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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正公(諱 棣達) 추향 봉행
동정공파종회(회장 권도혁)는 
지난 11월 8일 참제원 60여명이 안
동시 안막동(호소곡)에 있는 동정
공의 단소에서(휘 체달) 추향과 19
세(휘 유), 22세(휘 得正位와 配
位), (휘 猪首山 5位分)의 추향을 
봉행했다.
집사분정은 △초헌관 : 權正圭 
△아헌관 : 權寧稷 △종헌관 : 權五
洵 △찬자 : 權寧澈 씨였으며, 이어 
11월 9일 안동시 송현동(모래골)에 

있는 19세(휘 유의 配位), 20세(휘 
孝淑位와 配位), 21세(휘 응치), 23
세(휘 世益 配位)의 향사를 봉행했

다.
<권오수 상임부회장>

동정공 후손 여러분께 고함
◉ 동정공파조 향사는 매년 11월 8일(안동시 호소곡(법
석골)이며, 모래골 향사는 매년 11월 9일이 定日로 되어
있으니 많이 참제하시기 바랍니다.

(회장 권도혁)

정간공(靖簡公) 추향 및 총회

2011년 12월 1일 (목요일)

정조공(휘 大宜) 추향 봉행
정조공파종회(회장 권기용)는 
권순택 주손 등 80여명이 지난 음 
9월 27일 오전 11시,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에 있는 정조공(휘 대의) 단
소에서 권기용 집례로 1시간여에 
걸쳐 추향을 봉행했으며, 이어 장
사랑公(휘 謹止)과 配 안동김씨 추
향제와, 또한 이부순영公(휘 동보)
의 추향을 각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권순택 △아헌관 : 권
영일 △종헌관 : 권두진 △축 : 권
기룡
<권혁세 기자>

△세계바
이크시티연
맹 이   지 난 
11일 룏보행
자의 날룑을 
맞 아   서 울 
중구청계광장에서 청계천 걷
기 행사에 권도엽 국토해양
부장관이 참석했다.

안동 북후면 오산리 정조공 단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복야공파 평리공(휘 척) 추향 봉행

정간공종회 정기총회에서 권혁승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원내 신임회
11. 3 정간공 휘 희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했다.(고양시 성사동)

지난 11월 4일(금요일) 오전 11
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星沙洞)에서는 정간공(靖簡公) 
휘(諱). 희(僖)추밀공파15世 추향
제례를 위해 후손들이 멀리 구미, 
상주를 비롯한 충북음성, 청주, 대
전, 강릉, 원주 그리고 서울, 경기 
근교 등 13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권영창(權榮昶)씨 집례로 엄숙히 
봉행하였다.
정간공은 려조에서 검교좌정승
을 지내고 조선조 개국원종공신으
로 영가부원군에 봉군되었으며 정
2품을 지낸 원로들의 모임인 기로
소(耆老所)에 처음 들러간 권문(權
門) 사시(四始)의 한분이다.

장 권영위 씨)

이날 제례행사로써 초헌관(初獻
官) 권혁승(赫昇), 아헌관(亞獻官) 
권영진(寧珍), 종헌관(終獻官) 권
혁진(赫鎭), 대축(大祝) 권공범(公
範)등 헌작되었다.
이어 묘전(墓前)에서 금년도 정
기총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회(會) 진행에 앞 서 혁승 회장
의 인사로써 오늘 할아버님의 제례
를 모시기 위해 저 멀리 이른 아침
부터 서둘러 참제 오신 종회원님에
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
울러 금년도 7월하순경 집중폭우
로 할아버님 묘역 하단유실로 지난 
복구공사를 통해 묘역 배수로 정
비, 보강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였

다.
이어 의철 사무국장에 의해 경과
보고, 결산보고와 권오돈(五敦)감
사의 감사보고 후 사업 및 예산안
을 심의의결 하였다.
임원 개선에 들어가 현 혁승 회
장이 임시의장 추대제청에 따라 권
순선 현 정간공 부회장의 사회로 
임원선출에서 종회원의 추대로 권
영위 현 문충공 종중회장이 선출되
었으며 감사는 권순구, 권영방, 권
태영씨가 각 파에서 추천하여 선임
되었다.
이어 영위 회장의 인사와 종회원
의 힘찬 추대박수로 화답하고 오찬
에 들어갔다. <권범준 본원기자>

복야공파 15世(諱 季容) 세향 봉행
복야공 15世(휘 季容) 추향제가 
지난 음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화봉산 
묘소에서 후손 權寧宅씨(87세) 등, 
후손 3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1시
간여에 걸쳐 추향제를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초헌관 : 권
도연(權度延) △아헌관 : 권혁세
(權赫世) △종헌관 : 권영익(權寧
益) △대축 : 권영식(權寧植)으로 
봉행했으며, 이어 복야공의 16代孫
휘 수의 묘소에서 참제원(후손) 30
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세향을 봉행
했다.
△초헌관 : 권영택(權寧宅) △아

복야공 15세(휘 계용)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화봉산 묘소에서)

헌관 : 권혁세(權赫世) △종헌관 
: 권영조(權寧祖) △대축 : 권영식

(權寧植) 등으로 봉행했다.
<권혁세 기자>

지난 음 10월 초2일 오후 2시. 복
야공 평리공(휘 척 12世) 후손 100
여명이 경북 예천군 지보면 화봉산
에 있는 평리공 묘소에서 權東述씨
의 집례로 1시간여에 걸쳐 추향제
를 경건히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권진현(權震鉉) △아
헌관 : 권재훈(權載勳) △종헌관 
: 권영수(權寧守) △대축 : 권갑현
(權甲鉉) △찬자 : 권동술(權東述)
<권혁세 기자>

△권철현
(64세) 전 
주일본대사
는 2일 세종
재 단 과   부
설 세종 연
구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권오을
국회사무
총 장 은   지
난 17일 오
전   국 회 에
서 열린 룕유
엔   새 천 년 
개발목표(MDGS)를 위한 연
합국제보도사진전룖 국회전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예천 평리공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判書公(諱 靷) 3代 秋享 奉行
복야공파 판서공계 후손은 지난 
음력 10월 16일 10시 안동시 서후
면 교리에 있는 묘소에서 고려 말
에 예의판서(禮儀判書)를 지낸 15
세 판서공(諱 : 靷)의 추향을 초
헌관(初獻官) 권오숭(權五崇), 아
헌관(亞獻官) 권숙도(權肅度), 종
헌관(終獻官) 권오정(權五正), 축
(祝) 권창용(權滄龍), 찬자(贊者) 
권기갑(權奇甲)의 집례로 봉행되
었다. 이날 판서공의 아들 중낭공
(諱:厚), 손자 횡성공(諱:啓經)을 
비롯한 각 배위(配位)에 대한 향사
(享祀)도 함께 봉행(奉行)하였다.
판서공은 복야공파조의 아들
인 상서공 자여(子輿)의 차자(次
子) 추밀원부사 윤평(允平)의 증손
(曾孫)으로 호군공 구(具)의 손자
이고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세
진(世珍)의 아들이다. 배위(配位)
는 정부인(貞夫人) 관성황씨(管城
黃氏)이며 공민왕 23년 갑인(甲寅 
: 1374)에 문과 장원으로 벼슬길에 

△권영세
안동시장
은 지난 12
일 오전 11
시, 룏노인의 
날룑 기념식
에 참석해 건강한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사회구
현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
다.

복야공파(판서공) 추향을 봉행하고 있다.

올라 고려 말에 예의판서(禮儀判
書)를 지냈다.
조선이 개국될 때 태조 이성계가 
한성좌윤(漢城左尹)을 제수하였으
나 나아가지 않고 솔밤에 은둔(隱
遁)하였는데 안동지방에 거주하는 
복야공파는 대부분이 공의 후손이

다. 공은 고려의 수도인 룏송도(松
都)를 잊지 말자룑는 뜻에서 자신의 
호를 송파(松坡)라 하였으며, 이곳
에 복야공파조의 단소를 설단하고 
재사(齋舍)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總務 權五翼>

문충공(文忠公), 문경공(文景公), 안숙공(安肅公) 추향(秋享)
지난 10월 24일 문총공종중(회장 권영위)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388 문충공 3대묘역에서(충북 
기념물32호) 문충공 휘 근(近), 문경공 휘 제(踶), 안
숙공 휘 준(蹲)과 문경공 차자 소한당 휘 람(擥)의 추
향제를 2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봉행하고 오후는 안
숙공문중에서 마전공 휘 염(念)의 향사를 봉행하였
다.
문충공은 호가 양촌으로 기로소(耆老所之始)의 정
간공 휘 희(僖)의 3남으로 찬성사를 지내고 대제학

(大提學),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좌의정에 추증되
고 입학도설 등 많은 저서와 천상열차분야지도인 천
문도를 창안하였다. 
문경공은 양촌의 2남으로 좌찬성을 지내고 대제학
(大提學),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영의정(領議政)에 
추증되고 부조지전이 내렸다. 안숙공은 양촌의 4남으
로 대사헌 호조판서를 지내고 안천부원군(安川府院
君)에 봉군되었다. 소한당(所閑堂)은 문경공의 2남
으로 좌의정(左議政)을 지내고 길창부원군(吉昌府院

△권택기
국회의원
은 지난 16
일   한 강 시
민 공 원   뚝
섬지구에서 
열린 룏2011 독도수호마라톤대
회룑에 참석, 참가선수 및 시민
들을 격려했다.

君)에 봉군되었다.
추향제에 앞서 오전 10시 문충공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빈으로 권혁승 추밀공파회장(본원 상임
부총재)의 인사가 있었다. 회의는 국민의례와 회장인
사 3대묘소 한식제례봉행 등 경과보고와 감사보고 결
산보고를 한 후 예산안과 종약개정을 의결하였다. 종
약개정안은 종중의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 재산관리
위원을 두어 문화재 수호와 재산을 보존하며 수호인
은 문충공, 문경공, 안숙공, 익평공 3대 선조 향사와 

묘소 및 재사를 수호토록 의결하였다. 
이날 집사 분정은 아래와 같다. 
분정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

문충공 權五星

寧珍

赫忍

赫魯

榮俊

문경공 權奇峻

赫鎭

大吉

晩集

五奎

안숙공 權景晳
익평공 權純鳳

五實
義喆

泰中
五鉉

혁노
영준

영준
오성

<권범준 기자>

△권오주
씨(63, 전국 
범죄예방위
원 회   부 회
장)는 지난 
10월 20일 
법질서 지키기와 봉사에 대한 
유공으로 정부로부터 국민훈
장모란장을 수훈했다.
△권기탁
씨 ( 한 나 라
당)는 지난 
10월 26일 
실 시 된   안
동 시   의 원 
재선거 나선거구(풍천, 일직, 
남후) 시의원으로 입후보하
여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 C J 
E&M 넷마
블 의   퍼 블
리싱 前 사
업본부장이
었 던   권 영
식 씨가 지난 11월 17일자, CJ 
E&M의 신설 게임개발 지주
회사인, CJ게임즈(주)의 대표
이사로 취임했다.

權門萬歲榮
안동권문은
만세토록 번영하리
신묘년 문충공종중 정기총회 (원내 권영위 회장)

신묘년 문충공 추향 독축(초헌관 권오성)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신묘년 문경공 추향 권기준 헌관 초헌례

신묘년 안숙공 추향 권경석 초헌관 헌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