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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에 걸쳐 세 왕의 사랑을 받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에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권근과 그의 아들 권제, 손자 권

람의 3대 묘소 및 신도비가 있다. 권근, 권제, 권람은 태조, 태종, 세조 등 세 왕의 사랑을

받아 친밀한 교분을 나누며 입신양명에 성공한 삼대이다.  

- 조선 태조 이성계와 고려 충신 권근

권근은 고려의 충신이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후 불렀으나 듣지 않았다. 태조는

왕이 되기 전 같은 지역에 살면서 교분이 두터웠던 권근의 아버지 권희를 통하여 권근의 출

사를 종용했다. 이에 권희가 곧 서울에 올 것이라 꾸미고 사람을 보내어 권근을 재촉하였

다. 권근은 하는 수없이 서울을 향해 길을 나섰고 태조는 곳곳에 장막을 치고 음식을 차려

놓고 기다리도록 했다. 또 한양에 도착하자 태조가 손님 맞는 예로 편전에서 대접한 후 팔

도의 경치를 그린 병풍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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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해 시를 지어 나라의 명승지를 자랑하게 하라.”

이때 권근이 물러 나와 시를 지어 올렸다. 태조가 곧 권근을 지제교(知製敎, 왕의 교서 등

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로 임명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명을 받고 나와 돌아

가는 날에 상소를 올렸다. 

“고려조 정몽주는 충신이니 표창하고 증직을 내려 절의를 숭상하도록 하심이 옳은 줄 아

옵니다.”

이를 전해들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논박하였지만 태조는 오히려 권근의 말을 따랐다. 

당시의 선비들이 권근을 종주(宗主)로 간주하였는데, 이 일이 있은 후로는 모두 머리를 돌

리고 침을 뱉었다 한다. 그러나 권근의 형인 권충이 충고했다. 

“자식이 있어서 불효(不孝)하면 불욕(不辱)이지만, 나라에 불충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니, 나 하나의 체면만 내세우는 데 급급하면 어찌하는가?”

형의 말을 듣고 권근은 마음을 돌려 출사를 결심하였다. 권근은 고려의 충신이었지만 다

시 이성계의 사람이 되었다. 

조선 초 공신(功臣)으로서 안동 권씨 중 두각을 보인 권근의 출사 이야기로 새 왕조가 들

양촌 권근 3대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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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면서 나타난 옛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신하들과 새 왕조를 위해 일하려는 신하

들의 대립을 엿볼 수 있다. 권근의 묘가 음성에 있고 일족이 살고 있어서 자연스레 음성 지

역에는 권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 권근의 아들 권제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만남

음성에서는 권근의 아들 권제와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연려실기술』

에 실려 전해 오던 이야기로, 『전설지』와 『내고장 전통 가꾸기(음성군)』에 수록되어 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위를 차지한 태종은 재위 기간에 있을 때 친히 선비를 뽑기로 하고

과거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이 끝난 후 독권관 하륜이 우등(優等)에 든 세 사람의 시험지를

들고 왔다. 태종이 말했다. 

“마땅히 향(香)을 피우고 장원(壯元)을 뽑던 옛 방식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태종은 손이 가는 대로 시험지를 하나 뽑으니 바로 권제의 것이었다.

태종이 기뻐하며 말했다. 

“권근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나 이제 장원에 그 아들을 얻었으니 이는 큰 위안이요 복이다.

권제는 내 문생(門生)이니 경(卿)들은 자신의 문생으로 보지 말라.”

왕이 이렇게 선언하자 하륜 등은 과거시험의 고시관이면서도 새로 급제한 신방(新榜)인 권

제의 인사를 받지 못했다. 태종, 즉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비록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쟁

취했지만 ‘지인지감(知人之鑑)’, 곧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났다. 권제 또한 그가 알

아본 탁월한 인재였으며, 이방원은 뛰어난 인재에 합당한 대우를 할 줄 알았다. 

- 권근의 손자 권람과 이방원의 손자 세조의 우정

권근의 손자이자 권제의 아들인 권람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 권람은 태종의 손자

세조와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 1982년에 출간한 『전설지』에 이야기가 나온다. 

권람은 젊을 때부터 대가의 자제답게 글 읽기를 좋아하여 책을 지고 명산 고적을 찾아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반드시 한명회와 함께 다녔다고 한다. 한명회와의 오랜 인연

은 훗날 세조라는 굵직한 왕과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권람은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서 사헌부감찰을 제수 받고 이듬해 집현전교리가 되었는

데, 그때 수양대군(훗날 세조)과 함께 『역대병요(歷代兵要)』 음주(音註)를 편찬하면서 가

까운 사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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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의 일이었는지 그전의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설에는 권람이 한명회를 세조에게 소

개했다고 하고, 또 한명회가 권람을 세조에게 소개했다고도 한다. 여하튼 수양대군이 권

람, 한명회와 더불어 계유정난을 일으켜 집권에 성공한 것만은 사실이다. 수양대군이 왕위

에 오른 뒤 권람은 그 공으로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면서 성공가도를 달렸다. 

권람이 정승으로 있던 어느 해 어머니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지체 높은 손님들이 끊이

지 않았다. 세조 역시 찾아와 친히 권람의 어머니에게 장수를 빌며 술잔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권람이 목멱산(현 서울 남산) 자락에 후주당(後週堂)이라는 집을 짓고 살 때 세조가

직접 찾아온 적이 있었다. 서쪽 벼랑에 있는 돌샘을 보고 세조가 말했다. 

“지기의 집에 돌샘이 있으니 이름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이 돌샘을 이제부터 어정(御井)이

라 부르라.”  

두 사람의 친분이 군신관계를 넘어 우정을 나누는 정도였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들이

다. 

권람이 찬성(贊成)이란 벼슬에 있을 때 세조가 후원에 나가 활 쏘는 것을 보며 시를 지었다. 

욕심이 작으면 욕심을 채울 수 있고  (欲小欲可滿)

일이 간명하면 일을 이룰 수 있네.  (事簡事可成) 

하늘을 공경하면 천명을 보존할 수 있고 (敬天天可保) 

백성을 생각하면 백성이 평안하네. (對民民乃寧)

작은 재주는 걱정할 것 없이  (小藝莫致慮)

큰 정치에 정성 드려야 하네. (大政宣致精)

그러자 권람(權擥)은 다음과 같이 화답(和答)하였다.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바르고 (木從繩則正)

옥은 갈지 않고 이루지 못하네. (玉不琢不成)

위태로워라 썩은 줄로 말 부리는 것 (凜乎馭 索)

바탕이 굳어야 나라가 편하리. (本固邦其寧)

밤낮으로 더욱 부지런히 염려하시니  (宵旴東憂勤)

어리석은 신하 마땅히 정성을 다하리라. (愚臣當竭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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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와 권람의 이야기’는 계유정난이란 역사적 사건을 밑바탕에 깐 채 세조와 권람의 인연

으로 민간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과 신하라는 벽을 허물고 평생을 교유한 두 사람

의 우정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권람은 죽어서 세조묘에 배향되었다고 한다. 

가문의 영광, 세 사람

권근은 1368년(공민왕 17) 성균시에 합격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공민왕이 죽자

정몽주·정도전과 함께 배원친명(排元親明)을 주장하였고 1389년(창왕 2)에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그 후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후에 사형제도를 폐

지할 것을 주장하여 왕권 확립에 큰 공을 세웠다. 그 후 대제학을 거쳐 재상의 자리에 올랐

으며, 문장이 뛰어나 『동국사략』 등 조정의 각종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 

권제는 권근의 둘째 아들로 우찬성의 벼슬에 올랐고 『고려사』 편찬에 참여했으며 『용비어

천가』를 지었다. 

권람은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여 학문이 뛰어났고 과거에 장원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란 때 세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여러 차례 세조

338

양촌 권근 3대 신도비각



를 도와 공을 세운 덕으로 좌의정의 벼슬까지 올랐다. 

조선시대 묘역의 전형을 보여주는 권근 삼대

조선시대의 묘소는 풍수지리에 따라 길한 땅을 택하여 만들어졌는데 일반사람의 묘는 왕

릉처럼 병풍석(屛風石)을 두를 수는 없었다. 묘 앞에는 석상을 놓고 양쪽에 망주석을 세

웠다. 석상 앞쪽으로는 장명등을 놓고 좌우에 석인들을 세웠다. 종2품 이상 고관의 묘에

는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다.

양촌 권근 3대묘소는 그러한 조선전기 묘역의 전형을 잘 보여 준다. 3대 묘소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산7번지 능안 안동 권씨 문중 묘역에 위치하고, 신도비도 묘역 내 비

각 안에 각각 위치한다.

권근 3대묘역은 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던 권근의 묘소를 1444년(세종

26)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로 천장(遷葬)하면서부터 1505년(연산군 11)까지 4

대 7위의 묘소(부인 합장 포함 13위)를 정한 곳이다. 후에 현손 권헌과 권유의 묘를 천장

하여 모두 9위, 합장과 쌍분을 포함한 17위의 묘소도 같은 장소에 있게 되었다. 

권근의 묘는 원형 봉분에 둘레돌로 봉축되었다. 2좌의 상석이 나란히 있고 묘갈 2기, 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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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기, 거대한 문인석 2기가 있다. 

권제의 묘는 아버지 권근의 묘 아래에 있는데 양식은 권근의 묘와 같고 묘 앞에 상석 1좌,

비갈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2기가 있다. 

권람의 묘는 권제의 묘 아래에 있으며 호석은 없고 상석 1좌, 묘갈 1기, 장명등 1기, 문인석

2기가 있다.

신도비는 묘역에서 동남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각각 위치한다.

권근의 신도비는 백대리석으로 만든 비신에 높이 218㎝의 비로, 1991년 지은 비각 안에 보

호되고 있다. 

권제의 신도비는 북쪽 권근과 남쪽 권람 신도비 사이에 비각을 지어 안치하였는데, 화강암

제 비신의 높이는 220㎝이다. 

권람의 신도비는 권제 신도비각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높은 대석 위에 백대리석으로 만든

비신을 세웠고 비신의 높이는 220㎝이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의 안동 권씨 문충공파의 묘역에는 양촌 권근을 비롯하여

선조 9위(합장과 쌍분의 17위)의 묘소가 집중되어 있다. 

3대묘소를 중심으로 묘소와 신도비, 재실(齋室), 연못 등이 배치되어 있다. 후손들이 집성

촌을 이루어 근방에 살며 잘 보호하고 있으나 최근에 묘소 앞에 있던 장명등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장례 풍습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예로 주목되며 재실(齋室)과 신도비,

묘소 내의 석물 하나하나가 문화재로서 손색이 없다. 이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

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왕실과 관련된 신도비 외에 조선시대 처음으로 세워진 권근, 권

람의 신도비를 보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양촌 권근 삼대묘소 및 신도비

간접 관련된 유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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