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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굛郞中公 秋享祭 奉行
시조태사공 낭중공 봉행추향제

지난 11월8일 오전 9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능곡) 천등산록의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부산, 대구, 

광주, 서울, 강원, 경기지역 등 전

국 각지 종무위원, 대의원, 지역종

친회장, 청년회 등 500여명이 참제

한 가운데 추향제를 경건히 봉행했

다.

이날 추향제는 오전 9시부터 권

영하 전례위원장 주제하에 대종회

장, 수임, 참제원들이 제복을 입고 

추원루에 정좌한 가운데 분정례에 

들어가 태사공(太師公)은 권효준

(영덕) 낭중공은 권윤성(안동)씨

가 쓰고 10시부터 창홀에 따라 수

임부터 나아가 묘소입구부터 도열

하여 예를 갖추고 능곡회원들이 수

례에 제물을 봉송하였다.

시조님 향사는 권기범(權奇範)

씨의 집례로 1시간여에 걸쳐 봉행

되었으며 이어 하산해 11시부터 낭

중공단소에서 권오순(權五淳)씨의 

집례로 1시간여에 걸쳐 봉행하였

고 이어 능동재사 추원루에서 30여

분에 걸쳐 음복례를 함으로써 제전 

향사를 모두 마쳤다. 아침에는 복

야공파 부녀회원들이 참제원들에

게 따뜻한 커피를 접대하기도 하였

다.

이에 앞서 7일 오후 7시에는 능

동재사에서 권순갑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대당회에 들어가 시조묘소

를 향한 망배에 이어 대당회를 개

최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큰 

절을 하면서 앞으로 저의 미약한 

힘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서 문사발

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 권오숭(權五崇-안동 복야공

파 35世) 시조 도유사는 인사말에

서 우리 안동권씨는 사성이래(賜

姓以來) 一千數十年의 역사와 전

통을 가지고 있으며 능동묘소는 실

전되었다가 평창군사 옹(雍)께서 

심득(尋得)한 이후 540여년간 한번

도 거르지 않고 묘전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와 같이 천년동

안 조상묘소를 보존한 곳도 그리 

많지 않으니 우리 모두는 추향제에 

경건한 마음으로 봉행하자고 했다. 

이어서 권기상(權奇相-안동. 정조

공파 36世) 낭중공 도유사는 인사

에서 명일 추향제에 아시조님의 유

덕과 음덕을 추모하면서 경건한 마

음으로 봉행하자고 당부했다.

권정달 총재는 인사말에서 참석

한 참제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

하며 명일 봉행되는 추향제는 안

동권씨대종원으로서 통합되어 처

음으로 봉행되는 제례로서 권문사

(權門史)에 매우 뜻 깊은 향사인 

만큼 앞으로 춘추향사에 남.여 젊

은 층들이 일심으로 대동단합해 많

이 참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부총장이 대종원 창립 후 

수행업무에 대한 경과보고 후, 권

영하 부총재와 권기갑(이천)씨의 

제례에 대한 보학교육이 있었다.

2011년 능동 추향 제수성금

권오숭(시조 수임)/권기상(낭중

공 단장) 각 100만원, 권성옥(동창

위종중) 50만원, 추밀공파정간공종

중/추밀공파대전참의공종중/권오

을(국회사무총장) 각 30만원, 부산

종친회/권성덕(영덕)/부정공파종

회/권준현(대구)/권영진(대구)권

주섭(영주)/권성호(광주)/대구종

친회/권성달(부정공파종회장)/권

오영(부총재) 각 20만원, 추밀공파

대종회/추밀공파문충공종중/권오

균(제유사)/부호장공파종회/권길

상(부산종친회장)/권정환(상주)/

권정수(제유사)/부산장년회/권대

길(선산)/권오삼(제유사)/추밀공

파목사공종중/권오열(제유사)/권

재주(안동화수회장)/영덕군종친

회/중윤공파돈목회/권상규(제유

사)/광주종친회/부산청년회/복야

공파종회/능곡회/권규화(부총재)/

안동청장년회/권순갑(제유사)/검

교공파종회/권오중(제유사)/권오

성(봉화)/권영주(서울금천종친

회)/권정탁(화산부원군종회)/권효

탁(지신공종친회장)/복야공부녀

회/권화성(창년종친회장)/권영구

(미국워싱턴)/대구개인택시종친

회/권오갑/권혁관(대구,제유사)/

권영노(음성군종친회)/영천종친

회/권병국(상주종친회장) 각 10만

원, 권영문(안동)/권주연(안동)/권

용주(안동)/권영탁(중윤공파친회

장)/권재수(광주)/권영국(대구)/

권오규(충주)/권영각(음성)/부산

개인택시회 각 5만원

합계 9,650,000원

시조 및 낭중공 추향제의 집사분

정은 다음과 같다.

▣시조태사공 : ▲초헌관 권오

숭(權五崇) ▲아헌관 권대락(權大

洛) ▲종헌관 권주섭(權柱燮) ▲축 

권오창(權五昌) ▲찬자 권기범(權

奇範) ▲진설 권오중(權五重),권

도연(權度延) ▲봉향 권오균(權五

鈞) ▲봉로 권성덕(權聖德) ▲봉작 

권정수(權正守), 권오건(權五建) 

▲전작 권오열(權伍烈). 권용상(權

容相) ▲사준 권돈갑(權焞甲), 권

오덕(權五德)

▣낭중공(아시조) : ▲초헌관 권

기상(權奇相) ▲아헌관 권학구(權

鶴九) ▲종헌관 권성달(權聖達) ▲

축 권기도(權奇鍍) ▲찬자 권오순

(權五淳) <편>

안동권씨대종원(총재 권정달)은 

향사 전일 7일 오후 4시 2011년도 

종무위원회를 능동재사에서 개최

하였다.

권경석 사무총장은 종무위원 120

명이 출석해 성원되었음을 보고하

고 종무위원회에 들어가 시조묘소

를 향한 망배, 상읍례에 이어 권정

달 총재는 인사에서 전국 각처 원

근에서 많은 분이 참석해 매우 감

사를 드리며 오늘 참석자 모두가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

다. 사무총장은 대종원 창립 후 경

과보고에서 ① 안동권씨대종원으

로 관청에 모든 등록이 완료되었으

며 ② 파종회장협의회와 지역종친

회장협의회를 개최 창립하였고 ③ 

대종원 임원은 고문을 위촉하고 총

재단, 종무위원, 대의원을 선임하

여 선임장을 발송하였으며 ④ 대종

원 건물에 소방 설비를 하였고 ⑤ 

전국청장년체전은 영천에서 3,7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

으며 ⑥ 권문의 노래 가사는 이의 

제기가 있어 의견수렴을 거쳐 성

안되어 CD-ROM 보급예정이며 ⑦ 

안동권씨종보 질적향상을 위해 각 

문중은 선현실기 및 각종 자료를 

대종원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하였

다. 한편 차기 종무위원회는 대종

원 회계연도가 4월1일부터 익년 3

월 말까지이므로 결산 보고와 예

산안 심의를 위해서 2012년 5월중

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의

안심의에 들어가 청도 낭중공 사적

자료 보관에 관한 건을 상정해 청

도 봉암재사에 있는 봉암재사 현판 

등 모든 목판 등은 안동 능동재사 

보판각(譜板閣)에 보관키로 결정

했으며, 능동에 낭중공유허비는 추

가로 건립치 않고 청도에 유허비를 

보존키로 하였다. 3호의 안으로 청

도지역 전답은 유허비 지역을 제외

하고 모두 매각키로 하였다. <편>

복야공파종회(회장:권계동)는 지난 음력 10월 2일

(陽10月 28日) 11시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서 은청광록

대부(銀靑光祿大夫)로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낸 정2품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상장군(上將軍)

을 겸하였던 휘(諱) 수홍(守洪) 복야공파조부군(僕射

公派祖府君) 추향(秋享)을 경향각지(京鄕各地)서 모

인 200여명의 파친(派親)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참제(參祭)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권혁상

(權赫相:永川), 아헌관(亞獻官) 권길상(權吉相:釜山), 

종헌관(終獻官) 권종준(權鍾濬:安東), 축(祝) 권순갑

(權純甲:永川), 찬자(贊者)는 권동술(權東述:陜川)씨

로 봉행했다. <권오익 총무부장>

2011年度 宗務委員會 開催

僕射公派祖府君 秋享 奉行

11. 7 오후 4시 능동재사에서 종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원내 : 권정달 총재)

11. 8. 오전 10시 권기범 찬자의 집례로 시조 태사공 추향을 경건히 봉행하고 있다.(초헌 권오숭, 축 권소창)

11. 8. 오전 11시 권오순 찬자의 집례로 낭중공 추향제 봉행(초헌 권기상 / 축 권기도)

능곡회원들의 제물 봉송과 제관들의 읍례11. 8. 오전 9시부터 추원루에서 분정례(태사공 우측, 낭중공 좌측)

11. 7 오후 7시 대당회 모습(원내 권오숭 수임)

복야공파조부군 추향 봉행

복야공 휘 수홍 추향제 전경(안동시 서후면 교리)

지난 8일 12시경 추향제를 마치고 능동재사에서 지

역종친회장협의회(회장 권길상)를 열어 권영갑 총무

의 사회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영갑총무는 전국에 안

동권씨 지역종친회가 83개 종친회가 협의회에 등록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길상 협의회장은 원로에 회장님께

서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협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회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회의에 권계동, 권혁승 상임부총재가 배석한 가운데 

권정달 총재는 지난 9월 지역종친회장 협의회가 발족

한 이래 권길상회장과 임원진에서 노력하여 종친회가 

새롭게 발전할 게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지역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협의회를 

통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장점을 살려 권문이 발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룏안동권씨종보룑

에 각 지역종친회 각종행사를 소개하여 문중이 단합하

는 모습을 널리 알리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

니 대종원 사무소로 행사 내용을 통보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여 권호준 부회장이 준비한 회

칙을 상정해 의결하였으며, 총무의 명칭을 간사(幹事)

로 하기로 결정하고 임원을 보완키

로 하여 △부회장 : 권오윤(강릉종

친회장), 권민호(산청종친회장), 권

영성(영천종친회장) △감사 : 권승

구(마포종친회장)로 증원 선출했

다. 따라서 임원은 기 선출된 권길

상 협의회장, 권호준, 권영창 협의

회 부회장, 권재주 감사, 영갑간사 

등 모두 8명으로 편성되었으며 협

의회운영을 위한 회비문제에 종친

회별 년 10만원을 모금하기로 하였

다.

지역종친회장협의회는 숭조정신

을 앙양하고 본회 및 대종원 발전

과 지역종친회간의 친목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지난 9월8일 대종원에서 창립했으며, 이

날 회의에서 앞으로 족친간에 상부상조, 공존공생하면

서 오문 문사진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권길상 회장이 기념타올(100매)을, 권영창 부

회장이 우산(80개)를 증정하고 권호준 부회장이 협의

회 사무실에 행정지원(사무비품) 등을 협찬하기도 했

다. <편>

11. 8 능동재사에서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종무위원회 개최 개최

地域宗親會長協議會 總會開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