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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안동권씨 전국청굛장년회 문화체육축전

安東權氏大宗院 定期總會

금년부터 시조, 낭중공 춘추향사일 변경봉행 의결
春享祭 음력 3月中丁, 秋享祭 음력 9月下丁

△4.26 청원공설운동장에서 청주청장년회가 주관하여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개최하

△좌상 : 내빈들, 우상 : 성화봉송 및 점화, 좌하 : 선수선서, 우하 : 공굴리기대회

였다. 원내 좌 : 권광택 회장 우 : 권정달 총재

△총회에 앞서 오전 10시 원임회의를 개최하였다. (좌로
부터 상열: 우근, 종준, 두갑, 총재, 오걸, 춘식 원임, 하
열 : 우식, 준식, 사무총장)이혁, 홍섭 원임은 늦게 참석

△5.20, 11시 국방컨벤션에서 대종원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원내 좌 이혁장관, 우 정달총재)

△좌 : 권정달 총재가 의안 의결을 선포하다. 우 : 권종준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다.

△고문 총재단 소개(권찬혁고문)

△좌상: 권재주 부총재에게 공로패수여, 우상 : 총재단, 좌하 : 종무위원(서있는 분)소개, 우하 : 종친회장 소개

안동권씨대종원(총재 권정달)은 지난
5월 20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한강로 3가 1번지 국방컨벤션 대회의실에
서 대의원 220여명(위임 43명 포함)이 참
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원임(原
任)회의는 권오걸(權五杰), 권두갑(權斗
甲)원임 등 9인이 참석하고 9인이 위임한
가운데 시조 태사공, 낭중공 춘추향사(春
秋享祀) 일정 변경에 관하여 회의를 가졌
다. 취지는 1557년 안동부사 권소(權紹)
공께서 한식일 향사를 시작하였고 그 후
10월 中丁에 추가 묘제를 올렸는데 10월
중정은 윤달이 있으면 12월 영하의 날씨
에 참제원들이 격감하고 춘향(春享)은 한
식(寒食)일로 정하다 보니 모두 직계조
상 성묘로, 참제원이 200명도 안되어 염려
스럽다고 하였다. 또 요즘 숭조정신(崇祖
精神)이 희박하고 장년(長年)층들이 자
식들을 묘제(墓祭)에 대동하고 오지 않는
세태가 되었으니 향후 점점 격감할까 염
려치 않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토의과정에서 춘향(春享) 변경은 별 이의
없었으나 추향(秋享)은 10월 상정(上丁)
안과 위임한 네분의 원임은 양력 10월 3
일 안을 건의하였다. 총회 시간이 임박하
여 9월(月) 하정(下丁)일로 의견을 모으
고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결
정하기로 하였다.
총회에 상정(上程)하였는데 특별한 의견
이 없어 향사일정을 정일(丁日)로 정하되 춘
향(春享)은 음력(陰曆) 3월(月) 중정(中丁)에
봉행(奉行)키로 하고 추향(秋享)은 음력(陰
曆) 9월(月)하정(下丁)일로 의결하였다.
총회를 마치고 안동과 서울에서 몇 분
이 추향을 10월 상정으로 해야 한다고 의
견을 제시하여왔는데 총회(總會)의 의결
(議決)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대의원
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을 관철 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총회 후 왈가왈부 하는 것은 종론을

분열시킬 뿐이다. 아무튼 시조님 향사일
정을 정함에는 문헌적 식견으로 논리(論
理)정연해야 하고 또 시대에 부응하여 다
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시 정기총회에 들어가 권경석 사무총
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시조 태
사공 묘소를 향해 망배, 열선조 및 순국선
렬에 대한 묵념, 상읍례를 하였다.
회의에 앞서 공로패 수여가 있었는데
수상자는 權啓東 파종회장협의회장, 權吉
相 종친회장협의회장, 權在珠 부총재, 權
正守 부산종친회부회장, 權容基 대전청장
년회장, 權光澤 청주청장년회장에게 공로
패와 權寧植 복야공파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임원소개는 권이혁 명예총재 등
원임, 총재단과 파종회장을 일일이 소개
하고, 종무위원, 종친회장, 대의원은 단체
로 소개하였다.
권정달 총재는 인사에서 오늘 처음으
로 원임회의를 하였는데 앞으로 문중 발
전을 위해 원임을 모시고 고견을 듣겠으
며 지난 4월 청주청장년체전을 성황리에
성료한 권광택 청년회장 등 임원에 감사
한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대종원은 두가
지 과제가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 중국
과 기업인이 모여 문중에 기여하는 것이
고 문중행사에 적극 참여키 위하여 젊은
세대, 청장년과 여성이 참여토록 어른들
이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권이혁 명예총재는 격려사에서 90세가
인생 피크인데 이전에는 여유작작(餘裕
綽綽) 서두름 없이 한 발작씩 가는 것이
고 이후는 유유자적(悠悠自適) 일과 관계
없이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라틴어로 페스티나 천천히 서둘러라 급
할수록 돌아가라 격언을 새겨 일했으면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대종원 발전에 큰
일을 한 권정달총재와 권경석 사무총장
에게 큰 박수를 보내자고 하여 참석자들
은 갈채를 보냈다.
사무총장은 경과보고, 결산보고를 하고

지난 15년간 중앙종친회, 대종원의 자산
변동 과정을 감사의 확인을 받아 상세히
보고하였다. 총재는 결산보고에 이의 여
부를 묻고 대의원은 만장일치 승인하여
의결하였다. 감사보고는 권종준 감사가
회계처리에 의거 정확히 집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15회계년도 예산안은 원안
대로 의결되었다.
끝으로 부의의안은 시조, 낭중공 춘추향
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으로 사무총장이 제
안 설명하고 원임회의에서 제의한 의안을
총채가 부연 설명하면서 대의원들에게 개의
여부를 묻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
임회의에서 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번 회의 자료에는 2015년도 새로 편성된 고
문, 임원, 대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고문
(顧問)은 權五熙, 權武源, 權重燾, 權五宣, 權
讚赫, 權寧睦, 權寧海고문으로 발표하고 총
재단(總裁團)은 寧達, 五亨, 九珉, 泰鎬, 光澤
副總裁가 추가 선임(選任)되었으며 종무위
원(宗務委員)은 五鉉, 純宣, 純求씨를 추가
선임(選任)하였다.
임원회비는 2014.5.1.부터 2015.4.30.까지
입금된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총회에 찬조
해주신 분은 아래와 같다.
권홍사(부총재) 1백만원, 참의공종중,
권송성(부총재) 각30만원, 안동종친회, 권
승호(서울청장년회장) 각20만원, 제천종
친회 석주공종회 청주종친회 권광택(부
총재) 권태호(부총재) 권혁용(부총재) 권
욱형(급사중공파 묵암종회) 권병선(창
화공종회장) 권오서(부정공파회장) 권승
구(마포종친회장) 권영하(영등포종친회
장) 권정환(상주 종무위원) 권혜택(화산
부원군종회) 권혁재(중윤공파회장) 권영
하(문경종친회장) 권병국(상주종친회장)
각10만원, 권유수(금천) 권혁구(종무위
원) 권경탁(서울청장년회) 권진용 각5만
원, 계 3백8십만원. 권영식(밀양)매실즙2
박스, 화환: 권성동(국회의원), 권은희(국
회의원), 권해옥(헌정회부회장) 권홍사
(부총재) 권준식(정헌공회장) 권승호(서
울청장년회장) 감사드립니다.
<편집국, 사진 : 권경일, 권범준 기자>

룏일등경제 으뜸청주룑 룏소통과 화합룑이라는 슬로건으로 청풍명
월의 고장 충북 청주에서 청주 청굛장년회가 주관하고 청주종친
회, 대종원이 후원하는 제27회 안동권씨 전국청굛장년회 문화체
육축전이 지난 4월26일 오전 10시, 청주시 청원구 내수동 공설운
동장에서 총 33개팀(국내 32, 해외1) 2,500여명(지역:1,600명, 청
주:600명, 내외빈:200명, 진행요원: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
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손웅빈 (주)YTV MC국장의 사회로 진행, 식전 행사로
축하공연은 김선옥 단장 외 5명으로 구성된 두드림예술단의 타
악공연이 있었으며 권광택 대회장의 내빈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시조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 종시봉독(권택인, 봉한주), 권영
배 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권광택 대회장의 대회사, 권기택
종친회장의 환영사, 권정달 대종원총재의 격려사와 이승훈 청주
시장, 이언구 충북도의회 회장, 김진식 충북정무특보, 권오을 전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의 축전접
수와 권태호 전 검사장, 오선균 새누리당 청원당협위원장이 참
석했다.
권광택 대회장은 전년도 개최지인 권용기(대전청굛장년회장),
권선상(준비위원장), 권영인(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권혁휘씨와 손자가 체전 처음으로 룏다 함께 화합하는 백만권
문 세계 속으로룕 성화를 점화했으며, 이어서 전년도 우승한 영주
청굛장년회에서 우승기를 반환하였다. 권태경 선수대표 선서, 권
수봉 가수의 룏권문의 노래룑가 힘차게 울려 나오는 가운데 입장
한 각 선수단 퇴장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경기에 들어
가 △공굴리기 △단체줄넘기 △8인9각 △노래자랑 △7행시 짓기
는 시제 : 병기달권, 성화보, 삼일공원, 압각수였으며 심사위원은
권혁풍 외 2인이었고 오락 및 행운권추첨 등 다양하게 행사를
마쳤다. 그리고 권문 임원진은 권정달 대종원총재를 비롯, 참가
청년회 캠프를 순회하면서 성원, 격려, 정담을 나누었다.
이날 종합성적발표는 권영배 추진위원장이, 시상은 권광택 대
회장이 했으며 내년(2016. 28회) 개최지는 대구에서 2017(29회)
는 합천, 30회(2018)는 서울로 결정됐다.

△좌상 : 권광택회장이 청장년체전우승기를 흔들고 있다. 우상 : 종합우승한 대구청
장년회가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좌하 : 지난대회 대전청장년회에 감사패 수여,
우하 : 전국청장년 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성적 : △종합우승(대구청굛장년회) △준우승(부산청굛장
년회) △3위(서울청굛장년회)
▣종목별 성적 : △참가상(안동) △응원상(울산) △공굴리기
(영천) △단체줄넘기(대구) △8인9각(서울) △노래자랑(대구)
△7행시(음성)
한편 권광택 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한 특징은 룏소통과 화
합룑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북 11개 시굛군 종친회 및 지역족친들
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지역 종친회 및 청굛장년회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이로써 자랑스런 권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데 뭉쳐 더 나아
가 지역사회의 권문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
기가 되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권광택 청굛장년회장이 발의하여 청굛
장년회 활성화를 위해 전국청굛장년협의회를 재구성키로 하였다.
<글:권오복 편집위원, 사진:권경일, 권범준 기자>

宗廟大祭 文宗大王굛 顯德王后 權氏 제례봉행
종묘대제

△2015년도 종묘대제 권영상아헌관과 도열, 일무

문종대왕

현덕왕후

△영녕전으로 헌관들 이동 앞줄 권영상 헌관, 권오철 집사

지난 5월3일(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종묘에서 13시~15시
2001년 종묘제례와 더불어 유네스코 인류문화제에 등재된 종묘
까지 영년전에서, 16시반~19시까지 정전에서 문화재청, 한국문화
제례악의 엄숙하고 웅장한 연주에 맞춰 국립국악고등학교 단원
재단에서 주최하고, 종묘대제봉행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서울시
들의 일무(佾舞)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국관광공사 국립국악원 MBC KBS에서 후원하여 2015년도 종
또한 공신당(功臣堂)에 세조(世祖)때 좌의정(左議政)인 익평
묘대제 행사가 엄숙하고 웅장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문화재청장
공(翼平公) 권람(權擥)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이 봉안되어 있
과 각국 외국사절들이 참석하였고, 영녕전 및 정전의 제례에 약3
다.
만여명이 참관하였다.
이날 종묘추향제가 봉행되고 있는 광경을 KBS와 MBC가 TV
조선조(朝鮮朝)는 1394년 10월 한양으로 천도하자 종묘를 건
로 중계방송하였고, 3만여명이 국내외 관광객과 보도진들이 참
<권경일기자>
축하여 태묘(太廟)라 하였다.
관하였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
를 지내는 국가 최고의 사당이다. 정전이 국보 제227호
숭조이념확립굛애족사상고취
종시 :
로, 영녕전이 보물 제821호로, 종묘제례악이 중요무형
후학계도기여굛사회윤리배양
문화재 제1호로, 종묘제례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지정보호되고, 특히 종묘는 1995년 12월에 UNESCO(국
제연합교육과학기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이날 권문(權門)에서는 영녕전 신위전인 제6봉안실
우 :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 (3층)
에서 문종과 현덕왕후(부정공파, 17세 휘(諱) 전(專).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ㅤFAX(054)854-2257
화산부원군의 3녀) 초헌관 이범수,아헌관 권영상(權寧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祥)-복야공파 34세,現변호사,안동권씨대종원부총재),
종헌관은 이강수, 집사에 권오철(權五哲) -추밀공파 35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세, 現 석주공파 사무국장,대종원 대의원) 등에 의해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채, 권승세
제전의식을 올리는 종묘제례는 신관례, 궤식례, 초헌
기ㅤㅤ자
권영건, 권혁세, 권경일, 권범준
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되었고,
자문위원 : 권중달,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오창, 권태현
특히 제례의식에 맞추어 선왕의 공덕을 기리는 종묘제
례악 (세종 17년 박연)과 우리의 향악으로 보태평(保
종보사(개인독자)
예금주 및 계좌번호
太平) 정대업(定大業)을 창제하여 회례악(會禮樂)으로
우체국 : 종보사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쓰다가 간추리고 개편하여 1463년부터 종묘제례악으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010108-01-000369
로 사용 되었고, 1964년 중요무형문화제 제1호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