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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향제 후 숭보당에서 기념촬영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갑오년(甲午年) 태사묘(太師廟)
추향대제(秋享大祭)가 9월 13일(음
력 8월 20일 中丁日) 오전 10시 안
동시 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
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
씨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
게 봉행(奉行) 하였다.
이날 참제분정(參祭分定)은 초
헌관(初獻官) 권태연(權台淵), 아
헌관(亞獻官) 김창년(金昌年), 종
헌관(終獻官) 장성진(張聲振), 축
(祝) 권양호(權養浩), 김광동(金廣
東), 장기술(張基述), 찬자(贊者)는
권인탑(權仁塔)씨가 담당하였다.
추석 연휴로 쉬는 날이 많았으나
참제원이 예상보다 많이 참석하여
무려 2시간에 걸친 제례(祭禮)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제례
를 마친 참제원(參祭員)은 숭보당
(崇報堂)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당회보고(堂會報告)를 하였다.

명단을 받아놓고 있다.룖고 보고하
는 등 12개 항의 결과 보고를 했다.
숭보당에서 음복례(飮福禮)가
끝난 후 참제원은 동재(東齋)와 서
재(西齋)에 나누어 비빔밥으로 점
심식사를 하면서 환담을 나누다가
해산하였다.
안동읍지인 영가지(永嘉誌)에
의하면 3공신의 사당이 부사(府司)
에 있고 삼한벽상삼중대광아보공
신(三韓璧上三重大匡亞父功臣) 권
행(權幸) 김선평(金宣平) 장정필
(張貞弼)의 사당이다. 태사묘는 성
종 2년(983년) 안동부사(安東府司)
에서 3공신에게 제향을 올리면서
비롯되었다. 중종(中宗) 37년(1542
년)에 김광철(金光轍) 안동부사
(府司)가 옛터를 정리하여 새롭게
하고 비로소 묘우(廟宇)를 세웠으
며 명종 11년 안동부사 권소(權紹)
가 제전과 노복을 두었다.
또 경상감사(慶尙監司) 권철(權
轍 : 권율 도원수 부친)이 제전(祭

회순에 따라 권태연 도유사(都
有司)는 룕무엇보다도 이번 추향제
를 경건하게 잘 봉행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룖며 간단하게 인
사말을 하였다. 이어 김숙동(金淑
東) 태사묘관리위원장은 인사말에
서 룕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주관하
여 미숙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조
상을 잘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 하
겠다.룖고 하였다.
그는 룕현재 태사묘에 도난방지를
위하여 CCTV 5대를 설치하고 감
지기를 땅속에 매설(埋設)하느라고
잔디가 파였다룖 하고 룕 시와 협의하
여 태사묘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하여
용역을 주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
로 있는데 아마 2018년엔 그 성과가
나타 날 것 같다.룖고 전망했다.
이어서 장은주(張銀周) 태사묘
사무국장은 룕다음 춘향제는 정관
에 의하여 권영세 안동시장이 초헌
관을 하며 재유사는 문중별로 1명
씩 추천토록 했는데 벌써 추천자

삼헌관기념촬영

田)을 두고 묘(廟)의 노복(奴僕)
을 주었다. 선조(宣祖)18년((1585
년)에 권호문(權好文)이 본묘(本
廟)의 도유사(都有司)가 되어 삼성
(三姓)이 의논하여 제례규칙(祭禮
規則)을 정하였는데 사시절사(四
時節祀)의 예(禮)가 너무 번거롭고
어지러우므로 춘추(春秋) 2월과 8
월 중정일(中丁日)에 행사하기로
정하였다고 한다.
<보도부장 권영건>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지
난 25일 오전 대구시장 상황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지난 8월 29일(3면) 안동
향우신문에 보도된 것을 인용한다.
권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공동성
명서를 통해 룕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영남
지역 항공수요 조사 결과가 그 동안
영남지역 5개 시굛도 주민들이 줄기
차게 요구해 온 남부권 신공항 건설
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한 것으로 평가한다룖
고 밝혔다.
또 룕앞으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시굛
도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룖이
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룕정부는 남부권 경제 공동

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와 공동 발전
을 위해 특정
지역이 아니
라 남부권 지
역 전체의 이
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통합 신공
항을 건설해야 한다룖고 주장했다.
또 룕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경제공
동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남부권 공항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건설돼야 한다룖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룕통합신공항은 남부
권 전체의 항공 여객 및 물류 수요
를 감당하고 남부권 경제공동체 발
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규
모로 건설돼야 하며, 정부는 가장 공
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룖고 강조
<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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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대종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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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가 지난 5일
오후2시 대회의실에서 권영세 시장
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룕민선6기 시장공약사
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4일 전
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내건 희망찬
명품 신 도청시대를 위한 7대 분야
50개 주력사업과 새누리당 안동 번
영시대 5대 추진사업에 대해 부서
별로 정책 추진방향과 실행방침,
추진일정과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
해 보고한 후 토론을 통해 공약사
항 전반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시
간을 가졌다.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희
망찬 명품 신 도청시대를 위한 △
세계적 역사문화도시 안동건설 △
현도심 활성화와 도시공간 재창조
△생명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
미래가 있는 안동농업 육성, △용
상, 옥동, 송하, 강남, 풍산, 특화발

慶

전 △교육이
있는 안전한
복지도시 실
현 △명품 도
청 신도시 조
성 등 7개 분
야 50개 주력
사업과 △시민불편 규제개혁 △동
부터미널 설치 추진 △한국전통문
화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통팔달
도로교통망구축 완성 등 새누리당
안동 번영시대 5대 추진 사업으로
룕더 큰 안동, 더 좋은 미래룖를 만들
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권영세 시장은 룕공약은 시
민과의 약속으로 시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으며,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출마한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여러 후보자들
의 공약사항 중 공유할 사업에 대
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 줄
<편>
것룖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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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權氏大宗院 第2期 任員選任

갑오년 태사묘 추향대제 봉행

안동시 북문동 태사묘우에서 갑오년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權氏 紀元1085年

2014년6월- 2017년5월
1. 原任 : 행공순
權彛赫, 權五杰, 權應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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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崇, 權俊植, 權德洙, 權春湜, 權洪
燮, 權虞植
2. 名譽總裁 : 權彛赫, 顧問 : 權五
熙, 權武源, 權海玉, 權寧海, 權寧
睦, 權重燾, 權五宣, 權讚赫(9人)
3. 總裁 權正達, 監事 : 權鍾濬, 權
寧焄 (3人)
4. 運營委員
權正達總裁, 權重燾顧問, 權五宣
顧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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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19人)
5. 副總裁 : 50人 (년령순)
權啓東(常任), 權赫昇(常任), 權
五秀, 權寧翼, 權寧鮮, 權熙弼, 權在
珠, 權五鴻,權肅東, 權羲宅, 權純宅,
權世源, 權圭華, 權世穆, 權武倬, 權
泰錫, 權景燮, 權在爀, 權赫基, 權
奇德, 權重達, 權敬雄, 權五泳, 權永
漢, 權吉相, 權鳳道, 權寧成, 權寧
祥, 權松成, 權建春, 權弘司, 權仁
塔, 權五德, 權永烈, 權容住, 權赫
春, 權赫龍, 權容基, 權五春, 權鉉
準, 權容一, 權桂周, 權純善, 權泰
錫, 權勢徒, 해외 權英喆, 權重萬,
權順基, 權景晳事務總長, 權純甲副
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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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宗史硏究委員長 : 權重達
7. 宗務委員
◆ 派宗會長(15人) 當然職 宗務
委員
宗派宗會長 權五昌, 副戶長公派
宗會長 權丙均, 僕射公派宗會長 權
啓東, 樞密公派宗會長 權赫昇, 同
正公派宗會長 權度爀, 佐尹公派宗
會長 權宅元, 別將公派宗會長 權鳳
道, 副正公派宗會長 權五瑞, 侍中
公派宗會長 權重德, 給事中公派宗
會長 權世銓, 中允公派宗會長 權寧
鐸, 軍器監公派宗會長 權奇洪, 正
朝公派宗會長 權仁塔, 戶長公派宗
會長 權丙燾, 檢校公派宗會長 權泰
康
◆ 選定職 宗務委員(77人 ) 파별 년령순
宗 派 權純杰, 權純悳, 副戶長公
派 權五基, 權寧健, 權奇泰, 樞密公
派 權寧斌, 權寧桓, 權熙喆, 權純八,
權鎬俊, 權學周, 權赫彩, 權炳善, 權
義喆, 權泊遠, 權在卜, 權錫遠 僕射

公派 權載穆, 權五極, 權重元, 權寧
沃, 權赫吉, 權寧茂, 權赫琦, 權慶
燮, 權伍烈, 權奇甲, 權東燮, 權寧
華, 同正公派 權泰元, 權寧照, 權泰
錫, 佐尹公派 權赫根, 權五佶, 權五
植, 權容浩, 別將公派 權大洛, 權奇
德, 權奇元, 權赫秀, 副正公派 權景
鎬, 權五哲, 權五辰, 權五淳, 權奇
雄, 權寧億, 權中達, 侍中公派 權時
重, 權五錫, 權鍾善, 給事中公派 權
珣寬, 中允公派 權潤成, 軍器監公派
權奇律, 正朝公派 權奇滿, 權五琸,
戶長公派 權重德 檢校公派 權寧海,
權正煥, 權泰淵, 權盛一
大宗院 權爀彩(평택), 權度延(서
울), 權奇浩(안동), 權道鉉(서울),
權五益(인천), 權泰甲(대구), 權大
吉(선산), 權五璡(서울), 權純卓
(서울), 權正植(안동), 權貞澤(고
양), 權寧昌(영주), 權寧甲(수원),
權琥奎(안동), 權聖容(부산), 權五
琮(서울), 權保根(김포), 權赫九
(서울)
宗報諮問委員 權重達, 權兌鉉, 權
五昌, 權榮燮, 權仁浩
8. 代議員 200명
◆ 當然職 地域宗親會長
協議會長 權吉相(釜山宗親會長),
監事 權在珠(安東), 監事 權承九
(麻浦宗親會長), 副會長 權鎬俊(大
田宗親會長), 權五潤(江陵), 權玟
鎬(山淸), 權寧成(永川), 權寧昌
(榮州宗親會長), 權寧守(堤川), 權
寧夏(大邱宗親會長), 權忠和(光州
宗親會長), 權秉國(尙州宗親會長),
權鎭壽(仁川宗親會長), 幹事 權寧
甲(水原), 衿川宗親會長 權寧柱, 永
登浦宗親會長 權永河, 江陵宗親會
長 權寧珏, 原州宗親會長 權五瑛,
金浦宗親會長 權寧福, 富川宗親會
長 權純晧, 水原華城烏山宗親會長
權炳厚, 安養宗親會長 權正燮, 驪
州宗親會長 權寧尙, 龍仁宗親會長
權寧純, 堤川宗親會長 權復得, 鎭
川宗親會長 權五燮, 淸州淸原宗親
會長 權奇澤, 錦山宗親會長 權景
琯, 舒川宗親會長 權燦, 鍊武宗親
會長 權俊遠, 溫陽牙山宗親會長 權
熙成, 禮山宗親會長 權陸滿, 慶州
宗親會長 權伍信, 龜尾善山宗親會
長 權寧和, 聞慶宗親會長 權寧夏,
奉化宗親會長 權正吉, 安東宗親會
長 權宙衍, 盈德宗親會長 權炳淪,
英陽宗親會長 權暻浩, 永川宗親會
長 權彩五, 醴泉宗親會長 權宅文,
義城宗親會長 權伍烈, 靑松宗親會
長 權五映, 浦項宗親會長 權奉正,
密陽宗親會長 權泰慶, 馬山昌原鎭
海宗親會長 權泰亨, 山淸宗親會長
權龍鉉, 蔚山宗親會長 權五榮, 宜
寧宗親會長 權炳基, 晉州宗親會長
權鍾烈, 昌寧宗親會長 權寧伯, 統

營宗親會長 權淳宗, 陜川宗親會長
權東述, 全州完州宗親會長 權龍根,
井邑宗親會長 權在元, 全南西南圈
宗親會長 權祥用, 順天宗親會長 權
俊杓, 濟州宗親會長 權五宅(58人)
◆ 選定職 代議員 大宗員(33명) 연령
순
權五蒼(원주), 權五昌(경기광
주), 權寧邦(안양), 權赫鏞(서울),
權章殷(안동), 權希弘(대전), 權赫
遠(수원), 權五福(서울), 權有秀
(서울), 權景一(서울), 權寧福(서
울), 權錫鎬(합천), 權純徹(서울),
權五哲(서울), 權斗鉉(수원), 權琥
亮(예천), 權五翼(안동), 權範埈
(서울), 權容模(서울), 權章世(춘
천), 權洪基(청송), 權五正(예천),
權赫貞(대구), 權五洙(안동), 權承
昊(포천), 權丈 (부산), 權泰賢
(부산), 權純哲(대구), 權時鉉(광
주), 權明達(울산), 權容基(대전),
權榮禮(부산), 權大蘭(안동)
15派宗會(60명)
종파 권용덕, 부호장공파 權奇
柄, 權五鈞, 權泰定, 추밀공파 權五
星, 權五鉉, 權榮昶, 權純岳, 權赫
台, 權熙中, 權鎬春, 權寧傑, 權寧
冕, 權東遠, 權炖遠, 權善萬, 權成
浩, 權泰祐, 복야공파 權復得, 權寧
彬, 權寧洙, 權寧槿, 權赫豊, 權 珪,
權東述, 權五柱, 權滄龍, 權大檠, 權
五翼, 權光澤 동정공파 權寧東, 權
寧德, 權寧睦, 權寧勳, 權寧浩 좌윤
공파 권용한, 권오교, 별장공파 權
奇植, 權純昌, 부정공파 權五箕, 權
純德, 권영도, 권영숭, 권효준, 권
용선, 권칠훈, 시중공파 權學重, 권
우선, 권운수, 중윤공파 권윤성, 권
기순 군기감공파 권영락, 정조공파
權奇龍, 權奇鎬, 호장공파 權龍浩
검교공파 權泰雄, 權泰光, 權寧建,
權五燮, 權五甲,
全國地域代議員(49명)
서울 권월순, 권태복, 권지섭, 權
五學, 權赫弼, 權五先, 權赫鏞, 강원
도 權泰卿, 권오록, 권오열, 경기도
權 , 權寧求, 權泰根, 權泰浩, 權潤
根, 權鎬眞, 權赫俊, 충청남도 대전
시 權純兢, 權德相, 權種浩, 權仁淳,
權鉀淳, 權容壽, 權得龍, 權善上, 權
容基, 權寧仁 경상북도 권오성, 권
중학, 권정택, 권영기, 권찬섭, 권태
윤, 권영학, 권혁창, 권오중, 권흥
식, 권영화, 권경환, 경상남도 權道
鉉, 權壬鎬, 權正守, 權寧禮, 權泰
賢, 권재철, 권태룡, 전라남도 권성
갑, 권상택, 권상현
別有司
權永植, 權寧卓, 權奇元, 權汝煥,
權五權, 權奇植, 權起完

닭실과 맛질의 영화가 오문을 빛내다(3)
忠定公 諱 橃 (2)
충정공(忠定公) 충재 벌(冲齋 橃)
충정공 권벌(權橃)의 자는 중허
(仲虛), 호는 충재(冲齋)이다. 성종
9년(1478년)에 안동군 북후면 도촌
리 본가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
터 재주가 비범하여 10살 때에 벌
써 어려운 문장을 곧잘 맞추어서

제26회 안동권씨 청굛장년회 전국 문화축제 祝

선조님의 빛난 얼을 계승하고 자랑스런 권문의 번영과 화합을 위한 전국 청굛장년들의 문화 축제를 대전광역
시에서 개최하오니 경향각지 권문 가족님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굛 일 시 : 2014년 10월 18일(토) 10:00~16:00
굛 장 소 : 뿌리공원 잔디광장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산 34번지)
굛 연락처 : 대전종친회 042-522-8751. Fax 042-537-8751 / Cafe. daum,net/kwondaejeon Email : ktjstkd@hanmail.net
대회장 권용기 010-4404-5400. 준비위원장 권선상 010-6487-5342
굛 경기일정
- 개회식 10:00-경기 10:30~14:30 -다과회 11:00 -노래자랑 14:30 - 폐회식 15:30
굛 오시는 길(고속도로 이용시)
- 경부고속도로(비룡분기,호남고속도로 서대전분기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안영IC ⇒ 뿌리공원)
- 호남고속도로(서대전분기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안영IC ⇒ 뿌리공원)

2014. 10. 1

안동권씨 대전 청굛장년 회장 권용기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9세에
처음 진사에 뽑혔다가 중종 2년 30
세에 별시 병과에 급제하고 종사랑
이라는 직책을 받았다. 그 후에 예
조좌랑을 지내고 부모를 가까이서
모시기 위해 중종 9년에 영천군수
를 지내고 성균관 사성과 도승지를
거쳐서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이 시대는 사림파의 거두 조광
조가 임금으로부터 신임을 받으며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던 때였다.
그러나 조광조를 위시한 이들 신진
세력들은 성급하고 그 기상(氣像)
이 지나쳐서 홍경주(洪景舟) 등 연
산군을 폐위시키는데 공이 있는 옛
세력과 서로 반목하여 갈등이 싹트
고 있었다. 선생은 지난날 무오년
과 갑자년의 사화(士禍)를 생각해
서 이 같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하여 양쪽 세력의 갈등을 조
정하려로 노력하였으나 일이 뜻대
로 풀리지 않아 고심하다가 스스로
강원도 삼척부사(三陟府使)를 지
원하여 갔다.
그가 우려하던 바와 같이 홍경
주 등의 훈구세력들이 이상정치를

실현하려던 조광조(趙光祖) 등 사
류(士流)들에게 禍를 입힌 기묘사
화(己卯士禍)가 일어나고 말았으
니 선생은 43세에 공직에서 파직되
어 봉화읍(奉化邑) 닭실에 내려와
15년 동안 봉화에 은둔하면서 강학
(講學)에 몰두하다가 중종 28년에
복직되어 密陽부사로 나갔고 중종
33년 경상도관찰사를 지내고 중종
34년에 한성판윤이 된 후 지치주의
(至治主義)를 실현하고자 하였으
며 동 35년 병조판서(兵曹判書), 예
조판서(禮曹判書), 좌참찬(左參贊)
으로 계속 승차되었으며 인종1년에
우찬성(右贊成)이 되었으며 임금이
승하하자 원상(院相)이 되었다.
1546년 明宗 임금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니 문정왕후(文
定王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되었다. 선생이 원상(院相)으
로 승정원에서 정무에 참여하는 중
에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났
다. 그것은 실권자 문정왕후의 동
생 윤원형(尹元衡)이 인종(仁宗)
의 외척 윤임(尹任)과 갈등을 빚은
<2면에 계속>
사화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