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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 太師公굛郎中公 秋享祭奉行
시조 태사공

낭중공

추향제봉행

△11.16 석전 대당회에서 권홍섭 수임과 권정달 총재의 인사
△시조태사공 추향에 초헌관이 초헌례를 올리고 있다.

지난 11월17일 오전 10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천등산록의 시조 태
사공묘소에서 부산(관광버스 2대),
대전, 안동, 서울, 대구, 영주, 포항,
예천, 상주, 전주, 광주, 안양, 안동
부녀회, 지역청년회 등 300여 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을 엄숙히 봉행
했다.
이날 시조님 향사는 오전 9시부
터 분정례에 들어가 전통 제례복
식과 제수물을 룏수레룑로 운반해 오
전 10시부터 시조님묘소에서 권기
범(權奇範)씨의 집례로 1시간에 걸
쳐 봉행하였으며 하산해 낭중공단
소에서 권기호(權奇澔)씨의 집례
로 낭중공 향사를 1시간에 걸쳐 봉
행하였다. 이어서 능동재사에서 음
복례를 올렸으며 2014년도 4월5일
갑오년(甲午年) 춘향(春享)의 시
조 수임(都有司)은 권우식(權虞植.
82, 인천, 34世 추밀공파), 낭중공
단장(壇長)은 권영욱(權寧郁. 82,
청송, 34世, 복야공파)씨로 정하고
망기를 발송했다.
시조굛낭중공 집사분정은 다음과

△오전 9시 시조 및 낭중공 분정례를 하고 있다.

같다.
▣시조 태사공 : △
초헌관:권홍섭(權洪
燮) △아헌관:권종범
(權宗範) △종헌관:권
기화(權奇和) △축:권
영준(權寧俊) △찬자:
권기범(權奇範) 이하
생략, ▣낭중공 : △
초헌관:권오수(權五
秀) △아헌관:권진량
(權進良) △종헌관:권 △상: 시조소 헌관 및 참사자 도열, 하: 시조소 참제원들
택문(權宅文) △축:권
오주(權五柱) △찬자:권기호(權奇
려우며 지난 79년 봄 룏추원루룑 앞
澔) 이하생략
에 기념식수를 한지가 어언 34년이
16일 향사 전일(前日) 석전 대당
란 세월이 흘러 감회가 매우 깊으
회는 오후 7시부터 능동재사에서
며, 명일 우리 모두가 시조 태사공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갑
의 후손으로써 정성을 다하여 제향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개최하여 시
을 봉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낭중
조묘소를 향해 망배와 상읍례에 이
공 단장 권오수(權五秀. 82, 안동,
어 시조 추향 수임 권홍섭(權洪燮.
35世, 복야공파)씨는 오늘 원근 전
82, 서울, 34世, 복야공파) 도유사는
국각처에서 온 족친여러분을 만나
인사말에서 권문에 연고득소로 훌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며 매년 봉행
륭한 분이 많은 중에 제가 도유사
되는 시굛아조 춘추향사에 참제원
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을런지 두
의 수가 적어 명년 향사에는 한사

僕射公派祖府君 秋享奉行

△남중공 단소에서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능곡회 휘원들이 제물 봉송하고 있다.

람이 5명씩 참제할 수 있도록 해달
라고 부탁했다.
다음 권정달 총재는 오늘 참석한
참제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올해 △권영세 안동시장이 능
동재사에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하
고 △능동재사 주변 안동권씨와 풍
산유씨와의 임야 (260정보) 분할협
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항일
전 선봉에 선 정통무장 권준(權晙)
장군 추모사업으로 권준장군 동상
건립을 계획 중이며 △룗안동권씨

15파원류도룘를 발간해 보급 중에
있으니 많이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권오을 前국회사무총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은 권문
중흥에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말
했다.
권계동 상임부총재는 경주 운곡
서원 향사에 15파종회장, 권문 젊
은 후손들이 많이 참제할 수 있도
록 권유해 달라고 설명했다. 토의
에서 권가갑 전례위원이 앞으로 족
친 중에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등

부정공파종회 정총 및 추향 봉행
부정공파종회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7
시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눌곡재사에서
파친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오기 총무부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성달파종회장의 인사말과 종손 권
기승씨의 격려말이 있었으며 권용한 감사
의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굛결산보고가 있

었다.
임원선출에 들어가 권승호고문을 임시
의장으로 추대해 권오서씨를 신임회장으
로, 부회장은 권오순, 영억, 영인, 병윤, 오
기, 순형, 상흠, 기웅, 영식, 용운씨를 감사
는 권용한, 영숭씨를, 총무는 권세순씨를
선출했다.
권오서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을 수집해 발간하면 100년 후에는
민속자료가 되리라 생각되며, 또한
시굛아조 향사 시 수임(도유사)은
아객을 대동하였던 예법을 갖추어
앞으로는 수임이 이같은 절차에 따
라 향사를 봉행했으면 좋겠다고 건
의했다. 이에 홍섭 수임은 아객을
소개하여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권용기 대전청장년회
장이 공지사항으로 명년 4월27일,
룏제26회 안동권씨전국청굛장년회
문화축제룑 행사를 대전뿌리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
이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금번 행사에는 제례위원회, 안동부
녀회, 능곡회 등에서 업무분담을
해서 추향제를 원만히 봉행했다.
2013년 추향 제수성금

▲권홍섭(수임, 서울) 1백만원
▲권오수(안동) 50만원, 이하 30만
원▲권종범(포항), ▲추밀공파 정
간공종회, ▲대전 참의공종중, ▲
전국종친회장단협의회, ▲권영. 이
하 20만원 ▲권영철(권준장군손
자), ▲권기화(영주), ▲부정공파,
▲부산종친회, ▲권오을(서울), ▲

모두는 후손된 도리로써 열과 성을 다해
파종회 발전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18일 오전 11시 눌곡에
있는 부정공(휘 통의)단소에서 권순형 집
례로 1시간여에 걸쳐 추향제를 엄숙히 봉
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권기승 ▲아헌관:권혁세 ▲종
헌관:권만식 ▲축:권병윤 ▲집례:권순형
이하 생략.
<권혁세 기자>

대구종친회. 이하 10만원 ▲권오창
(포항), ▲권영인(부산), ▲권재문
(부산), ▲권영준(예천), ▲복야공
파, ▲권승구(마포), ▲권오수(안
동), ▲권호량(안동), ▲권호명(안
동), ▲권오경(안동), ▲추밀공파
대종회, ▲권오주(안동), ▲부호장
공파, ▲권태강(서울), ▲정조공파,
▲기로회, ▲권대길(선산), ▲대사
헌공종중, ▲목사공파종회, ▲권재
주(안동), ▲광주종친회, ▲대전청
장년회, ▲능곡회(안동), ▲권충화
(광주종친회장), ▲권태평(전주),
▲권택문(예천), ▲대구청년회, ▲
권기범(대구), ▲권영훈(안동), ▲
유곡문중(봉화), ▲부산청년회, ▲
상주종친회장, ▲권영창(영주), ▲
권진양, ▲권세원(안동), ▲서울청
장년회. 이하 5만원 ▲권기호(포
항), ▲권오순(영양), ▲권주연(안
동), ▲권태환(양주), ▲영주청년
회, ▲부산개인택시종친회, ▲권보
근(서울). 이하 2만원 ▲권희백(시
흥), ▲권혁중(안양) 총계 8백1십9
만원 ▲권영식(밀양) 감8박스 협찬
<권오복 편집위원, 권범준 기자>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눌곡 인동현 부정공 단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
고 있다.

靖簡公 秋享祭 奉行
文淸公이하 4대를 奉安하는 祠宇 建立 의결
△서후면 교리송야단소에서 복야공파조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복야공파종회(회장:권계동)는 지
난 11월 4일 11시 안동시 서후면 교리
송야 단소에서 은청광록대부(銀靑光
祿大夫)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를 지내시고 정2품 상서좌복야(尙書
左僕射) 상장군(上將軍)을 겸하였던
휘(諱) 수홍(守洪) 복야공파조부군
(僕射公派祖府君) 추향(秋享)을 경
향각지서 모인 200여명의 파족이 참
제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분정(分定)은 초헌관 권병석(權丙
錫:陜川), 아헌관 권오수(權五秀:安
東), 종헌관 권기덕(權奇德:密陽), 축
권혁춘(權赫春:江陵) 집례는 권혁창
(權赫昌:大邱)이 담당하였다.
추향 봉행이 끝나고 권계동 파종
회장은 간단한 인사말로 룕향사(享祀)
때에 입는 관복(冠服)을 새로 제정하
였는데 비용 2백 5십 만원의 전액을
대종원 감사인 현빈세무법인 권영훈
회장이 모두 담당하였으며 파조 단
소 진입로공사가 여러분들의 협조에

의하여 완공되었다.룖고 소개하였으며
앞으로 단소 주변의 잡목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족친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 <安東權
氏15派源流圖>구입과 룗僕射公派宗會
誌룘 제3호의 발간 원고제출 등을 말
하였다. 1994년 4월 5일 한식일(寒食
日)에 설단고유(設壇告由)한 이후 매
년(每年) 음력 시월 초이틀 정일(定
日)에 향사(享祀)를 봉행하고 파조부
군(派祖府君)의 은덕을 기리며 숭조
이념을 확립하고 후손 양성(養成)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이날 청장년회원과 부녀회원
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참
제관들에게 차와 간식을 제공하며 제
수 운반과 중식, 음복 등 향사 봉행에
많은 일을 담당하였다. 이날은 숭조
애족(崇祖愛族) 정신의 고취와 파족
간(派族間) 족의(族誼)를 돈독(敦篤)
히 하는 뜻 깊은 하루가 되었다.
<총무부장 권오익>

지난 11월 11일 오전11시경 경기
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소재 정간
공(휘諱:희僖.15世)제례를 위해 대
구, 경북상주,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의 문충공의 후손, 강릉. 원주일
대의 평후공후손, 그리고 서울과 경
기근교의 매헌공 후손 등 1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제를 경건히 봉
행하였다.
정간공은 권문의 4시중 하나인 기
로소를 창시하신 분이시다.
이날 제례 후 묘전에서 총회가 개
최되었다. 권영위(寧偉)회장의 유고
로 진행에 참제자 전원일치로 권혁
승(赫昇)전회장이 의장을 맏게 되였
다. 혁승 회장은 영하권으로 내려가
는 날씨에 멀리 경북 및 강원등지에
서 오신 족친을 비롯 참제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였다. 이
어 권의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상견례 이어 부
회장과 종무위원의 선임장을 수여
하였다. 경과보고를 마치고, 권순구
감사의 감사보고 후 결산심의 및 예
산안을 처리하고 의안심의에 들어

가 정간공종회의 숙원사업인 사우
(祠宇)와 그 부속건물(재실 및 관리
실, 삼문, 담장 등) 건립을 의결하였
다. 사우 건립에 있어 추밀공파 종원
들의 숙원인 룏정간공의 위 3代(현증
조顯曾祖 문청공文淸公 휘諱 단㫜12
世. 현조顯祖 문정공文正公 휘諱 보
溥13世. 현고顯考 충정공忠靖公 휘
諱 고皐14世) 3현조(顯祖)를 함께
봉안(奉安)하여 후손된 도리를 다하
자고 하고 세향(歲享)은 정간공 세
향시 봉행일로 정해 봉향토록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사우건립
시기는 내년도 1월경 계약체결 후 3
월경 착공하여 7월경에는 준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추밀공의 손 문청공, 증손 국재
공, 현손 충정공은 고려조의 정승
(政丞) 들로서 려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공신(功臣) 들인데 묘소가 개
성부 덕달동과 판문서쪽 발송리(개
성 오정문밖 10여리)에 있어 남북
분단으로 묘소관리도 안되고 있으
며 장구한 세월 향사도 결식하니 후

△정간공 휘 희 추향제에 권오실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손들이 비통해 오던 차였다. 몽암
文淸公은 대제학(大提學) 한림학사
이며 찬성사를 지내고 첨의정승으
로 증직되었으며 최초의 문자(文字)
시호(諡號)를 받았고, 국재 文正公
은 도첨의정승을 지내고 영가부원
군에 봉호되었으며, 성재 忠靖公은
검교문하시중을 지내고 영가부원군
에 봉호되었다. 국재공과 아래로 아
들과 사위가 봉군으로 녹을 받으니
일가 9봉군집이라 하였다.
추밀공파는 14세에 창화공, 충정
공, 정헌공 3파로 분파되었는데 충
정공의 아들 정간공 종회에서 전담
하여 위 3대를 모시기 위한 사당 건
립을 추진한다니 정간공 후손들의
갸륵한 효심에 찬사를 보낸다.
▣제향분정
△초헌관 권오실(五實) △아헌관

△권혁승 의장이 정간공 사우건립을 총회에 부의하고 있다.

권영창(榮昶) △종헌관 권혁진(赫
鎭) △집례 권영진(寧珍) △대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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