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東權氏大宗院은 癸巳新年交禮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全國 代議員

께서는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日時 : 2013年 1月16日(수요일)午前 11時

場所 : 육군회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국방회관 좌측)

            02-793-4191(10시30분부터 국방회관 입구에서 셔틀버스 운행)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 正 達

安東權氏大宗院 新年交禮會 案內

안동권씨대종원 E-MAIL이 야후메일 서비스 종료로

아래와 같이 신규 개설하였으니 이용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ankwon2695@naver.com

ankwon2695@nate.com

안동권씨대종원 메일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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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휘호    룕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룖

▒ 忠州儒林會長

▒ 忠州鄕校首席掌議

▒ 忠烈書院長

▒ 文忠公宗會副會長

癸巳年 元旦

樞密公派 36世 赫魯敢題

계사년(癸巳年) 새아침 국내

외(國內外) 일백만 족친(族親) 

여러분 건강(健康)하시고 가정

(家庭)마다 다복(多福)하시기를 

기원(祈願)합니다.

지난해는 권문(權門)이 통합

(統合)하여 대종원산하(大宗院

傘下)에 양대축(兩大軸)인 종친

회장협의회(宗親會長協議會)와 

파종회장협의회(派宗會長協議

會)가 활성화하여 협의회장(協

議會長) 중심으로 단합대회를 

열어 지역간(地域間), 파종간(派

宗間) 유대(紐帶)를 공고(鞏固)

히 하였습니다. 그러한 저력이 

시조님 춘향제(春享祭)와 추향

제(秋享祭)에서 유례없이 많은 

족친께서 참제(參祭)하시어 숭

조애족정신(崇祖愛族精神)을 고

양(高揚)하며 우애(友愛)를 돈

독(敦篤)히 하였으니 다함께 매

우 흡족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4월 광주청장년회(光州

靑壯年會)가 주관(主管)하는 전

국(全國) 청장년체육대회(靑壯

年體育大會)는 전국에서 2,000 

여명이 참가하여 대 성황(盛況)

을 이루었고 광주광역시장은 축

사(祝辭)에서 안동권씨(安東權

氏)의 단합된 모습과 선조(先

祖)님들의 위국헌신(爲國獻身)

하신 업적(業績)을 소상히 찬양

(讚揚)하였는데 타성씨가 권문

(權門)의 역사(歷史)를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은 자랑인 동시에 

우리들이 대외활동(對外活動)에 

있어 언행(言行)에 신중(愼重)

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敎訓)으

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영주청장년회(榮州靑

壯年會)가 주관(主管)하는 체전

(體典)이 4월하순에 개최(開催)

될 예정이니 많은 족친(族親)이 

참석(參席)하여 오문(吾門)의 

단합(團合)된 모습을 보여 주어

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안동권씨 종사연구

위원회(宗事硏究委員會)를 구

성, 1차 회의(會議)를 하고 이어

서 10월에 2차 좌담회(座談會)를 

가져 진지한 토의(討議)를 한바 

있으며 10인의 연구위원(硏究委

員)이 선현(先賢)들에 대한 활

발한 연구(硏究)가 기대(期待)

되는 바입니다. 

한편 7월에는 청도(淸道)에 

있던 낭중공(郎中公) 유허비(遺

墟碑)와 묘정비를 안동(安東)

의 낭중공(郎中公) 단소(壇所) 

앞으로 이전 완료(完了)함으로

써 낭중공의 역사(歷史)는 안동

으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안

동(安東)에서는 안동종친회(安

東宗親會) 주관으로 오문(吾門) 

및 지역(地域) 인사(人事)를 초

청(招請)하여 복회(伏會)를 열

어 족친간(族親間) 우의(友誼)

를 다짐하고 권문(權門)의 위상

(位相)을 높이는 계기(契機)가 

되었습니다.

10월은 문화체육관광부(文化

體育觀光部) 주최로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권율도원수 임진난 

칠주갑 사제사(權慄都元帥 壬

辰亂 七周甲 賜祭祀)를 봉행(奉

行)하였는데 60년만에 돌아오는 

제사로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의미있는 사제사였습니다.

11월은 15대성문중협의회(大

姓門中協議會)를 발족하여 숭조

사상(崇祖思想)을 고취(鼓吹)

하고 문사진작(門事振作)과 후

학계도(後學啓導) 사회윤리배

양(社會倫理培養)에 목적(目的)

을 두고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

사장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하

였는데 15대문중은 2천만 문중

회원을 둔 우리나라의 대 문중 

단체로 앞으로 활발한 협조체제

(協調體制)를 유지(維持)하면서 

발전(發展)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11월 종무위원회(宗務委

員會)를 안동에서 개최한바 있

는데 대종원은 앞으로 정기적

으로 1월에 신년인사회(新年人

事會), 5월에 정기총회(定期總

會), 9월에 종무위원회(宗務委員

會)를 가지며 중요(重要)한 문

사(門事)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

(運營委員會)를 열어 문사(門

事)를 발전적(發展的)으로 진행

(進行)시킬 계획(計劃)입니다.

끝으로 문사진작(門事振作)에

는 대종원(大宗院) 간부(幹部)

의 역할(役割)도 중요하지만 100

만 족친(族親)이 한마음으로 권

가(權家)라는 자부심(自負心)

과 긍지(矜持)를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자부심은 족친간(族親

間) 정보(情報)교류(交流)를 통

하여 동향(動向)을 접하는 것입

니다. 이러한 동향(動向)은 안동

권씨종보(安東權氏宗報)를 열람

(閱覽)하고 권문(權門)이 발전

(發展)하는 모습을 지면과 인터

넷을 통하여 인지(認知)하는 것

입니다. 청년(靑年)들이 권문(權

門)의 매체(媒體)를 이용(利用)

하는 애족심(愛族心)을 가진다

면 미래(未來)는 더욱 밝아질 것

입니다.

권기(權紀) 1084년 국내외(國

內外) 족친(族親) 여러분 복(福)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所願成

就)하시기를 기원(祈願)합니다.

權門萬歲榮

新 年 辭

權 正 達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지난 12월2일 오전 10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천등산록의 시조 태

사공묘소에서 부산(관광버스 3대), 

강릉(1대), 산청(1대), 부천(1대), 대

전, 광주, 서울, 안동, 대구, 상주, 의

성, 영천, 영덕, 지역청년회(18개), 

안동부녀회 등 500여명이 참제한 가

운데 추향을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시조님 향사는 오전 9시부터 

분정례에 들어가 전통 제례복식(초

헌, 아헌, 종헌, 축, 찬자)과 권택기

(前 국회의원, 現 특임차관)씨가 기

증한 룏수레룑로 오전 10시반부터 시

조님 묘소에서 권길상(權吉相) 부

산종친회장의 집례로 1시간에 걸쳐 

봉행되었으며 하산해 낭중공단소에

서 권혁기(權赫琦)씨의 집례로 낭

중공 향사가 1시간에 걸쳐 봉행되

었다. 이어서 능동재사에서 음복례

를 올렸으며 2013년도(癸巳年 春享, 

4월5일)의 시조 수임(都有司)은 권

춘식(權春湜, 87. 영주. 검교공파 33

世), 낭중공단소 단장(壇長)은 권성

달(權聖達, 79. 영덕. 부정공파 35世)

씨로 정하고 망기를 발송했다.

시조, 낭중공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시조 태사공 △초헌관 : 권덕수

(權德洙) △아헌관 : 권오수(權五秀) 

△종헌관 : 권용학(權容學) △축 : 권

영욱(權寧郁) △찬자 : 권길상(權吉

相) 이하 생략 ▣낭중공 △초헌관 : 

권기석(權奇碩) △아헌관 : 권영직(權

寧稷) △종헌관 : 권상룡(權相龍) △

축 : 권정택(權貞澤) △찬자 : 권혁기

(權赫琦) 이하 생략

2일 향사 전일(前日) 석전 대당회

는 오후 7시부터 능동재사에서 3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갑 사무

부총장의 사회로 개회하여 시조묘

소를 향해 망배, 상읍례에 이어 시조 

태사공 도유사 권덕수(權德洙, 83. 

부산. 복야공파 36世) 옹은 인사말

에서 오늘 권정달 총재를 비롯해 총

재단, 종무위원, 대의원, 15파종회장, 

지역종친회장, 지역청장년회장, 일

족 등이 추향제에 참례해 주어 감사

를 드리며 부족한 제가 시조님 수임

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능동재사 

주변 경관정비, 주차장 확장, 낭중공 

단소이설 등 권문의 성역공사는 그

간 오문 문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야 노심초사하고 

있는 권정달 총재님

의 큰 업적이 되고 있

으며, 명일 제향봉행

시에 조언을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낭중공 단장 

권기석(權奇碩, 81. 

안동. 별장공파 36世)

씨는 시조 태사공 도

유사의 인사말로 가름한다고 말했

다. 이어서 제유사 권기원. 기완씨

에게 권정달 총재가 임명장을 전달

하고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권씨 기

원 1083년이 되는 해로서 윤달이 있

어 추향제가 추운 12

월에 봉행하게 되었

으며, 특히 전국 각처

에서 온 참제원 여러

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다. 이제 안동권

씨가 대종원으로 통

합되어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대종

원 년중행사, 신년회, 

정기총회, 시굛아조 춘

추향사,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 

파종회장협의회, (재)능동장학회, 25

회 전국체전(영주) 등에서 많은 성

원을 바란다고 하였다.

 (2면에 계속)

始祖太師公굛郞中公 秋享祭奉行
시조태사공  낭중공 추향제봉행

임진년 12.1. 추향제 입제에 대당회가 열리고 있다(원내 좌. 권정달 총재, 우 권덕수 도유사 ) 2012. 12. 2. 태사공 추향에 권덕수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낭중공 추향 제례(안동시 서후면 능골에서)

권길상 찬자가 분정 호명을 하고 있다.(원내는 능곡회의 제물 봉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