3일 후 婢子가 개인적으로 조그만 솟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시 그것을 돌려보내라고 하였는데 청렴하고 결백한 것은 대

개 이와 같았다.
  相國 權大運과 相國 金錫冑가 크게 칭찬하였으니 어찌 그 근본이 없

는데도 이러 하겠는가? 하늘이 公을 이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장차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맡기고자 한 것이었을 것이나 그 經歷이 다

만 典籍과 學諭, 監察과 兵曹佐郞, 務安縣監에서 그치고 말았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우연하게 등창이 생겨 현종4(1663)년 6월 13일 

川城里에서 세상을 떠나시니 享年 48세이시다. 
  아! 하늘이 그 착한 이를 保佑하지 않고 神께서 그 後孫에게 넉넉하

게 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000년 후에라도 아쉬움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某月 某甲에 春陽의 果旨洞 南向의 산기슭에 장사를 

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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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配位 永嘉權氏는 嘉善大夫 止善의 따님인데 부드럽고 아름다운 행실

을 지녀 婦德을 어김이 없으며, 같은 산기슭, 같은 좌향에 雙墳으로 

모셨다. 四男一女를 낳았는네 아들은 宗海, 宗標, 宗春, 宗柱이며, 딸
은 李在運에게 出嫁하였다.
  大華, 啓華, 重華, 相華, 時華, 李萬和, 李萬開, 爀, 煥, 煜, 熺, 熾, 
火憲  , 火集 ,  全必銶, 全必錡, 全必鉉, 全必南, 琴正夏, 琴正周, 崔達孝, 金迪
秋, 安尙賓, 李罼, 李炅, 李映, 李晟은 公의 內外孫이다. 
  나머지는 모두 기록하지 못한다. 銘하여 이르노니.

혁혁한 진일재 翁이여 세상에 이름난 어진 분이셨도다.
공께서는 조상의 얼을 이어서 성망을 닦고 이으셨네.

機微를 밝게 살피시어 行實을 곧게 하셨네.
어쩌다 시대와 어긋나니 강직한 성품 때문이셨지.

 그리도 수명이 짧으셨나 오직 그 뜻이 悠長하도다.
무덤에 글을 새기니 저승에 이로써 물어보려네. 

              丁巳[1677]年 7月 宜城人 金源이 삼가 짓다.

3.4 14세 참의(參議) 류승현(柳升鉉) 
朝鮮 故工曹參議 贈吏曹參判 慵窩柳公

                配 貞夫人光山金氏 合葬墓誌 
我柳氏始起全州 中世有諱義孫以集賢名臣 自靖於景泰間至禮賓正復起始
家安東之水谷. 考諱奉時 妣鵝州申氏以徵女. 府君諱升鉉字 允卿以明陵 
庚申生 己亥擢文科 戊申之亂爲義兵將 英宗丙寅閏三月二十八日卒. 府君 
宅心公平有先見之明. 鎭物之量不可奪之操 五典州郡貧乏如故. 配金氏縣
監漢璧女. 配德無違壺範克著. 生乙卯卒庚戌十二月二十七日. 墓臨河縣東
砧谷庚坐合祔. 嗣男道源薦監役. 女李世憲 側室男一女四 監役三男範休
薦府使洛休玄休. 府使男魯文鼎文薦參奉. 洛休男少文. 玄休男蓍文耆文. 
玄孫世嫡致任. 仕於朝者 致潤致好. 陞庠者致敎(出後) 致游. 今上 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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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와공 묘지

六月燔誌.
조선 고공조참의 증이조참판 용와류공

               배 정부인 광산김씨 합장묘지 

  우리 류씨는 전주가 본관이며, 중세(中世)에 의손(義孫)은 집현전(集
賢殿)의 명신이다. 세종 임금을 거쳐 명종 임금에 이르러 예빈시 정

(正) 복기(復起)의 처음 집은 안동의 무실이다. 
  [공의] 아버지는 봉시(奉時)이고, 어머니는 아주

인 신이징(申以徵)의 따님이다. 승현(升鉉)의 자

(字)는 윤경(允卿)이며, 숙종6(1680, 경신)년생으로 

숙종45(171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인좌(李麟
佐) 등이 반란(反亂)을 일으킬 때는 의병장(義兵將)
을 했으며, 영조22(1746, 병인)년 윤3월 28일 별세

하였다. 
  부군의 마음은 언재나 공평 하였으며, 선견지명

이 있어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고 남의 지조도 

빼앗지 않았다. 다섯 가지 인륜으로 주군을 다스렸으며, 가난하기는 

예전과 같았다.
  별세한 처 김씨는 현감(縣監) 한벽(金漢璧)의 따님이다. 아내는 항상 

어질어 조신(祖神)에게 지내는 제사(祭祀)에 어김이 없었으며 능하고 

분명하였다. 숙종1(1675, 을묘)년에 태어나 영조6(1730, 경술)년 12월 

27일 별세하였다. 묘는 임하현의 동쪽 침곡(砧谷)의 북동향에 합장(合
葬)을 하였다.
  대(代)를 이은 아들(嗣男) 도원(道源)은 천거(薦擧)되어 감역(監役)
이며, 딸은 이세헌(李世憲)에게 출가하였고, 측실(側室)은 1남4녀이다. 
감역(監役, 도원)은 3남인데 범휴는 천거로 부사. 그리고 낙휴와 현휴

이다. 부사(범휴)의 아들은 노문, 정문인데 정문(鼎文)은 천거로 참봉

을 지냈고, 낙휴의 아들은 소문이며, 현휴의 아들은 시문과 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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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손 치임은 적자(嫡子)로 대를 이었으며. 벼슬로 조정에 들어간 사

람은 치윤과 치호이고 성균관에 들어간 사람은 수남위파로 출계한 치

교와 치유이다. 철종11(1860, 경신)년 6월에 구어서 기록한다.
                        [자료제공 : 秋誧 柳熙杰ㆍ曉園 柳重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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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일재[류숭조]에 관한 추록(追錄)

4.1 대학강목잠 발문 

  지금 대학십잠(大學十箴)과 시말(始末)을 서술한 것을 보면, 연원이 

깨끗하고 바르며 반복하여 자세히 갖추어져 있으니 그 말이 매우 풍부

하다. 우리 동방의 성리(性理)에 관한 글은 양촌(陽村, 권근) 이후로 

끊어지고 사라졌다가 근근이 남아있다.
  지난번에 우리아이가 전한 것을 통하여 외람되게 은괄(檃括)16)하고 

윤색하라는 말씀을 받았으나,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못할 따름이다.
  나는 어려서 학문을 하지 못하였고 벼슬살이를 한 후로는 도필(刀
筆)17)로 앙장鞅掌)18)한 것이 10여 년이었는데, 늘그막에 한묵(翰墨)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아서 간혹 문자 사이에 종사하기는 하였지만 겨우

겨우 엿보면서 꾸미기만할 뿐이어서, 성리(性理)에 대한 학문의 글에 

대해서는 늙어서 접근한 적이 없었다. 선생의 학문은 깊고 심오하며 

이치와 의리는 정밀하고 익숙하다.
  이 글을 지은 것은 임금이 경서를 가지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진대

(進對)하던 날에 올려서 군주를 바로잡는 법도로 삼고자 한 것으로, 
뜻을 세워 글을 적은 것이 깨끗하여 의론할 것이 없다. 내가 어찌 감

히 그 사이에 군더더기 말을 붙이겠는가?

16)은괄(檃栝) :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순자(荀子) 권학(勸學)에“굽은 나무는 은

괄(檃括)하고 불김에 쐬어 바로잡는 뒤에야 곧아진다.〔拘木必將待檃括丞矯然後直〕”
라는 내용이 있다.

17)도필(刀筆) : 문서 따위를 기록하는 일을 뜻한다. 도필사(刀筆史)라고 하면 아전(衙前)
을 가리키는 데, 이는 예전에 죽간(竹簡)에 잘못 기록된 글자를 아전이 늘 칼로 긁고 

고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18)앙장(鞅掌) : 시경(詩經) 소아(小雅)와 북산(北山)에 나오는 말이다.“혹은 집에서 편 

안히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데 혹은 왕의 일 때문에 모양을 갖추지 못하는구나,〔惑棲
遲偃仰 惑王事鞅掌〕”주희는 “앙장(鞅掌)은 모양을 잃은 것이니, 일이 번거롭고 수

고로워 모양을 낼 겨를이 없음을 말할 것이다.〔鞅掌 失容也 言事煩勞 不暇爲儀容
也〕”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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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화와 병마가 점점 찾아들어 걸음걸이도 쉽지 않아, 시강(侍
講)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였지만 이루지 못하였으니, 실로 평생의 한

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선생의 글을 얻어 두번 세번 읽으니, 황홀히 

강탑(講榻) 곁에 나를 않히고는 선생의 강설을 듣게 하는 듯하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성상(聖上)께서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지극한 이치에 이르고자 하

여 장차 반드시 선생의 말에 맛을 느끼고 깊이 대학(大學)의 도(道)를 

체득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과 궁행실천(躬行
實踐)을 이루고, 본원을 단정하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여 다스리는 방

도를 내신다면 그 성스럽고 신묘한 공효와 조화의 극치가 결국 태평스

러운 시대의 융성함을 지극하게 할 것이니, 선생이 이전에 부지런히 

강학하던 노력과 오늘날 열심히 충성을 바치려는 바람이 여기에서 이

루어질 것이다.
              류순(柳洵)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삼가 절하고 쓰다.

4.2 대학십잠 중의 수신잠

한 몸 안에                               一腔之內 
온갖 생각이 모이고                       萬慮之集 
코와입, 귀와 눈에는                      鼻口耳目
냄새와 맛, 소리와 빛이 있네              臭味聲色
손발의 움직임에는                        手足動靜
위의가 천백 가지이고                     威儀千百
근육과 뼈가 합쳐진 곳에는                筋骸之束
각각 준칙이 있다네19)                      各有其則

19)근육과 ~ 준칙이 있다네 :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예의라는 것은 사람의 대단(大  
   端)이다. 신의를 익히고 화목을 닦아, 사람의 살과 피부가 만나고 근육과 뼈가 합쳐진  

   곳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禮義他者 人之大端也 所以講信修睦 而固人之肌膚之會 筋骸  
   之束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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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성을 높이고                         尊其德性
그 학문을 말미암으며                     道其問學
처음으로 사람의 가율을 닦고              肇修人紀
삼가 아름다운 하늘의 질서를 따른다네     愼徽天秩
말은 충성되고 미덥게하고                言則忠信
행실은 반드시 공경하고 독실하게 하며    行必篤敬
허물을 고쳐 선으로 나아가고             改過遷善
분노를 징계하며 욕심을 틀어막는다네     懲忿室慾
행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行有不得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고                  反求諸己
옳은 것을 바로 하며 도를 밝히면서       正誼明道
공과 이익을 따져보지 않고               不計功利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을              己所不慾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네                  勿施於彼
화순함이 안에 쌓이면                    和順中積
영화가 밖으로 나타나서                  英華外發
움직이는 모습과 행실들이                動容周旋
저절로 법칙에 맞는다네                  自中繩墨
친해야 할 사람 친히 하고                親所當親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네             愛所當愛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고                  敬其可敬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네              畏其可畏
비천한 사람을 미워하고                  賤而惡之
가여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네             哀而矜之
거만하게 무시하는 때에                  傲惰之接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다네          無偏無陂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울 알아         惡知其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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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덕으로 돌아가며                    同歸於德
좋아하면서 그 악을 알아                 好知其惡
악을 행하지 않게 한다네                 使不爲惡
뜻을 맞추는 것은 해충이고               遜志蝥賊
귀애 거슬리는 것은 폄석이니             逆耳砭石
사랑에 빠지지 말고                      不溺於愛
이득을 탐내지 말 것이라                 不貪於得
그릇이 반듯하면 물이 반듯하고           㿻方水方
모양이 바르면 그림자가 곧다네           表正影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스스로 지키며       戰兢自持
힘써서 저녁까지 두려워야 하네           乾乾夕惕

4.3 대학십장과 성리연원촬요를 올리는 소(疏) 류심柳淰)20)

  삼가 엎드려 다음과 같이 아뢰니다. 고(故)  대사성(大司成) 류숭조

(柳崇祖)는 바로 신의 원조(遠祖) 방친(旁親)입니다. 마음을 보존하고 

성리(性理)에 관한 학문으로 한 시대의 유림에게 중망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중종6(1511)년 종중대왕이 성균관에 납시하여 친히 명륜당에 

나아가 경서를 가지고 질문하였는데, 류숭조가 대사성으로서 먼저 대

학을 진강하고서는 찬한 대학강목십잠과 성리연원촬요  등의 글 한 책

을 올리니, 중종께서 특별히 기뻐서 장려하면서 건행하리라고 명하였

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거치면서 책과 판본이 모두 산실되어버려 다시

는 세상에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신이 경상도에서 벼슬을 할 때 안동을 순시하였는데 ,신의 姓族성족

인 한 사람이 이 책을 들고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 “남리 중에 이 책

만이 온전하였는데, 태반을 벌레가 먹어 망가져버렸으나, 참으로 안타

20)류심(柳淰) : 전주류씨 13세. 도승지, 예조참판 등을 하였는데 이조판서에 증직    되

고, 전평군에 봉해졌다. 전주류씨 최초 족보인 임진보를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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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 책 및 고(故) 상신(相臣) 류순(柳洵)의 발문을 살펴보니, 시
말을 서술한 것이 반복적으로 자세히 갖추어져있어, 참으로 제왕이 다

스리고 수성(修省)하는 방법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장인을 불러 중간하고는 장광(粧纊)하여 올리고자 하였으나, 
관직이 외방에 있어 황공하게도 감히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마치 임금께서 재해를 만나 구언(求言)21)하시는 날이 되어, 외람

되어 가까이에서 임금의 모습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분의 마땅하게 헤아려본다면, 교지에 응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정의 전반에 대하여서는 묘당(廟堂)에서 이미 다 아뢰었다

고, 시정궐실(時政闕失)에 대하여서는 삼사에서 이미 모듬 것을 아뢰

었고 그 외 민간의 질고와 그 밖에 폐해에 대하여서는 조정 신하의 상

소와 초야의 글이 연잇고 있어서, 신이 아뢰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말

들을 넘어서지 않아 말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감히 모독하

겠습니까.
  이에 감히 류숭조가 지은 대학강목십잠과 성리연원촬요를 하나로 묶

어 소(疎)와 함께 올리오니, 나라를 방도와 재앙을 막는 근본은 참으

로 열 개의 잠(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종중대왕의 뜻을 두어 항상 궤안(几
案) 사이에 두시고 때때로 살펴보신다면 성스럽고 신묘한 공효와 조화

에 만에 하나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은 하늘을 우러러 간절

한 마음으로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비답(批答)하기를, “소를 모두 살펴보니 말의 뜻이 참으로 가상하

고, 올린 책자는 참으로 격언이고 지론이오 내 향상 보도록 하겠소”
라고 하고는, 전교하기를, “지금 호피(虎皮) 한 장을 동부승지 류심에

21)구언(求言) : 나라에 재앙이 있을 때, 혹은 국정에 필요할 경우, 임금 정치의 잘잘못에  

   대하여 널리 신하로부터 비판의 말을 구하던 일로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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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내려 내가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이시오”라고 하였다

4.4 시호(諡號)를 내려 줄 것을 청하는 소(疏) 柳鼎文22)

  신 등이 삼가 엎드려 듣건대, 유자의 책 가운데  대학보다 숭상할 

것은 없고, 왕의 다스림은 학교보다 먼저 할 것이 없습니다. 그 글에 

밝은 사람을 일러 진유(眞儒)라고 하고, 그 가르침에 뛰어난 사람을 

사표(師表)라고 하는데, 수많은 성현들의 뜻을 강론하여 밝히고 당대 

왕의 다스림을 보좌하여 이루니 , 그 공이 성대합니다. 
  이에 선왕(先王)들은 그 공에 보답하고 수고를 밝혀주는 은전으로 

세상을 가다듬고 무딘 것을 날카롭게 하는 도구를 삼았는데, 그 방법

으로는 시호보다 요긴한 것이 없고, 시호를 내리는 것은 또 진유와 사

표보다 앞설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유자의 도로써 이보다 숭상하는 것이 없는데 그 공이 더욱 

크다면 보답하는 것은 더욱 급히 할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은전을 빠뜨리기도 하지만, 오래 시간 동안 그윽한 빛을 드러내면서 

오래도록 여론과 공의(公儀)에서 답답하게 생각한 경우라면, 이보다 

먼저 할 것이 없고 더욱 급히 해야 할 것이니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

니까!
  신 등은 일찍이 중종조(中宗朝)의 명유(名儒)의 대사성(大司成) 신
(臣) 류숭조(柳崇祖)의 대학십잠을 읽다가 문득 책을 덮고 여러번 감

탄하면서, 우리 동방의 오현(五賢)23) 이전에 진유와 사표인 현자 가운

데 이미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의 풍파와 서리 

속에서도 우뚝  서 있던 절개만 논하더라도 백세토록 감화시키고, 완
고하고 나태한 사람들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는 사람

들이 없었습니다. 신 등이 자세히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22)류정문(柳鼎文) : 류범휴(柳範休)의 아들로서, 호는 수정재이다.
23)오현(五賢) :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 조광조(趙光), 이언적(李彦), 이황(李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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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대왕께서 정국(靖國)하신 지 6년 뒤인 중종6(1511)년에 친히 성

균관에 임어(臨御)하시어 선성(先聖)을 배알하시고, 물러나와 명륜당

(明倫堂)으로 가서는 경서(經書)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류숭조가 대사성이 된 지 이미 5년이었는데, 대학(大學)을 가

지고 진강하면서 존심(存心)과 출치(出治)의 핵심을 반복하자, 임금께

서는 가만히 들으셨고 교문(橋門)에서 보던 사람들도 모두 조용하였습

니다.
   다음날, 숭조가 여러 유생들을 이끌고 자신이 지은 대학십잠과 성

리연원촬요 두편을 올리자, 임금께서는 특별히 관작을 올리고 금대(金
帶)를 내리도록 명하였습니다. 
  숭조가 사양하였지만 전교하기를, “이것은 한 가지 일 때문만이 아

니오”라고 하고서, 이어서 교서관에서 그 책을 간행하도록 하였습니

다. 이것이 그  대학십잠에 관한 전말입니다.
  대개 숭조는 진사(進士)때부터 성균관에 머물렀는대, 삼사(三舍)에서 

이미 모두 추복(推服)하였으니, 때는 성종대왕께서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때로 숭조의 나이 21세였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여 예문관에 들어가자, 유신(儒臣)이 아뢰기를, “숭조

의 학문과 행실은 사표가 되기에 충분하니, 청컨대 성균관의 직책을 

겸임하여 여러 유생들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고, 임금은 

이를 따랐습니다.
  연산군9(1503)년이 되자 숭조는 사헌부에 있으면서, 연산군의 실정 

10여 가지의 일을 소론하여 올렸는데, 모두 절실하고 곧아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한번은“법가(法駕)는 지름길로 다니면 안 됩니

다. 군주가 하나의 일을 정도대로 하지 않는다면 모든 생각이 이를 따

라서 모두 부정해집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연산주가 크게 노하여 

그 관직을 낮추었습니다.
  연산군10(1504)년의 화(禍)에서는 장형을 받고 원주로 유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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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 뒤 예전의 일을 다시 다스려서, 의금부 옥사에 끌려와 갇혔

습니다. 
  지름길로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했던 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동

료들이 모두 낯빛이 변하였는데, 숭조가 천천히 말하기를 “숭조입니

다.” 라고 하였습니다. 연산군이 크게 노하여 고문을 가하고 사형에 

처하려 했으나 신구(伸救)해주는 사람 덕으로 다시 유배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중종께서 반정하시고 삼공이 번갈아 천거하자 응교로 부

르셨으며, 얼마 뒤 공조 참의에 올랐습니다. 삼공이 또 경연에는 이러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아뢰자, 경연을 겸직하도록 명하였습니

다. 이듬해 중종2(1507)년에 드디어 성균관장이 되었고, 삼공은 다시 

성리에 관한 학문은 그 정통이 끊어지면 안 되니 나이가 적은 문신들

을 선발하여 숭조에게 수업 받도록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숭조는 명을 받들어 매우 열심히 수업을 하였으며, 또 경서를 언해

하여 유생들을 일깨웠습니다. 임금께서 또 여러 유생 가운데 크게 등

용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아뢸 것을 명하자, 숭조는 조광조(趙光祖)
로 왕명에 응하였습니다. 
  한번은 병으로 물러나기를 청하자 유생들이 머물도록 할 것을 소를 

올려 아뢰었는데, 임금께서는 성균관에 머물면서 몸조리하도록 하였습

니다.
  얼마 뒤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되자 삼공과 경연관이 함께 아뢰기를, 
“요사이 주역을 진강하려고 하니, 숭조를 외직에 제수하면 안 됩니

다.”라고 하자, 바로 다시 거두어들이도록 명하였습니다. 
  또 옥당(玉堂)과 호당(湖當, 독서당)의 여러 유생들과 주역, 예기, 
성리대전 등의 글을 토론하여 진강에 대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대개 

중종2((1507)년부터 중종6(1511)년까지 모두 5년 동안 성균관에서 벗

어나지 않다가 졸(卒)하였습니다. 
  여러 유생들은 곡하기를 마치 친척의 상과 같이 하였는데, 심지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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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안 훈(葷)24)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숭조의 평

생 이력의 대강입니다.
  그 후, 영릉(寧陵, 효종) 시대에는 고(故) 감사(監査) 신(臣) 류심(柳
淰)이 대학십잠과 성리원연촬요 두 책을 경상도에서 중간하였고, 이어

서 상소문을 올리자 임금께서는 다음과 같이 비답하였습니다.
 “올린 책자는 참으로 격언이고 자론이요 내 한번 보도록 하겠소” 
우리 정종대왕(正宗大王)에 이르러서 일찍이 연신(筵臣)에게 “경서에 

대한 언해는 류승조가 실제로 하였으니, 참으로 큰 유자(儒者)이오”
라고 하자, 연신들은“언해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대학잠을 지어 올

렸으며, 5년 동안 성균관에 있으면서 유교 문화가 크게 행해졌으니, 
우뚝하게 유학의 종장(宗匠)입니다”라고 하였고, 임금께서는 특별히 

칭찬하였습니다.
  한번은 고(故) 상신(相臣) 류순(柳洵)이 대학십잠에 대한 발문을 지

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에서 성리(性理)에 관

한 글은 양촌(陽村) 이후로 끊어져 없어지고 류숭조의 글만이 겨우 남

아 있다. 선생의 학문은 깊고 심오하며 의리는 정밀하고 익숙하니, 이 

글을 지은 것이 깨끗하여 의론할 것이 없다”. 고(故) 진천군(晉川君) 
신(臣) 강혼(姜渾) 또한 류승조의 명(銘)에서 “양촌의 뒤로는 오직 공 

한사람뿐이네, 공의 학문은 정미함과 순일함을 지극히 하니 그 연원을 

따져보면 염(濂), 락(洛), 관, 민(閩)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고(故) 유신(儒臣) 김응조(金應祖) 역시“선생의 학문은 전수받고 전

수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정밀하고 조예 깊은 견해와 홀로 터득

한 오묘함은 위로 고정(考亭, 주희)에 계합하고 아래로 퇴도(退陶, 이
황)에 부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숭조 사후에 열성(列聖)께서 기리고 장려하신 것이고 또 후

현(後賢)들이 칭송하여 찬술한 것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24)훈(葷) ; 생강 등 매운 채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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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세대가 이미 멀고 문헌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이 한 

책이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옴에 충정을 다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배운 학문은 속유들의 비루함을 뛰어 군왕을 보좌하는 도구가 

되기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성왕(聖王)의 지우(知遇)를 깊이 받

아, 덕을 밝게 하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다스림을 도운 까닭이니, 직
책을 맡겨 과업을 이루도록 책려함은 언제나 경연이 아니면 반드시 성

균관이었습니다. 
  또한 떠나면 바로 머물 것을 청하여 비록 지방의 중책이나 질병의 

고통이 있더라도 외직에 있거나 잠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

습니다. 
  조정의 명령이 이르자 뛰어난 인재를 잘 골라 뽑고 또한 유생들의 

뒤에 앉아 근면히 가르치시니 유생들은 끝내 듣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결국 성리에 관한 학문의 씨앗을 뿌릴 여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몸소 한 시대 도학(道學)의 전수를 맡아 마침내 인재를 증흥시

키는 훌륭함을 이루었으나, 선정(先正) 조광조(趙光祖)와 같은 현자도 

유생들 가운데서 발탁되어 결국에는 오현五賢 중 한 분이 된 것이니, 
인물을 알아보는 능력이 미쳤던 것과 학문 연원이 유래가 있음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언해를 만들어 성경(聖經)의 해석에 도움이 되고 후학들에게 도움을 

준 공로는 거의 전주(箋註)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계승되어 사용하

면서 박사(博士)들에게 읽히고 경생(經生)들에게 암송되었는데, 박사와 

경생 중에는 그 책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으

니, 일에 옳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혼조에서 특별히 절개를 세웠던 것으로 숭조만을 논할 것은 아니지

만, 형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담소로 대응했던 것은 역시 어려운 일입

니다.
  옛 군주의 장례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조정과 시장을 쉬게 하고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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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를 두는 등의 일을 대신들은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였는

데, 숭조가 그 사이에서 능의와 왕호를 사용하자는 의론을 펼치자 수

많은 탄핵이 몰려들어 심지어는 국문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임금

이 결국 너그러이 허락하였습니다.
  대저 지난날의 영봉(嬰鋒)25)과 비린(批鱗)26)은 쉽지만27), 오늘날 품

은 생각을 모두 아뢰고 의(義)를 바치는 것은 어려운데, 당시에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숭조가 이러한 것들을 어찌 구구히 그렇게 한 적이 있었겠습

니까? 오직 평소에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공부에 힘을 쏟아서 머물 곳을 알아 확정되고 안정되는 경지를 얻는 

것이니, 이치에는 밝지 않은 것이 없고 사물에는 휘둘리지 않아 상황

에 따라 잘 드러나 가려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과 사안을 논의하면서 재상과 대간이 구차하게 영합하려고 해서

는 안 된다는 뜻을 임금 앞에서 힘써 아뢰자, 대신이 이 때문에 부끄

러워하면서 굴복했던 정대하고 광명함 역시 헤아려볼 수 있습니다.
  또 일찍이 손수 혼천의(渾天儀)를 제작하였는데 고전(古傳)에 딱 부

합하였고, 선박의 가격을 품정하자 명률(明律)과 부합하였으며, 누각

(樓閣)을 감수하고 밀려 있는 송사를 판결하며 경비를 담당하는 관청

을 설치하는 일과 관련하여 모두 조정에서 선발되어 명에 응하였습니

다. 
  이러한 것들은 그 외의 작은 일들인데도 그의 체(體)를 밝히고 용用

25)영봉(嬰鋒) : 영린(嬰鱗)과 같은 뜻으로 군주의 심기를 거스르면서 직언으로 간하는   

   것을 말한다. 순자(荀子) 의병(議兵)에 “그러므로 어진 사람의 군대는 모이면 졸오를  

   이루고 흩어지면 줄을 이룬다. 뻗으면 막야의 긴 칼날과 같아 맞서는 자는 잘리고, 모  

   이면 막야의 예리한 칼끝과 같아 맞서는 자는 무너진다.〔故仁人之兵  聚則成卒  散則  
   成列 延則若莫耶之長刃 嬰支者斷 兌則若莫耶    之利鋒 當之者潰〕”라고 하였다.
26)비린(批鱗) : 임금의 뜻을 거스르면서가지 간쟁(諫諍)하는 것을 말한다. 한비자(韓非   
   子) 세난(說難)에 나오는 역린(逆鱗)과 같은 의미이다.
27)대저 지난날의~쉽지만 : 류숭조가 연산군 재위시에 직언으로 간쟁하면서 폭정에 항거  

   하였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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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합하게 한 학문과 일을 처리하는 지혜를 알 수 있는데, 이는 부

유(腐儒)의 우활(迂闊)함과 속사(俗士)의 구이지학(口耳之學)으로는 비

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애초에 대학 책 한 권에서 나

오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숭조는 대학십잠의 자서(自書)에 “대학의 도는 곧 수신(修身),  제
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규구(規矩)이고 준승(準繩)입
니다. 
  신이 어려서부터 마음을 쏟고 평생토록 학문한 것은 이러한 것에 지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것이 골수(骨髓)와 명맥(命
脈)이 이와 같은 데 있고 때를 만나 찬양했던 것이 저와 같으나, 앞서 

말씀드린 서책에 밝고 가르침에 뛰아나 진유하고 사표가 되기에 숭조

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신 등이 삼가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살펴보니, 유현(儒賢) 및 절의

(節義)가 뛰어났던 사람이라면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

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엎드려 살펴보니, 우리 열성조(列星朝)에서 유학을 숭상하고 

절의를 장려하는 지극한 뜻과 정해진 제도는 모든 왕조보다 훨씬 뛰어

났고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특별히 허락하는 과조(科條)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숭조처럼 아울러 겸하고 있고 일이 300여년이 지

나도록 억눌려 있어 더욱 급한 경우이겠습니까!
  신 등이 이제 엎드려 생각해보니, 우리 전하께서는 지극히 자애로운 

명을 따르고 모든 기틀의 무거움을 두루 살펴시어 마음을 닿여 다스림

을 도모하신 지가 이미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사방에서 눈을 비비고 목을 늘어뜨리면서 기다리던 

날에, 임금의 말씀을 환희 드러내면서 특별히 세상에 드문 은전을 거

행하여 숨겨져 있던 행실을 드러내며 존숭하고 장려하는 뜻을 보이신

다면 격려하고 진작하는 데 있어 참으로 바람을 탄 듯한 형세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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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대전(大典)에서 특별히 허락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헤아려 

보더라도 역시 계술(繼述)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이 이에 감히 외월(猥越)함을 무릅쓰고 참람하게 간절히 바라

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지혜로운 임금께서는 잘 살피시어 

받아들여 주시고, 본도(本道)에 대학십잠과 성리연원촬요 두 글과 유

사(遺事) 한 편을 올려 한가하실 때를 대비하여 성심에 받아들여지도

록 하신다면, 고명하신 임금의 학문으로 반드시 그 사람의 실질이 시

호를 내리는 은전에 부합하며 신 등이 감히 사사로운 생각을 아뢴 것

이 아님을 모두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특별히 담당 부서에 자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

록 명하시고 태상시(太常寺)28)에서 시호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 논의케 

하시어, 뭇 여론에 응답하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신다면, 국가에 큰 

다행이고 우리 유학에 큰 다행일 것입니다. 
  신 등이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죽음을 잊은 채 아룁니다. 지극히 

두렵고 황공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기다립니다.

4.5 송천서원기(松川書院記) 류치명(柳致明)29)

  소장공(蘇長公, 소식)이 조주한문공비(潮州韓文公碑)를 지으면서, 땅
에서 구하여 물[水]을 얻게 되는 것을 가지고 신(神)이 없음을 비유하

였다. 이것을 예로부터 명언이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이치는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없고 옛것과 지금의 것이 없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더

욱 지극함만 못하다.
  영가(永嘉, 안동)의 북쪽에 내성현(柰城縣)이 있는데, 현에는 송천서

28)태상시(太常寺) : 제사(祭祀)나 증시(贈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官衙)를 말한   

   다.
29)류치명(柳致明) :  본관은 전주, 자는 성백(誠伯), 호는 정재(定齋), 부친은 회문(晦文)

이다. 대사간, 한성좌윤, 병조참판 등을 역임 이상정의 문인으로 퇴계이황, 학봉 김성

일의 학풍을 이어 받아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저서 및 편서로 정재문집, 예의총화, 
가래집회, 태극도회, 대산실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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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松川書院)이 있어서 진일재(眞一齋) 류숭조(柳崇祖)선생을 제사한

다. 
  선생의 본관은 전주이며, 거리로는 600~700리 떨어져있고, 중종때의 

사람이니 400~500년이 떨어져 있다. 지금 제사하기에는 너무 소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하지 않다. 선생은 이학(理學)의 비조이시니, 리
(理)가 있는 곳이라면 제사가 있는 곳이다.
  대개 선생이 지내던 세상에서는 이 리를 힘써 밝히려 해도 미쳐 펼

치지 못하였지만 선생은 성균관에 있으면서 대학십잠과 성리연원촬요

를 올려 우리 군주를 보좌하고 인도하였다.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의 논의는 당시

까지 언급한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군주에게 올리고 성균관유생들에

게 전파하였다. 홀로 터득한 오묘함을 실로 전에 없던 참된 유자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성균관의 장을 지낸 것이 전후로 모두 15년이었는데, 조문

정(趙文正, 조광조)을 천거하여 도학의 연원을  열었으며, 연산군에 대

하여 예장(禮葬)을 할 것을 청하여 신하로서 섬기는 의리를 지극히 하

였으니, 그의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과 과감히 아뢰는 풍모는 어떠했

던 것인가.
  퇴도부자(退陶夫子)에 이르러서야 사단과 칠정에 관한 심오한 뜻이 

천발되어 주자(朱子)의 뜻이 드러났으니, 선생의 말씀은 위로 주자에 

계합하고 아래로 퇴계에게 부합한다. 
  오늘날에 이르러 유교문화가 더욱 퍼져나가 선생의 작위를 올려 대

총재(大冢宰, 이조판서)에 이르렀고 몇해 지나지 않아서는 문목(文穆)
이라는 시호가 내렸다. 선생의 도는 여기에서 크게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었다.
  이보다 수십 년 전에 현(縣)의 인사들이 선생의 후선들과 함께 사당

을 세워 선생의 혼령을 편안케 할 것을 합의하였다. 대개 선생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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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친애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마음

에 품고서 진실함에서 우러나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앞서 말한 ‘이치에는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없고 옛것과 지금의 것

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서원에서 묘사(廟祠)
는 모두 5가(架) 10양(樑)으로 존덕사(尊德祠)라고도 하고 경현사(景賢
祠)라고도 하였으며, 당(堂)은 5가(架) 14양(樑)으로 묘계당(妙契當)이
라고 하였다. 앞으로는 날로 증대해나가 재(齋)와 누(樓)를 만들 것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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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신(忠臣)ㆍ효자(孝子)ㆍ열녀(烈女)

5.1 7세 류문빈(柳文彬)의 효행(孝行) 
  공(公)의 부친은 원(黿)이며, 시조 습(濕)의 6代孫이다. 족보에는 무

후(无后)로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큰댁 족숙(族叔) 영
(英)이 중종 때 추천으로 영릉참봉에 제수되었다고 하였으니 중종 이

후의 인물로 보이며, 완산지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濕 습 완산백

2세 克
剛

극
강

克
恕

극
서

克
修

극
수

克
濟

극
제

克
渠

극
거

3세 吉
安

길
안

慶 경

安 안

4세 陌 맥 阡 천

5세 亨
根

형
근

以
星

이
성

以
日

이
일

6세 英 영 黿 원 麟 인 鼈 별

7세 文
彬

문
빈

文
質

문
질

无

○완산지(完山誌) 孝子編
  柳文彬 贈掌令濕之後誠孝出天立石旌閭
  류문빈 증장령 습의 후손이다. 효성이 천성으로 타고났으며, 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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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려비를 세웠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士人 柳文彬 全州人父得惡疾將死斷指以進卽愈 旌門
  선비 류문빈은 전주인이다. 부친이 나쁜 병에 걸려 죽게 되자 단지

(斷指)를 하여 [피를 입에] 흘려 넣자 곧 병이 나았다. 정려가 내려졌

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광해5(1613)년에 광해군이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고 유교(儒敎)를 보급하고자 류근(柳根) 등에게 명하여 편찬한 

일종의 국민 교화서이다.
  이 장면은 류문빈이 무릎을 꿇고, 약사발을 받들고 부친(父親)을 보

필하는 모습이며, 좌측 하단은 칼을 들고 단지(斷指)를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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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효(孝)를 하늘의 뜻으로 알고 정성으로 실천

할 정도로 큰 덕목(德目)으로 섬겼다. 그러나 효사상은 근대에 접어들

면서 큰 수난을 겪게 되었다. 조국이 광복(光復)되자 서구(西歐) 문명

이 밀려들어오면서 효사상과 노인공경사상을 흐려 놓았다. 
  이로 인하여 효사상의 부재(不在) 속에 근대화가 진행된 우리나라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 조상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

도하는 길은 몸을 모시는 효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정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효정신은 유교를 통하여 계승되었는데 현대인들은 부모가 낳

아주고 길러주어도 부모봉양은 잘하지 못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의지할 곳 없이 곤궁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

는 노인이 속출하고 있으니 조상의 효사상 맥(脈)이 단절될 위기에 처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6ㆍ25전란 후 분별없는 서구문명 수용으로 규범이 

무너지고 본질이 망각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효문화에 역

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資料提供 21世 克渠后 柳政訓]

5.2 9세 참판 류영순 배위 동서(同壻)의 열행(烈行)
  북천공[류영순]의 자는 순지(詢之), 호는 북천(北川)/졸암(拙庵), 조
부(祖父)는 전첨(典籤) 세구(世龜), 부친(父親)은 부사(府使) 연(挻), 
모친(母親)은 평산인 부사(府使) 신효손(申孝孫)의 따님이며, 명종

7(1552)년 3월 11일 태어났다. 
  선조6(1573)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고, 선조12 
(1579)년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성균관 사성(司成), 사헌부 장

령ㆍ집의, 승정원 우부승지ㆍ우승지, 황해도 감사, 병조 참지, 병조 참

의, 성주목사, 경상도 감사, 동지중추부사, 한성우윤, 호조참판 등을 

하였고, 광해군(光海君) 때는 순천부사, 행 사직(司直)을, 인조(仁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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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侯永詢善政碑

때는 동지중추부사, 가선대부 용양위 부호군을 하고 인조10(1632)년 

12월 21일 별세하니 수(壽) 81세이다.
  초배위는 병사(兵使) 평산인 신각명(申恪明)의 따님으로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다가 왜적이 닥치자 동서(同壻) 안산김씨와 함께 순절(殉
節) 하여 선조26(1593)년에 쌍절(雙節)정려(旌閭)가 내려졌는데 그 효

열(孝烈)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되어 있다. 
후배위는 전주인 사평(司評) 최예수(崔禮秀)의 따님인데 모두 무후(无
后)하여 둘째형 영근(永謹)의 3자(子) 자(秄)를 양자(養子)로 맞이하였

다.  
  선조20(1587)년 동지사 서장관(冬至使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올 

때는 진헌방물(進獻方物)을 도둑맞아 국문(鞠問)을 당하고 경기(京畿)
에 도배(徒配)되었고, 선조29(1596)년에는 황해도관찰사로서 공무수행

이 수령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 

당하였다.
  이듬해 병조참지로 기용되어 해서(海西)·관서(關西) 사이의 관문인 

평산산성(平山山城)의 중요성을 들어 수축을 청하였고, 임진년 왜란 

때 부친과 형을 잃었는데 선조30(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김시헌

(金時獻)·송순(宋詢) 등과 함께 사사(私事)로이 군량(軍糧)·무기(武
器) 등을 준비하고 장정 700명을 모아 복수군(復讐軍)을 조직, 서울의 

수성(守城)계획을 세웠다.
  선조37(1604)년에 정평부사(定平府使)가 되어서

는 학교(學校)를 세우고 스스로 학동들을 가르쳤

으며, 선조39(1606)년 경상감사를 할 때 3월에 안

동의 직제학공[류극서] 묘역과 영주의 영흥공[류
빈] 묘역에 재사(齋舍)를 짓고 비문을 지어서 비

석(碑石)을 세웠다. 
  그리고 광해2(1610)년에는 순천 부사(府使)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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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순천 백성들이 우측 사진과 같이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는데

“柳侯永詢善政碑”라 음각되어 있다.
  공(公)은 선조23(1590)년에 성균관 학관(學官)으로서 광국원종공신

(光國原從功臣) 1등에, 선조38(1605)년에는 부사(府使)로 선무원종공신

(宣武原從功臣) 1등에 녹권(錄券)되었다.  

순천향교내 공적비군

[왼쪽부터 10번째가 북천공 선정비이다] 

  공(公)은 시문(詩文)에 밝아 곳곳에 많은 시(詩)를 남겼으며, 청음 

김상헌(金尙憲)이 지은 다음의 만사(輓詞)를 보아도 알 수 있다.

柳監司永詢挽詞
류감사영순만사

妙齡才俊筆如流 堂后聲名振竝遊 二路棠陰恩與節 八旬樞席雪盈頭
묘령재준필여류 당후성명진병유 이로당음은여절 팔순추석설영두

木氷成稼衢謠怕 薤露傳歌世事休 宣德舊城詩酒地 只今回首淚懸眸
목빙성가구요파 해로전가세사휴 선덕구성시주지 지금회수루현모

                                             [淸陰集 金尙憲]

감사 류영순에 대한 만사

젊은 시절 재주 많아 물 흐르듯 붓 달리니,
주서(注書)에서 명성 높아 동료 사이 울리었네.

두 도(道)에서 감사를 한 건 임금 은혜 받은 거고,
팔순 되어 중추부에 있자 머리 온통 희었었네.

죽을 때가 되니 사람들이 겁을 먹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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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가(挽歌)가 불려지니 세상의 일 다 끝났네.
술 마시고 시(詩) 읊던 선덕성(宣德城)30) 그 자리를

지금 와서 바라보니 눈에 눈물 방울지네.

  한편 왕명(王命)에 따라 류근(柳根) 등이 편찬한 동국신속삼강행실

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31)에 수록된 북천공의 초배위 평산신씨와 류영

겸의 배위 안산 김씨에 대한 절의(節義) 기록은 다음과 같다.. 
[目次] 柳永謙妻金氏 柳永詢妻申氏 
金氏柳永謙妻也 申氏柳永詢妻也 皆京都人 壬辰倭亂俱避賊 賊猝至執其
婢觧衣犯之金氏自經死申氏走絶壁投水死 昭敬大王朝旌門
  김시 뉴영겸의 안해오 신시 뉴영슌의 안해니다. 셔울사이라. 
임진왜난의 왜적을 가지로 피더니 도적이 믄득 니러 그 계집죵

을 자바 오그고 범거 김시 스스로 목매야라 죽고 신시 
졀벽으로 라가 믈의 빠뎌 주그니라. 쇼경대왕됴애 졍문시니라.  

[번역문] 류영겸의 처 김씨, 류영순의 처 신씨

  김씨는 류영겸의 처이고, 신씨는 류영순의 처인데 모두 서울사람이

다. 임진왜란 때 왜적을 피하여 함께 피난을 갔는데, 왜적이 갑자기 

이르러 그의 계집종을 잡아 옷을 벗기고 범하자, 김씨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신씨는 절벽으로 떨어져 물에 빠져 죽었다. 선조(宣祖) 대
왕 때 정문(旌門)이 내려졌다.

30)선덕성(宣德城) : 함경도 함흥(咸興) 근처에 있는 성.
31)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 광해군5(1613)년에 광해군이 찬집  

   청(撰集廳)을 설치하고 류근(柳根) 등에 명하여 편찬한, 유교(儒敎) 보급과 실  

   천을 위하여 엮은 18권의 책인데 국민의 교화(敎化)를 위한 것이다. 이 책은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로 대별되는 삼강(三綱)의 표본이 될만 한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에 얽힌 미담(美談)과 행적을 취사선택(取  
   捨選擇)하여 효자(孝子), 충신(忠臣), 열녀(烈女)에 관한 기록을 수록했고, 각  

   기 한 사람씩 소개된 이야기에 한 장의 관련 그림을 그려 붙이고, 한문으로   

   설명한 다음, 한문과 똑같은 뜻의 한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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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의 이부동사(二婦同死)는 류영겸의 아내 안산 김씨와 류영순

의 아내 평산 신씨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그림의 하단 좌측의 

투신(投身)하는 여인은 류영순의 처 신씨로서 임진왜란 때 왜적을 피

해 동서 안산김씨와 함께 피난을 갔는데 왜놈이 갑자기 처들어와 계집

종의 옷을 벗기고 희롱하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다.
  한편 그림의 하단 우측에 목을 매단 여인은 정절(貞節)을 지키려고 

목을 매어 자살한 류영겸의 처 김씨부인이다. 류영순의 처 신씨부인과 

류영겸의 처 김씨부인이 함께 왜적을 피해 도망가다 왜적에게 잡혀 몸

을 더럽힐까 두려워 신씨부인이 먼저 물에 몸을 던지자 남아있던 김씨

부인도 나무에 목을 맨 것이다. 
[參考文獻]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國朝榜目, 晋陽誌, 嶠南誌, 
           新贈昇平志 等     [資料提供 22世 北川公后 柳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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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류재현 묘소

5.3 20세 충신 류재현(柳載賢)의 재조명(再照明)
  공(公)의 본관은 전주(全
州), 성은 류(柳), 이름은 

재현(載賢), 호는 소국(小
菊), 증조부는 전(荃). 조

부는 창영(昌榮), 부친은 

필근(弼根), 모친은 순흥인

(順興人) 안상오(安相五)의 

따님이다. 
  황해도 금천군(현 토산

군) 외서면 문수리 298번지에서 헌종13(1847)년 7월 14일 6남(男) 중 

둘째아들로 태어나 4세 때 개[犬]에게 물려 고자(鼓子)가 되자 서울의 

고자촌에 들어가 양반(兩班)의 후예(後裔)로서 환관(宦官)이 되었다.
  공(公)은 자라면서 배내 고자와는 달리 남성(男性)같이 장대(壯大)하
고 재질(才質)이 뛰어 났으며, 학문(學文)이 높았다. 궁중에 들어가서

는 고종황제와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신임이 두터웠다.
  이는 공(公)이 공사(公事)를 살피지 못했다고 고종황제가 여러 번 

엄중히 추고(推考)32)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누차(屢次) 녹피(鹿皮) 등
을 하사(下賜) 받고, 이어서 가자(加資)되어 환관(宦官)의 최고 직(職)
으로 품계(品階)는 숭록대부(崇祿大夫)33), 관직(官職)은 상선(尙膳)34) 

32)추고((推考) : 관리(官吏)의 죄상(罪狀)을 추궁하여 심문(審問)하여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33)숭록대부(崇祿大夫) : 조선시대 종일품(從一品) 동서반(東西班)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  
   階)이다. 종일품의 상계(上階)로서 숭정대부(崇政大夫)보다 상위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      
   典,1466)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에서는 종친(宗親: 임금의 4대  

   손까지의 친족)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이 품계를 주었다.
34)상선(尙膳) : 조선시대 동반(문관)에 속하는 내시부(內侍府)의 종2품(從二品) 환관직(宦官職)으로  

   정원은 2명이다. 1명은 궁중에서 수라간을 지휘하여 임금·비빈(妃嬪)·대비(大妃)·왕세자의 식  

   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고, 1명은 판내시부사로 내시부의 관원 전체를 감독·통솔하는 내시부  

   의 수장이었다. 내시부(內侍部)는 궁중 안의 일을 맡아 하던 기관으로 전원이 환관(宦官)이었으  

   며, 종2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3품 이상은 왕의 특지(特旨)가 있어야 승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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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35)에 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고종21(1884)년 10월 18일 갑신정변(甲申政變) 때 박영효(朴泳孝), 
김옥균(金玉均) 일당이 궁중에 난입(亂入)하여 여러 대신(大臣)들을 참

살(慘殺)하자 공(公)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교목귀경(喬木貴卿)으
로서 무엇이 불족하여 이렇게 천고(千古)에도 없는 역적(逆賊)질을 하

느냐?"라고 꾸짖자 김옥균(金玉均) 일당에게 피살(被殺)되니 향년 38
세로 순절(殉節)하였다. 
  이때 고종황제가 연거푸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하교(下
敎)하였으나, 왕명(王命)을 듣지 않았으며, 주위에는 김옥균 일당 10여
명만 있었는데 고종임금의 행동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제때에 

먹지 못하게 하였다. 
  공(公)은 개화당(開化黨)36) 간부(幹部)로서 윤치호와 김옥균이 함께 

공(公)의 산정(山亭)을 방문하는 등 생전(生前)에 개화당 인물과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무력(武力)에 의한 정변(政變)은 반대를 하여 

이를 말리다가 동료(同僚)인 김옥균 일당에게 살해를 당한 것이다.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난곡리 동남향 산기슭에 장례(葬禮)를 모시었

으며, 고종황제가 명(命)을 내려 관곽(棺槨)을 하사(下賜)하고, 치제(致
祭)를 하였고, 그 후에도 4번이나 고종황제가 신하(臣下)를 보내어 치

제(致祭)를 하였다. 
  고종38(1901)년에는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 백성기(白性基)의 상

언(上言)에 의하여 장례원에서 관장하는 장충단(獎忠壇)37)에 추향(追

35)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 고려 시대 내시부의 정2품 관직. 또는 조선 초기 내시부의 정2품 관직

을 말한다.
36)개화당(開化黨) : 고종11(1874)년경부터 김옥균(金玉均), 박영교(朴泳敎), 박영효(朴泳孝), 서광

범(徐光範) 등이 중심이 되어 개화정책을 추구한 급진개화파를 말한다. 개화당은 당시의 사대당

과 대립하여 청나라와의 종속 관계를 끊고, 일본 제국의 유신(維新)을 본받아 내정을 개혁하고 

자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려고 한 단체이다. 
37)장충단(奬忠壇) : 고종37(1900)년 10월 27일 고종(高宗의 지시에 따라 을미사변 때 전사한 시위

대장 홍계훈(洪啓薰) 등 장졸들의 영혼을 배향하기 위하여 창건하여 봄·가을로 제사를 지냈다. 
그후 임오군란·갑신정변 때 순절한 문신(文臣)들도 추향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장충단공원으

로 하였으며, 6·25전쟁으로 건물이 파손되었는데 장충단비는 1969년 수표교 서편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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享)하여 해마다 춘추(春秋)로 제례(祭禮)를 올리도록 하였으며, 고종

39(1902)년에는 증시(贈諡)의 논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장충단(獎忠壇)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군악 연주와 함께 조총

을 발사하였는데 이 장충단은 1910년 8월 일제(日帝)에 의해 강제로 

철폐 당하여 제례도 중단되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관으로 

매년 10월 18일 을미사변 때 순국한 8인의 영령을 추모하는 전통제례

가 거행되고 있다.
  김옥균(金玉均)이 지은 갑신일록(甲申日錄)과 조선경성사변시말서(朝
鮮京城事變始末書)에는 독립당(獨立黨)38)의 방해인물인 역적으로, 풍

운한말비사(風雲韓末秘史)에는 불경(不敬)죄로 김옥균에 의해 난자참

살(亂刺慘殺)이라고 매도(賣渡)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당의 입장에서 

쓰인 것이기 때문이며, 공(公)은 조선 말기에 중관(中官)의 주요 인물

이었다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매천야록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金川郡誌 第2輯]
         [梅泉野錄] [甲申目錄][全州柳氏 兎山派 派譜]
         [엠파스백과사전]    [資料提供 24世 小菊公后 柳奎錫]

비의 奬忠壇 세 글자는 순종이 황태자였을 때 쓴 글씨이며, 뒷면에는 민영환이 쓴 글이 새겨져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매년 을미사변 때 순국한 8인의 영령을 추모하는 전통제례

가 거행되고 있다

38)독립당(獨立黨) : 조선 말기에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을 

비롯한 초기의 개화파 일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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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인기고문 

6.1 경명사상 : 피휘전통에 관한 고찰 
    敬名思想  避諱傳統        考察
                                                       柳仁承1)

  1) 피휘(避諱)의 개념과 유래

  예부터 우리의 선인들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임금, 성현, 선
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 아니하고 삼가는 實名敬避俗의 전통

사상이 있었다. 
 이것을‘避諱’또는‘忌諱’라고 하며, 줄여서‘諱’라고 한다. 여기

서‘諱’字는 피한다는 뜻인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같은 글자만 피하

는 것이 아니라 音이 비슷한 모든 글자를 피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임금이 살아생전에 쓰던 이름을‘諱’라 일컫게 되었다. 기휘는 중국에

서 시작된 풍습으로 名體不離의 관념에서 기인한다.
이름은 실체의 운명과 같이하므로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 사람의 운명

이 傷하게 되며 같은 이름끼리는 서로 공감하여 吉凶禍福을 더불어 한다

는 생각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本名이 해를 입거나 다칠까 봐 이를 숨

겨두고, 諱라 하여 安保함으로 인하여 본명을 대체하는 字, 號 등을 짓

는 문화가 발달했다.
避諱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진시황은 자

신의 본명인 영정(嬴政)의 ‘政’字를 피해 당시 모든 人名, 地名, 官名
은 물론 심지어 政자 속에 들어 있는‘正’字도 쓰지 못하게 하였으니 

正月을 端月이라 부르게 했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는 졸곡(卒哭)을 지낸 뒤에 비로소 諱한다든

가, 두 글자로 된 이름은 한 글자만 諱한다든가, 조정에서는 사사로운 

1)柳仁承 : 直提學公 23代孫. 水谷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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諱는 하지 않는다는 등 죽은 자에 대한 피휘(避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중국에서 관리 등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보통 秀才라 했으나, 後漢 

시대 때 이를 茂才라 달리 불렀던 것도 始祖 光武帝의 이름이 劉秀였기 

때문이다. 元나라 때에는 평민들이 황(皇)자를 칭할 수 없다는 令을 내

리고, 이전에 돌아가신 부모를 황고(皇考)나 황비(皇妣)로 칭하던 관습마

저 현고(顯考)와 현비(顯妣)로 고쳤으며, 지금까지 병용하고 있다.
이후 기휘의 대상은 當代의 帝王, 聖賢, 先祖, 웃어른 등으로 확대되었

으니, 일례로 司馬遷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 談이었으므로 그가 편찬한 

史記에 張孟談을 張孟同으로, 趙談을 趙同으로 개칭해 놓았다.

  2) 피휘(避諱)의 종류

Ÿ 국휘(國諱)는 군주자신과 그 부조(父祖)의 이름을 피하는 것이다. 보
통 황제는 7대 위, 왕은 5대 위까지 그 이름을 피했다.

Ÿ 사휘(私諱), 가휘(家諱)는 스승이나 조상의 이름을 피하는 것이다. 
外地에 나간 자녀가 부모에게 편지를 보낼 때 피봉 수신인 란에 父
母(祖父母)의 이름을 쓰지 않고 “본인 이름 本第入納”이라고 쓰는 

것은 私諱의 한 형태이다.
Ÿ 성인휘(聖人諱)는 孔子, 孟子, 黃帝, 周公, 老子 등 聖人의 이름을 피

하는 것을 뜻한다.
Ÿ 원휘(怨諱)는 원수지간인 사람의 이름을 피하는 것을 뜻한다. 삼국시

대 촉나라의 장수 吳懿가 정사 삼국지에는 司馬懿의 이름을 피휘해

서 吳壹로 기록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인은 이름에 ‘회

(檜)’字를 쓰지 않는데, 오늘날 중국의 대표적인 매국노 가운데 하

나로 지탄받는 남송의 진회(秦檜)의 이름을 피하기 위함이다.
 나라 사이의 외교 문서나 집안 사이의 서신 등에서는 서로 피휘를 지

켜 주었고, 군주의 이름에 쉬운 글자가 들어 있으면 나라 전체에 불편이 



- 68 -

생기고 외교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군주와 그 일족의 이름은 

잘 쓰지 않는 글자(僻字)를 택했으며 주로 한 글자로 지었다. 

  3) 피휘의 방법

Ÿ 대자(代字=同義代字)ㆍ改字 : 피할 글자를 뜻이 같은 다른 字나 소리

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쓴다.
  ⓵退陶墓前碑에 奇高峯이 지은 後書를 보면 ‘進士’를 ‘晋士’로    

표기한것은 아버지의 諱字인 進字를 避諱하여 晋字로 대체하였     

다. 
  ⓶世→代.  
  ⓷文武王→文虎王.  
  ⓸‘원래(原來)’라는 말의 本글자는 ‘元來’였으나, 明太祖 朱元    

 璋이 元나라를 혐오했기 때문에 明나라가 있는데 어찌 元나라가     

다시 올(來)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하여 ‘元來’가 ‘原來’로     

바뀌게 되었다. 
  ⓹한나라 경제의 이름이 유계(劉啓)였기 때문에 계칩(啓蟄)을 경칩    

(驚蟄)으로 바꾸었다.  
  ⓺당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의 이름자 세(世)를 諱하기 위해 대    

(代)자로 바꿔 썼는데 절세가인(絶世佳人)을 절대가인(絶代佳人)으로, 
조상과 자손의 代數를 나타내는 世자를 代자로 바꾸었고 당나라 멸망 

후에는 두 글자를 병용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世와 代는 같은 

의미이다. 
Ÿ 결자(缺字)ㆍ空字 : 피할 글자를 쓰지 않고 공백으로 비워 놓는다. 조
선시대 유교 경전이나 서적을 펴낼 때 ‘孔子’의 이름인 ‘丘’자를 

붉은 종이로 덮어두거나, 붉은 네모 테두리로 둘렀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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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避諱(缺字, 空字) ; 국조보감

Ÿ 결획(缺劃)ㆍ缺筆ㆍ闕劃 : 피할 글자의 한 획, 특히 마지막 획을 긋지 

않는다. [그림 2와 그림 3 참조]

 그림 2. 避諱(缺劃, 闕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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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避諱(缺劃, 闕劃) ;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宋太祖  祖父 ‘敬’字 缺劃
Ÿ 글자의 일부도 피한다. [예: 진시황의 이름 政자의 일부분인 正을 피하

려고 正月을 端月로 바꾸었다.]
Ÿ 생략법;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생략하는 방법으로 꺼리는 글자를 피

한다. [예: 隋書 편찬시 당태종 李世民의 휘자로 인해‘王世充’을 王
充(世자 생략)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글자를 생략하는 피휘법은 글자

의 有無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옛날에 크게 유행하지 않았다.
Ÿ 글자 전체를 피한다. [예; 당나라 詩聖 두보(杜甫)의 모든 詩에는 부친

의 이름인 ‘한(閑’자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Ÿ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예: 진시황은 ‘황(皇)’
자와 ‘고(辜)’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고(辜)’를 ‘죄

(罪)’로 바꾸기도 하였다.]
Ÿ 같은 소리의 글자를 피한다. [예: 당나라 태종 李世民의 성씨 李와 소

리가 같은 ‘鯉(리;잉어)’字를 글로 쓰지 못하게 하였다.]

  4) 우리나라의 피휘(避諱) 전통

(1) 피휘 전통의 한반도 전래와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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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휘 풍습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삼국시대부

터의 사료에 남아 있다.
  신라 문무왕릉비에는 비석을 세운 날짜에 관해 ‘이십오일경진건비

(卄五日景辰建碑)’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문에 나오는 ‘景辰’은 당

나라 고조의 아버지 이름인 ‘昞’의 음을 피하기 위하여 丙辰을 景辰으

로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 왕조시대에서 고려 이전에는 왕의 諱를 피한 

예가 없다. 그때까지는 왕권이 강력하게 확립되지 못한 까닭인 듯하다. 
고려시대부터 피휘가 보편화 되었으며 고려시대의 역사서, 문집, 불경, 
금석문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표-1 高麗시대 歷代王의 諱(34王. 歷年; 918-1392. 475년)
代 數 廟 號 諱 備    考

1 太祖 건(建)
2 惠宗 무(武)
3 定宗 요(堯)
4 光宗 소(昭) 
5 景宗 주(伷, 胄)
6 成宗 치(治)
7 穆宗 송(訟)
8 顯宗 순(詢)
9 德宗 흠(欽)
10 靖宗 형(亨)
11 文宗 휘(徽)
12 順宗 훈(勳)
13 宣宗 운(運)
14 獻宗 욱(昱)
15 肅宗 옹(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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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睿宗 우(俁)
17 仁宗 해(楷),구(構)
18 毅宗 현(晛)
19 明宗 호(晧)
20 神宗 탁(晫)
21 熙宗 덕(悳), 영(韺)
22 康宗 오(祦)
23 高宗 철(皞) 충헌 忠憲
24 元宗 전(倎), 식(禃) 충경 忠敬
25 忠烈王 거(昛)
26 忠宣王 장(璋)
27 忠肅王 만(卍)
28 忠惠王 정(禎)
29 忠穆王 흔(昕)
30 忠定王 저(胝)
31 恭愍王 전(顓)
32 禑王 우(禑)
33 昌王 창(昌)
34 恭讓王 요(瑤)

  표-2 朝鮮시대 歷代王의 諱(27王. 歷年; 1392-1910. 519년)

代 數 廟 號 諱 備    考

1 太祖 성계(成桂) 
단(旦)

성계는 초명 즉위 후 단으로 
개명

2 定宗 방과(芳果),
경(曔)

방과는 초명 즉위 후 경으로 
개명

3 太宗 방원(芳遠) 왕이 되기 전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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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世宗 도(祹)
5 文宗 향(珦)
6 端宗 홍위(弘暐)
7 世祖 유(瑈)
8 睿宗 황(晄)
9 成宗 혈(娎)
10 燕山君 융(㦕)
11 中宗 역(懌)
12 仁宗 호(峼)
13 明宗 환(矮)
14 宣祖 균(鈞),연(昖) 초명은 균 뒤에 연으로 개명

15 光海君 혼(琿)
16 仁祖 종(倧)
17 孝宗 호(淏)
18 顯宗 연(棩)
19 肅宗 순(焞)
20 景宗 윤(昀)
21 英祖 금(昑)
22 正祖 산(祘)
23 純祖 공(玜)
24 憲宗 환(奐)

25 哲宗 변(昪) 초명 원범(元範) 즉위후 변(昪)
으로 개명

26 高宗 희(熙) 아명은 명복(命福), 초명은 재
황(載晃)

27 純宗 척(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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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휘의 풍습은 국왕의 이름자를 지을 때, 가능한 한 일반에 자주 쓰이

지 않는 어려운 글자(僻字)로 지었으며 이름 두자에서 한자를 줄여 백성

들이 이름을 지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다.(그림 4 참조) 
 심지어 字典에도 없는 글자를 集子하기도 했다. 고려, 조선 임금들의 

이름이 읽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선 

태조 이성계는 임금이 된 뒤에 이름을 단(旦)으로 고쳤으며, 선조의 경

우 원래 이름은 균(鈞)이었으나 일반 백성의 이름자에 너무 많이 들어가

는 글자였기 때문에 연(昖)으로 바꾸었다. 

  그림4. 순종 諱 三望 중 척(坧)을 落點

  피휘의 풍습은 왕권 강화와 더불어 광범위하게 뿌리내렸으며 양반들 

사이에서는 字니, 號니 하여 제2의 이름으로 부르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

다. 피휘는 세월이 갈수록 폭이 넓어져 일반 백성이 자기 조상의 이름자

를 피하는 풍습으로 확산되어 우리 선조들은 글을 읽을 때에도 최소한 5
대 조상까지의 이름자가 글에 나오면 그 글자는 소리 내어 읽지 않고 黙
音으로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옛날 전제 왕조 시대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많은 글자

가 제한되어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에는 敬名 
관습이 남아있다. 자손들의 이름을 작명할 때 譜牒을 보고 가까운 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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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諱字를 피휘 하거나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말할 때, 이름 두 자를 

붙여 말하지 않고 한 자씩 떼어서 ‘○字 ○字’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피휘에서 비롯된 관습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슨 字 무슨 字

를 쓰십니다.’라고 대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배운 사람’으로 치

부된다. 이를테면 ‘길동’이라는 이름일 경우, ‘吉 字, 東 字입니다.’
라고 『千字文』처럼 한 자씩 또박또박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해야 하

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피휘 사례

Ÿ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때 國諱를 범하지 말 것을 明文化 
하였다. 선비들은 국휘에 해당하는 글자를 암기하고 과거에 임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Ÿ 신라시대의 금석문인 문무왕릉비(文武王陵碑)와 숭복사비문(崇福寺碑

文)에서 육십갑자의 병진(丙辰)과 병오(丙午)를 각각 경진(景辰)과 경

오(景午)라고 썼다. 이것은 唐高祖의 아버지 諱 ‘병(昞)’ 音을 피하

기 위해 ‘경(景)’ 字를 썼기 때문이다.
Ÿ 고려시대 봉암사(鳳巖寺) 정진대사탑비문(靜眞大師塔碑文)에서 문무양

반(文武兩班)을 문호양반(文虎兩班)이라고 기록하고, 武班을 虎班으로 

표기하는 것은 고려 혜종의 諱 ‘무(武)’를 피하기 위해 ‘호(虎)’를 

썼기 때문이다. 중국 황제가 아닌 한국 왕의 諱를 피한 기록은 이것이 

처음이다.
Ÿ 고려시대 일연은 삼국유사 古朝鮮條에서 “開國號朝鮮 與高同時”로 

서술해서 고려 정종의 諱‘요(堯)’를 피하기 위해 代字인 ‘고(高)’
라고 표기하였으며, 또한 신라 文武王을 文虎王으로 기록하여 고려 혜

종의 諱 무(武)를 호(虎)로 바꿔 피휘 하였다.
Ÿ 一直孫氏는 원래 本姓은 ‘순(荀)’씨였으나 고려 제8대 현종(顯宗)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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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순(詢)’이어서 音이 같은 관계로 孫씨로 하사(下賜), 바꾼 

것으로 전하고 있다.
Ÿ 고려 말 충선왕(諱; 璋)이 즉위한 후 경상도의 한 지명인 獐山이 왕의 

이름과 音이 같다하여 ‘경산현(慶山縣)’으로 개명했다.
Ÿ 醴泉權氏는 6세 ‘흔섬(昕暹)’ 代에 이르러 고려 29대 충목왕(忠穆

王)이 등극하였는데, 충목왕의 이름이 바로 '흔(昕)'이었다 국명(國命)
에 의해 ‘흔(昕)’씨는 성(姓)을 바꿔야만 했다. 이에 ‘흔섬(昕暹)’
은 어머니의 姓이자 흔씨 1세, 3세의 妻家姓이기도 한 ‘권(權)’을 

새로운 姓으로 定하여 ‘권섬(權暹)’이라 하고 본관은 시조의 세거지

인 예천(醴泉)으로 하였다.
Ÿ 조선시대 대구군의 한자 이름은 원래 ‘大丘’였으나 공자의 휘 구

(丘)를 피하기 위해‘大邱’로 고쳤으며 유교 경전이나 서적을 펴낼 

때‘丘’자를 붉은 종이로 덮어 두거나, 붉은 네모 테두리로 둘렀다. 
또한 공자의 이름 ‘孔丘’를 말하거나 읽을 때 공모(孔某: “공 아무

개”라는 뜻)라고 하였다.
Ÿ 경복궁의 3개문 가운데 중문의 원래 이름은 禮를 널리 편다는 의미에

서 弘禮門이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할 때 청나라 高宗 건륭

제의 諱 홍력(弘曆)을 피하여 홍례문(弘禮門)의 이름을 흥례문(興禮門)
으로 고쳤다.

Ÿ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안유(1243∼1306)
  初名 안유(安裕)→개명 안향(安珦)→다시 개명 안유(安裕). 고려시대의 

名臣이자 학자로 初名은 ‘유(裕)’였으나 뒤에 ‘향(珦)’으로 고쳤

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문종의 이름이 향(珦)이었으므로, 이를 

피하여 초명인 裕로 다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자는 사온(士蘊), 호는 

회헌(晦軒)인데, 이는 그가 만년에 송나라의 주자(朱子)를 추모하여 그

의 호인 회암(晦庵)을 모방한 것이다.
Ÿ 秋史 金正喜(1786~1856)의 아들은 평생토록 文書에 아버지의 諱字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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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자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Ÿ 파록(爬錄)의 마지막에 이하 여백의 의미로 쓰이는 글자로 인원물제

(人原物際)의 원칙이 있다. 사람의 명단이 끝나는 위치에 ‘原’, 물건

의 목록이 끝나는 위치에 ‘際’로 구분해 쓴다. 그러나 안동 일원의 

유림은 人際物際로 쓴다. 그 연유는 향내의 顯祖로 조선 세종 때 좌의

정을 지낸 ‘容軒(李原. 1368~1429. 固城 李氏)’의 諱字인 ‘原’을 

피휘한 것이다.
Ÿ 良洞마을의 慶州孫氏 ‘愚齋(孫仲暾. 1463~1529)’ 후손은 축문에 

‘감소고우(敢昭告于)’라 쓰지 않고 ‘감명고우(敢明告于)’라 쓴다. 
그 이유는 우제공의 先考 諱字가 ‘昭’이므로 避諱하여 ‘감명고우’
라 쓴다.

Ÿ 海平吉氏의 冶隱(吉再. 1353~1419) 후손들은 ‘再拜’라 하지 않고 

‘二拜’라고 쓰는데, 그 이유는 야은의 諱가 ‘再’이므로 피휘하기 

때문이다. 선산 일원의 유림에서도 야은을 존숭하는 의미로 ‘재배’ 
대신 ‘이배’라고 쓴다.

Ÿ 載寧李氏 葛庵(李玄逸. 1627~1704) 후손들은 납폐를 보낼 때 물목에 

‘玄 一段’ 대신 ‘一段 玄’으로 쓰는데, 그 이유는 갈암의 諱가 

‘玄逸’이기 때문이다.
Ÿ 필자가 편지를 쓰거나, 儒所에서 이름과 世居地를 錄名할 때 10대조

(號; 三山, 柳正源, 대사간, 1703~1761)의 號가 地名으로 고착되었기에 

선조의 號를 쓰기 죄스러워 先代로부터 三山으로 쓰지 않고 三峴으로 

바꿔 쓰는 것은 경명사상의 한 형태이다.
위의 예들은 모두 이름을 중요시하는 敬名思想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엄격히 지켰던 피휘, 그 중에도 國諱는 민주사회인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었다. 
  다만 역사적 사실을 통해 고문헌이나 사료 연구에서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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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참고자료]
경명사상과 관련하여 경향신문(2013. 10. 8.)에 게재된 기사: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임금의 이름이 외자인 까닭

춘추(春秋)는 존귀한 사람과 친한 사람, 어진 사람의 이름을 숨겼다.
(春秋爲尊者諱 爲親者諱 爲賢者諱)”
춘추(春秋)의 주석서인 춘추공양전 민공원년경신조에 흥미로운 대목이 

보인다. 존경하는 자와 친지, 그리고 현자의 이름자와 호를 부르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것이 서양문화와 달리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

는 유교 문화의 특징이다. 이를 기휘(忌諱) 혹은 피휘(避諱)라 한다.
친한 사이에도 별칭이나�아호, 별호 등을 지은 뒤에야 마음껏 불렀다. 

그랬으니 웃어른은 물론이고. 황제나 국왕, 심지어는 공자와 주공, 주희, 
노자 등 성인이라 추앙하는 사람들의 이름자를 저촉하기만 하면 큰일 나

는 줄 알았다. 아니 실제로 멸족이라는 극형을 받은 사례도 비일비재했

다. 忌諱 혹은 避諱를 둘러싼 갖가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보자.
■ 大丘가 大邱가 된 사연: “대구(大丘)라는 말을 쓰기가 매우 꺼려집니

다.”
1750(영조26)년 경상도 대구부의 유학자 李亮采가 간곡한 상소문을 올

린다. 해마다 대구의 향교에서 공자의 제사를 올릴 때 축문식(祝文式)에 

대수롭잖게 ‘대구(大丘) 판관’이라는 직함을 쓰는데 이것이 망령 된다

는 것이었다.
“대구의 ‘구(丘)’자는 공자의 이름인 ‘구(丘)’이니, 제사 때마다 

공자의 이름을 함부로 침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인심이�불안하게 여

깁니다. 이름을 바꾸도록 조치해 주십시오.”(영조실록)
공자의 이름을 할 수 없이 부르게 되어 민심이 불안해진다?. 영조 임

금은 혀를 끌끌 차며 상소문을 기각했다.“地名 가운데 구(丘)字가 들어

간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지난 300년 동안 조정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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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생들은 이양채 보다 못해서 그냥 두었겠냐!”
그러나‘대구(大丘)’는 결국 정조~순조 시대를 지나며 슬그머니‘대

구(大邱)’로 둔갑했다. 삼국시대부터 ‘넓은 공간(達)의 마을(伐)’, 즉 

달벌(달구벌)의 한자이름이었던 대구(大丘)는 결국 공자의 이름을 범했

다는 이유로 고유의 이름을 잃고 만 것이다. 그 뿐인가.
■ 신임 관찰사가 부임을 고사한 까닭

1419(세종1)년 우의정을 지낸 류관(柳觀)의 아들 柳季聞은 충청도 관찰

사로 임명됐다. 지금으로 치면 충청도지사가 되었으니 가문의 경사였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류계문은 부임을 매우 꺼려했다. 이유는 딱 하

나, 관찰사(觀察使)의 ‘관(觀)’자가 부친의 이름과 같다는 것이었다. 
직함을 부르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을 범하는 격이니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쩌랴. 결국 아버지(柳觀)가 이름을 ‘觀’
에서 ‘寬’으로 바꾸고 나서야 아들이 임지로 떠났다.
또 다른 예로 세종대왕(본명 李祹)이 즉위하자(1418년)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속출했다. 예컨대 개성 留後 이도분(李都芬)은 이사분(李思芬)으
로 고쳤다. 충청도 공주의 교통통신시설인 ‘이도역(利道驛)’도 충청도 

관찰사의 상소로‘이인역(利仁驛)’이 됐다. 세종실록

사실 임금의 이름과 한자가 같지 않는 데도 단지 音이 같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 천개소문과 연개소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대막리지인 연개소문(淵蓋蘇文)을 천개소문(泉
蓋蘇文)으로 기록했다. 중국측 기록인 신당서, 구당서, 자치통 등도 모두 

천개소문으로 돼있다. 당나라 고조의 이름(이연·李淵)을 피하기 위해 

‘淵씨’가 ‘泉씨’로 둔갑한 것이다. 
고려 창왕(1388~1389년)은 수창궁(壽昌宮)의 이름 가운데 ‘昌’자가 

왕의 이름과 같다 해서 ‘수령궁(壽寧宮)’으로 고친 뒤 거처를 옮겼다. 
고려 숙종(1095~1105년)의 초명은 ‘희(熙)’였지만, 요나라 9대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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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제가 즉위한 1101년 이름을 갑자기‘옹(顒)’으로 바꿨다. 천조제의 

이름(연희ㆍ延禧)과 발음(희자)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 아버지 이름 때문에 과거시험도 포기했다.
忌諱, 혹은 避諱의 원조격인 중국은 오죽했을까. 후한의 허신(55~125

년 추정)이 편찬한 설문해자에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字典)이다. 
9,353字에 달하는 漢字 하나하나에 본래의 글자 모양과 뜻 그리고 발음

을 종합적으로 해설했다.
그런데 허신이 이 불세출의 사전에서 해설하지 못한 글자가 있었으니 

바로, 시부(示部)에 나오는‘호(祜)’자이다. 허신이 주석을 달지 못한 

까닭이 있다. 당시 후한의 황제인 안제(재위 106~125년)의 이름이 유호

(劉祜)였기 때문이었다. 
  사전에서조차 지존인 황제의 이름을 해설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고

조의 본명(유방·劉邦) 때문에 ‘방(邦) → 국(國)’字로 바꿨다. 한고조

의 정부인 여후의 이름(여치ㆍ呂雉) 때문에 꿩(雉)은 야계(野鷄), 즉 야

생 닭으로 일컬어졌다. 
  또 漢文帝의 이름(항·恒) 때문에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항아(姮娥)’는 ‘상아(嫦娥)’로 바꿔 불렀다.
수나라 양제(양광ㆍ楊廣) 때는 고대 백과사전의 이름이었던 광아(廣雅)

가 박아(博雅)로 바뀌기도 했다.
당나라 때는 더욱 심했다. 당태종(이세민ㆍ李世民) 때문에 백성을 뜻하

는 민(民)은 인(人)으로 바뀌었다. ‘觀世音’은 아예 ‘觀音’으로 일컬

어졌다. 당나라 때 ‘시의 귀재’라 일컬어졌던 이하(李賀· 790~816년)
라는 시인은 26살에 죽을 때까지 과거인 進士 시험을 결코 보지 않았다. 
그 이유가 걸작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진숙(晋肅)’이었다. 그러니까 進士의 진(進)
자와 진숙의 진(晋)자가 음이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하는 “할아버

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면서 시험을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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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문의 화’가 된 ‘옹정(雍正)’과 ‘유지(維止)’
하기야 자칫 황제의 이름을 썼다가는 멸문의 화를 당할 수도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나라부터 청나라까지 300여 명에 이르는 황제 이름을 

피한다는 것이 어디 쉬웠겠는가. 여기에 성현의 이름까지 피해야 했으니 

이름을 둘러싼 옛 사람들의 목숨을 건 분투가 눈물겨울 따름이다.
예컨대 청나라 강희제 시대 사람인 대명세(戴名世)는 자신의 개인문집 

남산집에서 남명(南明) 영력제의 연호를 사용한 게 드러났다. 남명은 명

나라 멸망 뒤 명황가의 일족이 세운 지방정권(1644~1662)이고, 영력(永
歷)은 명나라 신종의 손자인 주유량의 연호였다. 청나라 조정은 명나라

의 부흥을 도모한 죄로 대명세를 참수하고 일족을 몰살했다.
또 1726(옹정4)년 이부시랑 사사정(査嗣庭)이 향시의 시험문제를 출제

할 때 유민소지(維民所止)라는 試題를 발췌했다. 이 시제는 시 상송(商
頌)ㆍ현조에 등장하는 방기천리(邦幾千里) 유민소지(維民所止)에서 인용

한 것이다.
 즉‘도성에서 사방 천리 되는 지역은 아무리 넓어도 백성들이 거주하

는 곳’이라는 뜻이다. 아무 정치적인 색채가 없었던 시제였다.
그런데 이것이 화를 불렀다. 시제의 첫글자인 ‘유(維)’자가 ‘옹

(雍)’자의 머리를 없앴고, 마지막 글자인 ‘지(止)’도 ‘정(正)자’의 

머리를  자른 것이라는 모함을 받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 시험문제는 옹

정황제의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 즉 황제를 시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사사정은 효수됐고, 일족은 죽임을 당

했거나 원지로 유배되는 참화를 겪었다.
1757(건륭22)년 강서의 팽가병(彭家屛)은 가문의 족보 대팽통기(大彭

統記)를 간행하면서 건륭제를 忌諱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죄로 

팽가병은 자살, 집안은 참수형을 당했다. 
  이밖에 강서의 왕석후(王錫侯)는 사전인 자관(字貫)을 펴낼 때 범례

에 강희제ㆍ옹정제ㆍ건륭제의 이름을 집어넣는 바람에 대역죄로 처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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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와 16세 이상의 친족은 처형되고, 처첩과 16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원지로 유배되거나 공신들의 노예가 됐다. 
기휘 혹은 피휘의 방법은 주로 3가지가 있었다. 피해야 할 글자의 마

지막 획을 빼거나 혹은 다른 글자로 대체하거나, 아예 공란으로 남겨두

거나 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팽가병이나 왕석후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택하지 않아 참변

을 당한 것이다.
■ 임금 이름이 외자인 까닭

우리 역사를 유심히 살피면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임금의 이름을 외자로 짓는다는 것이다. 고려왕조의 경우 475년 

동안 34대의 국왕이 거쳐 갔는데, 그들의 이름은 모두 외자였다. 1대 태

조(건ㆍ建), 2대 혜종(무ㆍ武), 3대 정종(요ㆍ堯), 4대 광종(소ㆍ昭)…….
조선의 경우엔 3대 태종(芳遠)과 6대 단종(홍위ㆍ弘暐)를 뺀 나머지 

25명의 국왕 이름이 외자이다. 이 가운데 태조(李成桂)와 2대 정종(芳
果), 3대 태종(芳遠)은 조선 건국 이전에 지은 이름이므로 두 자였다. 그
것도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이후 성계(成桂) → 단(旦)으로, 정종은 방과

(芳果) → 경(曔)으로 각각 바꿨다.
단순 왕족으로 강화도에서 평민처럼 살았던 강화도령 李元範은 철종으

로 즉위하자 외자인 ‘변(昪)’으로 개명했다. 또 초명이 李命福이었던 

고종은 왕위에 오르자 역시 ‘熙(혹은 載晃)’로 바꿨다.
역대 국왕들이 외자를 택한 이유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씨’

였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황제나 임금 옛 성현의 이름을 피해야 했던 피휘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제도였다. 그러니 임금으로서는 피해야 하는 글자를 

한자라도 줄여 백성들의 편의를 돌봐야 했다.
역대 임금들은 일부러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희귀한 글자를 골라 썼

고, 심지어는 사전에도 없는 한자를 새롭게 만들기도 했다. 선조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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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임금들의 이름을 대신하는 글자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미 이름을 고쳤는데 또 무슨...”
1704(숙종30)년 국왕으로 추존된 덕종의 초명, 즉 숭(崇)을 피해야 할

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덕종은 세조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로 세자였지만 즉위 전인 20살

에 요절했다. 인수대비의 남편이기도 한 덕종은 성종이 즉위한 후 왕으

로 추존됐다.
그런데 230여 년이 지난 숙종 때 종친들이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

보』를 편찬할 때 덕종의 초휘가 ‘崇’이었음을 발견하고 기휘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기나긴 논란 끝에 덕종의 초명을 피해

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당시 성종실록 등 당대의 자료를 

검토한 춘추관 관리들의 결론은 이랬다.
 “덕종의 초휘(崇)는 세조대왕이 원자(元子)를 봉할 때에는 諱를 이미 

고쳤습니다. 세조대왕(世祖大王)께서 이미 백성의 불편함을 아시고 원자

(덕종)의 이름을 바꾸신 게 아니었겠습니까.”(숙종실록)
무슨 얘기냐면 세조가 적장자인 덕종을 원자로 봉하면서 이름을 

‘崇’에서 ‘장(暲)’으로 고친 것을 뜻한다. 이미 백성들을 위해 초명

을 바꾼 바 있는데, 2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초명을 피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숙종도 백성들이 불편하다는 요지의 춘추관 간

언을 받아들였다.
■“괜찮으니 불러라! 불러!”
영조도“지나친 피휘를 금물”이라는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다. 영조 

임금이 40년간이나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금ㆍ昑)을 우연히 

발설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다. 승지가 임금에게 올리

는 상소문을 읽어 올릴 때 어느 대목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다. 
바로 상소문에 영조 임금의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영조 임

금은 혀를 끌끌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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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가 읽지 못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읽어도 된다. 과인

이 40년간이나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까닭을 아는가.”영조는 덧붙여 

“본명 이외에도 ‘이름자와 음이 같은 이름’혐명(嫌名)까지 피하는 것

은 지나치다”며 국왕의 이름을 회피하는 범위를 좁히라는 명을 내리기

도 했다.(『 국조전고』 「휘피」)
지금 보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전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글자 

하나에도 목숨을 내걸 만큼 이름 석자는 대단한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이름 함부로 지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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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世)와 대(代)는 같은 뜻이다

  민중엣센스 국어사전에 세(世)는“세대(世代, 30년)”를, 대(代)는
“한 집안의 계통(系統)인 가계(家系) 또는 지위를 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이라 하였다. 한편 네이버(NAVER)의 어학사전에 세(世)는 

"가계나 지위의 차례, 또는 왕조의 임금 순위를 나타내는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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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는 "한 집안에서 이어 내려오는 혈통과 계보"라고 하였다.
  여기서 혈통(血統)의 순서를 나타내는 세(世)와 대(代)는 국어사전에 

상세한 사용례(例)가 없으므로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쓰여 왔는데, 
우리 전주류씨 종중에서라도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세(世)와 대에 대

(代)하여 기술을 하고자 한다.   
  한때는 세(世)와 대(代)가 다르다고 하여 고조(高祖)는 4대조(四代
祖) 또는 5세조(五世祖)이고, 고손(高孫)은 4대손(四代孫) 또는  5세손

(五世孫)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며, 한편으로 세(世)는 선조(先祖)부터 

후손(後孫)으로 내려오는 계대(系代)이고, 대(代)는 본인(本人)부터 선

조(先祖)로 올라가는 계대(系代)로서 대(代)는 본인은 빼고 헤아려야 

한다는 분들도 있었다.
  또한 성균관(成均館)에서도 2005년까지 세(世)ㆍ대(代)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여 많은 성씨(姓氏)의 종친회가 이를 따랐다.
  그러나 예전의 족보(族譜)와 각종 문헌을 보면 대(代)와 세(世)를 혼

용(混用)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우선 1565년의 문화류씨세보에는 

시조를 1대(一代)로 하였으며, 전주류씨 창간보인 1652년의 임진보를 

보아도 시조(始祖)를 1대(一代)로 하였다. 
  전주류씨 대동보와 시조 및 시조비 재사에 있는 현판(懸板)에 기록

된 세(世)와 대(代)의 변천은 표-1, 표-2와 같다.
  표-1을 보면 전주류씨 대동보(大同譜) 창간보인 임진보와 같이 시조

를 1대(代)로, 아들을 2대(代)로 하여 사용해오다가 근래 1976년의 병

진보부터 대(代)를 세(世)로 바꾸어 시조(始祖)를 기준으로 시조를 1
세, 그 아들을 2세(世)로 표현하여 후손(後孫)의 세(世)를 헤아렸다. 
따라서 대(代)와 세(世)는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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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주류씨 대동보의 세(世)와 대(代)

1) 1652년 임진보 2) 1726년 병오보

 3) 1786년 재병오보 4)  1876년 병자보

5) 1976년 병진보  6) 2004년 계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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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시조ㆍ시조비 재사 현판(懸板)의 세(世)와 대(代)
연 도
(年度) 현판명(懸板名) 세

世
대
代

세손(世孫)
대손(代孫)

찬자
(撰者)

비고(備考)
세世 대代

1735년 墓舍刱建記 15 十四世孫 柳復明 ―1 -

1815년 始祖墓碑銘 17 十六世孫 柳鼎養 ―1 -
始祖妣墓碑銘 17 十六世孫 柳鼎養 ―1 -

1845년 全州齋舍重修記 18 十七代孫 柳致明 - ―1
1856년 國大夫人墓所記事文 19 十八代孫 柳命根 - ―1
1857년 始祖考妣墓位畓添買記 18 十七代孫 柳  譱 - ―1
1859년 全州齋舍重修記 17 十六代孫 柳正養 - ―1
1885년 乾山齋舍重建記 21 二十一世孫 柳敦秀 0 -
1886년 乾山齋舍重建記 16 十五代孫 柳  浡 - ―1
1911년 始祖考墓閣重修記 16 十五代孫  柳  浡 - ―1

1920년 高山齋舍重修記 19 十八代孫 柳新根 - ―1
乾山齋舍重修記 19 十八代孫  柳新根 - ―1

1922년 始祖妣墓道碑銘 20 十九代孫 柳必永 - ―1
始祖妣立碑小識 17 十六代孫 柳敬養 - ―1

1924년 全州時思齋重修記 20 十九世孫 柳  琰 ―1 -
1928년 完山伯墓碑事蹟記 17 十六代孫 柳直養 - ―1

1954년 高山時思齋重修記 20 十九世孫  柳  談 ―1 -
全州時思齋重修記 21 二十世孫 柳平秀 ―1 -

1969년 全州墓閣重修紀蹟碑 17 十六世孫 柳穆養 ―1 -

  또한 표-2를 보면 세(世)와 대(代)를 혼용(混用)하였다. 즉, 세손(世
孫)은 8개로서 세(世)에서 ―1을 하였고, 대손(代孫)은 11개로서 대(代)
에서 ―1을 하여 사용하였으며, 선조님들께서는 세(世)와 대(代)를 같

은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世)와 대(代)에 조(祖)를 붙인 세조(世祖)ㆍ
대조(代祖)는 기준 인물을 제외한 선조(先祖)에 대한 대(代)와 세(世)
를 헤아리고, 손(孫)을 붙인 세손(世孫)ㆍ대손(代孫)은 기준 인물을 제

외한 후손(後孫)의 대(代)와 세(世)를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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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 있는 대종중 시사재 현판(懸板)에 기록된 세손(世孫)과 대손

(代孫)의 사용예는 사진1~2와 같다.

사진1 시사재 중수기의 세손(世孫) 사용예

사진2 전주최씨 입비소식의 대손(代孫) 사용예

  그 사용 예(안)을 표로 작성하면 표-3과 같다. 여기서 좌측호칭의 

시조(始祖)와 우측 호칭의 본인(本人)은 기준(基準)이 되는 인물이다.
  한편 한국전통호칭전례연구원의 이성형(李星衡) 원장(院長)이 지은

“世와 代”를 보면, “성균관의 세와 대 기준표”에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을 1세, 부친(父親)과 아들[子]을 함께 2세(世)로, 또한 본인을 기

준으로 본인을 1대로, 부친[父]과 아들[子]을 함께 2대(代)로 하였는

데 부친을 2세(世), 2대(代)로 한 것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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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대(代)와 세(世)의 사용예[案]
호칭

(呼稱)
세

(世)
대

(代)
호칭

(呼稱)
대조

(代祖)
대손

(代孫)
세조

(世祖)
세손

(世孫)
시조(始祖) 1世 1代 고고조(高高祖) 5代祖 - 5世祖 -
고조(高祖) 2世 2代 고조(高祖) 4代祖 - 4世祖 -
증조(曾祖) 3世 3代 증조(曾祖) 3代祖 - 3世祖 -

조(祖) 4世 4代 조(祖) 2代祖 - 2世祖 -
부(父) 5世 5代 부(父) 부(父) - 부(父) -

본인[나] 6世 6代 본인[나] - - - -
자(子) 7世 7代 자(子) - 자(子) - 자(子)
손(孫) 8世 8代 손(孫) - 2代孫 - 2世孫

증손(曾孫) 9世 9代 증손(曾孫) - 3代孫 - 3世孫
고손(高孫) 10世 10代 고손(高孫) - 4代孫 - 4世孫

  왜냐하면 조(祖) 또는 손(孫)이 붙지 않은 세(世)와 대(代)는 예로부

터 기준 인물을 중심으로 하대(下代)로 하향(下向)하여 사용되었으며, 
선대(先代)로 상향(上向)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世 戶曹判書公后 류정훈]

6.3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과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덕흥대원군

  지난 2013년 9월 27일 서울역사문화포럼을 따라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점 당고개역 일대와 남양주시의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길에 나서서 

덕릉고개에 있는 덕흥대원군묘와 사당과 덕흥대원군의 원찰인 흥국사

를 탐방하였다. 같은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있는 덕흥대원군묘 근

방에는 덕흥대원군의 친손녀인 “정휘옹주”가 우리 전주류씨 오대봉

군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관계로 나는 선뜻 병원을 비우고 나서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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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왕실의 묘제에는 왕과 왕비를 모신 능(陵)과 빈궁을 모신 원(園), 그
리고 왕자와 군호를 받은 분들의 묘墓의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 일

정규모의 규정된 석물을 쓰게 되어있어, 능에는 무인석이 있으나 원이

나 묘에는 무인석이 없고 문인석만 있다. 
  그래서 덕릉고개에 있는 덕흥대원군묘에는 혹시 무인석이 있나하고 

보았더니 역시 무인석은 없고 문인석만 있었다. 우리“종능鐘陵”에는 

능이라 무인석이 있는 것이다.
  선조(宣祖)는 부친의 묘(墓)를 능(陵)으로 모시고자 하였으나 신하들

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 뜻은 알려져 덕흥대원군

의 묘가 있는 당고개 언덕 너머를‘덕릉고개’라고 칭하게 되었다.
  선조는 이 고개를 넘어오는 나무꾼들을 후대하게 하여 덕릉이란 이

름이 알려지도록 하였다고 전한다.  
  대원군(大院君)이란 방계(傍系)로서 대통(大統)을 이은 임금의 사친

(私親)에게 봉해지는 봉작(封爵)으로 조선왕조(朝鮮王朝)에는 덕흥대원

군(德興大院君)을 비롯하여 네 분의 대원군이 있었는데 덕흥대원군은 

선조(宣祖)의 생부이고, 인조(仁祖)의 생부는 정원(定遠)대원군이었으

나 원종(元宗)으로 추존되어 장릉(章陵)에 모셔졌고, 철종(哲宗)의 생

부는 전계(全溪)대원군이며, 흥선대원군은 고종(高宗)의 생부이다.
  대원군(大院君)하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다른 대원군은 모두다 사후에 추존된 대원군이었으나 흥선대원군

만은 유일하게 살아생전의 대원군이었으며, 그는 한말의 풍운을 한 몸

에 지니고 왕권강화와 경복궁중건 서원철폐와 개혁정치로 쇄국정책을 

펴는 등 강력한 실권을 행사하였고 서예가로도 유명하고 많은 일화를 

남겼기 때문이다. 호는 석파(石坡)이고 대원위(大院位) 또는 국태공(國
太公)의 존칭을 받기도 하였다. 
  명종(明宗)의 장남 순회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 왕위를 잇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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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자, 명종22(1567)년에 중종(中宗)의 서자(庶子)인 덕흥군(德興君)
의 셋째 아들 하성군(河城君)이 조선 14대왕으로 즉위하니 그가 선조

(宣祖)이다. 
   명종은 그의 아우 덕흥군의 세 아들을 불러 놓고 다음 대통을 물려

주기 위하여 시험 삼아 익선관을 벗어서 써보게 하였다고 전한다. 첫
째 정(鋥)과 둘째 인(鏻)은 써보고 좋아 하였으나 셋째인 균(鈞)은 펄

쩍 뛰고 놀래면서 엎드려 “감히 상감마마의 익선관을 어찌 쓸 수가 

있습니까?”하고 사양하니 명종은 그 태도가 마음에 들어 후대임금으

로 삼았다고 하니. 그가 바로 선조(宣祖)다.
  선조(宣祖)는 자신이 방계(傍系)에서 대통(大統)을 이은지라 자기만

은 적통(嫡統)으로 대를 이어야 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차

에 뒤늦게 인목대비(仁穆大妃)소생으로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얻었으

니 그에 대한 집념은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태종과 세조 때와 같이 왕위를 놓고 형이 아우를 죽이고 숙부가 조

카를 죽였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더더욱 절박한 문제였다.
  병으로 누어있던 선조는 그의 재위 말기에 가장 신임하는 영의정이

고 척분관계에 있는 전양부원군(全陽府院君) 류영경(柳永慶)을 위시하

여 고명칠신(顧命七臣)에게 영창대군을 지켜달라는 당부는 지극히 당

연한 일이다. 
  불행하게도 어린 영창대군을 남겨놓고 선조대왕이 급서함에 따라 전

양부원군은 광해(光海)를 지지하는 대북(大北)의 탄핵을 받아 그 고명

을 지키지 못하고 참화를 입었으니 소북(小北)의 영수로서 피할 수 없

는 일이었다.         
 대북의 모함과 비방을 받은 전양부원군은 선조에게 사직상소를 세 번

이나 올렸으나 번번이 불윤비답으로 거절당하였고, 손수 즉위식을 치

러 주고 왕위에 오르게 한 광해군에게도 사직상소를 두 번이나 올렸으

나 역시 불륜비답으로 거절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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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간흉들의 흉계와 계속되는 상소에 못 이겨 광해군도 어쩔 수 

없이 선왕의 중신이자 자신의 세자사(世子師)인 전양부원군을 죄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경흥(慶興)으로 유배시키고, 사약을 내려야 한다는 

줄기찬 상소가 있었으나 차마 사약을 내리지는 못하겠다하고 자진토록 

명하였다. 
   광해는 자기의 친형 임해군(臨海君)을 죽였으며, 능창군(綾昌君)과 

영창대군(永昌大君) 등 자기의 이복형제들도 다 죽이고, 인목대비(仁穆
大妃)의 아버지 연흥부원군 김제남도 죽이며 모후(母后)를 서궁(西宮)
으로 유폐시키는 등 폐륜을 거듭하다가 결국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대북(大北)의 간흉들은 거리에서 능지처참으로 처

형되었다. 
  인조는 전양부원군을 비롯한 제 자질과 전창군(全昌君)을 먼저 복관 

복작하여 설원하고, 예조정랑을 보내 사제문을 내리고 치제하였다.
  대원군에 의해 왕위에 오른 선조와 고종은 극악무도한 왜군의 참혹

한 침략을 받았고, 같은 운명으로 경운궁(덕수궁)에서 의문사로 승하

하였다는 점은 이상한 일이다. 인조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참혹

한 고통을 받았다.
흥선대원군

 의정부 시내에는 흥선로(興宣路)와 흥선교(興宣橋)다리가 있다.  이곳

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1873년 최익현의 상소를 받고 실권하여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세력에 밀려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날 때까

지 8년을 이곳에서 은거한 곳으로 비롯된 지명이다. 
  이곳에 대원위(大院位)가 거처하던 직곡산장(直谷山莊)이 있었고, 대
원군이 심었다는 향나무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찾

을 길이 없다.
  이곳을 곧은 골, 직곡(直谷) 또는 직동(直洞), 가능동(佳陵洞)이라고

도 하는데, 지금은 남양주시 별내동 전주류씨오대봉군묘역(全州柳氏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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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封君墓域)에 이장되었으나 전창군(全昌君)과 정휘옹주(貞徽翁主) 내
외분의 묘소가 본래 이곳에 있었다. 
  그곳에서 가까운 도봉산(道峰山) 북록(北麓) 용연(龍淵) 하류에는 인

조13(1635)년 을해(乙亥)년에 전창군(全昌君)이 창건한 전양부원군재

실(全陽府院君齋室)인 봉선재(奉先齋)가 있었다고 한다. 
  1874년 8월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다 허물어져 가는 봉선재를 

보고 탄식하며 말하기를“춘호상공(春湖相公)은 목릉(穆陵) 때의 명신

(名臣)이요 척신(戚臣)이고 소북(小北)의 영수(領袖)였으며 전창도위

(全昌都尉)는 의빈(儀賓) 중에서도 명류(名流)인데 불천위(不遷位)로 

모시는 그 재실이 저렇게 퇴락(頹落)되어서야 되겠느냐”하며 당시 고

종12(1875)년 같은 을해(乙亥)년 2월에 거금 3천금을 내려 중수케 하

여 그해 4월20일에 공사를 마쳤다는 을해봉선재중수기(乙亥奉先齋重修
記)와 중수상량문(重修上樑文)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온데간데없이 

혼적도 없이 살아져 버려 찾을 길이 없으니 허무하기 짝이 없으며 이

를 보존하지 못한 후손들이 원망스럽다. 
  소북(小北)에는 네 분의 정승이 나왔는데 전양부원군(全陽府院君)을 

비롯하여 광해군 때의 밀창부원군(密昌府院君)으로 그칠 줄 알았는데 

고종(高宗) 때에 와서 임백경, 강 노 두 분의 정승이 기용된 것은 흥

선대원군의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각 당파의 균등한 인사기용으로 비롯

된 것이며, 가능동 직곡(곧은 골)에 은거하면서 전양부원군의 봉선재

(奉先齋)를 중수할 정도로 소북(小北)을 배려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9월 15일 柳 陽 錫 씀

6.4 야유회(野遊會)를 다녀와서 
  지난 7월16일 초복을 이틀 앞두고 전주 류 씨 수요친목회는 모처럼 

오랜만에 야유회를 가져 친목을 다짐하였다. 원주시 간현역 근방 강변 

유원지 식당에서 점심메뉴는 닭백숙, 메기매운탕, 그리고 멍멍 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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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원주막걸리와 소주는 빼놓을 수 없이 거룩한 복 다림을 하고, 
간현역 철도공원으로 이동하여 레일바이크 즉 철도자전거를 타고 즐기

는 하루를 보냈다. 
  이날 건강 때문에 참석치 못한 분들이 못내 서운하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으나 27명의 일행은 그 나름대로 뜻있는 하루를 즐겁게 지냈

다. 
  원주라고 하면 은혜를 갚으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며 상원사의 

종을 울린 치악산 꿩의 전설이 생각나는 보은의 도시로서 산 높고 물 

맑은 곳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심산유곡 높은 곳에 그 옛날 어떻게 굴

도 파고 철도를 놓았는지, 그것도 이제는 현대화에 밀려나 전철로 대

체되는 바람에 용도가 없어지자 그 폐지된 철도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용하여 절묘한 관광 사업으로 전용한 것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착상

으로 감탄스러운 일이다.
  레일바이크는 한 자전거에 2명 내

지는 4명이 동승하고 내리막 경사선

로를 이용하여 원주자연경관을 감상

하는 풍경열차인데 높은 곳에서 절

벽아래 협곡으로 용트림하는 강가를 

바라보며 내려오는 기분은 마치 하

늘에서 신선이 날라 오르내리는 듯하고, 발을 저으며 내려오는 동안은 

마치 눈썰매를 타고 공중으로 날라 가는 산타할아버지나 손오공을 연

상케 하기도하였으며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기암절벽과 그 밑 깊은 

계곡에는 감청색 푸른 강물이 구비 구비 흐르고 대자연의 분재와도 같

은 소나무 숲에는 백로가 날아들고 십장생이 눈앞에 전개되는 듯 참으

로 신선 노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길고 짧은 여섯 군대 터널 굴속을 지나 올 때는 대낮에 암흑 속을 

드나들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이색적인 청량감과 통쾌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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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군대 군대 사랑고백 고함도 질러보고, 
포토 존과 이벤트체험 등이 있어 어린이를 위한 오색찬란한 전기광선

을 비쳐 채색된 터널을 통과할 때는 더욱 흥미로웠다. 완전히 동심으

로 돌아가 즐겁고 신선 같은 기분에 나무꾼과 선녀가 저기 어디서 만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전설을 생각하며 저 밑 계곡에는 용트림한 자욱

이 보이고 그곳에서 금빛 찬란한 청룡이 용솟음할 때 불던 강한 비바

람이 부는 듯하여, 삼복더위를 말끔히 씻어주고도 남으며 아름다운 한

여름의 추억을 남기기에 충분하였다. 
  올라가는데 20분 전망열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40분 자전거를 타는 

왕복 한 시간 남짓 약 8키로의 거리를 즐길 수 있었다. 내려오니 기념

사진을 어느새 찍었는지 즉시 현상한 것을 판매하고 있었다.
  창살 없는 감옥생활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신 수요회 회장님과 총무님

께 감사드리고  누구보다도 모든 준비와 음료수제공, 뒤치닥거리까지 

다해주며 더위에 희생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은 기성(基成)회원에게 감

사드리고. 강원도운전면허의 솜씨를 여지없이 발휘해준 사장 기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사진 참조]
  이번 기회에 우리는 완전히 동심으로 돌아가 서로 욕심을 버리고 마

음을 비우며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일가간의 모임으

로서 상부상조하는 협력관계로 단합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며 건강을 잃으면 명예도 재산도 다 

필요 없으며 건강은 건강할 때에 지켜야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

은 소중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

고 과음 과식을 피하고 불량식품과 가공식품을 피하고 무공해 친환경

식품으로 몸을 보호해야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운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어느 모임에서나 화합에는 첫째 말조심입니다. 잘못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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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 불화의 원인이 되어

서는 안되며 늘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써 상대방을 생각하고 존중하며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16일 수요회 야유회 소감 陽錫 씀 

6.5 버드나무 이야기

  1) 전설과 설화

(1) 버드나무[柳, 楊]
  버드나무는 작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큰 버드나무에 대하여 이야

기하고자 한다. 버드나무는 쌍떡잎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의 낙엽

교목으로 버들, 뚝버들이라 한다. 들이나 냇가에서 자라며, 높이 약 

20m, 지름 80cm정도의 크기를 이룬다.
  나무껍질은 검은 갈색으로 얕게 갈라지며, 작은가지는 노란빛을 띤 

녹색으로 아래로 처지고 털이 나지만 없어진다. 맛은 쓰고 성질은 평

(平)하다. 잎은 어긋나고 바소꼴이거나 긴 타원형이며, 길이 5∼12cm, 
나비 7∼20cm이다.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안으로 굽은 톱니가 있

다. 잎자루는 길이 2∼10mm이고 털이 없거나 약간 난다.
  꽃은 4월에 유이꽃차례로 피고 암수딴그루이다. 수꽃은 길이 1∼

2cm이며, 꿀샘과 수술이 2개씩이고 수술대 밑에는 털이 난다. 암꽃은 

길이 1∼2cm이고 1∼2개의 꿀샘이 있다. 꽃대에 털이 나고 포는 녹색

의 달걀 모양이며 털이 난다. 씨방은 달걀 모양으로서 자루가 없으며 

털이 나고 암술대는 약간 길며 암술머리는 4개이다.
  열매는 삭과로서 5월에 익으며 털이 달린 종자가 들어 있다. 가로수

와 풍치목으로 심으며, 나무껍질을 수렴제·해열제·이뇨제로 사용한

다. 버드나무로 불리는 종류는 약 300여종이 있는데 주로 북반구의 난

대(暖帶)에서 한대(寒帶), 그리고 남반구에도 몇 종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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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버드나무가 50여종이 있으며, 흔히 혼동하기 쉬운 것

은 수양버들과 능수버들인데 버드나무는 새로 난 가지 말고는 늘어지

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수양버들과 능수버들은 가지 전체가 늘어지

며, 수양버들은 새로 난 가지의 색깔이 적갈색이고, 능수버들은 녹황

색인 것이 차이점이다.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생명력을 상징하며, 칼처럼 

생긴 잎은 장수(長壽)나 무기(武器)를 나타낸다. 학질을 앓고 있을 때 

환자의 나이만큼 버들잎을 따서 봉투에 넣고 봉투 겉봉에 柳生員宅入
納(류생원댁입납)이라 써서 길가에 버리면 쉽게 병이 낫는다는 믿음도 

있었다.
  불교(佛敎)에서는 청정하고 유순한 성질 때문에 관음보살의 자비를 

상징하는 소재로 자주 사용되었다. 대자대비(大慈大悲)한 관음보살이 

양류관음(楊柳觀音)으로 화신할 때 오른 손에 버들가지를 쥔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월관음(水月觀音)의 경우는 손에 쥔 정병에 버드나무가 

꽂혀있다. 
  먼 길을 떠나는 낭군(郎君)에게도 버들가지를 먹여 보냈는데 이는 

여인의 젊음은 오래가지 않으므로 청춘을 외롭게 보내지 않게 빨리 돌

아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버드나무로 만든 수저는 상례시 의식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망자를 염

습하면서 망자의 혼을 달래고 저승길에 안녕을 비는 도구로 사용되기

도 하였다.
  우리는 흔히 이를 닦는 것을 양치질이라고 한다. 양치질은 본래 버

드나무가지로 이를 닦는 즉, 이[齒]를 청소하는 일이라고 한다. 버드

나무[楊] 가지[枝]로 이를 닦는 양지질이 나중에 치(齒)라는 한자음이 

붙어 양치질이 되었다고 한다.
  버드나무로 이를 닦을 때 소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옛사람들은 믿

었고 버드나무가지로 청소하는데서 유래된 말이 양치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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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는 동북아시아를 거치고 시베리아에서 몽골초원을 거쳐 흥안

령에 이르기까지 버드나무 가지는 대개 위로 솟는다.
  소나무가 장자송(樟子松)으로 자라듯이 버드나무 또한 그러하다. 장
백산맥에 이르면 홍송(紅松)이 주류를 이루듯이 버드나무 또한, 가지

를 위로부터 조금씩 늘어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압록강에 이

르게 되면 우리나라 버드나무처럼 가지를 아래로 늘어뜨린 버드나무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2) 복수의 화신 버드나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버드나무는 복수(復讐)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신라의 고승(高僧) 혜통(惠通)이 당나라 공주(公主)의 몸에 붙은 병마

(病魔) 교룡(蛟龍)을 쫓아냈는데 교룡은 혜통 스님이 자기를 쫓아낸 

것을 원망하여 신라(新羅)의 문잉림(文仍林)에 와서 인명(人命)을 더욱 

해쳤다. 
  이때에 정공( 鄭恭)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혜통을 보고 말하

기를 “법사가 쫓은 교룡(蛟龍)이 본국[신라]으로 돌아와 해(害)가 심

하니 빨리 가서 그것을 없애 주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정공 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와 교룡을 쫓아버렸다. 
  교룡은 정공을 원망하고 버드나무로 변하여 정공 집의 문 밖에서 자

랐다. 정공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무성한 것을 기려서 매

우 사랑하였다. 신문왕(神文王)이 죽고 효소왕(孝昭王)이 즉위하여 산

릉(山陵)을 닦고 장사지내는 길을 닦았는데, 정공의 버드나무가 길을 

가로막아 유사(有司)가 베어 버리려 하였다. 
  정공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차라리 내 머리를 베지 이 나무는 베

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유사가 이를 아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사구

(司寇) 에게 명해 말하기를 “정공이 왕화상의 신술(神術)을 믿고 장

차 불손한 일을 도모하려 하여, 왕명을 업신여기고 거역해서 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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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베라고 하니 마땅히 좋아하는 바에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에 그를 주살하고 그 집을 묻어버렸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왕화상[혜통 스님]이 정공과 매우 친하여 당

연히 꺼리고 싫어할 것이니 마땅히 먼저 그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갑병을 시켜 그를 찾아 잡게 하였다. 
  그 때 혜통 스님은 왕망사(王望寺)에 있었는데 갑병이 오는 것을 보

고 지붕에 올라가서 사기병과 붉은 먹을 묻힌 붓을 가지고 소리치기를 

“내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병(甁)의 목

에 한 획을 긋고 말하기를 “너희는 마땅히 각자의 목을 보아라”라고 

하였다. 
  따라서 각자 자기의 목을 보니 모두 붉은 획이 있어서 서로 보고 놀

랐다. 또 소리쳐 말하기를 “만약 병의 목을 자르면 응당 너희 목도 

잘릴 것인데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들이 도망 와서 붉은 획이 있는 목을 왕에게 보이니 왕이 말하기

를 “ 화상의 신통력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바이겠는

가”라고 하고 그를 내버려 두었다. 왕녀(王女)가 갑자기 병이 들자 

조서를 내려 혜통이 치료형벌을 받았습니다”왕이 그 말을 듣고 후회

하여 정공의 처자를 면죄하고, 혜통을국사(國師)로 삼았다.  
  교룡은 정공에게 원수를 갚고 기장산(機張山)에 가서 웅신(熊神)이 

되었는데 해독을 끼치는 것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했다. 
혜통 은 산 속에 가서 교룡을 깨우쳐 불살계(不殺戒)를 주니 독룡의 

해(害)가 그쳤다고 한다.  

   (3) 버드나무와 신화(神話)

    [이 내용은 주채혁교수의 저서 순록유목제국론(백산자료원발간)중 

부르칸이즘과 柳花 그 모태 회귀신앙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임]

  몽골, 만주족의 창세신화(創世神話)인 천궁대전에는 창조의 여신(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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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 아부카허허(阿布体赫赫)가 버드나무를 신격화 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몽골지방에서는 버드나무를 샤먼(shaman)2)의 나무라고 

부르며,  썩은 버드나무의 원줄기는 어두울 때 빛이 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도깨비불이라 하며 무서워하였다.  
  산골에서 도깨비가 나온다고 알려진 곳은 버드나무가 무성한 숲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버드나무숲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버
드나무는 자연스럽게 샤먼의 나무가 된 것이다.
  아부카허허는 모든 생명과 존재를 창조하는 창조신으로서의 물[水]
과 공기(空氣), 빛[光]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神)의 이름도 자연 신의 

성격을 지녔다. 여기서 아부카는 하늘[天], 허허는 여인(女人)을 의미

하며, 동시에 여자의 성기(性器)와 버드나무[柳]를 뜻한다. 따라서 아

부카허허는 여자의 성기가 인격화된 이름으로서 천모(天母), 대모(大
母)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메카라고 하는 코리옥의 시조 터의 탄생지인 

바이칼호의 알혼(Olkhon) 섬에서 몽골초원과 만수초원 및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버드나무는 물이 있는 곳이면 없는 곳이 거의 없다. 바이

칼호의 동쪽에는 붉은 버드나무산맥이라는 이름을 가진 매우 긴 산맥

이 있는데 이곳에는 몽골 시조(始祖) 탄생신화는 비롯한 온갖 신화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북동 아시아의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버드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줄기가 흰 색인 숲속의 자작나무와 물가의 붉은 버드나무

는 역사상 전통적으로 이곳 주민들의 신앙 대상이 되어 온지 오래다. 
  흰 자작나무는 시베리아 숲속에서 신성시 되는 나무이다. 신라의 천

마총에서 흰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천마도가 나왔는데 한반도에는 흰 

2) 샤먼(shaman) : 종교 샤머니즘에서 신령ㆍ정령ㆍ사령(死靈) 따위와 영적으로 교류하는 능력을 

가지며, 예언ㆍ치병(治病)ㆍ악마 퇴치ㆍ공수 따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래 시베리아

에 사는 퉁구스 족의 종교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북미 인디언의 주의(呪醫)나 우리나라의 

무당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개 황홀경의 상태를 동반하여 영적 교류를 하며, 이들의 

영혼은 영적 세계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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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가 없다. 몽골인들은 버드나무, 자작나무, 노간주나무를 신성

시 했으며, 지금도 이런 나무 위에는 여러 가지 천조각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버드나무는 가지[枝]의 색깔에 따라 흰색, 황색 그리고 붉은색 버드

나무로 나뉘는데 이중 붉은색 버드나무 즉, 홍류(紅柳)가 이 지역 주

민들의 신앙대상이 되고 있다. 샤먼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붉은 색

인 것과 직관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이야기한 대로 바이칼호수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물이 있는 

곳이면 버드나무가 있고, 버드나무 무리가 있는 곳이면 대개 수렵 유

목민이 살아 왔다. 붉은색 버드나무인 홍류(紅柳)는 자작나무와 함께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버들아기라는 말이 있듯이 버드나무는 대체적으로 여성(女
性)을 상징한다. 몽골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인 베에린친은 몽골비사초

두의 몽골여시조 알알고아 관련기사에 나오는 “부르칸 칼둔”의 칼둔

은 일종의 버드나무 이름이라고 보며, 최남선이 이야기한 부르칸[不
咸]을 밝음으로 해석한 것과는 달리 버드나무와 연결시키고 있다.
   원래 시베리아 삼림민족(森林民族)인 몽골족의 신성한 대상인 “오

보오”도 실은 처음에는 돌[石]이 아닌 버드나무로 만들어서버드나무

오보오(borgasam-oboo)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버

드나무 자체를 부르칸이라고 하는, 혁철어(赫哲語)3)라는 단어는 부르

칸 버드나무-보드마마 신앙이 직접 접맥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만주의 샤먼들이 버드나무가지를 꽂아 놓고 보드마마를 불러 생명이 

생명을 먹어야만 생명이 사는 살벌한 생존경쟁의 터에서 상심한 마음

을 달래는 굿판을 벌리고 춤을 추어 몸을 추스르면서 무가류(巫歌類)
의 노랫말(구지가, 해가사, 처용가)로 노래 기도를 들어 숨결을 고르게 

3)혁철어(赫哲語) : 러시아 나나이족의 언어로 나나이는 토박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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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듯이 북아시아 전통의 핵심에 선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이런 전통은 지배층에 속한 조선족들을 통해 전승되어 왔고 조선족

의 민족이동 통로를 따라 발전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조

선, 부여,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대진(발해)이라는 조선족의 주류

는 북방 수련 유목문화의 유서 깊은 오랜 전통을 가장 순수하게 고도

로 발전시켜 내려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그 추동력의 핵심 측으로 부르칸이즘이 자리 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부르칸은 여사제인 보드마마가 오가며 교감하는 하느님[天]
이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드마마는 곧 류화(柳花)이다. 빛과 

결혼해 주몽을 낳은 류화의 이름은 그대로 버들 꽃인데 물의 신(神)인 

하백은 용왕(龍王)의 딸로 알려져 있다.
  “물의 신”으로 알려진 하백은 환인(桓仁)씨 때부터 존재한 풍백

(風伯)의 후예로서 풍백은 법(法)을 만들고 다스리는 입법기관으로서 

최초의 우두머리는 석제과(釋提蜾)이며, 하백은 바로 최초의 풍백인 

석제과의 후예로 전해온다. 
  이 하백의 딸이 류하로서 버들아기 또는 버들아씨로 불리는 것 역시 

버드나무신앙 전통과 접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구르 몽골족의 

부녀자들은 출산을 할 때 서서 버들가지를 물고 아이를 낳았으며, 몽
골, 만주 초원지대 주민들은 버들고리를 동그랗게 만들어 매어달고 활 

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만주인들에게는 버들엄마 즉, 보드마마 신앙이 유행하였고 인근 지

역인 길림성과 요령성 일부 지역에 버드나무 울타리가 둘러쳐 있는 것

은 잘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모두가 모태회귀신앙의 일종이라 생

각된다.
  여성은 달과 곰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무덤은 여성이 임신한 배이

며, 새로운 자궁이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런

데 생명의 탄생은 여성이 그 비밀을 갖고 있다. 여성의 자궁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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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고대인들은 믿었다.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의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재생(再生), 다시 살고 싶은 욕망 그런 면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

는 존재인 달은 그런 의미로 숭배되었다. 또 여성의 생리주기는 달의 

주기와 일치한다. 월경은 고대사회에서 신비의 대상이었다. 여성은 이

러한 점 때문에 고대사회에서 숭배나 신성의 대상 이였다. 
  특히 류화부인은 고구려를 탄생시킨 추모왕을 낳은 신모(神母)였다. 
고구려의 탄생은 그녀의 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에

서 신(神)으로 섬겨진 류화부인은 한국 고대 여성사(女性史)에서도 정

점을 이룬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용왕의 딸, 하백의 여(女) 류화가 그러하듯이 버드나무는 바로 물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몽골시조 알롱고아나 류화 그리고 북부여 동명

성왕의 어머니, 고리국의 사비가 그러하듯이 그들은 햇빛을 받아 천손

(天孫)을 잉태한다. 통천무(通天巫)인 여사제가 하늘의 햇빛을 받아 천

손(天孫)을 잉태하면서 보드마마인 부르칸으로 성육신화(聖肉身化)하
는 것이다.
  즉, 부르칸은 천손(天孫)의 모태(母胎)가 되는 것이다. 몽골에서 부

르칸은 그대로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불교적인 윤색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민족의 건국이념도 이를 은유적으로 

말하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햇빛이 여성의 몸에 내재화되어 천손을 잉태한 모태가 된 경우에는 

붉은 버드나무로 상징되는 보드마마가 되는데 바로 보드마마가 부르칸

인 이들의 하느님이 된다는 것이다. 해[太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

이 한 여신의 몸과 마음에 내재하여 모태로 다시 태어난 모성적인 사

랑의 주체가 이들의 하느님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부르칸은 밝음[明]이 아닌 붉음[紅]의 뜻을 갖는

데 그 붉음은 구체적인 생명 밖의 물리적인 불덩이와 같은 붉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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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구체적인 생명 속에 내재한 가장 붉은 사랑의 심정, 즉 모성적 

사랑인 생생지심(生生之心)으로서의 심정적인 붉음이 된다.
  붉음은 무당, 사제의 상직적인 색이다. 박혁거세의 박도 박이 아니

라 이다. 붉은 혁자로 혁거세(赫居世)4)를 누리는 박은 곧 사제계급

의 성(姓)인 것이며, 그 중심에는 버드나무[柳]가 있는 것이다.
  류화부인에게는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원추리 꽃인 훤화(萱花)와 

갈대꽃인 위화(葦花)이다. 훤화는 부인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훤당(萱
堂)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말이다. 즉, 사내아이를 낳은 부인인 생산, 
풍요의 여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위화도 역시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갈대와 같은 의미를 담은 정숙하

고 인자한 여인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특히 류화는 지모신(地母神)으
로서 무녀(巫女)의 역할을 하는 창조여신으로서 만주족 창궁대전신화

의 보드마마, 버들엄마인 버들아기 신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지금도 몽골지역에는 천제(天祭)를 지내는 타이가지역에 붉은 버드

나무 버드오보 즉, 서낭당이 있다. 불함산은 부르칸산이며, 붉은 버드

나무가 자라는 신성한 땅, 모태회귀의 생명관이 숨 쉬는 신성의 의미

가 깃들어진 것으로 그 중심에 버드나무가 있는 것이다.
  북아시아지역에는 러시아정교의 탄압에 대항하여 알타이족이 은밀히 

부활시킨 새로운 형태의 샤머니즘 즉, 부르칸이즘의 보드랑은 사람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신령스러운 곳이라 하였으니 그대로 단지 하나로

서의 개체 생명 게놈의 존엄성이 그 숨통을 트고 자라날 수 있는 유일

한 길이 태반(胎盤) 즉, 모성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부르칸이라 할 수 

있다.
  실로 러시아정교가 몇 백 년에 걸쳐 시베리아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서 버드나무숭배사상이 기독교에도 스며들어 버들가지로 장식한 예수

4) 혁거세(赫居世) : 불구내(弗矩內)와 같은 말이며, 불구내는 붉은 누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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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교회벽에 걸린 현실은 부르칸 신앙의 불멸성을 과시하는 하나

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중심에 버드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고대문명 중에 중근동문명의 시원(始原)으로 알려진 수메르에

서 훌루프나무 즉, 버드나무는 영생(永生)하는 우주의 세계를 상징하

는 나무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북미 원주민인 인디안은 삼나무나 세체

이아를, 이집트는 무화과를, 중(中), 일(日)은 소나무를, 러시아는 참나

무를 신목(神木)으로 인식하였다[순록유목제국론(주채혁)에서 발췌].
  버드나무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쉬는 모태회귀사상의 

중심인 어머니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곧 생명의 모습, 삶이라는 모

습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신화시대의 여왜(女媧, 여와)씨의 소도(所都) 
즉, 여와씨가 살던 곳의 본 이름이 왜성(媧城)인데 후세 사람들은 류

성(柳城)이라 하였으며, 류성은 다른 이름으로 노성(魯城)이라 하였다

고 하는데 여와씨는 바로 동북아 창조신화의 지모신(地母神)을 의미하

기도 하므로 그것은 바로 모계사회 내지는 모태회귀신앙의 면모를 엿

보게 하는 내용인 것이다.
  주나라 시대에 노(魯)의 효공 후손 전금이 류하읍(柳下邑)에 살아 

류(柳)씨 성(姓)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류하읍이 전설 신

화시대의 태호 복희씨와 남매이며, 부부가 된 여왜씨의 도읍이 있었던 

곳으로 짐작이 되며, 신화시대의 도읍이 류성(柳城)으로 불려진 것은 

바로 버드나무신앙과 관련된 보드마마 버들아씨 신앙과 직결되며, 그 

붉음, 밝음의 의미가 버드나무신앙과 이어져 밝달, 배달이라는 민족의 

전통성과 연결되는 모계전통의 근원이 버드나무[柳]라는 이름으로 전

해져오고 그것이 곧 성씨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추리를 해본다.
  즉, 우리 씨족의 성(姓)이 류(柳)로서 버드나무를 뜻한다. 우리들의 

선조는 이렇게 선조님의 혈맥 속에 흐르고 있는 부르칸이즘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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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근원과 그 흐름이라는 역사 속에서 생명사상과 정통성을 그 정

통의 맥을 성(姓)씨로 하여 후손에게 이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하느님[天]신앙으로서 가장 숭고한 생명의 근원, 그 본원적 사

상을 지니고 있는 성씨가 바로 류씨인지도 모른다. 우리 민족의 시조

로 알려진 환인(桓仁) 천제가 머물던 궁궐을 류궐(柳闕)이라 하였다는 

고기(古記)의 기록도, 그리고 석기시대인 약 25,000년 전의 인류로서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원인(遠人)으로 알려진 인류도 류강인(柳江
人)이라 하는데 버드나무가 많이 자란 강가에서 살았다 하여 류강이라 

하는 것이며, 이런 모든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생명사상의 근원 속에 

버드나무[柳]는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4) 28수(宿)5)의 류성(柳星)6)과 신화(神話)
  우리나라 고분벽화(古墳壁畵)에는 북극성, 북두칠성과 함께 여수(女
宿)와 항수(亢宿)가 그려져 있다. 추성(樞星)7)은 천추는 정량(正量)이
라고도 하며, 하늘을 상징하고 분야는 진(辰)이며, 하늘을 도는 추(錘)
이다. 
  추(錘)는 저울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조선의 3번째 수도(首
都)이며, 치우(蚩尤)8)천왕의 수도이기도 한 장당경(藏唐京)9)과 관련이 

있다. 장당경은 백아강(百牙岡) 장당경으로, 백아강은 양평(楊平), 양
주(楊州)로 버드나무가 있는 곳을 말하기도 한다. 
  풍이족은 치우천왕의 족속인데 원래 바람의 신(神)은 복희(伏羲)10)

5)28수(二十八宿) : 중국에서 달의 공전주기가 27.32일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적도대(赤道  
  帶)를 28개의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각 구역이 각각의 수(宿)이다.
6)유성(柳星) : 28수(宿) 중 24번째의 남쪽 별.
7)추성(樞星) :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첫째 별.
8)치우(蚩尤) : 중국 고대 신화에 나타나는 인물. 구려족(九黎族)의 우두머리로서 황제(黃  
  帝)와 전쟁을 벌였다고 전해진다. 전투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중국과 한국에서 전  

  신(戰神)이나 병기의 신(兵主神)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다.
9) 장당경(藏唐京) : 고조선시대 단군(檀君)의 도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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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며, 풍백이었다. 장당경은 단군조선의 매우 중요한 수도인데 “숨

겨둔 저울의 수도”라는 뜻이다. 치우는 황제 헌원과의 전쟁 후 청구

국을 세우고 장당경에서 왕노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항수(亢
宿)11)는 치우의 별로 보인다.
  항수는 천징좌의 베타성인 조벤에사메리이다. 불[火]과 같은 바람신

[風神]이라 일컬어지며, 주역(周易)에서는 산풍고의 괘와 같다. 환웅

(桓雄)인 오리시스[기러기 구리]는 하늘의 별로서 류수(柳宿)에 해당

된다.
  버드나무는 마치 뱀처럼 꼬여서 자라며, 장당경인 백아강에 버드나

무를 심었다는 기록은 매우 의미가 있다. 백아강은 양평(楊平)이다. 楊
은 버드나무와 고독한 뱀의 별이라는 뜻이다. 류성(柳星)의 류(柳) 역
시 버드나무를 뜻한다.
  바다뱀자리 아래에서 사자좌, 처녀좌의 남쪽과 천칭좌에 가까이까지 

도달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히드리가 죽은 후 하늘로 올라가 성좌

(星座)가 되었다고 하며, 히드라는 마고신인 “가이아”이다. 즉, 오리

시스 여신에 해당하는 바로 환웅인 것이다.
  마등가경에는 귀신이라 되어 있고 사두연경에는 부천(父天) 즉, 하
느님이라 되어 있다. 기는 토(土)이며, 그릇에 해당하고 나무[木]에 해

당하며, 괴자며, 피가 된다. 동물로는 경이란 짐승이 있는데 범[호랑

이]과 비슷한데 어미를 잡아먹는다.
  환웅천왕은 쑥대저자와 버드나무대궐에 살며, 자연으로 되는 물화자

연(物化自然)의 이치를 널리 펴서 나라를 세운지 만세나 되었다[규원

사화 단군기]. 
  오리시스는 셋에게 속임을 당해 상자[관]속에 갇혀서 바다에 버려져 

10)복희(伏羲) :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제왕(帝王) 또는 신(神). 3황 5제 중 중국 최고의 

제왕으로 여긴다. '복희'라는 이름은 역경, 계사전에 복희가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어획·수렵(狩獵)의 방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11)항수(亢宿) : 이십팔수(二十八宿)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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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를 타고 낮선 바닷가 버드나무에 걸렸다. 다른 설화는 버드나무 

아래의 상자에 사흘밤낮 유폐되었는데 세 번째 날인 크리스마스날 동

지(冬至) 축제에 해당하는 날 깨어나서 승천했다고 한다.
  곽춘근은 그의 저서 태고사학에서 여수반도에 도착한 인류의 조상 

중 고흥(高興)의 흠태가리로 이동한 조상이 최초의 한국을 세운 환인

이었다고 한다. 고흥의 고(高)는 왕 또는 제사장, 흥(興)은 제기에 피

바를 흥자로 써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고흥에 대

한 지명을 설명하고 있다.
  지명으로서 천안(天安)삼거리 흥타령도 마찬가지이다. 곽춘근은 천

안이 바로 위례성이었으며, 고흥에서 천안의 위례성으로 옮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천안삼거리는 버드나무로 유명한 곳이다.
  벌교읍의 능수동과 고흥류씨(高興柳氏) 등은 모두 버드나무를 뜻하

고 있는 것이다. 몽골지방에는 지금도 마을마다 버드나무가 서 있으

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돈황지방

에도 오래된 버드나무가 신성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두산에도 버드나무가 있는데 백두산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와 울

창한 자작나무 가운데 거대한 나무로 자라며, 신성시하는 신앙의 표시

로 나무기둥에는 오색의 천을 묶어놓았었다. 나무둘레에는 단을 쌓아

서 그 나무가 당상나무로 숭배되는 나무였다. 알아보니 그 나무는 양

수(陽樹)라고 하였다. 거대한 버드나무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단고기 단군세기에 성자93(BC. 2241)년 단군께서 버들궁궐[柳闕]
에 계셨는데 흙계단이 절로 생겼고 … 다른 기록을 보아도 버들궁전에 

살았던 조선의 단군은 버드나무와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 단군왕검은 천하를 평정하시고 

삼한으로 나누어 관경을 만들고 웅백다를 봉하여 마한이라 하였다. 마
한에 속하는 월지국(月枝國)12)에 도읍하여 백아강이라 불렀다. 이 기

12) 월지국(月支國) : 마한(馬韓)의 한 나라. 현재 충남 직산(稷山)을 중심으로 성환(成歡)·평택(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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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보면 여러 곳에 백아강이란 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아강은 백사장의 모래를 뜻하지만 코끼리의 상아(象牙)를 의미하

기도 한다. 순임금의 아버지인 고수씨는 부도지에서 단군을 수행한 선

인이며,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상(象)으로서 그를 코끼리의 신(神)인 

비정신(鼻亭神)이라 했다고 하며, 백아강을 상아빛의 하얀 모래가 있

는 백사장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또한 상아의 구부러진 모양이 초승달 같아서 초승달을 나타내는 말

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양평, 양수리, 양주 등은 버드나무

를 의미하는 도시이다. 류(柳)도 또한 동양천문학에서 28수(宿)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환인, 환웅, 환검과 류궐, 장당경, 백아경 등과 관

련된 것이 버드나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내용은 

버드나무[柳] 그속에 우리 한민족에게 민족사적 정통성이 내재된 정신

사적 의미를 지닌 채 이어져오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정신적 전통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선조들은  류(柳)를 

성(姓)씨로 선택하였을까? 여기에는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오는 씨족

(氏族)으로서의 자긍심(自矜心)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족정신이 내포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資料提供 23世 墨溪公后 柳基民]

6.6 대종중재산의 소유권정리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나자 일본인들이 철수하고 우리나라는 건국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분들이 치안유지를 담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인 재산을 압수하여 처리하였다.
  한편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현재 경작하는 농민

에게 분배형식을 갖추고 1946년 6월 21일자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여 

澤) 등 지역을 차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 부족국가는 50여 국이 있었는데, 그중 대국(大
國)은 만여 호(戶), 소국은 6·7백호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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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에게는 유상매수, 농민에게는 유상분배, 보상과 상환은 지가증권

을 발급하여 국가가 책임보상하고, 농민들은 정부에 현금 또는 현물상

환하는 것으로 농지분배를 실시하였다. 
  그후 해가 지나면서 농지미등기 전매가 성행, 소유권분쟁으로 사회

인심이 혼란해지자, 정부는 1977년 12월 31일자로 법률제3093호를 공

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다. 
  농민들은 적기에 잘된 법령이라면서 환영하였으나, 필자 종중총무의 

입장에서는 현재 어느 종중을 막론하고 종중재산이 종중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명(連名) 또는 종중대표 개인명의로 되어있어 종중과 

개인간의 소유권 다툼이 발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발표된 특조법으로는 이러한 종중토지를 구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 기회에 종중재산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되었으

면 하고, 아쉽게 생각하면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삼부처에 호

소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개월후에 정부로부터 종중재산을 구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니,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라는 회신이 발송되어 왔다. 
  필자는 즉각 대종중 이사장의 재가를 받아 특조법에 따라 “전주류

씨 시사재 대종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착수하였다. 특
조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갖추려면 부동산 소유 동리에 특조

위원을 선임, 배치된 위원 2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완비된 소유권이전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 군수는 

시, 군 의게시판에 이를 3개월간 공고한 후, 이상 없다고 확인되면 교

부하였으며, 그 신청서를 사법서사 사무소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법원

에 제출토록하여 전주류씨 시사재 대종중 명의로 53필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우리 유일여고를 건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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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필자는 대종중명의로 재산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필자가 좀 

신경써서 움직이면 우리 종중의 재산거래시에 취득세 면제를 통한 재

정절감과 인감증 생략으로 종중에는 이익이 발생되고, 종중재산으로 

인한 종원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는 등, 봉사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

며 기쁜 마음으로 임하였던 것이다.    전주류씨 19대손 경구(慶球)

6.7 떡갈나무 이파리

황혼의 그림자

오동나무 가지에 걸렸다

초겨울 새벽달은

서쪽 산기슭에 기울었는데

스산한 바람이

어둠을 몰고 오면

홀로 어둑해진 산

바람과 노을이 앉았다가고

벌레 울음소리에

떨어지는 떡갈나무 이파리

                                     [柳範烈]

6.8 추억은 그 자리에 머물고

  즐거움이란 말은 낯설지 않고 귀에 익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

다. 인생을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10대부터 90대까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각 세대마다 느낌은 다르다. 
  나는 많은 세대를 거쳐 오며 맛본 즐거움이 모두 다 달랐던 것 같

다. 80을 바라보는 지금 나는 남다른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다. 손자

들의 재롱에 휩싸이는 즐거움이야 이미 지난 지 오래되었지만 요즈음 

들어 표현하기 어려운 삶의 즐거움이 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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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분기마다 마주하는 동창이 안부를 묻

길래 시골고향에 머무르다가 왔노라고 하였더니 이 나이에 머무를 고

향이 있어 좋겠다며 부러워하였다. 
  사실 나에게는 명년 2월에 백수를 맞으실 어머니가 그곳 고향에 계

시다. 아마도 수(壽)를 누리시는 것은 선천적인 것 외에 서울 도심을 

떠나 공기 좋은 시골에서 생활하심이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여겨진

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라난 고향이 무척이나 가보고 싶고 

동경의 대상 일 테지만 한 두 시간이면 아니 마음만 먹으면 금방 달려

갈 수 있는 고향을 가진 사람은 고향이 그리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겠

다. 누구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게 마련이지

만.... 
  이제는 한낱 동경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고향이지만 지금도 어릴 때 

자라던 고향의 모습이 그리워지고 그 때 그 시절의 향수가 봇물처럼 

밀려 올 때가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구른들(동네이름)을 삼켜버린 갑신년 장마며, 
8,15해방에 패퇴하는 일본인을 의미 없이 바라보던 일, 6.25와 1.4후
퇴 때 어른들 따라 더위와 눈길을 피난 가던 일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

가면 먼지만 풍기는 비포장 신작로며 민둥산골짜기에 분홍진달래 그리

고 복숭아꽃 살구꽃이 울타리에서 봄을 맞고 메뚜기는 여물어가는 가

을들녘의 풍요로움을 머금고, 사립문밖으로는 웃음소리 새어 나오던 

곳 내 고향 그 시골, 음력 10월상달이면 푸른 달빛 밟으며 집집마다 

목판 받쳐 시루떡 돌리던 인심후한 골목골목들......
  그 어느 것 한가지 도 잊혀 지지 않고 생생한 그리움으로 남아 연기

처럼 피어오르지만 제대로 표현 못하는 내 글 솜씨의 모자람만이 안타

까울 뿐이다.
  지금은 변하여 신작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농로는 구석구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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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시멘트로 덮혀 굳어있을 뿐 아니라 책보자기 허리에 질끈 메고 달

음질치다가 갈증  풀던 신작로 옆 옹달샘도 간곳없다. 
  내 어린 시절 고향생각은 끝이 없어 사그라 들 줄 모르고 산골짜기 

나르던 물새들, 벼 포기 둥지 삼던 뜸북새며 오리나무 넘나들던 꾀꼬

리의 나래 깃 모두 다 흔적조차 없고 허공을 치솟아 하늘 가린 소나무 

가지마다 낯선 청설모의 달음질만이 바쁘고 함께 자란동무들도 뿔뿔이 

헤어 진지 오래되어 같은 하늘아래 있어도 모습이 가물가물하다.
  고향! 고향은 마력을 지녔나보다. 중학교를 마치고10대 때부터 객지

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사회에 나와 서울에 터 잡아 온지50여년이 지

났으니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란 노랫말처럼 이곳이 고향이련만 짧

은 세월을 보낸 유소년기의 고향이 지워지지 않음은 무슨 까닭일까? 
내가 그리는 고향이 지금은 외지인이 많이 들어와 사는 낯 설은 땅이 

되어가지만 아직은 드물게나마 고향을 지키는 낯익은 이들이 있어 다

행이다. 인정도 인심도 심지어 지형마저도 바뀌었고 옛사람은 떠났지

만 나 학창시절 여름방학에 귀향하면 맞아주던 동네가운데 느티나무, 
그 그늘아래 피어나던 어른들의 웃음소리 사라진지 오래되고 이제 문

전옥답은 메워져 과수원이 되고 인삼밭으로 변했다.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들! 봄이면 앞산에 뻐꾸기며 장끼 울음소리, 여름이면 매미 소리 

따라 감성내 개울에서 멱 감고, 황금들판 출렁이는 가을이면 저녁노을 

등에 업고 줄지어 나르던 이름 모를 새들의 행 열, 겨울 오면 얼음 속

을 숨죽여 흐르던 계곡물, 그리고 흰 눈 쌓인 뒷마당은 복술 강아지 

놀이터였었지.....
  고향의 인정은 새문명이 앗아가고 그리움으로만 남아 아쉬움을 달래

야만 하는데 그래도 실향민이란 이름이 붙지 않고 지낼 수 있음을 한

가지즐거움으로 위안 삼을까한다.
   아직도 추억은 그 자리에 머물러 맴도는데 육신은 해 걸음으로 줄

달음을 치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남다른 즐거움으로 남아돈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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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柳範烈]

6.9 고향 길 
  충주에서 모임이 있어 가는 길에 선영(先塋)이 있는 고향에 들렸다

가려고 대소원(大召院)에서 장고개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고향인 

가정리 마을 앞에는 충주과학단지가 들어서서 큰 도로가 생겼지만 오

늘은 추억이 긷든 옛길로 가고 싶어서다.  
  옛 길은 고갯길이라 통행차량이 거의 없어 한가롭기 그지없다.  이 

길은 내 삶의 자취와 그리운 추억이 곱게 서려있는 곳이다. 초등학교 

6년을 걸어서 다니던 학교길이고, 평생 잊지 못할 일도 겪었던 길이

다.
  고향 길은 어머니가 생각나는 어머니의 길이기도하다. 오랜만에 찾

아가는 고향 길, 고갯마루에 올라 망중한을 즐긴다. 비탈진 고갯길을 

내려다보노라니 지난날 황당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어머니께서 늘 이르시는 말씀은 “그저 조심해라”였다. 매사에 조

심하라고 이르시는 말이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라 한귀로 듣고 한귀로

는 흘려버리기 일 수였다. 
   난생 처음 승용차를 구입하여 어머니를 뫼시고 들뜬 마음으로 고향

을 찾아가던 길이었다. 한 여름철에 냉방장치가 없는 승용차 속은 창

을 모두 열어놓았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열탕 같았다. 
  긴 고갯길을 잘 올라가던 승용차가 고갯마루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힘이 약해지더니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잘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

어졌다.  
  고갯길을 힘겹게 오르며 내는 자동차 소리는 기력이 쇠약하신 어머

니의 숨소리 같아서 더욱 안쓰러웠다.‘이 고개만 넘으면 내리막길이

라 잘 갈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여 중간에서 서버리면 어

쩌나하는 염려와 긴장으로 온몸은 땀범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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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나이가 많이 들면 잔병이 많아지듯이 자동차 역시 오래되면 

고장이 잦은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허울 좋은 외모만 보고 좋아하

며 으스대던 내 모습이 참으로 허망해서 웃음이 났다.  
  애간장을 태우는 우여곡절 끝에 차가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조금 전까지 잘 달려왔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니 궁

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무턱대고 내연기관이 들어 있는 보닛[bonnet]을 열었다. 그러나 자

동차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어느 곳에서 고장이 났는지 찾지 못했다. 
  지나가는 차량도 없어 물어 볼 수도 없고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연락할 길도 없었다. 그냥 찬찬히 가볼 생각으로 다시 

시동을 걸어 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았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엔진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자동

차는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는다. 너무나 황당해서 기가 막힐 지경이

다. 그런 와중에도 혹시나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창피할까봐 쓸

데없는 걱정까지 했다.        
  자가용으로 어머니를 태워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리

는 꼴이 되고 말았다. 고장 난 차를 길가에 두고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어머니를 뫼시고 으스대려던 내 들뜬 마음은 늘 조심하라고 가르치

신 어머니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불효의 길이 되었다. 미리 점검해서 

정비하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했던 고향 길이었다.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이 큰 화禍를 부른다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

이나 다르지 않지만, 모든 일을 미리 미리 대비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다.  
  어느 듯 내 몸속에서도 어머니 숨소리가 들리는 나이가 되었다. 그
러나 아직도 어머니가 그리운 고향길이다. 이 고갯길에서 내 마음에 

떠 있는 한 조각의 뭉게구름을 잡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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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내려가는 인생길은 고향으로 연결되는 긴 고갯길이다. 어머

니도 아들의 마음을 아셨으리라.  아들의 자가용을 타고 고향에 가시

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 고갯길에서 다시 만난다.  
                          [작가 月篷公(永吉) 14대손 沼亭 柳基學]

6.10 전주류씨 인터넷족보 이용방법

  1) 전주류씨대종중 홈페이지 www.jjryu.co.kr에 접속한다.
  2) 메뉴 상단의 족보를 클릭한다.
  3) 왼쪽 전자족보/족보 검색 창에 검색할 종인의 이름(성씨는 생략

할 것)과 세수, 부친의 이름(성씨는 생략할 것)을 입력한 후 하단에 있

는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4)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데, 검색할 

종인의 이름과 부친의 이름이 다수일 경우 여러 검색 결과가 나타난

다.
  5) 검색 결과 중에서 종파와 생년월일 등을 참고하여 검색할 종인이

라 생각되는 사람의 한글 이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족보검색, 개인정보, 가계도, 부부가계도, 팔
촌가계도, 팔촌세계도, 책보기”라는 작은 창이 뜬다.
  6) 한글 이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어 뜨는 작은 창의 “개인정

보”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할 종인의 개인

정보가 작은 창에 나타난다.
  7) 상세정보를 알고 싶으면 작은 창에 위에 있는 메뉴 “상세정보”
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클릭한다.
  8) 배우자 정보를 알고 싶으면 작은 창에 위에 있는 메뉴 “배우

자”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클릭한다.
  9) 한글 이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어 뜨는 작은 창의 “가계

도”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하는 종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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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가 그림으로 나타난다.
  10) 가계도 그림 위의 메뉴 “부부가계도”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하는 종인의 부부 가계도가 그림으로 나타

난다.
  11) 가계도 그림 위의 메뉴 “팔촌가계도”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하는 종인의 팔촌 가계도가 그림으로 나타

난다. -팔촌가계도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 

  12) 가계도 그림 위의 메뉴 “팔촌세계도”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하는 종인의 팔촌세계도가 나타난다. -팔촌

셰계도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
<예시>
(1) 검색 창의 이름 난에 “헌”, 세수 난에 “6”, 부 난에 “계장”
을 입력하고 검색 창 아래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2) 검색 창의 오른 쪽에 낙봉공의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한글 이름 

“헌”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왼쪽버튼을 클릭하면 작은 창이 뜬

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클릭하면 낙봉공의 기본정보가 나타난다. 
이 창에서 상단 메뉴의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낙봉공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으며, 상단 메뉴의 “배우자”를 클릭하면 낙봉공의 배우자 

정보를 볼 수 있다.
(3) 한글이름 “헌”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

면 작은 창이 뜨는데, 이때  가계도를 클릭하면 낙봉공의 가계도를 볼 

수 있다. 검색하는 종인의 하위 2대로부터 시조까지의 가계도를 볼 수 

있다. 이때 오른쪽 끝에 있는 상하 이동식 스크롤 막대를 이용한다.
(4) 그림의 위에 있는 가로 메뉴의 “부부가계도”를 클릭하면 부부 

가계도를 볼 수 있다.
(5) 그림의 위에 있는 가로 메뉴의 “팔촌가계도”를 클릭하면 팔촌 

가계도를 볼 수 있다. 이때 하단의 좌우 이동식 스크롤 막대를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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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여 팔촌 가계도를 볼 수 있다.
(6) 그림의 위에 있는 가로 메뉴의 “팔촌세계도”를 클릭하면 팔촌 

세계도를 볼 수 있다.
(7) 1번과 2번을 반복하여 낙봉공의 검색결과를 얻는다. 한글 이름 

“헌”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왼쪽버튼을 클릭ㅎ면 작은 창이 뜬

다. 여기서 “책보기”를 클릭하면 낙봉공의 족보 페이지가 청색 글씨

로 나타난다. 상단 메뉴의 “확대/축소”버튼을 클릭하면 족보 페이지

의 글씨가 확대되거나 축소된다. 
(8) 상단 메뉴의 “확대보기”를 클릭하면 확대보기 창이 뜬다. 하단

의 수평 이동 스크롤 막대를 움직여 족보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족보 

내용 중 한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한자

의 옥편 내용을 볼 수 있다. 관직사전을 클릭하면 낙봉공이 제수 받은 

관직에 대한 해설을 볼 수 있다.  
[유의 사항] 이 인터넷 족보는 WINDOW XP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WINDOW 7과 같은 다른 OS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팔

촌가계도, 팔촌세계도와 함께 개선되어 할 사항입니다.  
                                 [전주류씨 22세 현풍공후 류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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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중소식(宗中消息)

7.1 대종중(大宗中) [시조 류습]
◎ 2013년 11월 17일(음10월 중정일)
  시조고비 시제봉행

  初獻官 : 柳漢九, 亞獻官 : 柳培根,  終獻官 : 柳西熙
  執  禮 : 柳喆秀, 祝  官 : 류태규

◎ 2014년 2월 11일
   -유일여자고등학교 졸업식 류승번이사장외 임원단참석 

     장학금 50만원 수여.
   -임원회의 개최 류철희감사선임 이의제기에 관한건등 논의

◎ 2014년 3월 15일
   -임원회의(전주) : 류철희감사선임 이의제기에 관한건 논의

   -재실문화재등록추진용역건 논의.
◎ 2014년 3월 25일
   -재실문화재등록추진용역계약체결(삼이건축사무소)
◎ 2014년 4월 3일
   -2013년도 결산 및 예산편성 

◎ 2014년 4월 9일
   -2013년도 회계분 정기감사 실시

◎ 2014년 4월 15일
  -정기이사회개최

    2013년 회계결산승인 및 2014년 예산승인등

◎ 2014년 4월 16일 

   -시조비 시제봉행

    初獻官 : 柳朝成,  亞獻官 : 柳瀅錫,  終獻官 : 柳基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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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執  禮 : 柳喆秀,  祝  官 : 柳珽
◎ 2014년 6월 24일
  -임시임원회의

    뿌리공원 조형물설치에 대한 논의 설치키로 결의

◎ 2014년 6월 25일 

   뿌리공원조형형물설치신청(우편접수)
◎ 2014년 6월 27일
   전주류문출신 국회의원(柳一鎬,柳性杰,柳基洪)초청 간담회(여의도외

박식당)
◎ 2014년 7월 30일 

   뿌리공원 조형물 설치 문중추첨(111문중 중 90문중선정)
   조형물 설치 문중으로 선정됨.
◎ 2014년 8월 11일
   뿌리공원조형물설치관련 제작업체방문(익산,황등지구외)

7.2 본종중(本宗中) [派祖 2世 柳克恕]
◎ 2013도 정기총회개최

  일  시 : 2013년 10월 28일
  장  소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호암재사

  참석자 : 40명
  회의내용 : 종무보고 및 감사보고 2013년도 결산안승인

◎ 2013년도 도유사

   柳汀秀, 선임유사 : 柳基成, 후임유사 : 류찬식.
◎ 2013년도 직제학공 시제봉행

  일시 :2013 10월 29일
  초헌관 : 柳雲熙, 아헌관 ; 柳春一, 종헌관 ; 류만희

  집  례 : 柳春奎  축  관 ; 柳達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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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전 : 집의공파종중 10만원, 낙봉공파종중 10만원, 
         전릉부원군종중 10만원, 사용공파종중 10만원,
         회장 류승번 10만원, 도유사 류운희 20만원, 
         종헌관 류만희 10만원

◎ 2013년도 직제학공배위 진주하씨 시제봉행

  일시 : 2013년 11월 5일
  초헌관 : 柳弘秀,  아헌관 : 柳俊熙,  종헌관 : 柳九錫
  집  례 ; 柳基祚,  축  관 : 柳範烈
◎ 2014년 2월 28일 

   신년하례회 및 임시 이사회

   종보 10호 제작에 관한 논의

◎ 2014년 5월 31일
   여주 좌랑공파 종중(회장 류춘우)의 종원 30여명이 호암묘역을 방

문하여 성묘하였다.

7.3 산하 종중(傘下宗中)

  1) 영흥공파종중[派祖 3世 諱 濱]
◎ 2013년도 정기총회

   일시 : 2013 10월 28일
   장소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호암재사

   참석자 : 40 여명

   회의내용

   ① 종무보고 및 감사보고 2013년 결산안 승인

   ② 2014년 도유사 : 柳昌烈   선임유사 : 柳基壹
      후임유사 : 柳基壹을 선임.
◎ 2013년도 영흥공시제봉행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 종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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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헌관 : 柳錫根.  아헌관 : 柳範烈.  종헌관 : 柳熙雄
   집  례 : 柳會鵬.  축  관 : 柳重基.
   향전 : 집의공파종중 10만원,  낙봉공파종중 10만원, 
          전릉부원군종중 10만원, 사용공파종중 10만원

          북천공파종중 10만원

 ◎ 2013년도 영흥공배위 단양우씨 시제봉행(남원고죽동)
    일시 : 2013년도 11월 12일
    초헌관 : 류영희,  아헌관 : 류인규  종헌관 ; 류구석

    집  례 : 柳基祚,  축  관 : 류기성

◎ 2014년 2월 28일 

   신년하례회 및 임시이사회

   종릉벌목건

   승문리 8번지의 낙엽송등잡목 벌목에 대한 논의와 벌목승인

◎ 2014년 5월 31일 

   여주 좌랑공파종중 류춘우 회장외 종원 30여명이 영주종릉묘역을 

방문 성묘를 하였다.
◎ 2014년 7월 4일
   종릉벌목건 벌목업자(박기영)와 벌목계약

◎ 2014년 7월 31일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68번지 지상권(1976년도 수목에 대한 전주제

지(주)) 해제 신청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2) 문목공파종중[派祖 6世 柳崇祖]
   ◎ 2014년 5월 17일
     안동 약선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봉화소재 尊德祠(문목공 

불천위 사당)와 還水亭 두 곳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문화재지정신

청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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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계공 정려비

   ◎ 2014년 5월 25일
     문목공파 종중에서는 문목공파종사(류정수 편)책자를 발간하였

다.

  3) 묵계공파종중 [派祖 9世 柳復立]
◎ 2014년 4월 5일 

  임란충신 류복립 정려비 복원 고유제 및 준

공식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승문리산124-5
번지의 정려각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임란왜란 

당시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순절하신 묵계공에 

대한  정려가 내려진 후 예조판서 宋成明이 

짓고 풍릉군 趙文明이 쓴 정려비가 있었음이 

문적에 확인된 바, 정려비가 망실되어 이를 복

원 원문을 살린 비와 후손을 위해 번역문을 

새긴 비를 장려각 앞마당에 건립하고 고유제

[헌관 류봉수, 축 류정]를 지낸 후 대종중 류

승번 이사장 및 각지파 회장 임원단 및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복원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 2014년 7월 23일
  묵계공후 용인출신 柳完熙 시인에 대하여 묵계공종중과 용인독립항

일운동기념사업회, 용인학회후원과 용인예총이 주최하고 주관한 연구

학술세미나가 7월 23일 용인시 수지구 소재 용인포은아트홀내 이벤트

홀에서 용인문인협회 회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여기서는 류완희 시인의 생애와 사상. 프로문학에 동조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이념적인 이면, 류완희 시인의 소설 및 산문 연구 등의 주제

로 연구발표 및 토론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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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완희 시인은 1901년 11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내사면 송문리 

429-1번지에서 출생에서 양지보통학교 관립경성보통고등학교 (현 경

기고) 경성법학전문학교 본과 3년(현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후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파헤치는 신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시창작의 

길에 들어서서 적구라는 필명으로 경향주의 작가 활동을 하였으며, 해
방이후 교육자로서 활동하다가 1964년 별세하였다. 
  류완희 시인은 근대사의 일제강점기시대에 시와 산문 등 글로서 항

일운동에 앞장섰던 유일한 용인지역출신 시인으로 알려져 현대에 이르

러 재평가 받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 안동 수곡파(派祖 九世 諱 復起)
 ◎ 2014년 3월 1일
   안동수곡파회관을 구입하여 2014년 3월 1일 입주식을 거행하였다. 
소재지는 안동시 운흥동 141-44 번지로 수곡파의 종회활동의 새로운 

구심처로서의 역활이 기대가 되고 있다.
 ◎ 2014년 3월 5일 

    수곡파 서울 화수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울화수회 신임회장

으로 류상번 종원(전경상북도 부교육감)을 선출하였다.
◎ 2014년 6월 9일 

   기산 충의원 관련 세미나 개최

   2014년 6월 9일 11:00∼16:30 까지 한국국학진흥원(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리 1997) 대강당에서 전주류씨수곡파문중후원으로 문화체

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하여 국난속에 빛난 선비

정신이란 주제로 기산 충의원에 배향되는 선조를 추원하는 내용의 영

남의 선비정신, 임진왜란기 안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민의 

전쟁대응, 인진왜란 시기 전주류씨수곡문중의 의병활동,전주류씨수곡

파의 학문적 전승, 전주류씨 무실문중의 독립운동등을 주제로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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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금번의 학술세미나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에서 한국국학

진흥원 개설이래 최대의 참여인파가 참여(1000여명) 더욱 뜻깊은 행사

로 기록된 바 있다.
◎2014년 7월 16일
  기산 충의원건립추진위원회의 워원장이 교체되었다. 신임추진위원장

으로 류하성 종원, 부위원장으로 류희붕 종원이 선임되었다.

  5) 강화 교관공파(派祖 七世 諱潤範)
◎ 20104년 6월 14일
  강화 교관공파종중[회장 류경희]은 2014년 6월 14일[토요일 11:00]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산47번지에 있는 영모제 재실을 중

수하고 류승번 대종중 이사장과 부이사장단 및 직제학공파종중 임원

단, 지파회장단 등과 종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중건 기념식

을 거행하였다. 
  기념식은 고유제 및 준공기념 테이프 절단,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

행되어 종원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6) 전릉부원군종중[派祖 八世 諱 儀] 
 ◎ 2013년 11월 15일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2014년. 2015년도의 종중업무를 담당한 임

원으로 신임회장에 류충수, 부회장에 류갑규, 류창수, 류영근 종원을 

선임하였다.
◎ 2014년 4월 18일 

   2014년도 장학생으로 월봉공손 류한웅(부 류치선), 전양부원군손 

류종엽(부 류원희), 현풍공손 류기석(부 류국희)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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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종인 동정(宗人動靜) 
 ◎ 19세 류일호(柳一鎬) 의원

   2014년도 상반기에 당 핵심인 정책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6월대

선, 7월 재보선거에는 서울시 지부장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 21세 류대수(柳大秀)
   우리 종중의 원로 종원이며 낙봉공파 문장 어른이신 류대수님께서 

향년 90세로 2014년 8월 13일 별세하였습니다. 류대수 종원은 호암재

사의 호암과 종릉재사의 추원재, 오대봉군재사의 봉선재, 의정부재실

의 낙산재, 충주팔봉의 검암재 등 후세에 남겨질 현판글씨를 남기신 

종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2세 류성걸(柳性杰) 의원

   2014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6월 27일에는 국정감

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19대의정활동 2
년차연도 국정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의정 대상을 수상

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2세 류춘번(柳春蕃)
   제22회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에 한글, 전서, 예서, 해서, 행초서, 문
인화 등 1920점이 출품된 작품 중, 양사언의 시를 예서로 쓴 류춘번

(경기대공과대학장, 한국품질경영학회장) 종원의 작품이 영예의 대상

을 수상하였다. 우리 종원 모두의 뜻을 모아 축하의 인사드립니다.[수
상 작품은 종보 앞부분에 있는 휘호 다음에 게재하였다]

◎ 22세 류춘자(柳春子)
   북천공후 류춘자(號 養花堂, 舊名 양희) 종인이 제3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특선(特選)에 입선(入選)하는 영광을 차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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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당 글씨 

다. 우리 종원 모두의 뜻을 모아 축하의 인사드립

니다.

◎ 23세 류기홍(柳基洪) 의원

   2선의원로서 금년도에는 새 정치 민주연합의 수

석대변인으로 선임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2세 류희걸

   추포 류희걸, 추강시조 문학상을 받다.
  안동 수곡파 류희걸 종인이 2014년 4월 12일 제9
회 추강시조 문학상을 수상하였는데 상패와 수상작

품 3편은 다음과 같다. 

문학상 상패 상패 수여장면

1. 텃밭 하루

 숨어 굵는 애호박 기어이 찾아내어

 고추에 물 주다가 적 부침 안주삼아

 참(嚵)13) 으로 먹는 소주 맛, 정말로 끝내준다.

13)참(嚵) : 일을 하다가 간식으로 먹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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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기 울 때 심은 깨는 벌서 꽃이 일고

 메주콩 싹트는 이랑 비들기 쫒다 보면

 유월의 장장 하일도 어느 결에 저무네.

2. 만추 상(晩秋 像)
갈대밭 서걱서걱 여울에 바람소리

 도롱이 늙은 어부  빈 배만 저어오고

 하나 둘 떠나는 철새 먼 하늘 울고 가네.

3. 이화 우(梨花 雨)
토종 배 훔쳐 먹고 혼이 났던 사랑방

내 어린 기억저편 가을은 아직 먼데

 지금쯤 종가 뒤란에 그 배꽃이 한창 핏겠네.
☐ 심사평

 심사위원 : 김시백ㆍ박영교 글

  2014년 <제9회 추강시조 문학상> 대상작품은 종전과 같이 <영가 

시조문학> 11집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심사위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 올해는 영가시조문학에 기여한 공로와 작품을 같이 

보아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회를 이끌어 오면서 작품 활동도 함께 꾸준히 성장해온 문

인으로 류희걸 시인을 선정하였다. 류희걸 시인의 작품 중 <텃밭 하

루> <만추 상><이화우> 등 3펀을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은 농촌생활을 통한 삶의 여적을 노래하였으며 

시조의 표현 기법과 종장처리 문제 등을 보면서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기에 충분한 역량을 지닌 시인으로 추측된다.
  먼저 작품 <텃밭 하루>는 요즈음 정년퇴직 한 후 소일로 텃밭에 농

사를 지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도 많이 있

다. 그런 생활의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시인 자신이 삶의 흔적을 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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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작품으로 시조의 각 장마다 언어의 감칠맛을 더해 주면서 종장 

처리를 매끄럽게 잘 하였다.
  작품 <만추 상> 과 <이화 우> 두 작품은 <단형시조>로 전자의 작

품 속에는 갈댓잎 바람소리, 어부의 삶. 철새의 나래짓는 소리, 그 위

로 푸른 하늘에 닿는 철새 울음소리 등 가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종장 처리도 매우 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후자의 작품 속에는 시인의 어린시절 삶의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정

겨움을 느꼈다. 류희걸 시인의 작품을 읽으면서 좀더 호흡이 긴 작품

을 구상하여 발표하였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고 싶다.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을 써서 우리나라 시조문단에 훌륭한 시인이 

되기를 바라며 제9회 추강시조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바이다.
                                                        [編輯部]

7.5 호암 제9호 결산내역 
  제9호 종보 결산서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흑백 광고 700,000 종보인쇄비 3,500,000

택배비 61,500

칼라광고 1,700,000 종보발송및통신비 64,330

  자료수집지원비 200,000

찬조금 700,000 종보추진위원비용

 (편집회의) 85,000

재료구입비등 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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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보 판매
 (1,290부) 1,306,000 자료및공문복사비 73,850

      계 4,406,000       계 3,998,280

        수입 - 지출 = 차액

    4,406,000 - 3,998,280 =  407,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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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을 마치고

 “호암”지는 문학지가 아닌 선조님의 숨은 유적과 유물을 찾아내어 

후손에게 전 하는 하나의 종지 이다.
 “호암”10호에서는 현존하는 종인의 기고문으로 기행문, 수필, 체험

담 등의 다양한 문학의 장르를 첨가 하여 생활의 도움이 되게 하고 딱

딱함을 풀어내어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편집 하려는 생각이었으

나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조상의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음은 

우리 후손의 자세를 바로잡음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전해오

는 비문이나 글들이 무미건조 하고 천편일률적인 점이 있다손 치더라

도 격조 높은 문학성의 진미와 재미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창작문학

과는 차원이 다름을 이해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종지 “호암”의 발간이 계속 이어질 때 앞으로 선조의 유적

과 유물도 찾을 길 없어 고갈된 후에는 지금 우리의 창작문학이 주류

를 이루어 먼 훗날 후손에게 선조의 유물로 남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적극 참여하여 좋은 원고를 많이 송고 하여주셔서 종보의 

빛과 수명을 더해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을 것만 같다. 이제까지 “9”
호를 내고 한결같이 느낀 바는 모든 종인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

로 열악한 종재지만 거의 무료에 가깝게 배포 하였으나 받아보는 종인

은 소수에 국한되었음을 볼 때 편집위원 모두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음

을 감출 길 없었다. 
  선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종인이라면 한번쯤은 읽고 지성의 거울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편집의 애로는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완성

된 책자의 내용은 모든 종현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잘 알

고 우리 편집위원의 식견의 모자람을 탓 하고 있음도 널리 혜량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편집위원이 시중의 잡지사와 같이 원고청탁을 하

고 찾아가는 기자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너그럽게 이해하여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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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다.
  원고를 보내주신 종현과 선조의 기록물 수집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

인 기송 종인께 감사드리고 종현께 당부 하고 싶은 말은 종중과 종지 

“호암”이 발전하고 자리 잡는데 공헌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종인이 종지를 읽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갖겠는가! 큰 관심과 

애정으로 읽어서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고 또한 선조님의 후손

으로 태어났음에 자긍심을 갖기 바라는 바다.
  끝으로 편집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종인의 기고문중 열성을 다

하여 보내준 원고의 일부를 부득이 반려하여야만 하였던 일이다. 구전

에 의한 한가정의 설화나 주관적이고 편견에 의한 작품으로 많은 종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읽히어져서는 우리 문중위상에도 흠이 되고 

화합에도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것 이라는 뜻이었고 편집위원 모두는 

불편부당함과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여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 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한 금년에 발간하는 종보“호암”10호는 

선조님의 문적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 페이지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이

해를 구하는 바이다.
                           2014년10월   일

                                        편집의원장  류 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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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발 전
“호암”제10호 발간

전주류씨 대종중

[시조 류습]

시조고비 합장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산4-6

시사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산4-6

이사장 류승번,  총무이사 류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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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發 展
“호암” 제10호 발간

文穆公 眞一齋 柳先生을 모신 松麓書院 全景

       전주류씨 문목공파종중

         〔파조 6세 柳崇祖〕
회장 : 류창수 (010-2506-9526)

         총무 : 류세걸 (010-2554-3624)

축 발 전

       "호암" 제10호 발간

        청송·영양화수회

       회장 : 柳  東  春 (010-8583-2380)
         총무 : 柳  청  길 (010-3753-2706)

       주 소 :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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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발 전

“호암” 제10호 발간

전주류씨 회헌공파종중

            〔파조 4세 柳義孫〕

        회  장 : 류 강 희 (010-3351-4998)
        부회장 : 류    정 (010-6330-6142)
        총  무 : 류 형 석 (010-5250-8820)   

축 발 전

“호암” 제10호 발간

전주류씨 묵계공파종진회

            〔파조 9세 柳復立〕

  회장 : 류 만 희  HP. 010-5274-3322
  총무 : 류 창 대  HP. 010-477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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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호 암" 제10호 발 간

     수곡파 서울화수회

       회장 : 柳 相 蕃 

          (010-6323-1495)

축 발 전

“호암” 제10호 발간

수곡파 서울화수회 柳 春 蕃

   (경기대학교 공과대학장, 한국품질경영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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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發 展

“虎巖”第10號 發刊

       追遠先祖 7世 活灘公 吏曹參判 諱 世麟

                8世 全陵府院君 贈領議政 諱 儀

全州柳氏全陵府院君宗中

     충주사무소:충주시 문화동 658  ☎ 043-844-6845
     서울사무소:서울 광진구 자양동 612-21  ☎02-454-5516
     奉先齋 : 남양주시 별내동 산210-1
     洛山齋 : 의정부시 산곡동 595
    會 長  柳忠秀, 副會長 柳甲珪, 柳昌秀, 柳榮根 

祝 發 展
“虎巖”第10號 發刊

追遠 先祖
月篷公(諱 永吉), 九峯公(諱 恒)

         전주류씨 월봉공파종중
     충북 충주시 문화동 659 (043-844-6845)
             회 장 : 柳  基  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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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發 展
“虎巖”第10號 發刊

追遠 先祖
전양부원군, 전원군, 전창군, 전평군

         전주류씨 전양부원군종중
     서울 광진구 자양동 612-21 (02-454-5516)

             회 장 : 柳  昌  秀

           祝 發 展
“虎巖”第10號 發刊

         完安君(八世 諱 孝纘)后  

        
         류 기 성 (柳基成, 010-5368-9322)

               謙겸    有유  德덕  勤근  無무  難난
        
             겸손하고 덕이 있고 부지런하면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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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류정수, 류충수, 류일곤, 류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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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 제10호 발간 축
발 전

전주류씨 계윤공파 종친회

[추원선조 : 15세 휘 洵(字 季允)]

(좌)추원선조 계윤공 묘소, (우)16세 휘중공 묘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산37-18 

회    장 : 류병희 (010-8705-3705)
총무이사 : 류기창 (010-8788-8245)
감    사 : 류천희 (011-9060-3671)
감    사 : 류강희 (010-3351-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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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 제10호 발간 축
발 전

전주류씨 계윤공파 종친회

    계윤공파 종친회 奉靈園(묘지허가 300평)
    납골당 : (좌)극락당(112기), (우)만세당(140기)
    제1자연장지, 제2자연장지, 주차장 보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157-6 
 파 별 이 사

1파이사: 류기양(010-4332-2363), 류기송(010-6303-3125)
2파이사: 류광희(010-3360-0394), 류인희(010-2335-4147)
3파이사: 류완수(010-3723-8427), 류기현(010-6683-5373)
4파이사: 류윤희(010-5619-8869), 류기원(010-9053-0646)
5파이사: 류오희(011-9927-0388), 류도희(010-2047-0442)
6파이사: 류두희(010-7220-8296), 류기철(010-3459-6955)
7파이사: 류충희(010-3432-0254), 류정희(010-5225-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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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발 전
호암 제10호 발간

전주류씨 수곡파 종회

수곡파 회관

수곡파 종회장  류목기

                    수석 부회장  류하성

부회장(서 울)  류상번

   〃 (안 동)  류인춘

  〃  (대 구)  류발훈

부회장(해 평)  류회구

  〃  (영,청)  류동춘

사 무 국 장  류창석

수곡파 회관 주소 : 안동시 운흥동 141-44
전화번호 : 054)82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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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발 전
호암 제10호 발간

전주류씨 교관공파 종중
[파조 7세 류윤범]

영모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산47번지

교관공파 회장      류경희 (010-3226-8119)
교관공파 종손      류봉희 (010-3182-1416)
교관공파 총무이사  류몽수 (010-6410-6286)
교관공파 재무이사  류원희 (010-2696-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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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발 전
호암 제10호 발간

추원선조 : 9세 휘 영순

전주류씨북천공파종친회

북천공 재실 경조재(敬祖齋)

북천공 등 8위(位)의 합사제(合祀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