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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개최
파종회장협의회(회장 權啓東)는
6월 5일 오전 11시 경북 영덕군 영
해면 괴시2리 영덕군종친회관에서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안동권씨 15
개 파(派) 중에 13개 파종회장 및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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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의안 심
의,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
었다.
권계동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지난 2011년 8월 발족한 이 모
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親睦)을
도모하고 족의(族誼)을 돈독(敦
篤)히 하여 문중(門中)의 단합을
목적으로 3년이 되는 오늘 여섯 번
째 모임>이라고 밝히고 이 자리를
마련해준 권병윤(權炳潤) 영덕종
친회장과 권오철(權五哲) 부정공
파영해문중(副正公派寧海門中) 회
장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였으며
5월 20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던
대종원 정기총회에서 권정달 총재
유임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제2
기 임원을 새로 개편하게 되었으니
각 파에서 대종원 부총재나 종무위
원을 추천할 때 문중에 관심이 많
은 족친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오는 8월 말 회장 임기가 만료됨으
로 9월 정기총회 때 임원개선을 하
니 적격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
조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기타

토의 사항은 현재 각 파별로 받던
년 회비는 그대로 계속 납부하기로
하고 참석자에게 당일 회비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받지 않고 각종 경
비는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활용하
기로 결의하였다. 또 안동권씨 족
친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과 관계없이 각 지역에서 출마하
여 당선된 족친 모두에게 파종회장
협의회 명의로 축전을 보내기로 했
다.
이어서 권오익(權五翼) 대종원
총무부장은 능동양소(陵洞兩所)나
태사묘(太師廟)의 헌관(獻官)이나
분정(分定)에 참여하실 분은 각 파
에서 적격자를 추천(推薦)해 주기
를 바란다고 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회의장에서 단체
로 기념촬영(記念撮影)을 하고 식
당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괴
시마을 고택문화단지(古宅文化團
地)를 탐방(探訪)했다. 이 괴시마
을은 목은(牧隱) 이색(李穡) 선생
의 출생지로 200여 년 된 전통가옥
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목은기념관을 둘러보고 해변에 있
는 <대게복어식당>에서 화기애애
(和氣靄靄)한 분위기 속에서 싱싱
한 회를 곁들인 점심을 하고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영덕에서 생산
한 <청정 돌미역> 한 통씩을 선물
로 주었다.
오후는 영덕군종친회 안내를 받
아 영덕군 내 위치하고 있는 유적
지(遺蹟地) 세 곳을 탐방하였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영덕군 영
해면 원구리에 영양남씨 난고(蘭
皐) 남경훈(南慶薰)의 종가로 아들
인 안분당(安分堂) 남길(南佶)이

△ 파종회장협의회의 후 기념촬영(권계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선 인조 2년(1624)에 건립한 가
옥이다. 종가 내에는 난종통기(蘭
宗通記)를 비롯한 많은 서책(書冊)
이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다음은 영덕군 창수면 인량5길
에 위치한 오봉종택(五峯宗宅 : 경
북도 지정문화재 제538호)을 탐방
하였다. 이 건물은 1450년대에 안
동권씨 부정공파(副正公派) 영해
(寧海) 입향조(入鄕祖)인 오봉(五
峯) 권책(權策)이 거주하던 곳으로
영해 인량리 팔종가(八宗家) 가운
데 하나이다.
200여년이 지난 후 화재로 소실
된 것을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물 배치는 남향으로 솟을
삼문과 오봉헌, 사당을 잇는 중심
축에서 우측으로 중택(宗宅)이 자
리하고 좌측에 3자 정도의 높은 축
대를 조성한 후 벽산정(碧山亭)
이 위치하고 있는데 영덕. 영해지
역 안동권씨 가문(家門)의 정신적
이고 구심적인 기능을 해 왔다. 끝

으로 영덕군 창수면 인양리에 있는
재령이씨(載寧李氏) 영해파(寧海
派)의 종택인 충효당(忠孝堂 :중요
민속자료 제168호)을 탐방하였다.
이 건물은 재령이씨의 입향시조인
이애(李曖)가 조선 성종연간에 창
건한 주택이며 퇴계 이황의 성리학
을 계승 발전시켜 영남 유학을 중
흥시킨 이현일이 출생한 곳이다.
영덕 유적지를 탐방한 참석자들
은 안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양군
(英陽郡)을 들러 이번 지방선거에
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영양군수
3선에 당선된 권영택 후보 사무실
을 방문하여 당선(當選)을 축하(祝
賀)하였다. 삼선(三選)을 축하하는
뜻에서 파종회장협의회 명의로 난
화분을 선물로 전하고 환담(歡談)
을 나누다가 권 당선자 내외분과
함께 단체로 기념촬영(記念撮影)
을 하고 안동으로 돌아와 오는 9월
정기총회 때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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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릉(문종대왕굛현덕왕후)기신제 봉행
顯陵 (文宗大王굛顯德王后) 忌辰祭 奉行
지난 6월 10일 정오에 경기도 구
리시 인창동 동구릉(사적193호) 내
현릉에서는 국가문화재청 후원행
사로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
원(全州李氏大同宗約院)현릉봉향
회가 주관하는 조선조 제5대 문종
대왕과 현덕왕후 권씨의 제사가 이
범수 현릉봉향회장을 비롯하여 전
주이씨 현릉봉향회 및 왕후의 친정
인 안동권씨 화산부원군(花山府院
君) 후손 부정공파 파친 등이 경북
영해, 영덕, 대구 등지에서 관광버
스1대와, 그외 영양, 경기인근 양주
등 부원군 참제원 70여명 포함 150
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
되었다.
이날 제례의식으로 이현수 봉향
회전례위원의 사회와 이상훈씨 해
설로 홍살문 앞 축함의식의 전향
축례(傳香祝禮)로부터 전 참반원
모두 국궁사배(鞠躬四拜) 예(禮)
를 올리고 이어 초헌관 이범수(現)
봉향회장의 삼상향(三上香)강신례
후 이재극 축관 독축(讀祝)에 이어
아헌관 권병윤(炳潤.34世.부정공
파/現 영덕종친회장)족친이 왕후
의 부원군(府院君)후손 대표로 헌
작하였다. 종헌관에 이석주씨에 의
해 헌작, 이외도 재랑(齋郞) 권종
율(鍾律.36世.同파친부회장), 능사
(陵史) 권희식(憙軾.34世.同파친부
회장)등이 부원군 후손으로 제관

분방(分榜)되어
제물봉송, 진작(進
爵)하였다.
제전의식을 마
치고 이범수 봉향
회장은 인사와 내
빈소개로 부원군
집안인 권문(權 △제례 후 현덕왕후 화산 부원군 문중 후손들이 기념촬영 하였다.
門)의 아헌관소개
(정자각 뒷쪽 우측 묘역이 왕후의 능이다)
와 매년 멀리 영
덕, 대구, 영양등지에서 많은 참석
직접참배를 올리고 하산하여 봉향
과 성원에 박수로 화답하였다.
회 재실에서 음복을 나눈 후 곧장
이어 제전행사를 모두 마치고 참
귀행길에 왕후의 시부(媤父) 세종
제기념으로 제관 기념촬영을 끝으
대왕영릉(英陵)에도 경건히 참배
로 공식행사를 종료하고 왕후의 부
를 끝으로 금년 현릉기신제 봉행을
<권범준 홍보부장>
원군 후손들은 현덕왕후의 능에서
모두 마쳤다.

△좌상:아헌관 권병윤 영덕 종친회장 헌작 △우상:권희식 능사
△좌하:현덕 왕후릉 참배 후 기념촬영 △우하:귀로에 여주 영릉 참배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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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權氏大宗院 運營委員會議 開催
安東權氏大宗院 運營委員會(議長 權正達)는 2014年 6月 23日 11시 서
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서울事務所에서 總員 19名 중 17名이
出席하여 顧問, 副總裁, 宗務委員 및 代議員 候補를 審議하여 아래와
같이 選定, 議決하고 始祖所 受任을 行公한 분은 當然職 原任으로 하
기로 하였다.
1. 原任 : 權彛赫, 權重漢, 權宅洙, 權五杰, 權德鉉, 權應奎, 權鎬舜, 權重
銖, 權德淵, 權斗甲, 權翊鉉, 權宇哲, 權宗甲, 權禹根, 權寧宅, 權五寅,
權善瑀, 權五銖, 權五崇, 權俊植, 權德洙, 權春湜, 權洪燮, 權虞植
2. 顧問 名譽總裁 : 權彛赫 顧問 : 權五熙, 權武源, 權憲成, 權重燾, 權海
玉, 權寧海, 權寧睦
3. 總裁 權正達, 監事 : 權鍾濬, 權寧焄
4. 運營委員
權正達總裁, 權重燾顧問, 權五宣首席副總裁, 權啓東常任副總裁, 權赫
昇常任副總裁, 權鍾濬監事, 權五秀副總裁, 權讚赫副總裁, 權寧鮮副總
裁, 權武倬副總裁, 權赫基副總裁, 權五泳副總裁, 權永漢副總裁, 權吉相
副總裁, 權鳳道副總裁, 權寧祥副總裁, 權寧焄監事, 事務總長, 權桂周
靑壯年會長協議會長
5. 副總裁
權五宣(首席), 權啓東(常任), 權赫昇(常任),
權五秀, 權讚赫, 權寧翼, 權寧鮮, 權在珠, 權羲宅, 權純宅, 權世源, 權圭華,
權宙衍, 權世穆, 權武倬, 權景燮, 權在爀, 權肅東, 權赫基, 權奇德, 權敬
雄, 權五泳, 權永漢, 權吉相, 權鳳道, 權寧成, 權寧祥, 權松成, 權弘司,
權仁塔, 權永烈, 權赫春, 權赫龍, 權容基, 權五春, 權鉉準, 權容一, 權純
善, 權泰錫, 權勢徒, 權五鴻, 權泰錫, 權建春, 權五德, 權寧福, 權容住,
權桂周, 해외 權順基, 權重萬, 權英喆
6. 財産管理委員 : 權重燾, 權赫昇, 權鳳道, 權寧焄, 權桂周
祭禮委員長 : 權正昌 副委員長 : 權奇甲
宗事硏究委員長 : 權重達
7. 宗務委員 후보

權爀彩(평택), 權度延(서울), 權琥奎(안동)
8. 代議員 후보
◆ 當然職 지역종친회장 60명
◆ 選定職
派宗會 : 52명

△5.25 적십자회관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원내 좌 : 권정달 대종 △좌상 : 권길상회장의 회기 인수 우상: 제유사 망기 수여, 좌하 : 권미진
원총재의 축사 우: 권길상부산종친회장의 인사

宗 派 1명

副戶長公派 2명

樞密公派13명

僕射公派 9명

同正公派 1명

佐尹公派 2명

別將公派 2명

副正公派 7명

侍中公派 3명

給事中公派 1명

中允公派 2명

軍器監公派 1명

正朝公派 2명

戶長公派 1명

檢校公派 5명

地域宗親會 35명

서울, 경기 5명, 강원 3명, 충청 5명, 경북,안동 15명, 경남 4명, 전라 3명
大宗院
서울 : 권창, 권오학, 권혁필, 권오선, 권혁용, 권유수, 권경일, 권영복,
권오철, 권용모
경기 : 권영구, 권오창, 권영방, 권혁원, 권기갑, 권태근, 권두현, 권태호,
권호진, 권윤근
강원 : 권태경, 권오창, 권장세
충청 : 권희홍, 권오윤, 권혁준
경북 : 권장은, 권호량, 권홍기, 권오정, 권혁정
안동 : 권영학, 권오수
경남 : 권도현, 권석호, 권영록
대종원직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청장년회장, 부산종친회부녀
회장, 복야공파부녀회장
9. 종무위원 및 대의원 추천 마감일 : 2011. 7. 15(금)
추천대상 : 파종회장, 지역종친회장
其他討議事項으로 大宗院發展에 크게 寄與한 분을 安東 陵洞地域에
有功碑 建立에 관한 건은 宗務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하기로 하였다.

◆ 當然職 宗務委員
派宗會長(15人)
◆ 選定職 宗務委員
(1) 15개 파 63명 파종회장 추천
宗 派 2명

副戶長公派 3명

樞密公派 13명

僕射公派 12명

同正公派 3명

佐尹公派 4명

別將公派 3명

副正公派 7명

侍中公派 3명

給事中公派 2명

中允公派 2명

軍器監公派 2명

正朝公派 2명

戶長公派 1명

檢校公派 4명

(2) 大宗院推薦
權奇浩(안동), 權道鉉(서울), 權五益(인천), 權大吉(선산), 權五璡(서
울), 權純卓(서울), 權赫彩(서울), 權正植(안동), 權寧昌(영주), 權寧
甲(수원), 權赫九(서울), 權容浩(포항), 權五植(안동), 權貞澤(고양),

△대종원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종친회(회장 권길상)
는 지난5월25일 일요일 오전11시
전포동 소재 부산적십자회관에서
권정달대종원총재, 권철현 전 주일
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정수 부회장의 사회와 권중원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 권순조 청
년회원의 종친회기입장,국민의례,
시조태사공님께 망배, 해난사고 희
생자 및 열선조에 대한 묵념을 마
친 후 권오관 부회장이 종시낭독
을 하고. 권길상 회장의 내빈소개
로 대종원총재를 위시하여 권영한
대종원부총재, 권경석 사무총장,
권철현 전주일대사, 한국성씨연합
회 박순엽총재굛정주호명예총재, 김
희정국회의원, 자문위원,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합천굛밀양지역종친회
장 및 전국협의회간사 등을 소개하
였다. 금년 능동추향제에 권기록굛
권혁철 제유사 망기를 대종원 총재
가 수여한 후. 권길상회장은 권인
환부회장에게 추모패를, 권정순부
녀회장, 권순조청년회재무에게 공
로패 및 부상을 각각 수여하였다.
장학금 수여로 권정달 대종원총재
는 동아대 권미진에게 능동장학금
1,000,000원을 수여하고 권길상회장
은 동아대 권영근에게 부산종친회
장학금 500,000원을 수여함으로써
부산종친회는 총114명, 17,240,000
원을, 권종갑 황전장학회 이사장은
부경대 권훈, 대광발명과학고 권채
근, 경남여고 권경진, 성심보건고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우하: 권정순 부녀회장에게 공로패수여

권영인, 실상사작은학교 권기록에
게 각각 황전장학금 300,000원씩을
수여함으로써 총286명 73,400,000원
이 지급되었다.
권길상회장은 소개드린 귀빈께
감사함을 토로하고 종친회 운영의
핵심체인 부회장, 2굛1회. 천등회,
장년회, 청년회, 부녀회, 개인택시
종친회, 등산회, 능동골프회, 각구
종친회 회원을 비롯한 600여명의
종친과 함께 38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
각하며 총회벽두에 낭독한 종시 4
개 항목의 해설과 세월호 참변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성과 이로 인해
미치는 국가적 악영향을 잘 극복하
여 국운 회복상승과 문사진작을 위

한 종사에 힘써주실 것과 해마다
개최되는 총회는 종친간의 화합굛
협동굛단결로 권문 융성의 계기마
련에 있으며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
면 부산종친회에 연락주시길 당부
하였다. 권정달 대종원 총재의 애
정어린 부산종친회에 대한 축사 후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결산보고굛예
산안보고, 권영인 감사의 감사보고
가 있었다.
2부는 오찬 후 부회장인 권기우
변호사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현시
국을 감안, 노래자랑 없이 김치냉
장고를 비롯한 많은 전자제품과 푸
짐한 상품으로 경품추첨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권용섭 사무국장>

종시 :

숭조이념확립굛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굛사회윤리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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