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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대종원(총재 권정달)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총재단(總裁

團), 파종회장(派宗會長), 종무위

원(宗務委員) 60 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2013년도 종무위원회(宗務委

員會)를 개최하였다.

권순갑 제1부총장 사회로 국기

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등 상

례행사를 마치고 총재 인사에서 정

달 총재(總裁)는 가을 추수기 가사

에 분망함에도 문사를 위하여 참석

해주신 종무위원(宗務委員)여러분

께 감사(感謝)드리며 이제 다음달 

17일 시조(始祖)님 추향(秋享)에 

많은 족친(族親)들이 참제하여 숭

조(崇祖) 애족(愛族)의 마음을 갖

도록 여러분이 독려(督勵)해 주시

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총재

는 오늘 뜻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

는데 능동재사(陵洞齋舍) 주변에 

임야가 250 여 정보(町步)가 풍산 

류 씨와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

어 양쪽 모두 효율적(效率的) 활용

(活用)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1

차 협의(協議)를 하고 있으며 우리 

안동권문(安東權門)은 추진위원

회(推進委員會)를 구성(構成)하여 

대표를 선출하고 풍산 류 씨와 계

속 협의하여 분할하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종무위원(宗務委員)들

의 책무(責務)라고 하였다.

이어서 순갑 부총장은 지난 1년

간 대종원의 경과보고, 업무보고, 

협조사항을 발표하였다. 주요업무 

중 서울회관의 보수 및 방재공사

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청도 

토지는 등기상 허무인 명의로 되어 

자산 변동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

중 2개필지는 재판결과 대종원명

의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6개필

지는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다고 

하였다.

협조사항(協調事項)으로 파종회

장(派宗會長) 및 종친회장(宗親會

長) 교체시(交替時) 인적사항(人

的事項)과 사진1매를 대종원(大宗

院)에 통보(通報)하여 업무의 원

활을 기해 줄것과 대종원에서 선조

(先祖) 유적지(遺蹟地)를 취재하

여 종보에 게재하고 있는데 7개파

가 아직 연결이 안되어 미 발표된 

상태로서 2014년 마감할 예정이니 

파종회장님은 자기파의 선조(先

祖) 업적(業績)을 현창(顯彰)토록 

적극 협조(協調)해주시기 바란다

고 하였다.

끝으로 부의의안은 풍산류씨와 

공유지분(서후면 성곡리와 태장리

8개필지) 분할협의 추진위원회(推

進委員會) 구성(構成)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사무총장이 성곡리와 태

장리 소재 공유지분 지적도 262정

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토지분할협상 추진위원은 논의

한 결과 안동을 위주로 편성하기로 

하여 대파중에서 권혁승 추밀공파

회장, 권계동 복야공파회장, 권오

서 부정공파회장, 권오창 종파회장

과 권재주 안동종친회장, 권오수, 

권영한, 권길상, 권경웅, 권봉도, 권

오영, 권인탑, 권주연 부총재, 권기

덕 종무위원, 그리고 권순갑 부총

장으로 의결하였다. 점식 식사 후 

추진위원들은 안동사무소에 모여 

토의 끝에 권계동 상임부총재를 위

원장으로 하고 협상대표를 3인으

로 하자고 하여 권경웅, 권주연, 권

기덕씨를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였

다.

이에 앞서 기타토의에서 권용주 

부총재가 지난 6월 전례위원회 구

성에서 일부 부총재를 별유사로 지

명한 것은 모순이라 하여 편성된 

부총재와 파종회장은 전례위원회 

고문으로 하기로 하였다.

<사무총장 권경석>

2013년도 안동권씨 종무위원회의개최

△10월 22일 안동사무소에서 종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원내:권정달 총재)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會長 

權啓東)가 10월 3일 오전 11시 안

동시 태화동 부호장공파(副戶長公

派) 정자(亭子)인 일원정(一源亭)

에서 개최하였다. 안동권씨 15개 

파(派) 중에 13개 파종회장 및 부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

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었던 권정

달 총재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였

다.

정조공파종회장(正朝公派宗會

長)인 권인탑(權仁塔) 총무의 사

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 시조묘소망배(始祖

墓所望拜), 회장인사, 경과보고, 토

의안건 심의, 기타토의 등의 순으

로 진행되었다.

권계동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룕이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親睦)을 도모하고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며 문중(門中)의 

단합을 목적으로 오늘 다섯 번째 

모임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본회가 

보다 더 활성화(活性化) 될 수 있

도록 다함께 노력 하자룖하고 룕오늘 

일원정(一源亭)에서 협의회 총회

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식당 보다 다

른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는 

분위기(雰圍氣) 쇄신(刷新)과 우

리 권문(權門)의 유적(遺蹟)을 더

듬어 보는 두 가지 뜻이 있었다.룖

고 말하였다.

룕일원정(一源亭)은 호장공(戶

長公) 백시(伯時 : 9世)의 장자(長

子)는 수중공(守中公)이고 차자

(次子) 부호장공(副戶長公) 시중

(時中 : 10世)을 파조(派祖)로 하

는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의 도

회(都會) 장소(場所)이다. 이 정자

는 예손(裔孫) 간의 친목(親睦)을 

도모(圖謀)하고 효도(孝道)와 공

경(恭敬)으로 자손(子孫) 된 도리

(道理)를 다하기 위한 장소로 1935

년 창건(刱建)하여 약 80년이나 되

었고, 2006년 5월 중수(重修)를 시

작하여 2007년 봄 중수고유제(重

修告由祭)를 봉행(奉行)하였으며 

<일원정(一源亭)>이라고 한 것은 

물이 천 갈래 만 갈래 나뉘어져 흐

르나 그 근원(根源)은 하나이듯 우

리의 조상(祖上)도 하나라는 뜻이 

내포(內包)되어 있어 뜻이 있는 정

명(亭名)이라고 설명하였다.

룕2013. 4. 3(수) <색다른 비빔밥 

만드는 방법 재연>이라는 주제로 

안동시청(安東市廳) 권오엽 국장

의 부인 조선행(曺先杏)씨가 이 정

자에서 시연(試演)을 하였으며 그 

내용이 4월 20일 매일경제(MBN)

에 게재(揭載)되고, TV에도 방영

되었으며, 30여 년간 제사나 명절 

때 이 방법을 재연(再演) 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진미를 맛

보자룖고 하며, 룕앞으로 좋은 장소

가 있으면 회의장소로 추천해 주기

를 바란다.룖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기타토의 시간에 권병균(權丙

均) 부호장공파종회장은 농장(農

場)을 확장(擴張)하여 농사를 지으

며 능곡(陵谷)을 지키는 사람을 구

해야 한다.룖고 건의했다. 또 권인탑 

정조공파 회장은 룕대종원 안동사

무소가 안동종친회관에 세 들어 살

고 있어서 독립(獨立)된 대종원 안

동사무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협의회장은 룕농장(農場)

을 확장(擴張)하여도 재사(齋舍)

에 살면서 능곡(陵谷)도 지키고 농

사(農事)를 지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연구할 문제이며, 또 

독립된 안동사무소 설치 문제는 대

종원에 건의하겠다.룖고 밝혔다.

회의가 끝나자 부호장공파 부녀

회 권윤자 총무와 김분순씨 등 5명

이 정성들여 만든 점심용 비빔밥을 

내 놓자 참석자들은 수고한 부녀

회원들에게 룕고맙게 잘 먹겠다.룖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주변 경치가 아름답

고 시원한 정자에서 화기애애(和

氣靄靄)한 분위기 속에서 비빔밥

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다가 단체로 

기념촬영(記念撮影)을 한 후 해산

하였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부

호장공파에서 발간한 룗일원정(一

源亭)룘 책자와 타월과 우산을 선물

로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개최

지난 10월 6일(토) 오전11시 파주

시 탄현면 성동리 소재한 고려대전에

서는 제7회째 맞이하는 2013년도 고

려대제(高麗大祭)가 역대제왕. 충현

공신( 忠賢功臣)의 공훈을 추모하고 

통일을 기원하며 전국의 유관단체와 

각 문중 후손, 유림 등 500여명이 참

제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제례는 우관제 선양회이사

의 사회로 차화준(車和俊)총재의 인

사가 끝난 후 전재환 부총재가 대전

(大殿)내당 태조왕건 신성대왕(神聖

大王)영정을 향하여 대제추도문으로 

룕영령(英靈)이시여! 천도지상(天道

之常)의 이륜(彛倫)을 쫓아 불이신직

(不二臣職)의 도리를 갖추었나니 후

세의 의(義)로운 성예(性裔)들은 고

려역사를 수(繡)놓은 현신열사(賢臣

烈士)들의 덕업을 현창하고, 정충대

절(精忠大節)로 신명을 다 바치신 승

국제현(勝國諸賢)의 배사(配祀)를 

위하여 천만예손(千萬裔孫)은 송악

산 푸른빛이 한강수와 협화(協和) 하

는 고려대전 전당에 왕위 34위(位), 

충. 현공열사(忠. 賢功烈士)356位의 

존령(尊靈)을 배향하고 예제(禮齊)

를 갖추어 계사년(癸巳年) 추계대제

를 64개(個) 성씨(姓氏), 240個 대소

문중 예손(裔孫)이 천신(薦新)하나

이다.룖 라고 고(告)하였다.

이어 김면기 집례씨의 집례로 영신

례(迎神禮)로부터 신나례(晨祼禮)순

으로 제례의식을 진행하였다.

왕위의 헌관 분정은 초헌관(初獻

官) 윤후덕 파주시 지역국회의원, 아

헌관(亞獻官) 박찬일 파주시의회의

장, 종헌관(終獻官) 진종설 (前)경기

도의회의장, 태축(太祝) 정현택씨가 

하였다. 전당 내 봉안(奉安)된 권문

(權門)선조위패 안치(安置)는 전당

(殿堂)내 중앙 태조왕건 영정으로부

터 서배향위 맨 앞열 6위(位)부터 배

열되어있다. 

6位에 시조(始祖)태사공. 삼중대광

태사안동권행선생(三重大匡太師安

東權幸先生) 7位에 13世 도첨의사사

영가군국제공안동권보(都僉議司事

永嘉君菊齌公安東權溥), 8位에 14世 

도첨의정승정헌공안동권재(都僉議

政丞正獻公安東權載), 9位에 14世 좌

사동사복제안동권정(左司諌思復齊

安東權定), 10位에 15世 동지밀직사

사안동권중귀(同知密直司事安東權

重貴), 11位 15世 상호군영가군공안

동권상좌(上護軍永嘉君公安東權上

佐)등 고려제국의 성. 충현공으로 시

조 태사공은 권혁승 대종원상임부총

재가 헌관으로 봉향하였다. 

<권범준 홍보부장>

지역종친회장

협의회(협의회장 

권길상)는 지난 

10월 16일 2013년

도 남부지역회의

를 경남 진주시

에서 14명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

하였다.

권영갑 간사

(수원종친회장)

는 성원보고와 

상례행사를 마치

고 권길상 협의

회장은 인사말로 

애국충정어린 유

서깊고 수려한 

진주에서 경남지

역 종친회장협의

회를 갖게 된 것

을 기쁘게 생각

하며 종친회 조직이 대종원을 중심으

로 지역단위로 결성하여 근본을 잊

지 않으며 이제부터 묘사(墓祀)에 들

어가는 바쁘신 시기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하고, 이러한 모

임이 지역 간 유대를 공고히 하고 제

반 일들은 선도적 입장에선 우리들의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명년 3

월에는 총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

정이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

기 바란다고 하였다.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였으

며 권호준 대전종친회장은 명년 청장

년 체전은 뿌리공원에서 족친 화합의 

잔치를 계획하고 있으니 종친회에서 

적극 참석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기타토의에 들어가 시, 아조 춘추

향사 헌관배정에 의문을 제기하여 사

무총장은 안동에 전례위원회가 구성

되어 희망자는 향사 1년 전부터 신청

을 받는데 수임은 80세 이상으로 제

례절차를 숙지하고 신체적 건강한 분

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례로 

향사 비용을 헌성해 왔다고 하였다.

점심은 뷔페로 하고 식후 진주성 

촉석루를 관람한 후 논개의 의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해산하였다.

이날 회장단은 권길상 협의회장, 

권경석 대종원사무총장, 권호준 부회

장, 권영갑 간사, 권태형 마창종친회

장, 권태경 밀양종친회장, 권재호 산

청종친회장, 권종열 진주종친회장, 

권화성 창령종친회장, 권순종 통영종

친회장, 권중현 함양종친회장, 권동

술 합천종친회장, 그리고 권임호 부

산종친회부회장, 권용섭 부산종친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종친회장협의회>

고려대전 대제봉행(大祭奉行) 지역종친회장협의회

경남지역회의

△파종회장 협의회 회의를 일원정에서 개최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파종회장협의회 회의에서 권계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려대제에서 권혁승 대종원 상임부총재가 헌관으로 영신례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10.16 권길상 회장이 지역종친회장협의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10.16 진주성 촉석루에서 경남지역 종친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日    時 : 2013년 11월 17일(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場    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大堂會 : 2013년 11월 16일(토) 오후7시

※버스대절해 오시는 문중은 안동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02-2695-2483/4(대종원사무소)    054-854-2256(안동사무소)

2013년 11월1일

始祖 太師公굛郞中公 秋享祭 案內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 正 達

太師公.郞中公 秋享祭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追遠報本의 精誠으로 많이 參祀바랍니다.

대전시 지정 대표축제에 이어 대

한민국 룗유망축제룘로 재 선정 되도

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5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지난 10월 11~13

일 대전중구침산동산 34 뿌리공원 

잔디 광장에서 연인원 200,0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대전효문

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 3

대(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효 세상!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

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장수마을 

만성교앞에서 한국의 286성씨 중 

120개 문중이 성씨기(姓氏旗)를 선

두로 3,000~4,000여 명이 각 문중의 

긍지와 우수성을 알리는 웅장한 문

중퍼레이드에 우리 안동권씨 문중

에서는 권호준 대전종친회장 및 족

친 100여 명이 도복을 입고 참석하

여 권율장군 영정, 권씨의 유래, 자

랑, 유적소개 피켓(9개)를 들고 입

장해 문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

다. 이어 개막행사에 들어가 퓨전

음악 축하공연이 울려퍼지는 가운

데 영상물 상영, 내빈소개, 효행상

수여(구청장), 박용갑 대전중구청

장의 환영사, 국회의장, 염흥철 시

장의 축사 등이 있었다.

MBC 孝콘서트, 뿌리효세족식, 

孝백일장 등 60여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다. 금번행사는 효

문화마을, 뿌리공원일원, 족보박물

관, 수변무대, 국궁장 일원으로 행

사장을 폭넓게 확대하는 등 행사장 

전체를 효 학습장으로 구성하였으

며 청소년부터 중년, 노년층에 이

른 모든 세대가 참여하여 孝를 체

험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한

마당 잔치가 되기도 했다. 우리 권

문에서는 孝체험행사로 족보 찾아

주기, 권씨의 자랑 홍보 등을 해서 

실효를 거두었으며, 명년(2014년)

에는 서예가를 초청해 룗가훈써주

기룘, 룗족보찾아주기룘 등을 기획키

로 했다.  <권오복 편집위원>

제5회 대전孝문화뿌리축제 개최

△안동권씨 성씨기를 들고 대전종친회 족친들이 도복을 입고 문중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으며, 

원내는 권율도원수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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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