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2013年 5月 1日(수요일)

시조굛낭중공 춘향제 봉행
始祖굛 郎中公

△ 4.5 한식일 시조 태사공 춘향제를 올리고 있다.(초헌관 권춘식 수임)

지난 4월5일 오전 10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천등산록의 시조 태
사공 묘소에서 부산, 서울, 안동,
영주, 대전, 대구, 의성, 광주, 영천,
영해, 경주 등에서 200여명이 참제
한 가운데 춘향제를 엄숙히 봉행했
다.
이날 시조님 향사는 오전 9시부
터 분정례에 들어가 전통제례복식
(헌관)으로 입고 안동능곡회 회원
의 수레 제물봉송으로 오전 10시에
시조님 묘소에서 권영무씨의 집례
로 1시간에 걸쳐 봉행하였으며 하
산해 낭중공단소(서후면 성곡리
392)에서 권오창씨의 집례로 1시간
에 걸쳐 봉행하였다. 이어서 능동
재사에서 오는 추향에 시조 태사공
도유사는 권홍섭(權洪燮 83 서울굛
34世굛복야공파)씨와 아시조 단장
수임은 권오수(權五秀 81 안동굛35
世굛복야공파)씨로 정해 망기를 발
송했다.
시조굛아시조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시조 태사공 : △초헌관:권춘
식(權春湜) △아헌관:권석우(權錫
宇) △종헌관:권기덕(權奇德) △
집례:권영무(權寧茂) △대축:권영
달(權寧達) △진설:혁승(赫昇), 도
혁(度爀), 정휘(正暉), 영창(寧昌),
태강(泰康), 재주(在珠) △봉향:오
주(五珠), 호규(琥奎), 혁성(赫性),
△봉로:영종(寧宗), 영숭(寧崇), 영
진(寧鎭) △봉작:오장(五將), 종항
(鍾恒), 기용(奇龍), 중덕(重德),
용복(容福) △전작:동일(東一), 시
혁(時赫), 용호(容浩) △사준:순원
(純源), 오선(五瑄), 부득(復得),
경섭(慶燮), 오익(五翼), 영택(榮
澤) ▣시조 재유사 : 혁성(赫性),영
종(寧宗),영숭(寧崇),호규(琥奎),
영진(寧鎭),종항(鍾恒),기진(奇進)
▣ 낭중공 : △초헌관:권성달(權
聖達) △아헌관:권영욱(權寧郁) △
종헌관:권기덕(權奇德) △집례:권
오창(權五昌) △대축:권기렬(權基
烈) △진설:성용(聖容), 호준(鎬
俊), 병균(丙均), 대승(大昇), 중

원(重元), 인탑(仁塔) △봉향:오탁
(五琸), 호량(琥亮), 영식(永植) △
봉로:영탁(寧卓), 여환(汝煥), 오
권(五權) △봉작:오석(五錫), 기현
(奇現), 태직(泰直), 오경(五敬),
택기(宅基), 대균(大均) △전작: 기
식(奇植), 기완(起完), 오익(五翼)
△사준:양호(良浩), 오진(五進), 영
복(寧福), 충근(忠根), 기진(奇進),
혁철(赫轍) ▣아시조(낭중공) 재
유사 : 용복(容福),시혁(時赫),용호
(容浩),순원(純源),오선(五瑄),부
득(復得)
4일 향사 전일(前日) 대당회는
오후 7시부터 능동재사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경석 사무
총장의 사회로 개회하여 시조묘소
를 향한 망배, 상읍례가 있었다. 이
어 권정달 총재는 △신임 종무위원
: 권혁기(權赫琦굛봉화), 권박원(權
泊遠굛대전) △신임 대의원 : 권오
수(權五洙굛안동), 권호량(權琥亮굛
예천)씨에게 선임장을 수여하였
다. 이어서 시조 태사공 도유사 권
춘식(權春湜굛87굛영주굛33世굛검교공
파굛2012년도 한국방송통신대 최고
령 대학졸업)씨는 인사말에서 시
조 태사공님의 도유사로 제향을 봉
행하게 되어 감개무량하게 생각하
며, 룏적선지가 필유여경룑의 정성된
마음으로 봉행하겠다고 말했으며,
낭중공 단장 권성달(權聖達굛80굛영
해굛35世굛부정공파)씨는 우리 모두
는 후손된 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춘향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자
고 말했다.
다음 권정달 총재는 오늘 화창한
봄 날씨에 원근 전국 각처에서 오
신 참제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
며 지난 대종원 신년회, 전국지역
종친회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대
종원, 지역종친회, 지역청년회 간
에 상호 유대강화와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4월28일 영
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행사에
해외(일본 오사카굛동경)팀도 참가
한다고 하오니 우리 모두 적극 협
조굛격려해 훌륭한 체전행사가 될

春享祭

△ 4.5 한식에 낭중공 추향제에서 독축을 하고 있다.(초헌관 권성달 단장)

△ 4.4 대당회에서 권정달 총재는 영순 영주청년회장에게 전국체전행사 격려금을 수여했다.

수 있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능동
재사 주변에 둘레길 조성, 특히 하
회 유씨와 협의하여 공유지분 45만
평을 분할하여 개발을 추진하도록
연구하고 능골의 성역화를 구상하
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창 영주종친회장이 25
회 체전행사 안내 공지와 권문의
중흥을 위해서 많이 참석해 달라고
요망했다. 권계동(본원 상임부총
재굛복야공파종회장)씨의 世와 代
한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권용기 대전청장년
회장은 2014년도(제26회) 대전에
서 개최될 체전행사에 대한 인사와
권중순 부회장이 뿌리공원(개최장
소)에 대한 설명과, 장소가 공원인
관계로 행사 명칭을 룏권문단합대
회룑 또는 룏권문의 날룑 행사로 하는
가굛부간의 결정을 4월28일 영주체
전에서 열리는 전국청굛장년연합회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키로 했으며,
사무총장이 능동 춘향 제수성금을
발표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어 18개 청장년회 임원단이 참
석한 가운데 청장년연합회 회의에
들어가 권정달 총재의 인사와 격려
금 전달이 있었으며 권영순 영주청
장년회장의 인사에 이어 권오국 체
전준비위 사무국장이 오는 4월28일
(日) 오전 10시,제 25회 전국체전행
사는 30개 팀에 2,5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된다고 말했으며 권영순 영주
대회장의 진행으로 전국청굛장년회
장단 회의를 열어 전국체전 2016년

(午食)을 마친 후 부터 권혁근 운곡
서원 운영위원장의 제전준비에 의
해 집사 분정 사서로부터 향사에 진
설 할 감생(監牲)의식과 이어 경덕
사 사당 앞에서 제집사가 모여 사축
(寫祝)의식 절차가 끝난 후 간식으
로 술상이 배상한 후 석식 개좌 한
후 진설준비와 제물차림을 모두마
치고 초정일인 새벽 축시를 기해 제
헌관이 모두 좌정되어 권오식 찬자
에 의해 권순국(純國) 초헌관을 인
도하여 진설준비를 점검으로부터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순으로 시조
님과 동배 죽림공 이어 서배 귀봉공
순으로 삼헌관(三獻官)의 헌작이 있
었다.
이날 제례헌관은 초헌관 권순국

개최지 결정건을 협의키로 했다.
▣능동춘향 제수성금 명단
△권춘식(시조 도유사);300만원
△권성달(아시조 단장):50만원 △
대전참의공종중:30만원 △전국지
역종친회장협의회:30만원 △권영
진(강릉. 재유사):30만원 △권영
달(산청):30만원 △권영(안동):30
만원 △대구종친회:20만원 △권부
득(제천.재유사):20만원 △부정공
파종회(영해):20만원 △부산종친
회:20만원 △권기덕(대구):20만원
△아래 각 10만원:권호규(풍산.재
유사),권혁성(포항.재유사), 권용
호(경주.재유사),권영종(영해.재유
사),권영숭(영해.재유사),추밀공파
대종회,권기진(대구.재유사),권재
주(안동),권오경(안동),부호장공파
종친회,추밀공굛목사공파종회,부산
청년회,광주종친회,대전청년회,능
곡회,권기덕(안동),권오권(안동),
울산청장년회,권영창(영주),청주
청장년회,복야공파종회,영천종친
회,영주청장년회,서울청장년회,창
원장년회,대구장년회,대구개인택
시종친회,권세원(안동),부산장년
회 △아래 각 5만원:권태강(서울),
권영각(음성),권순원(영해),권영
무(영천),권순관(대구),권주연(안
동),권용주(안동),안양청장년회,권
미영(서울),권영기(영주),권기열
(영주),권숙자(대구),권중열 합계
9백55만원
<기사:권오복편집위원, 사진:권범
준 기자>

△4월 11일(음력 3월 초정일 축시)운곡서원 제향(좌상 시조 태사공 배위 권순국 초헌관, 이정환 대
축이 초헌례 축을 고하고 있다.)

(좌윤공파, 37世, 귀봉공14세후손,
현 운곡서원 원장), 아헌관 손국익
(경주, 향교), 종헌관 정태권(안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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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회장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派宗會長協議會

臨時總會 開催

奉行

운곡서원(雲谷書院)춘향
지난 4월11일(음력:3월 초정일 初
丁日)축시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旺
信里) 운곡서원 경덕사(景德祠) 사
당에서 시조태사공(始祖太師公), 태
사공18세손 죽림(竹林)권산해(權山
海), 22세손 귀봉(龜峯)권덕린(權德
麟)등 배향 제례를 엄숙히 봉행하였
다.
이날 제례 참제원은 서울 대종원
을 비롯 전국 각지 경기 양주, 충청,
대전, 안동, 부산, 지역 등 그리고 인
근 대구, 경주, 안강, 영일, 포항 등
지의 죽림공, 사정공 후손과 지역일
대(경주, 안강) 안동권씨 청. 장년회
50여명, 지역유림 포함 총 1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전일 오전 11시부터
제관이 입소하여 배상을 받고 오식

權氏 紀元1084年

☎ 대표 (02)2695-2483~4 WWW.ANDONGKWON.ORG 종보보급소 070-8866-2480

동, 유림), 집례 이진우, 대축 이정환
(경주, 유림)등 이다.
<3면에 계속>

지난 3월 28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소재 장자방에서 각 파종
회장과 부회장 30여 명이 참석하여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派宗會
長協議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
던 권정달(權正達)총재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정조공파종회장
인 권인탑(權仁塔)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식순에 따
라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망
배(始祖墓所望拜), 열선조(列先祖)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상읍례
(相揖禮), 회장인사, 경과보고, 부
의안건(附議案件) 협의 등의 순으
로 진행되었다.
권계동(權啓東) 협의회장은 인
사말을 통해 룕본회의 목적은 숭조
이념(崇祖理念)을 확립(確立)하고
본회의 발전(發展)과 회원 상호간
의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여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며
문중(門中)의 단합(團合)을 목적
으로 하는 것.룖이라고 강조하며 앞
으로 본 협의회가 활성화(活性化)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 3.28 파종회장협의회를 안동에서 개최하고 기념촬영하였다.(원내 : 권계동 파종회장 협의회장)

협의회는 의안 상정으로 회칙 제
3조(조직)의 [본회 회원은 안동권
씨의 15개 파종회장과 각파종회장
이 추천(推薦)한 부회장 <1명으로
구성한다.>를 <2명 이내로 구성한
다.>]라고 개정하였다.
이어서 본회 기금운용(基金運
用) 방안, 각 파별 파보관리위원
(派譜管理委員)을 선정(選定)하여
족친들의 문의에 회답하며 파보에
누락된 파종원의 등록업무 등, 시
조(始祖) 및 낭중공(郎中公)의 춘

추향사(春秋享祀) 시 역할(役割)
을 할 족친추천(族親推薦), 기타토
의 순으로 여러 가지 안건에 관하
여 진지한 협의가 2시간에 걸쳐 진
행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회원 모두는 그
자리에서 불고기를 곁들어 점심식
사를 하며 화기애애(和氣靄靄)한
분위기 가운데 식사를 끝내고 회원
전원이 단체로 기념촬영(記念撮
影)을 하고 해산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전국 지역종친회장협의회 임시총회

△3.25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총회를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개최하였다.(원내 좌. 권정달 총재,
우. 권길상 협의회장)

지난 3월 25일 11시 30분 전국지
역종친회장협의회(全國地域宗親
會長協議會-회장 권길상)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대종원회관 인근
에서 지역종친회장 40 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영갑 간사(수원종친회장)은
성원보고를 하고 국민의례와 시조
태사공께 망배와 상읍례 후 이어서
그간 교체된 종친회장 10 여인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마련
하고 권길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
서 바쁘신 가운데 불원천리하고 참
석하신 전국지역종친회장님께 감
사하며 권문의 수장이신 권정달 대
종원총재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
고 종친회 임원개선으로 처음뵙는
회장님께도 축하와 각별한 인사를
드린다고 서두하고 협의회가 발족
한지도 1년 반이 되면서 자주 만나
회포를 푸는 기회를 만들어 각기
지역의 실태와 고충을 교감하여 정
보를 공유코져 하였으나 미진한 점
이 있었다고 하였다.
한 지역의 종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
며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지역종
친회를 활성화하는데는 임원구성
(任員構成)에 있어 현실감각(現實
感覺)이 뛰어나고 종친애(宗親愛)
에 불타는 인재 발굴이 관건이며
종친회(宗親會) 산하(傘下)에 상
시교류 친목모임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역종친회 상호간에
행사시 축하교류와 유적지 순례 등

을 적극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의
견을 내놓고 전국에 종친회 설립이
안된 불모지가 상당히 있는데 남은
임기동안 대종원과 협의하여 시도
하겠으니 지역회장님께서 힘을 싫
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대종원 권정달 총재는 1
월 신년 인사 후 지역회장님들을
만나니 반가우며 권길상 협의회장
이 원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
을 활발히 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하
며 4월 5일은 시조님 춘향제가 있
는데 낭중공단소를 이단한 이후 참
제객이 증가하고 있어 숭조의 마음
이 깊다고 하였다.
능동재사는 주변에 둘레길이 조
성되어 팔각정이 생기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할 계획이며 특히
하회유씨와 협의하여 공유지분 45

만여평을 분할하여 개발을 추진하
도록 연구하고 능골의 성역화를 구
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종친회장 모임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청장년회를 대의원에 편
입시켜 종친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기타토의에서 길상회장은 종친
회장 협의회 정기총회를 봄에 개
회하고 지역별 모임을 중부권, 남
부권, 경북권으로 나누어 갖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앞으로 1년
에 총회 1회 지역회의 3회를 갖기
로 하였다.
끝으로 권영창 영주종친회장이
청장년체전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하고 폐회하였다.
오찬은 장어구이로 하면서 화기
애애한 가운데 담소를 나누었다.
폐회 후 길상회장이 양말과 타올
을, 영창회장이 우산을 1점씩 증정
하였다. 총회참석회장은 다음과 같
다. [권충화(광주), 영주(금천), 호
준(대전), 태형(마창), 혁기(봉화),
길상(부산), 인호,재호(산청), 병국
(상주), 선출,상원(성남), 영돈(광
진), 영갑(수원), 준표(순천), 재주
(안동), 영하(영등포), 영창(영주),
영성,순석(영천), 육만(예산), 영
학(예천), 희성(아산), 영순(용인),
오영(울산), 오열(의성), 용근(전
주), 영수(제천), 화성(창녕), 기택
(청주), 순종(통영), 중현(함양),
<편>
동술(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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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