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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굛낭중공 춘향제 봉행
始祖굛 郞中公

春享祭

이 있었고, 감사는 권영순 영주청
장년회장을 선출하였다.
▣능동춘향 제수성금 명단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천등산록의 시조 태
사공 묘소에서 부산, 대전, 인천,
청송, 서울, 안동, 영주, 경주, 의성,
광주, 영해, 대구 등에서 25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춘향제를 엄숙히 봉
행했다.
이날 시조님 향사는 오전 9시부
터 분정례에 들어가 전통 제례복식
으로 안동 능곡회 회원의 수레 제
물봉송으로 오전 10시에 시조님 묘
소에서 권영일씨의 집례로 1시간
에 걸쳐 봉행하고 이어서 낭중공
단소에서 춘향제를 봉행하고 재사
에서 음복례를 끝으로 춘향제를 마
쳤다.
음복례를 마치고 수임실에서 오
는 추향(秋享)에 시조 태사공 도유
사는 권종준(權鍾濬 84굛안동굛36世굛
복야공파)씨와 아시조 단장은 권
혁인(權赫寅 81굛대구굛36世굛정조공
파)씨로 정해 망기를 발송했다.
시조굛아시조 집사분정은 다음
과 같다. ▣시조 태사공 ▲초헌관:
권우식(權虞植 前 事務官) ▲아헌
관: 권기선(權奇宣 경북경찰청장)
▲종헌관: 권혁근(權赫根 성균관
전인) ▲집례: 권영일(權寧日) ▲
대축: 권인탑(權仁塔) ▲진설: 영
하(寧夏). 경섭(慶燮). 혁인(赫寅).
태현(泰賢). 희철(熙喆). 유달(有
達). ▲봉향: 용화(龍化). 상빈(相
彬). 범준(範埈) ▲봉로: 도현(渡
鉉). 정수(正守). 무탁(武倬) ▲봉
작: 용달(容達). 기원(奇元). 호규
(琥奎) ▲전작: 중달(中達). 오장
(五將). 근원(根遠). ▲사준: 삼달
(三達). 오련(五鍊). 영갑(寧甲)
▣낭중공 ▲초헌관: 권영욱(權
寧郁 幼學) ▲아헌관: 권영해(權寧
海) ▲종헌관: 권대직(權大直) ▲
집례: 권기욱(權奇郁) ▲대축: 권
혁조(權赫朝) ▲진설: 영옥(寧沃).
시현(時鉉). 영탁(寧鐸). 용주(容
柱). 순호(淳浩). 창용(滄龍) ▲봉

향: 영철 △낭중공 단소에서 독축하는 모습(초헌관:영욱 대축:혁조)
(寧喆).
수동(秀東). 순철(純哲) ▲봉로: 영
지난 2011년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
국(寧國). 희중(熙中). 대주(大周)
하도 있으며 지역간 정보교류 협력
▲봉작: 오담(五談). 영탁(寧卓).
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권문 발전에
기덕(奇德) ▲전작: 동일(東一). 오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전국청장년
창(五昌). 봉인(鳳仁) ▲사준: 윤성
협의회는 그간 협의체가 없어 상호
(潤成). 영무(寧武). 충화(忠和)
유기적 협조가 잘 안되고 독자적으
5일 향사 전일(前日) 대당회는
로 유지해 오면서 청장년체전 시에
오후 7시부터 능동재사에서 100여
만 모임을 갖고 총괄적 협력이 부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갑 사무부
진한 상태였으나 지난 3월 22일 전
총장의 사회로 개최하여 시조 묘소
국청장년협의회를 발족하여 회장
를 향한 망배. 상읍례가 있었다. 이
으로 권계주(權桂周) 부총재를 추
어 시조 태사공 도유사 권우식(權
대하여 오늘 대당회 후 청장년회
虞植 80굛인천굛34세굛추밀공파)씨는
의에서 인준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인사말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더불어 앞으로 부녀회장협의회도
에 이렇게 참제해 준 족친께 감사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드린다고 말했으며, 낭중공 단장
이어 권용기 대전청장년회장이
권영욱(權寧郁 84굛청송굛34世굛복야
오는 27일 대전문화축제행사에 많
공파)씨는 인사에서 시굛아조님의
은 참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
음덕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참제해
했으며 권오익 대종원안동사무소
준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올
총무부장의 제수성금 명단 발표가
해는 권씨 기원 1085년이 되는 해
있었다.
로써 우리 모두 타(他)의 모범이
대당회를 마치고 청장년회 임원
되자고 말했다.
단이 참석한 가운데 청장년연합회
이어 권정달 총재가 태사묘관리
회의에 들어가 권정달 총재의 인사
위원 선임장을 ▲권경웅(權敬雄:태
와 격려금 전달이 있었으며, 권용
사묘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태사묘
기 대전청년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권계주 청장년회장협의회장의 인준
관리위원 ▲권기용(權奇龍), ▲권
정창(權正昌), 권경섭(權慶燮), 권
오중(權五重) ▲태사묘관리위원회
감사 겸 대종원안동사무소 총무부
장 권오익(權五翼) ▲태사묘관리
위원회 별유사 권기식(權奇植)씨
에게 전달했다.
이어서 권정달 총재는 인사에
서 전국 원굛근 각지에서 온 참제원
및 양소 수임, 유사 여러분들의 노
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는 4월27일
대전뿌리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리
는 제26회 전국청장년회 문화축제
에 우리 모두 적극 협조, 격려해 훌
륭한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
부했다. 또한 대종원조직에 지역종
친회장협의회와 파종회장협의회가

1

奉行

△ 4.6 시조태사공 춘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초헌관 헌작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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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서원 향례(雲谷書院 享禮)

△우로부터 초헌관 손상호, 아헌관 이수동, 종헌관 이장식씨이다.
△4.5 석전대당회가 열리고있다. 좌 : 우식 도유사 / 우: 정달총재

權氏 紀元1085年

▲권우식(도유사, 인천) 2백만
원, ▲권영욱(단장, 청송) 50만원,
▲권기선(제곡) 50만원, ▲전국종
친회장협의회 ▲참의공파종중 ▲
권 세(안동) 각 30만원, ▲정조공
파종회 ▲부산종친회 ▲권 을(안
동) 각 20만원, ▲권혁근(대구) 15
만원, ▲대구개인택시종친회 ▲
목사공(휘 박)파종회 ▲부호장공
파종회 ▲추밀공파대종회 ▲복야
공파종회 ▲부정공파종회 ▲영덕
종친회 ▲수원종친회 ▲광주종친
회 ▲서울청장년회 ▲대전청장년
회 ▲창원청장년회 ▲부산장년회
▲부산청년회 ▲대구청년회 ▲울
산청년회 ▲안동능곡회 각 10만원,
▲齋有司 권도현(운곡) 권용화(풍
기) 권중달(포항) 권삼달(영해) 권
종형(포항) 권유달(영해) 권용한
(안동) 각 10만원, ▲권태강(검
교공파) ▲권대직(가일) ▲권종
만(가일) ▲권영철(대구) ▲권영
길(대구) ▲권영일(경산) ▲권재
주(안동) ▲권영해(영주) ▲권오
중(안동) ▲권영훈(안동) ▲권계
주(서울) ▲권오갑(안동) ▲권충
화(광주) 각 10만원, ▲권오수(안
동) ▲권주연(안동) ▲권용주(안
동) ▲권영탁(대구) ▲권오환(대
구) ▲권태문(영주) ▲권충근(안
동) ▲권영채(안동) ▲권영순 ▲권
합계 : 8,850,000원
세원 각 5만원
<기사 : 권오복 편집위원, 사진 : 권
영건 보도부장, 권범준 홍보부장>

△좌상: 분정례, 우상:제물봉송. 좌하: 태사묘관리위원 선임장수여, 우하: 청년회장협의회

갑오년4월6일(음3월初丁) 새벽1
시(丑時)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310
운곡서원 경덕사景德祠에서 운곡
서원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참석제
관 30여명(他姓人9명), 경주청년회
및 안강청년회에서 20여명이 참제
한 가운데 엄숙히 봉향하였다.
향례 집사분정은 초헌관孫湘鎬,
아헌관李樹東, 종헌관李章植, 대
축鄭五龍 찬자徐載盛, 알자權容
浩, 찬인李光秀 權五澤, 판진설權
珠赫 權赫俊, 사준李東浩 봉향權赫
根 權淳柯, 봉로權昌軌 權純億, 봉
작權奇載 權純鳳 權時賢, 전작權五
正 權七根, 장생權赫植 金大喆, 장
찬權赫光, 학생權五群, 직일權容澤,
공사원權赫武 權奇甲, 조사崔炳漢
權七根이 각각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향례의 절차는 행사전일 오전10
시부터 11시전으로 입소, 도복을

△경덕사에서 사축하는 모습

갖추고 시도
(時到), 간식
(間食), 오찬
(午餐), 오후
2시에 파록개
좌(爬錄開座),
조사천망(曹
司薦望), 공사
원천망(公事
員 薦 望 ) , 집 △전일 희생으로 쓸 돼지를 감생하고 있다.
사분정(執事
씨를 참석토록 주선하여 주심에 감
分定), 감생(監牲), 사축(축문 집
사드리며 특히 종사연구위원 권기
필), 간식(間食), 만찬(晩餐), 야하
갑씨는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
상(夜下床), 진설(陳設), 행사 전에
-송나라 주희가 중국 무이구곡을
잦죽마시고, 새벽1시(丑時)제례,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빼어난 경치
음복개좌(飮福開座), 조찬(朝餐),
를 시로 읊음)을 권응용(權應龍)씨
생 음복(牲飮福) 순으로 행사를 익
가 쓴 행초서 10폭 병풍을 끝까지
일 오전9시경 모두 마치고 예필하
상세히 거침없이 해석하여 주셔서
였다.
제관모두의 감탄사를 자아냈다.
안동권씨대종원총재단에서 선발
(5면 참조)
<종무위원 권혁무>
한 권기갑權奇甲씨 권오정權五正

애국지사 南谷 權容斗先生 추모사업 추진
애국지사 남곡 권용두(南谷 權
容斗)선생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는
3굛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대권高,
광복회, 안동권씨종친회 주관으로
보훈청, 대전고총동창회, (사)대전
충남 4월 혁명동지회, 대전문인총
연합회, 호서문학회, 가람문학회,
대전시조시인협회, 도산학술연구
원, 대전고 36회 동창회의 후원을
받아 동상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추진위 발기인은 ▲고문:권정달
(안동권씨 대종원 총재), ▲위원
장:김용재(3굛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대표), 김현규(대전高 교장), 권호
준(안동권씨 대전종친회장), ▲부
위원장:김영훈(대전문인총연합회
장), 장선규(대전 동부교육장굛대전
시교육위원 역임)씨로 발기 구성
해 모금 추진중에 있다.
南谷 權容斗 애국지사(대전, 34
世, 추밀공파 1914-1992(78세)는
1926년 제일 보통학교 재학시에는
6.10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무기정
학을 당하였고 1929년 대전중학교
재학시에는 한국인 학생조직 선우
회(鮮友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
으며 멸시 태도의 일본인 학생 구
타사건으로 징계를 당하였다.
1931년 대전중학교 5학년 재학시
에는 구국목적의 비밀결사대인 충

남전위동맹에 가입하여 일제식민
통치를 규탄하고 농민야학을 개설
하여 민족 정신 고취 및 인재양성
을 위해 힘쓰면서 일본인 경영 공
장파업에 주동역활을 하던 중 1932
년 12월, 일경에 체포되어 전주경
찰부에 수감되었다가 이듬해 징
역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
고 출감했으며, 이후 일제의 멸망
과 조국광복을 위한 각종 기원제를
올려 반일 민족주의 고취에 열정을
바쳤으며, 해방 이후에는 교육자와
문인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조국건
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저서
로룗빛은 동방으로부터룘(外) 다수

가 있다.
지난 1990년 8월 15일 광복 45주
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했다.
이에 선생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
고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곧게 세
우신 민족의 광복의지를 귀감으로
삼고자 학생독립운동 발원학교로
지정된 대전고등학교 교정에 룗애
국지사 남곡 권용두 선생추모사
업룘일환으로 동상과 추모비를 건
립코져 추진하고 있으니 선생을 존
경하며 따랐던 후학 및 제자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
사와, 교육, 학술, 문단 문화계 인
사 및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
는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동상(銅像)건립 및 추모
비(追募碑) 제막식은 대전高 교정
에 2014년 5월 24일(토) 오후 3시경
으로 예정되어 있다.
연락처 042-257-0005
(대전고 동창회 사무실)
■유족:010-7305-3757(권중원)
010-6403-3933(권경원)
010-7756-0586(권근원)
<대전종친회>

종시 :

숭조이념확립굛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굛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부산광역시종친회 제38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2014년도 안동권씨 부산광역시 종친회 제38차 정기총회를 아래같이 개최하오니
이웃족친과 함께 성대한 총회가 되도록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래○ 총회일시:2014년5월25일(일요일)오전11시 (단, 오전 10시 30분까지 입장바랍니다.)
○ 총회장소:부산적십자회관1층대강당(지하철부전역 2번출구:안동권씨 부산종친회관 건너편)
○ 기타:엽서지참,우천불구,참가비 없음,중식굛노래자랑굛경품추첨굛기념품 있음
○ 부산종친회 ▶ ☎:051-804-8703

2014. 5. 1

부산광역시 종친회 會長 權吉相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현로 18 (3층)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ㅤ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채, 권승세

기ㅤㅤ자

권영건, 권범준, 권혁세, 권경일, 권오인

자문위원 : 권중달,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오창, 권태현

예금주 및 계좌번호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