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2015年 1月 1日(목요일)  權氏 紀元1086年   第 475 號   1☎ 대표 (02)2695-2483~4　www.andongkwon.org　종보보급소 (02)2695-2480, 070-8866-2480

을미년(乙未年) 새아침 국내외(國

內外) 일백만 족친(族親) 여러분 가정

(家庭)에 행운(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祈願)합니다.

지난해는 대종원산하(大宗院傘下) 

파종회장협의회(派宗會長協議會)는 

권계동협의회장(權啓東協議會長)께

서 영덕 산청 등 2차에 걸쳐 파종회장

단(派宗會長團)을 이끌고 선현(先賢)

들의 유적지(遺蹟地)를 탐방(探訪)하

면서 선조(先祖)님들의 유업(遺業)을 

익히고 회장단간 유대(紐帶)를 공고

(鞏固)히 한바 있습니다. 종친회장협

의회(宗親會長協議會)는 부산에서 선

상(船上) 정기총회(定期總會)를 갖고 

또 지역별 종친회장단회의(宗親會長

團會議)를 통해 종친회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여 종친회(宗親會) 발전(發展)

에 기여(寄與)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

난해는 청장년협의회(靑壯年協議會)

가 발족하여 권계주부총재(權桂周副

總裁)가 청장년회장협의회장(靑壯年

會長協議會長)으로 선출되었으니 앞

으로 대종원(大宗院)과 권문(權門)의 

발전(發展)에 크게 기여(寄與)할 것을 

기대합니다. 청장년(靑壯年)들은 머지

않은 장래(將來)에 문중(門中)의 회장

직(會長職)을 맡게 되고 경험(經驗)을 

기초(基礎)로 새로운 역사(歷史)를 만

들어가는 인재(人才)들이 될 것인즉 

본인은 청장년(靑壯年)들에게 거는 기

대가 큽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청장년

회가 독자적으로 행사를 해왔는데 앞

으로는 청장년협의회장(靑壯年協議會

長)을 중심으로 조직(組織)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청장년회장(靑

壯年會長)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권문

(權門)의 미래(未來)를 열어가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청장년회(大田靑壯

年會)가 주관(主管)한 전국청장년문

화체전(全國靑壯年文化體典)은 대전 

뿌리공원에서 特色있는 행사를 하면서 

결속(結束)을 다지고 권문의 조형물

(造型物)과 족보박물관(族譜博物館)

을 관람하는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지난해는 윤달이 들어 시조(始祖)님 

추향제(秋享祭)를 12월에 봉행(奉行)

하다 보니 영하(零下)의 날씨 속에서 

족친(族親)들께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

았습니다. 시조님은 고려(高麗) 시조

(始祖)로부터 태사(太師)의 높은 작위

(爵位)를 받으셨으니 정일품(正一品) 

고관대작(高官大爵)으로 향례(享禮)

를 상정(上丁)일에 모심이 타당할 것

입니다.

권문(權門)은 시조(始祖)님의 얼을 

전승(傳承)받아 숭조(崇祖) 효친(孝

親)사상(思想)이 남다르니 우리는 시

조(始祖)님, 파조(派祖)님, 선조(先祖)

님 향사(享祀)에 참제하여 족친간(族

親間) 우애(友愛)를 돈독(敦篤)히 하

게 됩니다. 자손(子孫)들을 대동하고 

적극 참제(參祭)를 당부합니다.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족친(族親)

은 국내외(國內外) 약 1백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의 파(派)와 항렬(行列)을 모르고 

있는 족친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해외

(海外) 거주자들은 대부분 그 뿌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

월(歲月)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深化)

될 것이 자명하니 우리 세대(世代)에

서 지파종중(支派宗中) 모임을 활성화

(活性化)하고 지역(地域)에서 파와 세

(派,世)를 홍보하여 뿌리의식을 고취

(鼓吹)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義務)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청주청장년회(淸州靑壯

年會)에서 주관하는 전국청장년체전

(全國靑壯年體典)을 4월 26일 청주에

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청주청장년회

(淸州靑壯年會)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

고 있으니 각 지역(地域) 각 문중(門

中)에서 많이 참석하여 오문(吾門) 축

제(祝祭)한마당을 꾸며주기 바랍니다.

거년에도 그랬듯이 대종원(大宗院)

은 문사진작(門事振作)을 위하여 각 

문중(各門中)의 의견(意見)을 수렴(收

斂)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

(弘報)를 강화(强化)하고 있습니다. 인

터넷은 청장년층(靑壯年層)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개발(開發)하고 노년층(老

年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인터넷 

매체(媒體) 검색창에 [안동권씨대종

원]을 치면 대종원(大宗院) 홈페이지

가 나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남녀노

소(男女老少) 족친(族親)들의 보학교

육에 많이 활용(活用)하여 숭조,애족사

상(崇祖 愛族思想)을 고취(鼓吹)하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동권씨종보(安

東權氏宗報)를 가정마다 마을마다 구

독하여 권문(權門)의 소식을 접하도록 

자손(子孫)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현재 안동권씨(安東權氏)씨는 정계

(政界), 재계(財界) 등에 많은 인재(人

才)들이 몸담고 있습니다. 권문이 중

흥(中興)하려면 인재(人才)들께서 시

조님의 음덕(蔭德)을 깊이 되새겨 안

동권씨(安東權氏) 발전을 위해 문사

(門事)에 적극 참여(參與)토록 계획하

고 실행(實行)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무위원회(宗務委員會)에서 문

사(門事)에 크게 기여하신 분의 이력

(履歷)을 비문(碑文)에 새겨 넣을 필

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권기(權紀) 1086년 국내외(國內外) 

족친(族親) 여러분 복(福) 많이 받으

시고 가정(家庭)의 행복(幸福)을 기원

(祈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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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正達

▲日時 :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 場所 :  국방컨벤션(서울특별시 용산구 용

산동3가 1번지)

▲ 참석대상 :  초청내빈, 고문, 총재단, 파종회장, 종

무위원, 대의원, 지역종친회장, 전국 

청장년 회장

▲연  락  처 :  02)748-0707(국방컨벤션 안내) 

                        010-5201-5495(사무총장)
※ 개별통지없이 광고로 대체하오니 양해바랍니다.

安東權氏大宗院 新年交禮會 案內
安東權氏大宗院은 乙美新年交禮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지난 12월2일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

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안동시 서후면 성

곡리 천등산록의 시조 태사공묘소에서 

추향제를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부산(관

광버스 1대), 경기도 광주(관광버스 1대), 

대전, 대구, 산청, 영주, 포항, 예천, 상주, 

서울, 안동, 전주, 청주, 영덕, 양주, 안양, 

밀양, 광주광역시, 전국청장년회 임원진, 

안동능곡회, 안동부녀회 등 200여명이 참

제한 가운데 추향제를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시굛아조님 향사는 오전 9시부터 분

정례에 들어가 전통 제례복식과 제수물

을 안동능공회 회원들이 룏수레룑로 운반해 

10시부터 시조님 묘소에서 권창용씨의 집

례로 1시간에 걸쳐 봉행하였으며 하산해 

아시조 낭중공단소에서 권윤성씨의 집례

로 낭중공 향사를 1시간에 걸쳐 봉행햐였

다. 이어서 능동재사에서 음복례를 올렸

으며, 2015년도 4월5일 춘향(春享)의 시

조수임(都有司)은 權寧琇(101歲. 밀양. 34

世. 복야공파)씨와 낭중공 단장(壇長)은 

權在禹(83歲. 예천. 35世 복야공파)씨로 

정하고 망기를 발송했다.

시조굛낭중공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시조 태사공:△초헌관:권종준(權鍾

濬) △아헌관:권영봉(權寧奉) △종헌관:

권희철(權熙喆) △대축:권영대(權寧大) 

△찬자:권창용(權滄龍) 이하생략

▣낭중공:△초헌관:권혁인(權赫寅) △

아헌관:권영달(權寧達) △종헌관:권달수

(權達洙) △대축:권혁태(權赫泰) △찬자:

권윤성(權潤成) 이하생략

1일 향사 전일(前日) 석전 대당회는 오

후 7시부터 능동재사에서 1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권순갑 사무부총장의 사회

로 시조묘소를 향해 망배와 상읍례에 이

어 시조 추향 수임 권종준(權鍾濬.83歲.안

동.36世.복야공파)도유사는 인사말에서 

매우 추운 영하의 날씨에 참제하신 참제

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명일(明

日) 제향에 도유사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봉행하겠으며 그리고 

중양종친회와 대종회 통합과 청도 아시

조 낭중공단소를 안동으로 이단해 함께 

한 날자에 봉행하게 된 것은 안동권문의 

1천여년 역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일이라

고 사료되며, 이는 권정달총재님을 비롯

해 권문 모두가 일심동체. 힘과 지혜를 모

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조 낭중공 단장(壇長), 수임 

권혁인(權赫寅.81歲.대구 36世.정조공파)

씨는 인사에서 시조 도유사님이 좋은 말

씀을 하시어 저는 생략하고, 우리 모두는 

추원보원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봉행하자고 말했다.

다음 권정달총재는 인사말

을 통해서 올해는 윤달이 있어 

늦은 추향제에 날씨가 영하권

으로 뚝 떨어진 가운데 참제해 

준 참제원 여러분에게 고마움

을 전하며, 올해 대종원은 대종

원 신년회 및 정기총회 안동권

씨청굛장년회협의회 발족 등에 

족친 및 참제원 여러분의 직굛

간접으로 성원,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

다. 안동 성곡동에 소천(笑泉) 

권태호(權泰浩)선생 음악관을 

개관한 것은 안동 권문에 큰 

광영이 되고 있으며 명년 4월

26일, 청주굛청원에서 개최되는 

제27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

다. 끝으로 총재는 지난 19일 

종무위원회에서 시조님 추향

제를 10월 초정(初丁)으로 하

자는 제안이 있어 검토키로 하

였는데 운곡서원도 8월 상정이

고 10월 햇곡물이 나오는 상정

에 시조님 향례를 올림이 마땅

하다고 하였다.

이어 기타토의에서 권기갑

(權奇甲) 제례부위원장은 경주

시 강동면 왕신리 운곡서원 향

사(죽림공 휘 산해, 귀봉공 휘 

덕린)의 향례는 해마다 경주를 

중심해서 좌윤공파종회에서 제

수물을 준비해 봉행하고 있는

데, 명년부터는 15파종회장, 권

문 후손들이 많이 참제할 수 있

도록 권유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8시30분부터 능동재사에서 전

국청장년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 회의에 들어

가 권용기 대전청장년회장의 제26회 문화

축제 개최에 따른 감사인사와 명년 4월26

일(日) 27회 체전 개최 예정을 권광택 청

주굛청원 청장년회장의 공지사항으로 고

지했으며 세부사항은 명년 4월5일 춘향시

에 논의키로 하고 산회했다.

▣ 甲午年 秋享 祭需誠金

△權鍾濬(시조 도유사) 200만원 △權赫

寅(낭중공 수임) 50만원 △權寧達(산청) 

40만원 △참의공종중 △정간공종회 △전

국종친회장협의회 △權寧奉(순흥) △權宅

起(안동) 각 30만원 △權寧九(안동) △부

산종친회 △대구종친회 △광주종친회(경

기도) △權達洙(대구) 각 20만원 △權五銑

(산청) △안동종친회 △權文洙(안동) △

복야공파종회 △權純源(영덕) △權光勳

(청주) △검교공파종회 △權奇点(대구) 

△權憲沃(대구) △權基錄(부산) △權赫哲

(부산) △權五準(대구) △부정공파종회 

△호장공파종회 △權光澤(청주) △서울청

장년회 △부산장년회 △부산청년회 △대

사헌종중 △대전청장년회 △정조공파종회 

△광주종친회 △마포종친회 △추밀공파대

종회 △안동능곡회 △權滄龍(저곡) △權

赫奉(석남) △權寧吉(경북도청) △대구청

장년회 △부산부녀회 △대구개인택시종

친회 △權正煥(상주) △權寧鐸(중윤공파) 

각 10만원 △權泰煥(양주) △權寧文(안동) 

△權五柱(안동) △權寧大(영주) △權宙衍

(안동) △權容柱(안동) △權世原(와룡) △

權寧坤(안동) 각 5만원 △권영식(밀양) 감 

5박스 협찬 합계 910만원   

<글:권오복 사진:권경일 기자>

始祖 太師公굛郞中公 秋享祭 奉行
시조 태사공 낭중공 추향제 봉행

종준초헌관이 초헌례를 올리고 있다.

■ 신년휘호    룕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룖

을미년 양의해는 양들처럼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언제나 좋은날을 태극 전서로 

저가 우리나라 한글 한문서체를
개발하면서 연마한 작품입니다.

東彦 권기목 올림

능곡청장년회가 제물을 봉송하고 있다.

시조분정례를하고있다.

대당회에서 종준도유사와 정달총재가 인사하고 있다.

난중공 단소에서 독축하고 있다.

청주, 청원청장년회에서  체전계회을 설명하고 있다.

吾齡到耄送迎多    오령도모송영다

一去光陰不返何    일거광음불반하

氣魄衝天如旭日    기백충천여욱일

勇名落地若流波    용명낙지약유파

綱倫拭目無痕跡    강륜식목무흔적

俗軰加翎竟 儸    속배가령경자라

嗟嘆生前餘所望    차탄생전여소망

統韓世上太平歌    통한세상태평가

내 나이 上老이니 송영도 많았는데

한번간 그 세월이 돌아오지 않는군

기백이 충천일땐 旭日과 같았건만

勇名이 떨어지니 흘러간 물결일세

눈을 씻고 살펴봐도 三綱五倫 간곳없고

속배에게 날개부처 無德만 조장했네

슬프다 내 생전에 소망이 남았다면

통일된 세상에서 태평가나 불렀으면

送 年 有 感

東峯  權洪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