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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대종원(총재 권정달)은 

2014.11.19 오전11시 안동사무소에

서 회장단, 파종회장, 종무위원 8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종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권순갑 부총장은 성원보고하고 

국민의례, 시조님 묘소에 대한 망

배, 열선조에 대한 묵념과 상읍례

를 하였다. 

이어서 권정달 대종원총재는 인

사말로 종무위원 여러분이 많이 참

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금년 경제

가 어려운 가운데 권호준 대전종친

회장 및 청장년회장의 주선으로 문

화체육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또 지역청장년회는 전국청장년

협의회가 발족하였으니 행사를 협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일원

화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소천 권태호선

생의 음악관을 관람하여 권문이 낳

은 근대 음악가의 발자취를 보자고 

하였다.

이어서 권경석 사무총장은 경과

보고와 협조사항으로 능동춘추가 

금년 7월부터 폐간하여 안동권문

의 신문은 오직 룏안동권씨종보룑 뿐

이니 많이 구독을 권장하고 인터넷

에 상당한 자료가 올려있으니 젊은 

층에서 적극 참여바라며 파종회는 

자체행사를 인터넷에 홍보바란다

고 하였다. www.andongkwon.org

이어서 부의 의안으로 추향제 제

수비를 상정하였고 종중 명칭통일

에 관한 건은 의견을 수렴하여 재

검토키로 하였다.

3호 의안으로 청도 토지 매각 건

은 2011.11.7 종무위원회에서 운영

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하였는데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권영성부총

재가 매입자가 있다고 보고하여 매

각키로 결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잔여 토지와 김포답 매각 

건은 매수자가 있을 때 종무위원회

를 거치면 실기(失期)할 수 있으므

로 운영위원회 또는 재산관리위원

회에 위임키로 의결하였으며 4호 

의안으로 능동 임야 수종개량 건은 

풍산류씨와 합의하여 안동시청에 

건의키로 하였다.

제 5호 의안은 낭중공단소 이

단 모금 잔액 사용에 관하여 결산

보고를 하였다. 2011년 모금 총액

은 385,387,736원이며 2011.6.1부터 

2014.11.4까지 안동사무소에서 사무

소임대료, 여직원인건비, 사무소운

영비 등 68,878,216원을 집행하였고 

청도토지소송비 1천만원을 집행하

고 안동권씨회관(서울) 임대보증

금 7천만원(부채정산)반환하고 잔

액이 36,509,520원이라고 보고하였

다. 종무위원회는 결산보고를 승인

하고 잔액은 안동사무소 운영비가 

매년 2천여만 원이 추가 소요되므

로 운영비로 집행키로 의결하였다.

기타토의에서 총재는 권문을 위

해 공헌하신 분의 내역을 현창(顯

彰)하여 후손들의 귀감(龜鑑)이 되

도록 하기 위하여 능골에 공훈비를 

세워 앞으로 권문에 크게 기여하

거나 향사 등 열성적인 분들을 새

겨 넣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권영빈 종무위원이 후손들 참배 시 

교훈이 되도록 설치하자고 동의하

여 재정이 허하는 한 사업을 추진

키로 하였다.

권길상 부총재는 시조 향사에 도

유사를 지낸 분이 건강이 좋아 춘

추향사에 참제(參祭)코자 원하는

데 원임(原任)은 참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합리성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권오수 부총재는 전일 

수임이 입제하여 유숙하는데 원임

이 오시면 자리를 또 마련키 곤란

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종무위원회는 향사 당

일 참제한다면 단상에 별도 모시어 

참제토록 함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시조님 추향제는 10월 상정

(上丁)에 봉행하여 후대조(後代

祖) 추향 전에 하는 것이 도리라 

하였다. 종무위원 한분이 종전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무총장은 

태사공 실기에 보면 1557년 안동부

사 권소(權紹)공께서 한식(寒食)

일 향사를 시작하였고 그후 10월 

중정(中丁)에 추가 묘제를 올렸는

데 당시는 조선(朝鮮)조 관례상 중

정일을 택한 것이며 시조님을 모신 

운곡서원(雲谷書院)은 조선 후기 3

월 상정(上丁)을 제(祭)일로 하고 

있으니 태사공(太師公)의 작위(爵

位)가 높은데 중정은 합당치 않다

고 하고 예(例)로 태사묘(太師廟) 

향사도 선조18년 도유사인 송암 권

호문공께서 년 4시제를 춘추 2시제

로 변경한바 있는데 현 시대에 맞

게 제도를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 안은 제례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키로 하였다.

동정공파 권도혁회장이 소천선

생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12시 30분

에 폐회하고 중식 후 안동시문화공

원에 있는 권태호선생 음악관을 견

학하며 관장으로부터 소천선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2층 전시

관을 관람하였다. 권태호선생은 동

정공파 안동출신으로 일본에 유학

하고 귀국하여 수많은 동요와 군가

를 지어 국가에 기여한바 크다. 대

표작이 룕나리나리 개나리룖이다.

(편굛사진 권경일기자)

安東權氏大宗院 宗務委員會 開催
안동권씨대종원 종무위원회 개최

지난 11월1일 (토) 오전 9시30분부터 종묘 영녕전(永

寧殿)에서 문화재청, 종묘제례보존회에서 주최하고, 종

묘제례악보존회에서 후원한 2014년 종묘추향대제가 1

부 영년전 제향(09:30-11:30)과 2부 정전 제향(13:00-

15:30)이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묘(廟)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곳이며,

사서가(士庶家)에서는 가묘(家廟) 또는 사당이라하고, 왕

실에서는 종묘라하여 왕조의 조종(祖宗)을 모시고 제향

을 받드는 곳이다. 조선조(朝鮮朝)는 1394년 10월 한양으

로 천도하자 종묘를 건축하여 태묘(太廟)라 하였다.

종묘는 정전이 국보 제227호로, 영녕전이 보물 제821

호로,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종묘제

례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 보호되고, 특히 

종묘는 1995년 12월에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기

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종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번지에 56,511평

에 제향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종묘의 

제전은 정전(正殿)에서는 19신실에 대왕 19위와 왕비 

30위가 봉안되어 있고, 영녕전(永寧殿)은 16신실에 왕

16위와 왕비 18위가 봉안되어 있다. 이날 권문(權門)

에서는 영녕전 신위전인 제6봉안실에서 문종(文宗)과 

현덕왕후(顯德王后)-(단종(端宗)의 생모이며 문종(文

宗)의 비(妃) (安東權氏 부정공파, 17세 휘(諱) 전(專). 

화산부원군의 3녀} 가 봉안되어 있다. 

초헌관 이주섭, 아헌관 권오홍(權五鴻){35世 추밀공

파안동권씨대종원부총재}종헌관 이상철 등에 의해서 

봉행하였다.

제전의식을 올리는 종묘제례는 관신례, 궤식례, 초

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고, 특히 제례의식에 맞추어 선왕의 공덕을 

기리는 종묘제례악 {1435년 (세종 17년) 박연과 우리

의 향악으로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을 창

제하여 회례악(會禮樂)으로 쓰다가 간추리고 개편하

여 1463년부터 종묘제례악으로 사용 되었고, 1964년 중

요무형문화제 제1호로 지정, 2001년 종묘제례와 더불

어 유네스코 인류문화제에 등재된 종묘제례악}이 엄숙

하고 웅장한 연주에 맞춰 국립국악고등학교 단원들의 

일무(佾舞)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공신당(功臣堂)에 세조(世祖)때 좌의정(左議

政)인 익평공(翼平公) 권람(權擥)길창부원군(吉昌府

院君)이 봉안되어 있다.

이날 종묘추향제가 봉행되고 있는 광경을 많은 세계

의 관광객과 보도진들이 참관하였다. <권경일기자>

종묘추향대제 문종, 현덕왕후 제례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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樞密公派 大宗會 제26차 정기총회 개최공고

樞密公派大宗會 會長 權赫昇

연락처 : 02-737-6423, 010-8867-3177(사무국장)

본회 종약10조 1항에 의거 제26차 2014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호 선생음악관 관람 후 종무위원 기념촬영

△영령전6실 아헌관 권오홍씨가 헌작하고 있다.

△좌상: 모든 제관이 정렬하고 있다. / 우상: 제6봉안실에 제관이 정렬해 

있다. / 좌하: 제례악 보존회 회원이 제례악을 연주하고 있다. / 우하: 국

립국악고등학교 학생이 일무를 추고 있다.

△좌상: 문종, 현덕왕후 추향제에 이홍국 대축관이 축문을 읽고 있다. / 우상: 

태조 초헌관이 음복례를 하고 있다. / 좌하: 권오홍 아헌관이 제6봉안실로 오

고 있다. / 우하: 권혁주 집사가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대종원(총재 권정달)은 2014년 

11월 11일 11:30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2길 11 용두동 안동권씨회

관에서 운영위원 15명이 참석한 가

운데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

였다.

총재는 운영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 반가우며 오늘 청

도 봉암재사와 관련된 土地를 권영

성 부총재가 추진하여 매각하려고 

하는데 잘 검토하여 결정짓자고 하

였다. 

권경석 사무총장은 기간중 대종

원에서 시행한 행사와 종무위원회

와 추향제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부의 의안에 들어가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은 종무위원회 

소관인데 2011년 11월 7일 종무위

원회에서 청도 토지 매각에 관한 

全權을 運營委員會에 委任하였으

므로 심의에 부친다고 하였다.

제1호 의안은 청도 봉하리 봉암

재사 주변 토지 매각에 관한 건으

로 운문면 봉하리 및 정상리 전답 

7필지를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제2호 의안도 청도 정상리 낭중

공 단소터와 진입로 토지 매각에 

관한 건은 2010년12월15일 중앙종

친회 회장단에서 매각을 결의하였

으나 진입로 봉쇄로 매입자가 포기

한 상황이며 진입 도로를 제외하고 

험준한 밭이기는 하지만 5필지를 

매각하는데 권영성부총재에게 위

임하였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권영한 부총

재는 11월 19일 종무위원회에서 낭

중공 단소 모금 잔액 사용내역을 

밝힐 것은 제안하여 종무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12시 반 폐회하고 인근 식당에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찬하며 종무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동출신 소천 

권태호 선생(동정공파) 음악당을 

관람키로 하고 산회하였다.  

<편>

安東權氏大宗院運營委員會

△운영위원회의를 제기동 대종원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2014.11.11)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

안동권씨대

종원은 지난 

11월 14일 삼

덕회계법인대

표 權五亨 씨

(68.충남부여. 

35世. 추밀공

파)를 부총재로 선임했다.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및 명지대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前대성회계법인대표이사, 한림합동

회계사무소대표,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

항공우주산업사외이사, 현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찰대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편>

권태호 대구고등검철청 검사

대구고등검

찰청 검사 權

泰鎬씨(61.청

주.33世. 추밀

공파)를 부총

재로 선임했다 

(11월 14일부).

권 검사는 청주大법학과 졸업 및 

청주大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학

위를 취득했으며 제19회 사법시험

에 합격해 초대 수원지방검찰청안

산지청장,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

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로 활동하고 있다.

<편>

권광택 옥산레미콘(주)회장

權光澤(59. 

청주. 35世. 추

밀공파)씨를 

부총재로 선임

했다(11월1일

부).

권회장은 충

청大굛충북大 경영정보학과와 고려

大 정보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

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총

재, 충북새마을회장, 행복충북운동 

추진협의회 의장, 제8대 도의원 등

을 역임했으며, 현(사)미래도시연

구원 부원장, 환희개발주굛옥산아스

콘(주), 옥산레미콘(주), 청주굛청

원청장년회장을 맡고 있다.  

權五鉉宗務委員 

(84세, 추밀

공파 35세) 

충북 음성군 

금왕읍 신내로

695번길103호

權純求宗務委員 

(73세, 추밀

공파 37세)원

주시 관설동 

1760-2(4층)

大宗院 副總裁, 宗務委員 選任

1. 일    시 :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2. 장    소 : 한국자유총연맹센터(2층) (서울장충동 2가 201-6) 대회의실

3. 교통편 : 3호선 동국大 입구역 6번출구(도보15분)

4. 안    건 : ①경과보고 ②2014년도 결산보고 ③2015년도 예산심의 ④임원선출 ⑤기타 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