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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회장 

權啓東)는 9월 25일 오후 1시 경

남 산청군 단성면 경강정사(敬岡

精舍)에서 2014년도 파종회장협의

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안동권

씨 15개 파종회장 및 부회장과, 권

경석(權景晳) 사무총장, 복야공파 

안분당파(安分堂派) 종회(宗會)에

서 특별히 초청한 복야공파 고문과 

부녀회 임원들이 서울, 대구, 안동 

등지에서 정오 경남 산청군 단성에 

도착하니 현지 복야공파 종원(宗

員) 등 40여 명이 영실한우프라자

에 도열(堵列)하여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산청 권민호(權玟鎬)씨 사

회로 권계동 협의회장이 간단한 인

사와 함께 건배제의를 하였다. 이

어 권길상(權吉相) 종친회장협의

회장과 권영달(權寧達) 안분당후

손대표가 건배를 하고 환담을 나누

며 한우 갈비찜으로 오찬 후 경강

정사(敬岡精舍)에 도착하여 정조

공파종회장(正朝公派宗會長)인 권

인탑(權仁塔) 총무의 사회로 참석

회원들을 소개하고 회순에 따라 국

민의례, 시조묘소망배(始祖墓所望

拜), 상읍례(相揖禮), 회장인사, 환

영사, 감사보고, 경과보고, 결산보

고, 임원선출, 기타토의 순으로 진

행되었다. 권계동 협의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지난 2011년 8월 31일 발

족한 이 협의회는 숭조정신(崇祖

情神)을 함양(涵養)하고 본회의 발

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

며 문중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초창기는 식당에서 회의를 개최

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유적지를 탐

사하며 조상의 얼을 되새겨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는데, 

처음으로 안동 부호장공파의 일

원정(一源亭)을 시작으로 영덕종

친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부정공파

(副正公派) 오봉공종택(五峯公宗

宅)을 돌아 보았고 오늘은 복야공

파 종정공계(宗正公系)인 사종공

(嗣宗公)의 6세손(世孫) 21세(世) 

안분당(安分堂) 규(逵)의 유적지

를 탐방하게 되었다고 하고, 안분

당의 13세손인 권영달(權寧達) 복

야공파 부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후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참석한 분들을 환대(歡待)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의 모임

이 협의회의 목적에 부응(副應)하

고 정보 교환과 족의(族誼)를 돈독

히 하며 추억에 남는 하루가 되기

를 바란다고 하였다.

권영달(權寧達) 복야공파 부회

장은 환영사에서 전국 각 파종회장

과 부회장, 복야공파 고문단과 부

녀회 임원들이 산청까지 왕림(枉

臨) 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

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전국에서 안

동권씨의 각파종회 대표인 회장단 

어른들을 맞이하여 정성을 담아드

려야 되겠다며 소박하고 겸손한 마

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회의에 들어가 권오수(權五秀) 

감사의 감사보고, 권인탑(權仁塔) 

총무의 경과보고에 이어 결산보고

가 있었고 다음 임원선출이 있었는

데 권태강(權泰康) 검교공파종회

장이 현 임원의 유임을 제의(提議)

하고 권중덕(權重德) 시중공파종

회장이 재청(再請)하여 전원의 찬

성으로 유임이 확정되었다.

권계동 회장은 사양을 하다가 수

락하고 파종회장 임기까지 심부름

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짤

막하게 인사를 하였다.

권오익(權五翼) 대종원 총무부

장은 능동양소(陵洞兩所)와 태사묘

(太師廟)의 헌관(獻官)이나 분정(分

定)에 참여하실 적격자를 각 파에서 

추천(推薦)해 달라고 전달하였다. 

회의가 끝나고 경강정사(敬岡精舍) 

앞뜰과 징사안분당권선생유허비(徵

士安分堂權先生遺墟碑) 앞에서 단체

로 각각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어서 일행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05호로 지정된 남명(南冥) 

조식(曺植)선생을 배향한 덕천서

원(德川書院)에 도착하여 조종명 

서원 원임(院任)과 조온환 단성유

도회장의 안내를 받아 남명(南冥)

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숭덕사(崇

德祠)에서 권계동 협의회장은 관

복(冠服)으로 갈아입고 조식선생

과 최영경선생의 위패에 분향하고 

개재배(皆再拜)하였다. 참배를 마

친 회원들은 경의당(敬義堂)으로 

자리를 옮겨 조종명 원임이 덕천서

원과 조식(曺植)선생에 관한 이야

기를 들려주는 동안 명원문화재단 

산청지부(회장 이영숙) 회원들이 

잇꽃(홍화) 꽃잎을 따서 우려낸 차

와 떡, 곶감을 곁들여 먹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남명선생은 영남사림파(嶺南士林

派)로 문하(門下)에 지조 있고 유능

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어 조선 교육

사상(敎育史上) 가장 성공한 교육

자로 추앙(推仰)되고 학행(學行)은 

<敬義> 두자로 집약하고 있다.

귀로(歸路)에 경남 산청의 <동

의보감촌>을 탐방하였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氣)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경남 산청에 있

는 <동의보감촌>인 것으로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지정 관광지로 전

통한방휴양관광지, 동의본가, 한방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백두대간의 신비한 기운을 담아 내

뿜고 있는 천혜의 자연휴식공간이

다. 산청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9

일까지 <제1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를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

대에서 개최한다.

안분당 종중은 이날 경강정사(敬

岡精舍) 입구에 환영하는 큰 현수

막이 걸어놓고 관광버스비와 간식

비 등 모든 경비를 복야공파 안분

당파 문중과 권영달 부회장이 부담

하는 등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경강정사(敬岡精舍)는 안분당

(安分堂) 권규(權逵 1496∼1548)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자손들이 

1567년 건립하여 중수와 개축을 거

듭해 오다가 6.25 사변 때 소실된 

뒤 1960년에 다시 중건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선생은 시조의 20

세손으로 단계에서 태어나 21세 때 

포은 정몽주선생의 현손인 참봉 완

(浣)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38

세 때 향시에 합격하였으며 원당

에 정사를 지어 안분(安分)이란 편

액을 달고 성리학에 전념하면서 퇴

계(退溪) 이황(李滉)선생과도 친

분이 있었다. 안분당(安分堂) 규

(逵)와 셋째 아들인 원당(源塘) 문

임(文任)을 배향한 문산서원(文山

書院)이 있었는데 1868년 흥선대원

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毁撤)되었으나 오늘까지 복

원하지 못하였다.<보도부장 권영건>

2014년도 安東權氏派宗會長協議會 定期總會

지난 10월4일(토)오전11시 고려

역사선양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

면 성동리 소재 고려대전에서 제8

회째 맞이하여 성굛충현공열사(聖굛

忠賢功烈士)의 공훈을 추모하고 

국태민안과 통일을 기원하는 대제

가 전국의 유림단체 및 대전에 봉

안한 성씨(姓氏) 문중대표와 기관

단체를 포함, 450여명이 참제한 가

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제례는 우관제(禹寬濟굛선

양회)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로부터 헌관 및 내빈소개

가 있었고 이어 국창근(鞠瑲根)총

재의 인사 후 전재환(선양회 부총

재)제관이 봉안문낭독에서 룕오호

(嗚呼) 고려제국의 성굛충현공열사

의 영령이시여! 천운(天運)은 어찌

하여 이신별군(以臣伐君)을 막지 

못하여 고려의 국운을 거두었는가! 

(중략) 바라옵건데 허령불매(虛靈

不昧)하신 영령이여! 향축(香祝)이 

구천(九泉)에 응(應)하거든 고려

예손(裔孫)의 명인(明禋)의 천아

형향(蕆我馨香)을 감음(酣飮)하시

고 통한(痛恨)의 망국한을 소산(消

散)하시어 평안을 길이 누리소서!룖 

라고 고(告)하였다. 이어 제례의식

으로 김면기 집례 및 이정례 해설

로 영신례(迎神禮)로부터 신나례

(晨裸禮)순으로 초헌관 국창근 총

재와 태축(太祝) 조갑환씨가 초헌

례를 올리고 아헌례 왕남철, 종헌

례 정재원 순으로 제향하였다. 이

곳 전당(殿堂)내 분향되는 고려조

(高麗朝)34왕위와 64개 성씨문중의 

충신열사 357위가 봉안되어있으며 

우리권문(權門)의 선조(先祖)위패

는 중간 태조왕건 영정으로부터 서

배향위 맨 앞열 6위(位)부터 11위

까지 봉안되어 있다. 

6位 시조(始祖) 삼중대광태사안

동권행선생(三中大匡太師安東權幸

先生), 7位 13世 도첨의사사영가군

국제공안동권보(都僉議司事永嘉君

菊齊公安東權溥), 8位 14世 도첨의

정승정헌공안동권재(都僉議政丞正

獻公安東權載), 9位 14世 좌사간사

복제안동권정(左司諌思復齊安東權

定), 10位 15世 동지밀직사사안동

권중귀(同知密直司事安東權重貴), 

11位 15世 상호군영가군공안동권

상좌(上護軍永嘉君公安東權上佐)

로서 西,木열이다. 이날 권문에서

는 권정택 기로회장이 시조님6위 

봉안 제관으로 분정되어 엄숙히 봉

향하였다.

<글 권범준 홍보/사진 권경일 기자>

高麗大殿 大祭奉行
고려대전 대제봉행

△9.25 단성 경강정사에서 협의회총회를 하고 있다. △경강정사에서 회원들 기념촬영. △산청군 시천면 덕천서원에서 기념촬영.

△2014. 10. 4. 11시 파주 성동리 고려대전에서 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고래대전 전당내 태조왕건 영정으로부터 서배향위 맨앞열 시조님 고려개국공신 6위부터 11위 선

조님 봉안위패가 보이고 있다.

수천일색(水天一色) 창공의 청

명한 계절에 유등천이 흐르고 푸

른 숲속에 감싸인 뿌리공원은 대한

민국 각 성씨들이 문중별로 위용

을 뽐내며 각양각색의 조형 상징물

이 1997년 11월1일 처음 개장되어 

현재 이르고 있는 유서 깊은 룏조상 

뿌리문화의 전당룑이다. 이러한 뜻 

깊은 장소에서 권문의 후예가 숭조

이념의 유업(遺業)을 받들기 위해 

대전청굛장년회가 주관하고 대전지

역종친회굛대종원이 후원하는 룏제

26회 안동권씨전국청굛장년회 문화

체육축제룑가 2014년 10월 18일 10시 

전국지역종친회협의회, 청장년회, 

전국부녀회 총31개팀(국내30, 해외

1),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정석동의 백제

청상악 보존회의 식전공연을 시작

으로 청년선수단 입장 후 제1부 공

식행사 권선상 준비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부터 국민의례, 태사공 시

조님께 망배 이어, 권호준 대전종

친회장의 내빈소개와 권용기 대회

장이 지난 대회 영주청장년회에 감

사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권호준 

대전종친회장의 환영사, 권용기 대

회장의 대회사, 권정달 대종원총재

의 격려사에 이어 권선택 대전광

역시장 축사와 뿌리공원을 관장하

고 있는 박용갑 대전중구청장축사

가 있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축전으로 대신하였다. 이어 전년도 

대회 우승팀인 경주청장년회 우승

기 반환이 있었고 권상우 선수단 

대표가 선서를 하였으며 권수봉 가

수의 룏권문의 노래룑가 힘차게 울려 

나오는 가운데 각 선수단 퇴장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체전 및 문

화행사는 본부석 앞에서 팀별2명

씩 참가하여 전통제례복을 입고 시

제는 룏태사공 권행룑으로 과거시험 

재현하였다. 심사위원장은 권호준 

회장이 권순긍(충정공계), 권오준

(정헌공계), 권일원(좌동), 종호씨 

등이 심사를 맡았다. 

장원은 <태>:태초에 이 땅에 하

늘이 열리고, <사>:사람으로서의 

이치를 깨달아서, <공>:공덕을 닦

고 수행을 하시와, <행>:행복한 후

손 이 땅에 기틀 되시다. 로 문경

(37世. 권위택)이 △방안(3명):권창

만(37세.담양청년회), 권민철(강릉

청),권혁풍(진천,음성 청) △탐화

(5명):권대용(광주청), 진건(울산

청), 기돈(강릉청), 오진(창원청), 

오현(좌동)등이 급제하였다. 한편 

권문(權門)임원진은 권정달 대종

원 총재를 비롯 참가 종친회 캠프

를 순회하면서 연로족친, 청장년회 

회원들을 격려하면서 정담을 나눴

다. 점심시간을 병행 축제팡파레와 

준비해온 지역별 특산물로 주고 받

으면서 유등천 계곡이 축제의 한마

당이 되어 절정을 이루었다. 

본부석에서 권승세(34世.검교공

파.現유강서화연구원장)이 가훈을 

정성스럽게 써주었다. 전국청.장년

협의회는 권용기 대회장이 진행하

여 2017년 체전개최지를 합천으로 

결정하였다.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우승(영주청장년회), △

준우승 및 공굴리기(합천), △3위

(안동) △종목별우승:투호 및 협동

공튀기기(영주) 등이다. 

이외 축제행사로 노래자랑, 행운

권 추첨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축제 특별 출연으로 박상철가수가 

열창하여 열렬한 환호를 받았으며 

일본 관서종친회에서 온 권승일 사

무국장이 룏돌아와요 부산항룑을 한

곡 뽑는 등 한 마음으로 신나는 축

제가 끝나고 오후 4시경 권선상 준

비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공식행

사를 마쳤다. 

권용기 대회장은 소감으로 룕이

번행사의 특징은 숭조이념을 받드

는 유서 깊은 장소에서 조상의 얼

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발전

시켜 후손들에게 권문의 자긍심을 

심어줄 좋은 계기가 되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 더더욱 큰 역할을 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합니

다.룖고 피력했다. 차기 27회 개최는 

청주.청원청장년회(권광택 회장)

가 4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전종친회, 권선상 준

비위원장>

(기사:권범준 홍보부장/사진:권경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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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    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大堂會 : 2014년 12월 1일(월) 오후7시

※버스대절해 오시는 문중은 안동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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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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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대전시 뿌리공원에서 전국 청장년 문화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원내 좌 권정달 총재, 우 권호준 대전종친회장) 

△좌상:권선택 대전시장, 우상:권용기 대전청장년 회장(대회장), 좌하:내빈, 우하:선수선서

△문화체육행사(좌상:공굴리기, 우상: 과거시험, 좌하:북춤, 우하:여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