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摯-찾을 심

성리서에 이르기를 룕남의 착한 

일을 보거든 나도 착한 일을 했는

가? 찾아보고 남의 악한 것을 보

거든 나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

지 찾아보아라! 이렇게 해야만 반

드시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다. 룖

하였다.

[解說]

논어(論語)에 세 사람이 동행하

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三人而

行 必有我師)는 말이 있다. 한 사

람은 자신이고 한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나만 

못한 사람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

에게는 잘하는 것을 배우고 나만 

못한 사람에게는 잘못하는 것을 

보고 또한 배우는 것이다.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

을 보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남

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군자

에 가깝다.

[解說]

남이 잘못하는 말을 들을 때

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말

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

라. 그리고 나는 그런 잘못이 없

는가? 반성 할 기회로 삼으라. 

남의 잘못이 눈에 뜨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 이런 때에도 차

라리 당신 자신을 반성할 기회

로 삼으라. 그러고 남의잘못을 

결코 입 밖으로 내서 말하지 말

라. 당신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

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일을 실

천하도록 노력하라.

[例話]

안회(顔回)는 공자가 가장 아끼

는 제자 가운데 학력이 가장 높았

다. 또한 안회는 집이 가난하고 불

우하였으나 이를 전혀 괴로워하

지 않았고 무슨 일에 성내거나 과

오를 법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

는 제자들 중에 안회를 가장 총애

하였다. 그러나 공자도 한때 안회

를 의심한 적이 있었다. 공자가 진

(陳)나라와 채(蔡)나라를 왕래하

면서 먹을 것이 떨어져 며칠 굶었

을 때 안회가 간신히 양식을 구하

여 스승(공자)에게 밥을 지어 드

리려 하였다. 공자는 안회가 방을 

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데 밥이 다 되어 그릇에 담는데 

안회가 먼저 밥한술을 떠먹는 것

이었다. 모처럼 힘들게 구해온 쌀

로 밥을 지은 안회가 스승인 자기

보다 먼저 밥을 먹는 것을 본 공

자는 못 본체 하였지만 마음속으

로는 매우 괘씸하게 여겼다. 얼

마 후 안회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

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안회의 마

음을 떠 보았다. 룕방금 꿈을 꾸었

는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꼭 살

아 계실 때처럼 나타나셔서 쌀밥

을 드시고 싶어 하셨다. 내가 아무

리 배가 고파도 돌아가신 아버님

에게 깨끗한 이 밥을 먼저 드리고 

먹어야 하겠다.룖 그러자 안회는 정

색을 하며 말했다. 룕안됩니다. 조

금 전에 보니 쌀밥에 수수가 들어

있어서 스승님에게는 쌀밥을 대

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수

도 먹는 음식이라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수수만 가려서 제가 먼저 먹

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밥은 제가 

먼저 맛을 본 것이므로 깨끗한 밥

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에는 스승님께서 그냥 드시고, 내

일이라도 제가 다시 쌀을 구해 밥

을 지어드릴 테니 그때 돌아가신 

아버님께 올리도록 하십시오.룖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이렇듯 자신을 

공경하는 안회를 두고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러웠다. 룕눈은 믿

을 수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눈도 

믿을 것이 못된다. 우리는 모든 것

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을 가꾸어야 한다. 룖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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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모>에 룕수화금목토곡

유수(水火金木土穀惟修 : 수화

금목토곡이 잘닦여지며)룖라 하

였다.룏집전룑은 갈씨(葛氏)의 말

을 인용하여 룕<홍범>의 오행(五

行)은 수화금목토일 뿐이오. 곡

은 오행 가운데 목행(木行)에 있

다룖고 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홍범>에는 룕토원가색(土爰稼穡 

: 흙에 씨 뿌리고 거둔다)룖이라 

하였으니, 곡은 토에 속함이 당

연하다. 그런데 갈씨가 목행(木

行)에 속한다고 하여 오행에서 

목을 칭한 것은 땅에 심는 모든 

곡식과 풀을 한꺼번에 들었기 

때문이다. 토는 수굛화 굛목 굛토 사

행(四行)을 겸하는데 토가 생성

하는 덕은 농사보다 대단한 일

이 없다. 그러므로 <홍범>은 토

에 대하여 농사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가 계책을 진술하면서 

곡을 오행의 끝에 따로 붙였고, 

범주를 서술한 경우에는 농사짓

는 일을 오행 가운데 해당시켰

으니, 우가 백성들의 양식을 중

요시한 것은 한결같다.

룏서경룑에서 오행을 말하고 있

는 부분이 모두 네 곳인데 그 순

서가 모두 같지 않다. 상극(相

克)으로 말한 것은 <대우모>에

서 진술한 것이 이것이다. 생수

(生數)로써 말한 것은 <홍범>에

서 서술한 것이 이것이다. 상생

(相生)으로 사시(四時)에 따라 

각각 왕성한 것으로 말한 것은 

<고요모>의 오신(五刻)이 이것

이다. <감서>에서 룏위모오행(威

侮五行 : 오행을 함부로 버리고 

소홀히 여기다)룖이라고 한 것은 

한꺼번에 들어서 통틀어 말한 

것이다. <홍범>은 비록 생수의 

순서로 말하였으나 또한 상극으

로 <대우모>와 서로 합치하니, 

우가 계책을 진술한 것도 역시 

낙서(洛書)를 본받은 것이다. <

홍범>을 보면 곤(鯀)은 홍수를 

막아 오행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앞서 귀양 가서 죽었고,<감서>

를 보면 유호씨(有扈氏)는 오행

을 함부로 버리고 소흘히 여겨 

뒤에 정벌을 당하였다 우는 상

극으로 진술하였고, 고요는 상

생으로 말하였으니, 성인이 하

늘을 받드는 정치는 오행이 가

장 급한 것이다.

▲<고요모>의 룕날마다 삼덕을 

밝혀 밤낮으로 분명히 다스리면 

대부가 될 수 있고, 날마다 근엄

히 하여 삼가 육덕을 공경하여 

분명히 다스리면 제후가 될 수 

있다룖고 하였다. 룏집전룑은 룕준명

(浚明)과 양채(亮采)는 모두 나

라의 정사가 밝게 다스려지는 

뜻이다. 구덕(九德) 가운데 셋

을 가졌으면 나날이 밝혀 채우

고 넓혀 더욱 드러나게 해야 하

고, 구덕 가운데 여섯을 가졌으

면 더욱 나날이 엄숙히 하고 삼

가 공경하여 더욱 근엄해야 한

다룖고 하였다. 진씨(陳氏)는 룕날

마다 펼치고 날마다 엄숙히 한

다고 함은 현자(賢者)가 스스로 

수양하는 일을 지은 것이다룖고 

하였는데, 하나의 설이오, 룕임금

이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지은 

것이다룖고 한 것이 또 하나의 

설이다 앞의 설은 및 주석에 나

은 것으로 채침이 이를 이용하

였다. 학문이 뛰어난 여러 사람

들이 대부분 언급하였으며 주문

공(朱文公)도 주장하였으니 뒤

의 설이 비교적 우수하다.

▲오늘날 학자들은 채침의 

설을 위주로 삼으면서도 도리

어 대부분 이 구절을 임금이 사

람을 채용하는 일로 여기는 것

은, 아마도 룏집전룑에 나오는 룏반

드시 될(必)룑자와 룏하여금 사

(使)룑자의 두 글자를 사람을 쓰

는 일로 잘못 인식한 데서 연유

한 까닭이다. 룏집전룑은 본래 스

스로 수양하는 것이라고 주장

한 것으로 룏필굛룏사룑 두 자는 배

우는 이가 반드시 스스로 그렇

게 하게끔 한 것이다.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삼덕

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스스로 나

날이 밝혀 그 덕이 더욱더 드러

나게 해야 하고, 육덕을 가진 자

는 그 덕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더욱 반드시 나날이 

엄숙히 하여 그 마음을 더욱 삼

가게 해야 한다. 지금 그것을 다

음과 같이 해석함이 합당하다. 

삼덕을 가지고서 나날이 밝히는 

자는 반드시 이른 아침부터 늦

은 밤까지 게으름을 피우는 일

이 없이 그가 통치하는 대부의 

일을 다스려 밝힐 것이며, 육덕

을 가지고 나날이 엄숙히 하는 

자는 또한 반드시 통치하는 제

후의 일을 밝힐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룏집전룑의 뜻이 매우 

분명하게 이해된다. 이른바 룏숙

야(夙夜)룑는 룏나날이 밝히고룑, 

룏나날이 엄숙히 하고룑의 뜻으로 

위의 문장에서만 말하고, 아래 

문장 룏양채(亮采)룑에서룏숙야룑를 

말하지 않은 것은 위의 문장에 

쓰여 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

다. 사실은 붙여서 보아야 한다. 

앞의 설과 뒤의 설의 우열의 구

분에 대해서는 내가 감히 의논

할 수는 없다. 다만룏집전룑을 따

를 뿐이다 그러나룏숙야룑두자로 

본다면 룏일선(日宣굛 일엄日儼)

은 스스로 수양하는 일이 되어

야 합당할 것 같다. 대개 평상시

에 날마다 밝히고 날마다 근엄

히 하다가 만약에 나라를 다스

리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분명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陽村先生 룕서천견록(書淺見錄)룖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충의공 

35세 때

(선조13

년;1580

년) 10월

에 부인 

안 씨 의 

상을 당

하고, 2년 

후인 37세 때 창녕 성씨(成氏) 참

의 성덕룡(성덕룡)의 딸을 재취

로 맞이하였다. 38세 때(1583년)

의 정초부터 두만강 일대, 즉 육

진(六鎭) 일대의 북쪽에 만주의 

여진족 야인(野人)들이 추장 니

탕개(尼湯介)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훈융진(訓戎鎭)을 공격

하기 시작하여 경원부(慶源附)와 

안원보(安原堡)로 쳐들어와 북관

이 매우 소요하였다. 5월에는 니

탕개의 1만여 군사가 종성(鍾城)

에 쳐들어와 동관진(潼關鎭)을 

지나 경성(鏡城)까지 포위공격하

고 이를 점령하는 일이 발생하였

다. 이 난리는 7월에 와서야 대강 

평정되었는데, 신립(申砬, 1546-

1592)과 이일(李鎰, 1538-1601) 같

은 장수들이 이 때 두각을 나타

내었다.

충의공과 동갑인 신립은 이미 

23세에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 

경력, 진주판관의 벼슬을 거치고 

당시 온성부사(穩城府使;종3품) 

있으면서 평소에 철기(鐵騎) 정

병 5백여명을 훈련시켰던 그는 

여진족을 물리치고 그 소굴까지 

소탕하였다. 이 북방의 전승 소식

에 이듬해(1584년) 4월에 신립은 

함경도 북병사(北兵使;종2품)에 

승진하였었다.

이 무렵(1583년) 관청에서 공

문이 내려와 비상시기를 맞아 무

과(武科)의 과거를 보인다는 것

이었다. 공은 어려서부터 글공부

를 한데다가 병서(兵書)를 읽었

고, 평소 무술을 좋아하여 궁마

(弓馬)와 창검술 등을 익혀 무과

의 향시에 응시하여, 이 해 겨울

에 전력부위(展力副尉;종9품)를 

제수 받았다. 이 때 병마사(兵馬

使)가 각 고을을 순행하며 기사

(騎射;말타기와 활쏘기)를 시험

하였는데, 공이 수석으로 합격하

니, 병마사가 임금에게 알리는 공

문으로 인하여 벼슬을 제수 받은 

것이다.

다음해인 공의 39세 때(1584

년) 8월에는 서울로 올라가 무과

의 대과인 회시와 전시에 급제

하였다. 공의 40세 때(선조18년; 

1585년;乙酉) 봄에 부실(副室)에

게서 아들 을생(乙生)이 출생하

였고, 수의부위(修義副尉;종8품)

에 보임되어 훈련원(訓練院)의 

권지부봉사(權知副奉事)가 되었

다. 4월에는 평안도 의주(義州)의 

용만(龍灣)을 지키는 국경수비대 

장교자리에 나아갔다. 그리고 이

듬해인 공의 41세 때(丙戌)에는 

의주에 있으면서 4월에 병절교위

(秉節校尉;종6품)로 승진하였고, 

42세 때(선조20년;1587년;丁亥)에

는 의주에 있으면서 3월에 과의

교위(果毅校尉;정5품)로 승진하

였다.

충의공 다음 43세 때(선조21

년)인 무자년 정월에는 정략장

군(定略將軍;종4품)으로 승진하

였다. 그 해 2월에는 의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당시 군

적(軍籍) 정리의 일로 토호(土

豪)라는 모함을 받아 평안도 강

동현(江東縣)에 유배되어 적소

(謫所)에 있던 퇴계 이황의 제

자인 지산(芝山) 조호익(曺好

益, 1545-1609)을 찾아 보았다. 

조호익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에 

정진하고 많은 후진을 양성하여 

관서지방의 학풍을 진작시켰고, 

임진왜란 때 동문인 유성룡(柳

成龍) 청과 추천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금오랑에 임명되고 행재

소의 선조 임금을 배알하고, 형

조정랑, 절충장군으로 승진하여 

평양전투에도 참가하여 대구부

사, 성주목사, 안주목사, 성천부

사 등을 역임하고 사후 이조판

서에 추증된 인물이다.

충의공 44세 때(선조22년) 2월

에 적자 구(遘)의 출생을 보았

다. 선조 24년(1591년) 신묘 봄에

는 공의 나이 46세로서 경상좌

도수군절도사(慶尙左水使; 정3

품 현재 부산 수영)인 박홍(朴泓, 

1534-1593)의 막하 장군이 되고, 

가을에는 진위장군(振威將軍;정4

품)에 배수되었으며 겨울에는 어

모장군(禦侮將軍;정3품)으로 승

진하였다. 박홍은 23세 때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 강계부 판관, 

정평부사, 종성부사 등을 지내고 

임진왜란 그 해에 경상좌수사로 

부임해 있었다.

충의공 47때(선조25년;壬辰) 4

월 13일에 왜병이 대거 입구(入

寇)하여 공이 박홍에게 청하여 

성 밖의 인가를 철거시키고 거수

(拒守)하자고 하였다. 이때 부산

진과 동래(東萊)가 차례로 함몰

되니 박홍이 광겁하여 능히 병사

를 이끌고 성을 나가 싸울 생각

을 못했다. 이로 인해 충의공은 4

월 말에는 박홍의 막하 장군직에

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

데, 공은 좌수사 박홍이 왜적과 

싸울 의사가 없고 겁을 먹고 달

아나기에 급급하자 그와 더불어 

유위한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만 떠나 돌아왔던 것이다.

고향 영천 신녕에 돌아온 충의

공은 바로 서둘러 이달 4월 27일

에 의병을 일으켰다. 공은 감사와 

병사(兵使)가 모두 달아나 숨었

다는 소리를 듣고 바야흐로 병을 

앓고 있던 중에도 눈물을 뿌리며, 

창의(倡義) 기병(起兵)하여 가묘

(家廟)에 고유(告由)하고 아우 

응전(應銓, 1548-1606)굛응평(應

平, 1557-1612))굛응생(應生, 1560-

1615) 등 4형제 모두와 사촌 형

제 응서(應瑞) 그리고 재종 형제 

응득(應得) 및 고을 사람 이온수

(李蘊秀)와 집안의 종 4-5인과 

더불어 향병(鄕兵)을 수습하여 

적을 토벌할 것을 마음으로 맹세

하였다.

이때 달아나 떠도는 일마(逸

馬) 한 필이 있어 지극히 사납기

가 이를 데 없는지라 아무도 제

어하지 못했는데, 공이 이를 취

하여 타되 여의로 치달리게 하니 

모든 사람이 신조(神助)로 여겼

다. 5월에는 대동(大洞)에서 격

전을 벌여 왜적을 파하고 또 한

천(漢川)에서 싸워 적을 크게 깨

뜨렸다. 5월 6일에 충의공은 향병 

약간으로써 대동에서 적을 쳐 깨

뜨리고 드디어 인근의 고을에 격

문(檄文)을 보내 장사 1백여 인

을 얻었다.  <다음 호에 계속>

추증권복위자헌대부병조판서

(追贈權復位自獻大夫兵曹判書) 

초상문복졸(初上問復卒) 즉의

우정부육조왈(卽議于政府六曺

曰) 복원부변임(復遠赴邊任) 우

변운명(遇變運命) 수비전사지비

(數非戰死之比) 역시가련(亦是

可憐) 차위부마지부(且爲駙馬之

父) 조휼지수의당가륭(弔恤之數

宜當加隆) 치부치제노차지대등

사(致賻致祭路次支待等事) 하이

위지(何以爲之) 추증즉황희등왈

의자헌(追贈卽黃喜等曰宜資憲) 

이맹균등왈(李孟均等曰) 품질의

의이정지제(品秩宜依已定之制) 

치부치제즉노한등왈(致賻致祭卽

虜)한(等曰) 의경관정이품례(依

京官正二品例) 황희등왈의겸행

치조(黃喜等曰宜兼行致弔) 노차

지대즉첨왈(路次支待卽僉曰) 의

초차량인졸체송(宜抄車兩人卒

遞送) 차령경숙각관(且令經宿各

官) 설조석전공급종자(設朝夕奠

供級從者) 우령소과강계평양황

주제지(又令所過江界平壤黃州祭

之) 상명종희등지의(上命從喜等

之議) 유치부특가십석(唯致賻特

加十石) ;

권복을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추증하였다. 처음에 상께서 복이 

졸했음을 묻고 곧 의정부와 육조

에 의론케 하기를 복이 멀리 변방

의 직임에 나아가 변을 만나 운명

하였으니 비록 전사 한 것에 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한 연민

스러운 일이고 게다가 부마의 아

비이니 조상하여 진휼하는 수량

을 의당 융성하게 더해야 할 것인

즉 부의를 하고 제사를 내리며 반

장(返長)하는 길에 상차(上次)를 

설하고 이를 지원하여 대우하는 

등에 일을 어찌하게 해야 하는가 

하였다. 추증하는 일에 관해서는 

황희(黃喜등이 마땅히 자헌대부

로 해야 한다. 하고 이맹균(李孟

均)등은 품계와 직질은 의당 기

왕에 정해진 제도의 의거해야 한

다. 부의와 제사를 내리는 것은 

노환 등이 마땅히 서울의 내 직정 

2품으로 해야 한다. 하고 황희 등

은 겸하여 조의를 내려야 마땅하

다. 중로의 상차와 이를 지원하는 

일은 모두가 말하기를 마땅히 차

량과 인부 및 군졸을 선발하여 갈

마들며 호송케 하고 또한 지나다

가 야숙을 하게 되는 각 군 관아

로 하여금 아침저녁의 상식을 베

풀게 하고 일을 보아 도울 종자

를 공급케 하며 또 지나가게 되는 

강계굛평양굛황주에서는 제사를 지

내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상께서 

황희등의 의론을 따르라. 오직 부

의를 내리는 대에는 특히 공석10

석을 더하게 하였다.

이 실록의 기록은 보면 볼수

록 공의 장례와 추증에 대한 예

우가 매우 각별했음을 알 수 있

고 임금의 은우(恩遇)도 두터웠

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공이 졸 

한 후 10여 일 동안 그 빈소가 만

포구자의 마련되어 있었고 강계

구 관하로 운구가 되어 있지 앉

아기 때문에 반장하여 강계를 지

날 때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라는 조치가 내리고 있다. 그리

고 그로부터 20여일이 다시지나 

동년 7월 7일자 실록에 공의 셋

째아들 화천군(花川君) 공의 사

은사(謝恩使)로 중국에 갔다가 

오는 길에 평안도에 이르러 부친

의 부고를 들으매 따라 강계(江

界)로 분상(奔喪)하는 기록이 나

온다. 아마 이때까지 공의 장사

는 늦추어져 강계의 빈소를 머물

러 두고 중국에 간아들 화천군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강계로 분

상을 와서 그 행상을 모시고 서

울에 이르게 하고자 배례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은사화천군권공회지평안도

(謝恩使花川君權公會誌平安道)

분부상우강계(奔父喪于江界) 공

지장환기배사(恭之將還旣拜辭) 

제특명소친어좌순문(帝特命召

親御左順門) 진공근전면위왈(進

恭近前面位曰) 이국왕지성사대

(爾國王至誠事大) 이역원로로췌

(爾亦遠路勞萃) 사의일습(賜衣一

襲) 각색단자라사견각오필(各色

段子羅絲絹各五匹) 은오십량급화

순금대일요(銀五十兩級花純金帶

一腰) 사모화일초십괴(紗帽化一

鈔十塊) 상문지왈(上問之曰) 공

특몽신황제후악(恭特蒙新皇帝後

渥) 전고소무(前古所無) 조정향

아국지심지의(朝廷向我國之心至

矣); 사은사 화천군권공이 돌아오

면서 평안도에 이르러 강계로 돌

아간 아버지를 분상해갔다. 공이 

환곡하고자 하직 배알을 하니(명

의) 황제가 특별히 명하여 불러서

는 몸서 좌순문(左順門)에 임어

하여 공이 가까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면대로 위로하기를 너희나

라 임금이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

고 또한 먼 길을 오느라 노고하여 

초궤 하였으니 의복한습 겉옷과 

속옷 각 한 벌을 갖춘 것과 각색

의 비단 나사 견 각 5필과 은50양 

및 꽂을 수놓은 순금허리띠 하나

의 사모 한 개와 가죽 신10켈래를 

내린다 하였다. 상께서 이를 듣

고 공이 신 황제의 두터운 악우를 

입었으니 전고에 없던 바인즉(중

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이다. 하였다.

여기에서 신 황제라 하면 명나

라 정통(正統)황제 영종(英宗)

을 말하며 이해에 명의 선덕제

(宣德)帝선종이죽고 영종이 즉위

해서 화천군 공이 조선국에 부마

로서 사절의 정사가 되어 중국에 

다녀왔던 것이다. 화천군이 이때 

중국의 정사로 사행을 할 정도이

면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 높

은 직위의 부마로서도 20세를 넘

었을 것이다. 화천군 또한 생년월

일을 알 수가 없는데 태종의 12

녀 숙근 옹주를 상하여 세종14년 

5월 16일에 화천군에 봉해지니. 

이 무렵에 15세 전후의 나이로 

부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3년 뒤에 종2품상의 가정

대부(嘉靖大夫)로 올라 사은사가 

되어 중국에 가니 이때의 나이가 

적으면 18.9세 많으면 21.2세 정도

였을 것이고 조혼하던 시대에 45

세 미만에 공의 삼남으로서 충분

히 그 연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동년 

세종17년 1435년 9월 18일에 임금 

세종이 공에게 제사를 내리는 기

록이 실록에 나온다.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3)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議政府 贈 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復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權貞澤 

특 기
고별 <37회>

古  訓  新  鑑
입암서원유사 권 태 수

특별연재

性理書에 云하되 見人之

善이어든 而尋己乙善하고 

見人之惡이어든 而尋己乙

惡하라. 如此라야 方是有

益 이니라

 <明心寶鑑>

耳不聞人之非하고 目不

視人之短하고 口不言入之

過라야 庶畿君子니라

 <明心寶鑑>

의 정 부 휘 복증 우 의 정 화 산 부 원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