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계보관념 1

[수업을 위한 질문들]

1. 계보란 무엇인가?

* 系譜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말한다.

2. 누가 나의 조상인가? 누가 나의 후손인가?

3. 계보와 계보관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계보관념은 계보는 모두 반영하는가? 그렇다

면 계보관념의 특징은 무엇인가? 계보관념에 대한 이해는 왜 중요한가?

4. 전통시대에 계보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했는가?

1. 팔고조도

- 팔고조도의 계보의 특징을 살펴본다.

※ 참고자료

2. 왕건의 世系

- 왕건의 세계의 특징을 살펴본다.

※ 왕건의 계보

3. 신인종 광학과 대연

- 광학과 대연의 계보에 대해 살펴본다.

○ 堗白寺의 柱貼 注脚에 실린 것을 보면, 경주의 戶長 巨川의 어미는 阿之女이고, 아

지녀의 어미는 明珠女이고, 명주녀의 어미인 積利女의 아들로서 廣學 大德과 大緣 三

重(옛 이름은 善會) 형제 2인이 모두 神印宗에 입문했다. 長興 2년 辛卯(태조 14)에 太

祖를 따라 개경에 올라가 御駕를 따르며 焚修하니, 공로로 상을 주어 두 사람의 부모



의 忌日을 공급하여 堗白寺에 전답 약간 結을 주었다.(삼국유사, 권5, 신주 6 명랑신

인)

4. 묘지명의 계보관념

- 묘지명에 나타난 계보관념에 대해 살펴본다.

○ 尹輔는 공신 尹新福의 內孫이자 태조의 6세 외손이다 (尹輔묘지명)

○ 삼한공신 대광 弓烈의 5세 외손인 감찰어사 이름 琁의 딸이다 (李輔予配李氏묘지명)

○ 외고조부는 삼한공신 대광 金柒이다 (崔精묘지명)

○ 아버지의 외고조는 삼한공신으로 태위에 추증된 崔英休이다 (梁元俊묘지명)

5. 묘지명의 遠祖관념

- 묘지명에 나타난 遠祖관념에 대해 살펴본다.

○ 권수평은 안동사람인데 가문이 한미하여 族譜를 알 수 없다 (중략) 관직은 추밀원부

사까지 되었다 (중략) 아들은 한림학사 韙, 韙의 아들은 㫜이다.(權守平열전)

○ 권씨의 族은 永嘉郡의 뛰어난 가문이다 (중략) 증조는 贈정헌대부호부상서 仲時, 조

는 贈은청광록대부상서좌복야상장군 守平, 부는 韙이다.(權㫜묘지명/충선4,1312)

○ 증조는 상서좌복야 守平, 조는 한림학사 韙, 부는 찬성사판전리사 㫜이다 (중략) 遠

祖는 太師 金幸인데 태조를 도와 공이 있었으므로 姓을 받아 權이 되었다.(權溥묘지명

/충숙2,1346)

○ 권씨는 金幸에서 시작되었는데, 신라의 大姓이다. 福州태수로 있을 때 태조가 왕위

에 올라 신라를 공격하여 복주에 이르니 (중략) 권씨를 賜姓하였다. 후대에 내려오면

서 이름난 사람이 많았으니 문청공 㫜은 명망이 있었고, 첨의찬성사 溥는 총재가 되

었으며, 準은 길창부원군이 되었고, 準이 밀직사 吳仁永의 딸을 취하여 公을 낳았다.

(權廉묘지명/충혜복위1,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