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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이 몰락沒落하여/ 몸은 남향南向(金陵)에 떠돌아

벼슬 없는 생애를 초당에 부치었네.

구묘舊廟에 쌓이는 먼지/ 그 누가 쓸어주랴.

주인 없는 옛집 황폐해 졌겠구려.

이 몸에 온갖 시름/ 흐르나니 눈물이요.

늙은 몸 깊은 회한/ 마음만 아프구나.

이 땅에 새 삶을 기약은 하였지만 조상의 누린 번영

한양 땅이었네.

<자료출처: 文景公世譜, 松鶴先生詩集, 永嘉言行錄, 佐尹公事

蹟, 告變-1589 己丑年, 墓碣銘, 金泉郡誌>

예조판서 유성룡과, 정여립과 토론을 벌인 송학헌松鶴軒 응시공應時公

권오신의 현조(賢祖)실록 산책

글 권오신

(대종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표: 도난문화재정보) 

권율도원수 표준 영정이 없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 해 옥 

행주대첩 기념행사 국가행사로 격상하라

100만 족친 여러분!!!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은 정당한 역사 재평가입니다. 

지정
번호 선 현 명 작 가 명 지정

년도 제작기관 소 장 처 비고

1 충무공 이순신 월전 장우성 73 이충무공기념사업회 현충사관리소(충남 아산)
2 세종대왕 운보 김기창 7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유적관리소(경기 여주)
3 다산 정약용 월전 장우성 74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4 퇴계 이황 현초 이유태 74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5 강감찬 월전 장우성 74 서울특별시 낙성대
6 을지문덕 운보 김기창 75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7 율곡 이이 이당 김은호 75 강원도 오죽헌(강원 강릉)
8 우륵 일랑 이종상 7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9 김유신 월전 장우성 77 충청북도 길상사(충북 진천)

10 중봉 조헌 운보 김기창 7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칠백의총관리소에 대여 관리)

11 고산자 김정호 운보 김기창 7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2 무열왕 운보 김기창 77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경북 경주)
13 문무왕 운보 김기창 77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경북 경주)
14 광개토대왕 일랑 이종상 7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5 유관순 장우성 78 충남 천안군 유관순열사 추모각(충남 천안) 지정해제
16 윤봉길 월전 장우성 78 충청남도 충의사(충남 예산)
17 단군 홍숙호 78 (사) 현정회 단군성전 
18 원효대사 일랑 이종상 78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9 추사 김정희 이한철 78 문공부 국립중앙박물관 
20 윤관 일랑 이종상 79 문숙공기념사업회 윤관장군 묘역내 영당(경기 파주)
21 장보고 일랑 이종상 79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2 김홍도 일랑 이종상 81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3 정몽주 월전 장우성 81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24 최치원 남계 이규선 83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5 이차돈 우현 송영방 83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6 일연 정탁영 85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7 김대성 김창락 86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28 황희 미  상 86 - 화산서원(전북 진안)
29 이성계 미  상 86 - 경기전(전북 전주)
30 김대건 문학진 86 공인성회 솔뫼성지(충남 당진)
31 유인석 조규환 86 - 이초룡(충북 제천)
32 신사임당 이당 김은호 86 율곡기념사업회 오죽헌(강원 강릉)
33 신채호 정광일 86 단재선생추모회 단재사당(충북 청원)
34 최익현 채용신 86 - 모덕사(충남 청양)
35 이제현 진감여 86 - 국립중앙박물관 
36 안향 미  상 86 - 소수서원(경북 영풍)
37 최무선 신영상 8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38 유성룡 석영 최광수 88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39 의천 석영 최광수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40 허준 석영 최광수 89 한국전통미술인회 국립현대미술관 
41 이규보 석영 최광수 89 여주이씨 문순공파대종회 종친회사당(경기 강화)
42 정조 이길범 89 경기도 수원시 효행기념관(경기 수원)
43 철종 석영 최광수 89 문화재관리국 창덕궁 
44 영조 석영 최광수 89 문화재관리국 창덕궁 
45 석봉 한호 홍용선 90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46 김육 오낭자 91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47 최영 최대명 91 동주최씨대종회 덕봉사(강원 강릉)
48 의상대사 손연칠 91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지정
번호 선 현 명 작 가 명 지정

년도 제작기관 소 장 처 비고

49 김수로왕 오낭자 91 (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숭선전(경남 김해)
50 허왕후 오낭자 91 (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숭선전(경남 김해)
51 설총 권오창 92 문화부 국립현대미술관
52 김천일 김영철 92 전남 나주시 정열사(전남 나주)
53 김부식 권오창 93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54 정도전 권오창 94 삼봉선생기념사업회 문헌사당 
55 계백 오태학 94 충청남도 삼충사(부여)
56 흥수 오태학 94 충청남도 삼충사(부여)
57 성충 오태학 94 충청남도 삼충사(부여)
58 왕산악 김영철 94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59 이익 손연칠 96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60 백제도미부인 윤여환 96 충청남도 보령군 도미부인사당 
61 허난설헌 손연칠 97 문화체육부 국립현대미술관 
62 구형왕 김종섭 97 (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덕양전(경남 산청)
63 구형왕비 김종섭 97 (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덕양전(경남 산청)
64 성삼문 손연칠 98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65 이지함 권오창 98 한산이씨  토정공파종회  국립중앙박물관
 66 왕건 이길범 99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67 장영실 박영길 2000 (사)과학선현장영실 선생기념사업회  호서대학교
68 양만춘 손연칠 2001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69 서동 최웅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0 선화공주 최웅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1 무왕 최웅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2 무왕비 최웅 2001 전북 익산시 익산쌍능제각
73 강수 권오창 2003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미술관
74 김윤후 권오창 2003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미술관
75 성왕 권오창 2004 충남 부여군 부여 정림사지 전시관
76 신립 박성태 2004 충북 충주시 충주시립박물관
77 정문부 윤여환 2005 의정부시 의정부시 충덕사
78 유관순 윤여환 2007 천안시 유관순열사 기념관
79 논개 윤여환 2008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
80 맹사성 권오창 2008 아산시 아산 맹씨행단 유물관
81 박팽년 윤여환 2010 달성군 육신사내 사육신기념관
82 김만덕 윤여환 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김만덕기념관
83 이사부 권오창 2011 삼척시 삼척시립박물관
84 조심태 이길범 2011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85 송상현 권오창 2012 청주시 충렬사
86 대조영 권희연 2012 속초시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87 류방택 조용진 2012 서산시 (국립)서산 류방택 천문기상 과학관
88 윤선도 이종상 2012 서울특별시 고산유물전시관
89 김병연 왕형렬 2012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
90 정효상 권오창 2012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부조묘 영정각
91 장계향 박대성 2013 경상북도 영양군 정부인 안동장씨유물전시관
92 신개 박서림 2013 음성군 평산신씨 문희공파종중 재실
93 양경공 정희계 권오창 2014 안성시 안성시 양경공 사당 재실 
94 교산 허균 권오창 2014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강릉)
95 서희 권오창 2015 이천시 서희 역사관(경기 이천)
96 정견모주 손연칠 2015 고령군(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경북 고령)
97 이진아시왕 손연칠 2016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 고령)
98 선덕여왕 손연칠 2018 대구광역시 부인사(대구 동구)

(2018. 5.30.)

고양시 소장 회화류

권율장군 영정 1점

 종별 : 비지정문화재

 명칭 : 권율장군 영정

 수량 : 1점

 규격 : 가로 105 세로 182(cm)

 시대 : 1970년

 도난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 26 행주산성 내

 도난일자 : 1998.2.11

 소유자 : 행주산성 관리소

 연락처 : 문화재청 단속반

                   080-290-8000/

                   010 5433 2279/

                   010 5257 1368

표준영정 지정 현황(9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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