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공 파조(휘 仁可) 추향제 봉행
지난 음 10월 15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에 있는 시중공파 파조(휘 仁可) 묘소에서 권오
삼회장 외 후손 45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제를
봉행하고 이어 산하에 있는 시중공 후손(23世
~29世)까지 모두 14位 묘소에서 합동으로 제례
를 봉행했다. 시중공파 파조(휘 仁可)는 9세 융
의 아들로 公의 관직은 보서에 전중내급사, 문
하시중으로 되어 있으며 아들은 독자인 化平(화
평)이다. 이날 집사분정은 ▣파조:▲초헌관:권춘
렬 ▲아헌관:권중근 ▲종헌관:권오영 ▲축관:권
오석 ▣7代位:▲초헌관:권오삼 ▲아헌관:권영환
▲종헌관:권오영 ▲축관:권오석, 추향봉행 후 권
오삼 회장은 인사에서 우리 모두는 항상 숭조돈
목하고 파조의 후손으로 자손된 도리를 올바르
<안동 권혁세 기자>
게 하자고 당부했다.

파조(휘 인가)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譯抄 陵洞實記

산청 고향으로 천비

역초 능동실기

<지난호에 이어>
러나 새 회관에는 송덕비를 옮길
공간이 없어 만부득이 임시로 권
찬혁 부회장 선산 남재공(25세
휘 두첨) 종친회(회장 권영화)의
동의로 경남 산청군 신등면 양전
리 산 39번지 남재공이후 3대의
묘소 밑 숭모당 경내에 천비했다.
이곳은 권찬혁 부회장이 조상님
께 끝없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혼
신의 노력을 다해 이룩한 아늑한
<편>
곳이다.

본회 권영상 감사의 장남
권도연씨 사법고시 합격
활동에 크게 헌신하고
있는 권영상 본회 감사
(충주 복야공파 34세)의
장남 권도연씨(權都延.
30)가 지난 11월 26일, 법
무부 시행, 제52회 사법
고시에 응시 최종 합격
해 吾門에 큰 경사를 안
겨주었다.
부친 권영상 감사
아들 도연씨
도연씨는 엄친 권영상
룏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소망을
씨(68세)와 자당 김명자 여사(63
세)의 2남중의 장남으로 태어나 경
가져라룑라는 가훈으로 룕삶룖을 진
지하게 추구해가며 代代孫孫 물려
희대 법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줄 수 있는 룏십자가룑가 될 것이라
졸업한 수재로 장래가 매우 촉망되
하면서 현 기독교 교회장로로 목회
고 있으며 검사를 지망하고 있다.

안동권씨홈페이지 운용안내
홈페이지 주 메뉴는 ①대종회종친회/②파종회/③종친회청년회/
④선원시조/⑤보학/⑥종보PDF/⑦유적지순례/⑧게시판의 8개항
목으로서 ①②④⑤⑥⑦은 관리자가 운영하고, 종친회는 해당 기
구에서 입력하며, 게시판중 자유게시판은 일반회원가입자가 사용
하며, 권문행사 및 회원광장은 각 문중 및 종친회별로 게시판 운
영자를 임명하여 자체의 행사 및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단, 권문행사 및 회원광장은 회원가입시 기구별 관리 책임자를 기
록함으로써 본부에서 준관리자로 승인을 해준 후 사용할 수 있으
니 착오없기 바라며 종친회 수정시 비밀번호는 1번입니다. 관리
<안동권씨종보 편집인 권경석>
자의 수정을 금합니다.

복야공파 15세 예천군(휘 계용) 추향제 봉행
지난 음 10월7일 오전 11시, 경
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화봉산에
있는 복야공파 15世 예천군(휘 계
용, 사종의 제), 단성명량찬화공신,
봉익대부, 전법판서, 예천군 묘소
와 산하 동쪽에 있는 16世 목사공
(휘 수, 총의 제, 목사)의 묘소에서
후손 2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
제를 봉행했으며 이날 집사분정은
▣예천군 : ▲초헌관:권도연 ▲아
헌관:권혁기 ▲종헌관:권순필 ▲축
관:권영식 ▣목사공:▲초헌관:권영
택 ▲아헌관:권영익 ▲종헌관:권순
무 ▲축관:권영식
<안동 권혁세 기자>


권찬혁 중앙종친회부회장 송덕비

2000년 1월14일 본회 회관건립
추진위에 회관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해, 2002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11-2
안동권씨중앙종친회관 경내에서
권정달 중앙종친회장을 비롯하
여 회장단 회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권찬혁 부회장의 공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송덕비 제막
을 가진지 근 10년, 이제 도심에
서 가까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새 회관을 마련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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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편(廟祀篇)
太師廟事實記年

경남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산39번지 남
재공 이후 3대의 묘소 밑 숭모당 경내에
우당 권찬혁 송덕비를 천비했다.

또한 도연씨의 동생 형조씨(28
세)는 현 미국 텍사스주립대 법과
대학원(로스쿨) 3학년 재학중이며
장래 국제변호사(미국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권영상씨(權寧祥) 변호사는 한
국외교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법률고문과 민굛형사 사건에 능하
며, 국제법률연수, 다각적인 경험
으로 민첩하게 변론하는 룏명 변호
사룑의 룏닉네임룑이 붙어있다.
그리고 영상감사는 안동능곡회
초대회장으로부터 吾門문사에 관
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여해, 룏안동
권씨 전국체육대회룑와 룏서울청장
년회룑를 창립하는데 룏산파역룑을 했
으며, 이로 인하여 룏안동권씨청년
사룑에 룏한획룑을 긋기도 했다.
(02)554-4013


<권오복 편집위원>

영조(英祖) 을미년(乙未年-서기
1775년)에 재사(齋舍) 도유사(都有
司) 권경(權褧)이 향탁(香卓)에 신
위(神位)의 자리를 비우는 일을 개
정(改正)하였다.
고종(高宗) 신묘년(辛卯年-서기
1891년)에 안동부사(安東府使) 김
가진(金嘉鎭)이 다시 삼위(三位)
의 향탁(香卓)을 설치하였다.
광무(光武) 신축년(辛丑年-서기
1901년)에 궁내부(宮內府) 특진관
(特進官) 김석근(金晳根) 등이 상
소(上疏)하여 위차(位次)를 변경
코자 하므로 의정부(議政府) 찬정
(贊政) 권중현(權重顯) 등이 대소
(對疏)로 쟁변(爭辯)하여 일이 드
디어 종식(終熄)되었다.

追錄
서기 1950년 가을에 6.25사변(事
變)으로 인하여 안동시(安東市)의
관민(官民)이 대개 피란하여 각지
로 산거(散去)하고 시내가 공허상
태(空虛狀態)가 되었는데, 그때의
태사묘(太師廟) 별유사(別有司)
장봉섭(張鳳燮)이 위험을 무릅쓰
고 태사묘에 달려가, 삼태사(三太
師) 위판(位版)을 모셔다가 서후면
(西后面) 자기의 마을 춘파(春坡)
의 인근 금계동(金溪洞)에 있는 장
씨(張氏)의 선정(先亭)에 봉안(奉

安)하여 대화(大禍)를 근면(僅免)
하였으니 그 공적을 찬양한다. 그
후 얼마 아니 되어 안동시는 공산
군이 점령하고, 또 유엔군의 폭격
으로 시가가 전멸하고 태사묘도 전
부 파괴되었으니 통탄함을 비할 데
없다. 서기 1953년에 동란(動亂)이
종식되고 피란민도 점차 돌아왔는
데, 장씨 선정이 협소하므로 능동
재사내(陵洞齋舍內)의 장판각(藏
板閣)을 청소하고 삼태사 위판을
임시로 이안(移安)하여 비로소 춘
추향사(春秋享祀)를 의례봉행(依
禮奉行)하였다.
서기 1952년 여름에 육군준장 권
준(權埈)이 태사묘 당회(堂會)를
소집하여 태사묘 중건회(重建會)
를 조직하고 임원(委員 30명, 監事
2명)을 선정하여 중건사업(重建事
業)을 위임하였다.
그간 임원의 노력으로 묘우(廟
宇), 숭보당(崇報堂), 전사청(奠祀
廳), 동재(東齋), 서재(西齋), 안묘
(安廟), 주사(廚舍)가 준공되어 서
기 1958년 9월에 삼태사 위판을 다
시 신묘우(新廟宇)로 환안(還安)
하고 환안고유제(還安告由祭)를
봉행하였다.
환안 후 중건회 제위원(諸委
員)의 간절한 요망에 의하여 당회
를 소집하여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를 하고 원중건회(元重建會)는 일
단 해체하고 다시 규모를 반감하여
위원 15명, 감사 2명의 새 중건회
로 개편하여 잔여사업을 위임하였
다. 신 임원의 노력에 의하여 고물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에 있는 예천군(휘 계용)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장(古物藏), 경모루(景慕樓)가 건
립되어, 비로소 태사묘 구 모습이
완전 복구되니 때는 서기 1963년이
라, 양차(兩次) 중건회의 제임원의
노고가 많았음을 명기(銘記)한다.
환안시(還安時)의 기록이 많이
있지마는 편의상 생략한다.

三功臣廟增修記
안동(安東)이 부(府)로 된 것은
고려초(高麗初)에 비롯한 것이며,
부사(府司) 안에 사당(祠堂)이 있
어 고려 태조(太祖)의 공신(功臣)
삼인(三人)의 제사(祭祀)를 봉행
(奉行)하니 곧 김공(金公) 선평(宣
平)과 권공(權公) 행(幸)과 장공
(張公) 정필(貞弼)이다. 부는 신라
(新羅)의 고창군(古昌郡)이며 삼
공(三公)은 다 신라 사람이다.
태조가 견훤(甄萱)을 토벌(討
伐)할 때에 삼공이 군(郡)으로써
태조를 도우니 태조가 이를 힘입어
병산(甁山)에서 대승(大勝)하고
의로운 소리가 이로 말미암아 크게
떨쳐 일경(一境)이 안전하고 왕업
(王業)이 이루어지니 이것은 가위
(可謂) 여조(麗朝)에는 대공(大功)
이 되었고 군민에게는 대덕(大德)
이 되었다 하겠다.
여조(麗祖)가 그 공을 상 주어
대광(大匡)과 대상(大相)을 임명
하고 군을 높여 부(府)로 하였으
며, 부민(府民)이 그 덕을 사모하
여 사당(祠堂)을 짓고 제사(祭祀)
를 받들어 7,8백년이 지나도록 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사(麗
史)에는 이미 삼공(三公)의 전기를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책
(史冊)과 보첩(譜牒)에 나타난 것
은 매우 간략하며 혹은 다른 것과
같은 것이 있다.

사가(史家)의 기록에는 김공이
고창성주(古昌城主)라 하였으므로
고려에 항복할 모의가 마땅히 김공
으로부터 나왔어야 할 것인데, 도
리어 권공에게서 나왔고, 승람(勝
覽)에 기재된 연혁(沿革)은 삼공이
모두 군 사람으로서 고려태조를 도
와 유공(有功)하다고 대범하게 말
하였을 뿐이고, 인물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권공이 고창을 지키다가
고려에 항복할 것을 주창(主唱)하
였다 하였으니, 그 같지 아니함이
이와 같다. 사가(四佳) 서공(徐公)
이 지은 권씨족보서문(權氏族譜序
文)에는 고려에 항복한 일이 고려
태조와 견훤이 서로 대치한 후로
되어 있으나, 사가(史家)의 기록에
의하면 견훤이 고창을 포위하기 전
에 고창은 이미 고려에 항복하였
<다음호에 계속>
다.

단신
▲법무부에서 시행한 제52
회 사법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가 지난 11월 26일 있었는데
吾門에서 11명이 대거 합격해
광영을 안겨주엇으며 그 명단
은 다음과 같다.
뀬권도연 뀬권민영 뀬권비
룡 뀬권오장 뀬권오준 뀬권오
훈 뀬권윤주 뀬권은석 뀬권준
상 뀬권태안 뀬권혁도 <편>
▲대구 개인택시종친회(회
장 권정현)는 지난 12월8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덕식당
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차 정총을 열어, 새 회장에
권영일씨, 감사에 권지현, 준
구씨를 선출했다. <권혁세>

룗종보룘 구독성금굛임원 연회비가 대종회 중앙종친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權門 족친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종회와 중앙종친회는 吾門의 중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족친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
로 더욱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종회와 중앙종친회의 발전에는 임원의 연회비와 룏
종보룑 구독성금이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족친께서는 룏종보구독룑과 함께 성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회비

▣ 운영위원회비 : 10만원
▣ 종보 구독성금 1년에 2만원이며
2010년도 구독비 미납분은 1만원입니다.

협: 076-02-247343 (권경석)
▲농
▲국민은행: 448601-01-378019(권경석)
▲하나은행: 223-910162-40707(권경석)

2011. 1. 1

安東權氏大宗會中央宗親會 會長 權正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