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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야공파 評理公굛文坦公굛宗正公 추향 봉행

추향제를 후손 30여 명
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
제를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
여천군:▲초헌관:권도연
▲아헌관:권혁철 ▲종헌
관:권순무 ▲축:권영대
▣상주목사공:▲초헌관:
권순무 ▲아헌관:권영식
▲종헌관:권영조 ▲축:
권영대
이어 11~10代祖, 15代
▲복야공파 15世(휘 季容) 여천군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祖 묘소에서 오후 1시30
지난 음 10월7일 경북 예천군 지보면
분까지 추향제를 봉행했다.
<권혁세 기자>
신풍리 화봉산 복야공파 15世(휘 季容),

▲복야공파 12世(휘 頙) 評理公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음 10월 2일 오후 2시, 후손 120여
명이 참제한 가운데 예천군지보면신풍리
화봉산에 있는 복야공파 12世(휘 頙) 評
理公, 13世(휘 漢功) 文坦公, 15世(휘 嗣
宗)宗正公,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복야공파 15世(휘 季容) 여천군 16世(휘 綏) 목사공 추향봉행

음복례를 올렸다.
이날 집사분정은 ▲초헌관:권오열 ▲아
헌관:권길상 ▲종헌관:권혁기 ▲집례:권
혁창 ▲독축:권갑현 ▲알자:권영욱
<권혁세 기자>


16世(휘 綏) 묘소에서 오전 11~12시까지

부정공파 27世(휘 文斗)淵翁公 추향 봉행
문두

연옹공

추밀공파(樞密公派) 저계(紵系) 묘원건립

▲부정공파 27世(휘 文斗)公의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추밀공파 저계종중에서 김포에 저계 묘원건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밀공파 저계 종중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추밀공파 저계묘원을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에 종중묘원을 건립하였다.
계조(系祖)인 역승공 휘(諱) 저(紵)는 17
세이고, 충정공(忠靖公) 휘(諱) 고(皐)의
증손(曾孫)이다.
원래의 묘소는 서울 금천구 독산(禿山)
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 후손의 묘소
도 선영(先塋) 아래에 두었으나, 1966년
에 서울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묘지를 경
기도 김포군 검단면으로 이장하였었다.
그런데 이 지역이 1995년에 인천에 편입

되었고, 2000년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2012년에 김포시로부
터 묘지설립허가를 받아서 새로이 안동
권씨 추밀공파 저계묘원을 설립하게 되
었다. 이 묘원에는 태사공후 17세 휘 저로
부터 27세에 이르는 27위의 선조를 이장
하여 봉분을 만들고, 아울러 그 후손은 납
골(納骨)할 수 있는 납골함 1500개를 별
도로 마련하고 이장절차를 마쳤다.
<권중달 소장>

응남

용

이날 집사분정은 ▣22世:▲초헌관:권영
일 ▲아헌관:권기룡 ▲종헌관:권찬규 ▲
축:권혁조 ▲집사:권순복, 순학 ▣23世 ▲
초헌관:권기현 ▲아헌관:권태환 ▲종헌
관:권우석 ▲산신헌관:권영탁 ▲축:권오
<권혁세 기자>
탁

▲정조공파 22世(휘 응남)공의 추향, 고유제를 봉행하고 있다.

집사분정은 ▣연옹공:▲초헌관:권기종
▲아헌관:권직묵 ▲종헌관:권오중 ▲축:
권영억 ▣父子分굛孫의 묘소▲초헌관:권
기종 ▲아헌관:권오중 ▲종헌관:권오홍
<권혁세 기자>
▲축:권영억 

족보이전의 가계기록, 안동권씨족도


▣

조선전기의 족도와 가계기록
문헌에 나타난 족도

정조공파 22世(휘 應男), 23世(휘 鏞) 公 추향 봉행
지난 음 10월2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
기동 천휴정 서쪽 정조공파 22世(휘 應
男), 23世(휘 鏞) 公의 묘소에서 후손 70
여 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제를 봉행했
으며 이어 정오(12시)에 고유제를 봉행했
다.

지난 음 10월12일 오전10시, 안동시 와
룡면 가야리 부정공파 27世(諱 文斗)淵翁
公 묘소에서 후손 27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제와 이어 27~28世位의 父子分, 孫의
묘소에서 제향을 봉행했다.

족도는사문서인동시에 국가적으로 개
인의 가계와 혈통을 말해주는 공적인 신
원증명서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그래서
1412년(태종10)에 비록 본종本宗이 아니
라 하더라도 족친族親이라 범칭하고, 그
족도를 연접한다고 하거나, 1440년(세종
22)에 종부사宗簿寺에서 사조四祖의 자
손이라 칭하고 사사로이 족도를 만든다
고 할 정도로, 족도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사로이 제작할 수 었었다. 1453년(단종
에도 족친이 아닌데도 소송한 노비를 얻
기 위해 족도와 천적賤籍을 거짓으로 만
들어 고한다고 하였고, 1476년(성종7)에
는 이러한 송사가 많이 발생하자, 국가에
서 이를 증빙하는 방법으로 족도를 만들
게 하였다.
그리고 족도는 개인의 출자와 세계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16세기까지 소규모
의 내외친족 가계를 장지나 두루마리 형
태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의 룏묵재일기룑에 족도족자族
圖簇子를 가지고 보여주었다거나, 룏미암
일기룑에 유희춘柳希春(1513-1577)이 족도
를 보고서 상대방과의 촌수를 파악하였
다는 것에서 그 족도의 활용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의 족도인 룏해주
오씨족도룑도 오희문吳希文(1539-1613)의

최 순 권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룏쇄미록룑에서 룏선세족도先世族圖룑 표기
되는데, 이를 빌려다가 한부 더 필사하게
하였다고 하며, 후에 이를 기반으로 족보
를 졔작하였다고 한다.

최고 및 현존하는 족도의 사례
■

강릉김씨족도

현재 기록상으로 알려진 최고의 족도는
룏강릉김씨 족도룑이다 1565년(명종20) 룏강
릉 김씨 을축보룑서문에 의하면, 고려 지
정 연간(1341-1367)에 외손 이거인李居仁
이 만세사萬世祠에 봉안되어 있던 명주군
장 김주원金周元의 세계를 룏강릉김씨왕
족도룑라 칭하고, 김알지에서부터 신라, 고
려에 이르는 세계도를 편제하여 강릉부사
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476년(성
종 7)에 외손 이신효李愼孝가 강릉부사로
부임하여 왕족도가 훼손됨을 알고서 새로
베끼어 강릉부사府司에 보관하였으나, 임
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고한다.
또한 그 범례에는 족도의 형식과 내용
이 나오는데, 친손과 외손을 구분하지 않
고 모두 기록하였으며, 족보에서 처럼 정
간井間을 지어서 기록하지 않고 단지 계
보만을 알 수 있도록 붉은색 계선으로 지
파를 구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
계 방식은 현존하는 조선 초기 족도와 같
으나, 계보를 붉은색 계선으로 표시한 것
은 룏안동권씨족도룑와 같다.
■ 해주오씨족도
현존하는 최고의 족도는 1401년(태종

正朝公派大邱派親會 定期總會
정조공파대구파친회는 12월12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총
회를 개최 하였다.
始祖墓所에 대한 망배에 이어 오덕(五
德)회장의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고 모
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감사를 드리
며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열심히 참석해
주어 파친회의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
부한다는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지난 한 해에 개최한 행사에 대한
평가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차기임원

선출에 들어가 현 회장(五德)을 만장일치
로 다시 추대하였으며 현 임원들도 모두
유임하기로 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을 토
의 결의하는 한편 전 회원이 파친회 발전
에 전심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 하였다.
▣ 신임임원명단
▲고문 權五潤 ▲고문 權寧卓 ▲회장 權
五德) ▲부회장 權赫寅 ▲감사權世賢 ▲청
년부장權寧極 ▲자문위원權寧日 ▲자문
위원權五三 ▲자문위원 權在錫 ▲자문위
원 權정순 ▲총무 權赫相 <권혁상 총무>

대사성공(諱 悰) 수도(서울굛경기) 종친회
운영위원 회의 개최
10월 26일 강
릉 통일공원에
서 있었으며 강
릉시는 국가안
보 및 나라 사
랑 정신을 계승
하고 권 장군의
투철한 군인 정
신과 빛나는 전
공을 후세에 널
리 알리기 위해
국비로 건립되
▲대사성공 서울굛경기 종친회가 서울 송파소재 회관에서 운영위원 회를 개최하고
었다룖고 말했
있다.
다.
대사성공(諱 悰) 수도(서울굛경기)
權寧常 감사는 부친인 故 권태순 장
종친회(회장 權五實)는 지난 11월29일 군 동상제막식에 일가분들께서 추모
오후 18:00경에 서울 송파구 소재 식당 하여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에서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는 인사를 하였다.
權承容 총무의 사회로 권오실 회장
이어서 총무의 경과보고 및 결산보
은 인사에서 룕수도종친회는 2004년도 고와 기타 토의에서는 權純鎬, 權純應,
에 창립하였으며 강릉에 뿌리를 두고 權寧翼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權泰甲,
있으며 앞으로 일가 어른 분들과 운영 權五瑨, 權昌俊을 운영위원으로 선출
위원 분들이 시제에 참여하면 조상님 하였다. 그리고 2013년도 정기총회 일
을 숭상하는 마음이 생기고 조상을 모 자를 2월 중순경으로 잠정 결정하였으
시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게 되며 종친 며 문중 발전과 제반사를 토의한 후,
회가 발전을 하며면 많은 관심을 가져 회의를 마쳤고 만찬은 權大赫 운영위
야 하겠다룖고 말했다. 그리고 룕6굛25 전 원이 제공했다.
<권승용 총무>
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운 (故)權泰順 장
군님을 추모하는 동상제막식이 지난

1)오선경吳先敬이 작성한 룏해주오씨족도
海州吳氏族圖룑로 알려져 있다. 이 족도에
는 해주오씨를 중심으로 이들과 혼인관
계에 었었던 장흥임씨長興任氏, 경주김씨
慶州金氏, 수원최씨氷原崔氏, 여흥민씨驪
興閔氏, 행주기씨幸州奇氏 등의 가계가
세로 115.0cm,가로 ll2.0cm 크기의 장지壯
紙 한장에 기록되어 있다.
족도의 중심을 이루는 해주오씨는 1세
오인유吳仁裕에서 9세까지의 계보가 수
록되어 었는데, 1세에서 5세까지는 단선
적으로 장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6세
부터는 내외자녀 관계를 포괄하여 기재
하였다. 기재 방식은 출생순에 따라 아들
은 장자長子,2자, 3자, 4자 등으로, 딸(사
위)은 순서에 따라 기녀幾女 등으로 표기
되거나, 서壻 또는 여자女子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각 인물의 주기는 출생순에
따른 차서次序, 관직, 이름만 기록되어 있
다.
이 족도는 팔고조도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즉 여러 성씨로부터 시작하여 친
손 및 외손으로 이어지는 세대의 반복 결
과 해주오씨와 연결되고, 여기에서 다시
해주오씨의 자손으로 연결되는 형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승吳昇의 팔고조도에
근거하여 본가 오인유吳仁裕, 진외증외가
민지閔志寧, 외가 최루백. 외증외가 김유
신金有臣의 외가 최단崔端의 가계가 기
재되고, 오승 처의 팔고조도에 근거하여

본가 김봉모金鳳毛, 중외가 민식閔湜. 진
외가 기수전奇守全, 외외가 임원후任元厚
의 가계가 기재된 것이다.
■ 여주이씨 독락당 소장 족도
족도라는 명친과 형식으로 현전하는 또
다른 족도사례로는 16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주이씨 독락당 소장
룏여주이씨세계룑, 룏경주이씨족도룑, 룏경주
손씨족도룑, 룏안동권씨족도룑인데, 낱장으
로 되어 있다. 룏여주이씨세계룑명칭은 없
지만 조선초기 족도와 같이 내외자손을
출생순으로 이름 및 직함만 기재한 것에
서 족도로 보여진다. 즉 시조 이세정李世
貞에서 5세 이윤방李允芳까지는 단선으
로 도식하였고, 이윤방의 아들 이춘언李
春彦부터는 그의 5형제 내외자손들을 수
록하였다. 이 5형제 중 5자 이권李權은 이
언적李彦迪(1491~1553)의 고조로, 이권의
자손은 별도로 작성하기 위해 생략되어
있다.
이밖에 족도로 명칭된 룏경주이씨족도룑
및 룏경주손씨족도룑와 연접된 룏안동권씨
족도룑가 있는데, 이들은 이언적의 외가
에 해당한다. 즉 경주이씨는 이언적의 진
외가로, 진외고조 이선李瑄의 내외자손이
기재되어 있다. 이 족도의 경우 룏경우이
씨족도룑라는 표제 이외에, 족도 안에 이
수회는 룏여주이씨족도룑를, 손중돈은 룏손
씨족도룑를 참조하라는 글이 적혀 있다.
(다음호에 계속)

서울산악회 산행 겸 신년회 안내 (제219차)
■ 일ㅤㅤ시 : 2013년 1월 20일 오전 10시(매월 셋째주 일요일)
■ 집결장소 : 지하철 수락역 ①번출구
■ 등 산 지 : 수락산
▲ 회장(권영석) : 011-207-6549, 02)453-6549 ▲ 사무국장(경탁) : 010-3796-4047, 02)963-5222
▲ 등반대장(오준) : 011-718-4204, (오익) : 011-205-6134
※ 준비물 : 간식, 물, 산행 필수장비, 물컵
※ 신년회 모임장소 : 육해공식당(02)951-1233 오후 1시30분) 7호선 수락역 ⑤번출구 직진 250m 맞은 건너편.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ankwonsmm입니다.

2013년 1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ㅤ회장 권 영 석

대표이사

권성률

(39. 인천. 추밀공파 제간공계. 35世)

C.P 010-6325-7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