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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어버이날 행사 소고

헛된 이름을 좇지 않은 남량

▣槐雲 權 海兆 복야공파 36세손
제1화

며칠 전 뜻있는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고향
합천군 대병 면 성리 죽전(竹田)마을 주민들이 고향
을 떠나 외지에서 살고 있는 어른 친지들을 초청하
여 마련한 특별한 행사였다.
화창한 봄날에 동네 마을 가운데에 위치한 삼산재
(三山齋)에서 가진 행사장에는 룏2013년 어버이 날 행
사룑란 현수막이 걸려있고 부산에 거주하는 권원모
(52세)씨가 준비한 악단의 풍악소리가 행사장 분위
기를 북돋우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진주 등지에
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회를 맡은 권영록 리장
의 진행순서에 따라 고향대표 원로 권해갱옹(87세)
의 환영 인사말과 초청행사 배경 설명에 이어, 권재
목 (77세) 부산대표의 초청 감사 인사말과 각지에 참
석한 원로들을 소개한 뒤에 준비된 오찬을 하면서
모처럼 만난 옛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근처 음식점에서 주문한 것도 있었으나 대
부분 동네 노인정에서 마을 부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직접 마련하였다. 특히 행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돼
지도 잡고, 각종 음료와 상치 당근 오이 등 야채와 미
나리나물 등 밑반찬도 많이 준비하였다. 그리고 식사
는 흰쌀밥에 소고기 국, 비빔밥, 잔치국수 등 골고루
준비하여 모처럼 고향의 맛을 마음껏 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식으로 과일과 커피를 마시며 2부 행사인 노
래자랑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모처럼 갖는 고향의 향
수에 도취되어 흥겨운 노래 소리가 죽전마을을 감돌
아 악견산성까지 메아리쳤다.
죽전마을(일명 대밭골)은 대병면 성리1구 악견산
성(岳堅山城) 밑에 위치한 유서 깊은 마을이다. 옛날
에는 가수현(嘉樹縣) 대평리(大坪里)로 안동권씨(安
東權氏) 복야공파 집성촌이었다. 약 600여 년 전 조
선태종 때(1400년경) 16세손 휘(諱) 집덕(執德) 군자
감정(軍資監正)공이 낙향하여 처가인 합천이씨 고향
지역으로 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다. 그 후 21세손 휘
(諱) 일(逸) (호 일신정:日新亭)공이 을사사화(1545
년) 직후 호조정랑(戶曺正郞)을 끝으로 모든 공직
에 물러나 죽전마을에 정착하면서 마을을 다시 만들
었다. 공은 마을 좌측 바위에 수필(手筆)로 일신정이
란 석각(石刻)을 하고 근처에 일신정 정자를 지워 후
학에 힘썼다. 일신정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912년
황석탄(黃石灘) 부근에 복원하였다가, 1944년 삼산
제 근처로 이건하였다. 그 후 건물이 낡아 1989년 그
자리에 옛 모습으로 중건하였다. 그리고 안동권씨 문
중에서 이곳에 처음 정착한 감정공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2010년 중양절에 마을 중앙에 위치한 삼산재 뜰

에 유허비(遺墟碑) 와 세거비
(世居碑)가 세워졌다.
특히 죽전마을은 예부터 군
사요충지였다. 이곳은 해발 350
미터 이상 분지로 합천댐이 건
설되기 전까지 그곳에 가려면
사방으로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다. 옛날에는 마을에 대밭이 많아 대나무화살을 만
드는 곳으로 시죽헌(矢竹軒)으로 불리기도 했다. 마
을 뒤편 악견산성은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와
백제와 싸웠던 대야성전투와 연관되어있고, 임진왜
란 당시 권해(權邂), 권양(權瀁)형제와 박사제(朴思
齊)등이 성곽을 3선으로 구축하여 길이가 약 730미터
정도나 된다. 1954년 홍의장군 곽재우가 성주목사로
재직 시에 도체제사 유성룡 명으로 성곽을 복구하여
정유재란 때에 청야작전으로 이용하였다. 당시 악견
산성에서 봉화산과 밧줄을 연결하여 허수아비 장수
를 매달아 입에 불을 토하게 하고 칼을 찬 장수가 산
마루를 날게 하는 등 신장(神將)으로 오인케 하여 왜
군을 크게 무찔렀다고 전하고 있다.
필자는 1959년 합천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
났다. 행사가 끝나고 오랜만에 마을 집집마다 호구
조사를 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며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보았다. 당시 우리 동네는 10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대부분 안동권씨 들이었고 합천이씨 몇 분과 남평문
씨 1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의성김씨도
살고 있는 다성(多姓)마을로 6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옛날의 초가집은 없었고 기와집과 양옥집으로 탈바
꿈하였다. 집집마다 걸려있던 지게대신 마당에는 농
기계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마을 주변에는 온
갖 꽃들이 피어있고 마을 앞 넓은 들에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양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어릴
때 소먹이고 나무하던 마을 뒤편 악견산과 앞 금성
산(일명 봉화산)과 멀리 허굴산은 신록이 짙어가고
있었다.
죽전마을 후손들은 시세(時勢)의 변천에 따라 현
재 경향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5월은 청소년. 가
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다. 이
런 차원에서 이번 고향의 어버이날 행사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선조들의 고마움과 효를 통한 가정의 중
요성도 일깨워주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죽전마을
뿐만 아니라 안동권씨 여러 문중으로 확대되어 외지
에 살고 있는 청소년까지 포함시켜 시행되기를 기대
한다. 이번행사를 위해 계획부터 주관해 준 죽전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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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112
▣ 총재단회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진(前秦)의 부견이 동진
을 정벌하려다가 실패한 다음에 전진이 통일하였던
북조지역은 8개의 나라로 나뉘었다. 그 가운데 남량
(南涼)은 독발오고(禿髮烏孤)가 세운 작은 나라였
다. 이 나라가 있는 곳도 서북쪽 청해(靑海)지역인
유목지대였었다.
남량은 감숙성에 근거를 두었던 여(呂)씨가 세운
후량(後涼)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이었으므로 그 세
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때에 후량은 독발씨의 남
량과 또 단(段)씨가 북량(北涼)이 떨어져 나와서 셋
으로 나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래 종주국인
여(呂)씨의 후량에서는 떨어져 나간 세력을 공격하
러 들었다.
남량이 후량으로부터 독립한지 2년이 되는 태초 2
년(399년)에 후량의 여소(呂紹)와 여챤(呂纂)이 북
량을 공격하였다. 위기에 몰린 북량왕 단업(段業)은
같은 처지에 있는 남량에 도움을 청하였다. 북량처럼
후량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한 남량의 입장에서는 북
량을 도와주어야 했다. 만약에 북량이 후량에게 평정
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남량이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이때에 남량왕 독발오고는 동생 독발이록고에게
북량을 원조하게 하였다. 독발이록고가 북량을 돕자
후량의 여소와 여찬은 군사를 이끌고 철수하여 북량
과 남량이 후량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독발이록고의 북량 원조는 다른 한편으로는 남량의
안정을 가져 온 것이다. 적어도 양(涼)지역에서는 큰
공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량의 독발오
가가 죽자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능력 있
는 동생인 독발이록고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가 남량
의 2대 왕이 되었다.
남량왕에 오른 독발이록고는 왕(王)이라는 호칭보
다 황제라는 호칭을 쓰고 싶었다. 왕은 제후에게 붙
이는 칭호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를 뜻하
는 황제의 호칭을 쓰려고 한 것이다. 아마도 왕으로
불리는 것 보다 황제로 불리는 것이 더 멋있다고 보
았을 것이다. 이러한 독발이록고의 생각을 안 여러
신하들은 다투어 이왕이면 황제의 호칭을 쓰라고 적
극 권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속이 없는 헛된 이름에 현혹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사람
이 있었다. 바로 남량의 안국
(安國)장군 투물륜(鍮勿崙)이
었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우
선 역사적으로 보아서 남량은
유목지대에서 대대로 살아 왔
기 때문에 유목생활에 익숙
해 있다는 것이다. 중원지역에
서는 의관을 갖추어 입고, 성을 쌓고 살지만 남량지
역에서는 그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량지역에서
는 여전히 머리를 풀고 좌측으로 옷섶을 여미는 옷
을 입고 물과 풀을 좇아서 장소를 옮기며 살고 있으
니 농업지역에서 사용하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
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만약에 사정에 맞지 않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중
원지역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읍을 세우고 창고에 저
축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탐심(貪心)을 갖고 침
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 보다는 오히려 사막에서
웅장하게 내려다보면서 중하(中夏)와 대등하게 버티
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황제를 칭하는 허명(虛名)을 구하다가 혹
대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이웃에게 비춰져서 공격
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원래 유목지대에 사는 사람들
이 잘 하는 싸우고 활 쏘는 것을 익히자는 것이다. 평
소에 무력을 닦았다가 이웃 나라가 약하면 이를 올
라타고 강하면 피하는 것이 옳은 계책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독발이록고는 룕안국장군의 말이 옳다.룖
고 하면서 황제라는 호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 덕
택에 작은 나라지만 여러 나라 사이에서 어느 정도
버티어 냈던 것이다.
보통 실속은 없지만 명칭이라도 높은 것을 갖고 싶
어 하는 사람은 오늘 날에도 많다. 그래서 명칭은 점
점 더 인플레 되고 있다. 요즈음에는 식당에서 일하
는 여인들에게 룏이모룑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모란
어머니의 자매를 말함인데, 아주 젊은 여자에게도 이
용어를 쓴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 주는 것
도 아니고, 실제에도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명(名)과
실(實)이 다른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가 되었는가?

△권혁승(상임부총재) 20만원
△권순선(부총재)
100만원
△권혁기(부총재)
100만원
소 계 22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영위(서울 금천)
20만원
△권의철(서울 양천)
20만원
△권혁채(서울 용산)
20만원
△권도연(서울 주서공문중)
20만원
△권대길(선산)
20만원
△권순팔(안양)
20만원
△권영무(영주)
20만원
△권경섭(안동)
20만원
소 계 160만원
▣ 대의원회비
△권혁원(수원)
10만원
△권오창(원주)
10만원
△권영방(안양)
10만원
△권지섭(금천)
10만원
△권기원(안동)
10만원
△권재철(부산)
10만원
△권영걸(인천)
10만원
소 계 70만원
▣ 찬조금
△귀암공종중(권대인유사)
10만원
△송만공종중(권오태유사)
10만원
소 계 20만원
합 계 470만원

조선왕조의 절기풍속
▣ 권 정 택 (기로회장)

우리나라 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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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룏임금성룑이란 것은 옛날 말로 바로 룏서울룑이라
는 의미이다. 룏평양룑의 의미는 비록 상세하진 않지
만 이 또한 반드시 룏도읍한 읍성룑이란 뜻으로서 신라
의 룏서라벌룑이나 백제의 룏위례룑와 같을 것이다.《괄
지지(括地志)》에 이르기를 [고려가 평양성에서 다
스렸는데 바로 왕험성(王險城)이다]라고 하였으며,
《사기》와《한서》및《통전(通典)》에도 모두 룏王
險城룑이란 글자가 있으니 이 또한 룏儉룑자가 잘못 쓰
여진 것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서술하겠다.
檀君旣建都於壬儉城, 乃築城郭, 建宮室, 置主命 主
穀 主兵 主刑 主病 主善惡及主忽諸官, 以其子夫婁爲
虎加, 諸加者也. 神誌氏卽古神誌氏之後,下皆倣此爲
馬加, 曰主命; 高矢氏爲牛加, 曰主穀; 蚩尤氏爲熊加,
曰主兵; 二子夫蘇爲鷹加, 曰主刑; 三子夫虞爲鷺加,
曰主病; [周](朱)因氏爲鶴加, 是主善惡; 余守己爲狗
加, 是分管諸州也. 稱爲檀君八加, 乃殺白牛, 以祭天于
太白之麓.
단군이 임금성에 도읍을 세워 성곽을 축조하고 궁
실을 지으며 생명과 곡식과 병사와 형벌과 질병과
선굛악과 및 지방의 일 등을 주관하는 여러 관직을 설
치하였다. 아들 부루(夫婁)는 호가(虎加)로 삼아 모
든 가(加)들을 통괄하게 하였으며, 신지씨(즉 옛날
신지씨의 후손이다. 다음의 모든 것도 이와 같다)는
마가(馬加)로 삼아 생명을 주관하게 하고, 고시씨는
우가(牛加)로 삼아 곡식을 주관하게 하고, 치우씨는
웅가(熊加)로 삼아 병사를 주관하게 하고, 둘째아들
부소(夫蘇)는 응가(鷹加)로 삼아 형벌을 주관하게
하고, 세째 아들 부우(夫虞)는 노가(鷺加)로 삼아 질
병을 주관하게 하고, 주인씨는 학가(鶴加)로 삼아 선
악을 주관하게 하고, 여수기(余守己)는 구가(狗加)
로 삼아 모든 고을을 나누어 관리하게 하였다. 이를
일컬어 룏단군팔가(檀君八加)룑라 하고는 흰소를 잡아
태백산 기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舊禮, 凡祭天, 必先定吉日, 擇白牛而護養之, 及期,
宰殺一薦之於嶽瀆, 白頭, 牛首之名, 頗亦有因於此也.
盖祭天報本之禮, 始於檀君, 後世歷代諸國, 莫不祭天.
(扶)[夫]餘 濊( )[貊] 馬韓 新羅 高句麗諸國以十月,

▶ 동지(冬至)

一沙 權 正 孝 옮김

百濟以四仲月, 各有禱天 舞天
祭天 郊天 迎鼓 東盟之稱. 夫
餘則又有, 祭天殺牛, 以 占吉
凶之俗, 盖其源流久遠而沈漸成
俗, 亦可知矣. 夫尊卑之禮, 必
自敬鬼神而興, 上下尊卑之序定
而先王經世之道行焉. 而敬神之
禮, 莫大於祭天, 通萬古, 四方, 未有人而不知畏天者.
是以,《易》曰: [大哉! 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又曰:
[首出庶物, 萬邦咸寧.] 盖言其聖人, 天而率民也.
옛 예절에 무릇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먼저 상서러운 날을 정하고, 흰소를 선택하여 이를
보호하여 길러 날이 되면 잡아서 그 머리를 명산대
천에 제물로 올렸다. 룏백두(白頭)룑는 소의 머리를 이
름하는 것이니 이 또한 여기에서 연유한 바가 있다.
대저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근본에 보답하는 의식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후세의 역대 모든 나라
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지 않음이 없었으니, 부여굛
예맥굛마한굛신라굛고구려 등의 모든 나라는 10월에 지
냈고 백제는 사중월에 지냈으며, 각각 도천(禱天)굛무
천(舞天)굛제천(祭天)굛교천(郊天)굛영고(迎鼓)굛동맹
(東盟)의 명칭이 있었다. 부여에서는 또한 하늘에 제
사 드린 소의 발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풍속이 있었
으니, 대개 그 원류가 오래되고 요원하지만 생활에
깊숙이 젖어 들어 풍속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저 존귀하고 비천함에 대한 예절은 반드시 귀신
을 공경하면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으며, 위아래와 귀천
의 순서가 정해지니 세상을 다스리는 선왕의 도가 행
하여지게 된 것이다. 또한 신을 공경하는 예절 가운데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 보다 더 큰 것은 없으며, 만고
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하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없었다. 그러한 까닭에《역(易)》
에 이르기를 [크도다 건(乾)의 원(元)이여. 만물이 원
(元)에 바탕하여 비롯하나니, 이에 하늘을 모두 다스
리도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모든 것이 싹이 터 나오
니 모든 나라가 다 평안하니라] 하였으니, 이는 아마
도 성인이 하늘의 뜻을 체득하고 그것으로 백성을 통
(다음호에 계속)
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동지는 밤이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조선조
궁중에서는 동지를 소 명절(小名節)이라 하여 정월
다음으로 꼽았던 것은 사실이다. 궁중에서는 공적 의
례로 백관이 하례를 드리고, 사적으로는 비빈을 비롯
하여 궁녀들이 웃어른에게 문안례를 올리는 것이다.
문안례가 끝나면 궁녀들은 노소와 신분의 고하를 막
론하고 이날 하루 만은 자주저고리를 입는다고 한다.
관상감에서는 동짓날에 다음해의 달력을 만들어 나
라에 올리면 모든 관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책력
은 일 년 동안의 절후가 모두 명시되어 있어 일상생
활에 긴하게 쓰인다. 민가에서는 붉은 팥으로 팥죽을
쑤고 찹쌀가루로 새알심을 만들어 넣고 꿀을 곁들인
다. 가묘에 천신하고 팥죽을 문짝에 뿌리면 액을 막
는다고 하여 성행하였으나 근래에는 팥죽을 먹는 것
으로 액땜을 한다. 동지의 절식은 팥죽, 전약, 식혜,
수정과, 동치미 등이다.
▶ 동짓달 천신
청어의 산지는 통영과 해주인데 겨울과 봄에 진상
한다. 이를 종묘에 천신한다. 또한 통영에서 잡은 생
전복과 대구를 궁중에 진상한다. 제주목사는 귤, 유
자, 황감 등을 진상하며 임금은 이를 태묘에 천신하
고, 드시고 신하들에게도 하사하신다.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유생들에게 과거를 보이고 귤을 나누어주니
이것을 황감제(黃紺製)라고 한다.
▶ 동절절식
냉면은 추운 겨울의 시식으로 꼽힌다. 한말에 고종
께서는 특히 면을 좋아하시어 야참으로 냉면을 즐기
셨다고 한다. 고종은 매운 것을 못 드시니 냉면의 꾸
미는 편육, 배, 잣뿐이었다고 한다. 국물은 육수가 아
니고 시원한 동치미말국에 배를 많이 넣어 담근 것
이라 무척 달고 시원했다 한다.
▶ 납일(臘日)
납일(臘日)은 동짓날로부터 세 번째 미일(未日)
로 그해 농사 형편과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납향(臘享)이라고 하고, 수렵이 해
제되는 때이다. 궁중에서는 왕이 수렵 행차 납신다
는 통고가 있으면 사냥터에서 잡수실 음식은 소주
방에서 차려가지고 나가게 되고, 수렵에서 돌아오시
면 노루, 산돼지, 메추리, 꿩 등 잡아온 고기들로 전
골을 만들어 잔치를 베푼다. 수렵한 산짐승, 산새 등
으로 만든 전골을 특히 납평전골이라 부르며 납일에
수렵해온 금수의 고기는 모두 맛이 좋다. 종묘의 납

항 때 납육(臘肉)으로 산돼지
와 산토끼를 썼다. 경기도 내
의 산간의 군에서는 납 향에
쓰는 산돼지를 조달하기 위하
여 그 곳 수령들은 군민들을
동원하여 산돼지를 수색하여
잡았다고 한다.
▶ 섣달 그믐날 무장과 팥죽
섣달 그믐날 새벽 궁중에서는 왕과 왕비를 위시하
여 아래 하인들까지 룏무장룑이라 하는 일종의 룏날 메
주룑국물을 마신다. 백 항아리에 소금물 끓인 것을 식
혀 담고 거기에 메주를 뚝뚝 떼어 넣었다가 우러난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는 섣달그믐에 묵은해를 보내
면서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벽사의 목적인 듯하
다. 고종 때에 김명길 상궁의 이야기로는 왕 내외분
이 꼭 마셨다고 전한다.
▶ 세찬(歲饌)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에 내려간 절도사(節度使),
각 도백(各道伯) 수령들은 궁중과 고관 친지에게 토
산물을 증정하고 세찬의 세찬단자를 바쳤다. 이것을
총명치(聰明紙)라 하였다. 세찬이 토산물이 아닌 경
우에는 떡쌀, 술쌀, 두부콩, 메밀쌀이고, 세육(歲肉)
으로는 쇠고기, 꿩고기, 북어, 참새 등이 좋으며, 과품
으로는 밤, 대추, 곶감, 엿강정 등을 선사하였다. 조선
시대에 백성의 교화와 국가경제의 균형을 위하여 함
부로 술을 빚지 못하게 주금(酒禁), 소나무를 마음대
로 베지 못하게 한 송금(松禁), 소를 함부로 잡지 못
하게 하는 우금(牛禁)의 세 가지를 국가에서 엄격하
게 규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섣달에는 우금을 풀어서
연말 세찬과 차례를 위한 육류의 수요를 충당하였다
고 한다.
▶ 탄일(誕日)
순종의 탄일은 2월 19일로 궁중에서는 정조(正
朝) 다음가는 큰 명절이었다. 음식을 한자(30㎝)높
이로 괴고 이왕직 아악부에서 북, 장구, 해금, 피리,
대평소를 갖고 들어와 육각(여섯 가지 국악기로 음
률을 했다는 의미)을 잡혔다. 궁녀들은 어여머리를
하고 5∼6명씩 짝을 지어 나란히 서서 절을 했다.
덕수궁 계신 고종께서는 각종 피륙을 죽상자에 가
득가득 담아 생일선물로 보내시곤 하였다. 탄일에
차린 어상은 동그란 소반에다 한 상씩을 차려 양반
집으로 하사하는 일도 잊지 않으셨다고 김명길 상
궁이 술회하였다.

권태하 본원편집자문위원 별세
본원 편집자
문위원, 작가
권태하씨(33世,
검교공파)가
지난 4월 29일
서을 성바오로
병원에서 숙환
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권 작가는 영주출신으로 배재중고등
학교와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
고 많은 창작을 하면서 중견작가로서 크
게 활동했다. 권태하시의 작품으로는 79년
MBC TV개국 10주년 기념드라마 공모에
서 룏남과북의 두아들룑 이 당선 되었으며,
또한 룏113 수사본부룑 룏보르네오여 안녕룑
룏진실한 바보가 그립다룑(산문집), 룏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룑(上굛下권
소설)외 다수가 있으며, 동대문문화원 사
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문인협회의 신
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5월 1일 3일
장으로 영주시 선영하에 안장했으며 유족
으로서는 미망인과 2男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