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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소 독축에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시조와 낭중공의 추향제일이 음
력 10월 중정일(中丁日)이었는데
지난 5월 20일 원임회의를 거치고
대종원총회에서 9월 하정일(下丁
日)로 변경되었다. 음력 9월 하정
일인 11월 7일(토) 오전 10시 안동
시 서후면 성곡리 천등산록의 시조
태사공 묘소와 낭중공 단소에서 추
향제가 봉행될 예정이었으나 우천
으로 망제를 봉행하였다.
먼저 11월 6일(금) 오후 3시 시
조(始祖) 태사공(太師公) 묘소(墓
所)에는 수임(首任) 권석구(權錫
九), 낭중공(郎中公) 단소(壇所)에
는 수임(首任) 권계동(權啓東)이
헌작(獻爵)하고 참제원(參祭員) 30
여 명이 추향제(秋享祭) 일자변경
에 따른 고유제(告由祭)를 봉행하
였다.
▒ 始祖太師公 墓典享日變更告由文
維歲次乙未 九月壬戌朔 二十五日
丙戌 三十五世孫 錫九敢昭告于 顯
三十五代祖 始祖 高麗大相 三韓壁上
三重大匡 亞父功臣 太師府君之墓 伏
以 秋享之典 式遵陽月 涓吉中丁 先
世遂粤 行于累百 宗議荐發 移于明日
將行奠謁 伏惟尊靈 庶幾欽馞 尙饗
◀ 해석 ▶
유세차 을미 구월 임술 삭 이십
오일 병술 35세손 석구 감소고우
현35대조 시조 고려대상 삼한벽상
삼중대광 아보공신 태사부군지묘
에 엎드려 아뢰옵건대 추향제사는
시월 구정을 따르면서 중정의 날을
고른 것은 선대에 이루어진 일이
고 몇 백 년 시행되어 왔으나 종중
의 논의가 여러 번 이루어져서 내
일 날로 바꾸어 제를 올릴 예정이
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존령께서는
기꺼이 흠향하시옵소서.
▒ 郞中公 壇典享日變更告由文
維歲次乙未 九月壬戌朔 二十五日
丙戌 三十三世孫 啓東敢昭告于 顯
三十三代祖 高麗 郞中公府君之壇 伏
以 秋享之典 式遵陽月 涓吉中丁 先
世遂粤 行于累百 宗議荐發 移于明日
將行奠謁 伏惟尊靈 庶幾欽馞 尙饗
11월 6일(금) 오후 7시 대당회가
능동재사(陵洞齋舍)에서 대종원
총재단을 비롯하여 수임 및 제례위
원, 각 파종회장, 종무위원, 대의원,
능곡회원 등 전국에서 모인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오익 대종원 총무부장의 사회

로 시조묘소 망배(望拜), 상읍례
(相揖禮), 수임 인사, 총재 인사, 기
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권석구 시조 수임은 인사말에서
경향 각지에서 많이 참석 해 주었
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조상을 받드
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권계동 낭중공 수임은 인사말에
서 만란을 배제하고 많이 참석 해
주었음에 감사하고, 이 기회를 통하
여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
고 친근(親近)을 다지며 숭조이념
(崇祖理念)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권정달 대종원 총재는 인사말로
많은 족친 들이 참석해 주어 감사
하다고 서두 하고 오늘 제향 일정
은 능동 추향을 11월 경 너무 늦게
올리다 보니 대소 문중 향사와 겹
쳐 참제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앞당기자는 여론이 많아 지난 5월
정기총회에 앞서 원임회의를 개최
하였는데 10월 상정(안)도 있었지
만 정일은 좋다는 결론으로 9월 하
정을 정기총회에 부의한바 어느 누
구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치 않아
춘향은 3월 중정, 추향은 9월 하정
으로 확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몇몇이 이의를 제기하여 지난
10월 27일 종무위원회에서 논의 한
바, 총회 의결사항이니 금년은 의
결대로 봉행하고 명년 한식 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단합하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대종원 인사에 현 권경석
(權景晳) 사무총장은 현재 권문에
서 인구가 제일 많은 추밀공파(樞
密公派)회장을 맡고 있는데 대종
원 이사회격인 운영위원회 상임운
영위원(常任運營委員)으로 선임했
다고 소개하고 사무총장의 후임에
권오운(權五運)씨를 소개하였다.
안동권씨로서 서울에서 중소기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권봉도(36
世 별장공파), 권오성(35世 추밀공
파), 권혁홍(36世 추밀공파), 권덕
로(35世 추밀공파), 권재익(36世
별장공파) 5명이 대당회에 참석하
여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 후 헌성
금 300만원을 권정달 총재에게 전
달했다.
기타토의에서 권순철 체전부회

△시조소 망제고유

장은 제28회 2016년 안동권씨청장
년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년 4월 24
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고
소개하고 족친 여러분들이 많이 참
석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작년 제
27회 전국청장년회문화체육축전이
청주에서 개최했던 권광택 대회장
도 참석하여 족친 여러분들의 협조
하에 대회를 무사히 마쳤음에 감사
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권영한 부총재는 각 파종회, 각
지역종친회, 청장년회 등에서 의견
을 수렴하여 신년회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시조님 춘추향사일정을
정하자고 제안하여 총재는 의견을
집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
고 임시총회에 부의하겠다고 하였
다.
권오익 총무부장은 수임(首任),
각 파종회, 참제원의 헌성금 내역을
소개하고 대당회를 모두 마쳤다.
11월 7일(토)은 권정달 총재를
비롯한 양소(兩所) 수임(首任)과
제례위원(祭禮委員), 참제원(參祭
員)들이 도포(道袍)를 입고 능동재
사 큰방에서 분정을 하였다. 시조
태사공은 권윤성(안동), 낭중공은
권승세(영주)가 각각 담당하여 1시
간에 걸쳐서 분정을 하였다.
분정례(分定禮)가 끝나고 시조
(始祖) 태사공(太師公)과 낭중공
(郎中公)의 추향은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능동재사(陵
洞齋舍)와 추원루(追遠樓)에서 망
제(望祭)로 봉행(奉行)하였다.
참제원은 재사의 방과 마루와 추
원루에서 참제하였다.
집사분정은 시조(始祖)소 초헌
관 權錫九(대전,추밀36世) 아헌관
權泰康(서울,검교33世) 종헌관 權
寧達(산청,복야34世) 대축 權東術
(합천,복야35世), 찬자 權寧雄(대
전,추밀34세) 낭중공(郎中公)소 초
헌관 權啓東(안동,복야35세) 아헌
관 權鎬俊(대전,추밀36世) 종헌관
權赫根(대구,좌윤 36세) 대축 權五
根(안동,별장공 35세), 찬자 權虎基
(영해,부정35世)씨가 봉헌하였다.
추향제 일자 변경과 우천 관계로
참제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외로 참제원이 많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
주, 포항, 영덕, 경남 산청, 안동, 의
성, 안동능곡회, 복야공파부녀회,

안동권씨대종원 은행계좌 변경안내

전국 청장년회 등 많은 족친이 참
석하여 성황(盛況)을 이루었다. 특
히 부산종친회는 관광버스 1대를
대절하여 참제원과 부녀회원들이
참석하는 적극성(積極性)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추향제가 끝나고 헌관과 제관은
능동재사 큰방에서 30여 분에 걸쳐
서 음복례(飮福禮)를 하고 따뜻한
국밥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환담
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복야공파부
녀회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장
에 나와 참제원들에게 따뜻한 커피
와 녹차를 대접하고 음복을 전담하
기도 하였다.
◀헌성금을 주신 분 들게 감사드립
니다.▶
權錫九(대전, 시조님 수임) 2백
만원, 權啓東(안동, 낭중공 수임)
50만원, 權泰康(서울, 시조님 아헌)
50만원, 權寧達(산청, 시조님 종헌)
40만원, 中小企業中央會權門會 3백
만원, 추밀공파참의공종중(대전),
전국종친회장협의회(會長 權吉相)
각 30만원, 참의공계목사공종회(서
울), 안동종친회, 부산종친회, 대구
종친회, 안동능곡회 각 20만원, 부
호장공파종회, 추밀공파대종회, 복
야공파종회, 정조공파종회, 검교공
파종회, 추밀공파매헌공종회, 대구
청장년회, 부산장년회, 복야공파부
녀회, 부산부녀회, 權五秀(부총재),
權奇德(복야공파종회장), 權赫燦
(고양, 효당공종회), 權銀鎭(대구,
호장공파), 權寧九(안동, 장기문
중), 權滄龍(저곡, 춘우재), 權錫鎬
(합천, 재유사), 權憲宗(안동, 재
유사), 權五根(영주, 재유사), 權光
勳(청주 재유사), 權奇鎭(저곡, 재
유사), 權昌軌(경주, 재유사), 權宅
洛(노동, 재유사), 權世七(안동, 재
유사), 權五重(영해, 재유사), 權五
根(안동, 낭중공 祝), 權虎基(영해,
낭중공 贊者), 權渭達(영해), 각 10
만원, 權五銑(산청, 권영달의 子),
權泰旭(산청, 권영달의 손자), 權純
均(남양주), 權五鎭(광주청장년회)
각 5만원, 총1천1백만원
운곡서원운영위원회 대구포1尾
(매년 춘추향사시 진성), 권영식
(복야공파34세,밀양,) 단감(매년
추향에 상당량을 보내옴)
<권경석 운영위원, 보도부장 권영
건, 권경일 기자>

대종원(총재 권정달)은 10월 27
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 안
동사무소 2층에서 총재단, 각 파종
회장, 종무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15년 종무위원회의>
를 개최하였다.
권오익 대종원 총무부장의 사회
로 국민의례, 시조님 묘소에 대한
망배(望拜), 열선조 및 순국선열
에 대한 묵념, 상읍례(相揖禮), 대
종원 총재 인사, 경과보고, 부의 의
안, 협조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권정달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계
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이 애를 태웠
으나 모처럼 오늘 비가 와서 기쁘지
만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한다고 하
고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
정교과서는 자라나는 어린세대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것
인데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경제 살리기와 국정현안에 발
이 묶여있어 안타깝다고 하였다.
우리 문사(門事)도 금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파종회장
및 종무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오익 총무부장은 경과보고와
부의의안으로 <추향제 때 소요예
산 9백만 원을 보고하여 승인되었
으며 2호 의안은 <참제원(參祭員)
에 제공하는 식사의 건>으로 춘추
향사 입제일과 향사 당일 참제원에
게 제공하는 식사가 부실하고 인부
채용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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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야공파조부군 추향

△권영한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복야공파(회장 권기덕)는 11월
13일 10시 안동시 서후면 교리(校
里) 송파재사(松坡齋舍)에서 복야
공파조(僕射公派祖)의 추향(秋享)
을 150여명의 파친(派親)이 참제
(參祭)한 가운데 망제(望祭)로 엄
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복야공
파조는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
夫)로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를 지낸 정2품 상서좌복야(尙書左
僕射) 상장군(上將軍)을 겸하였던
휘(諱) 수홍(守洪)이다.

당일 참제(參祭)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권영한(權永漢:釜
山), 아헌관(亞獻官) 권혁창(權赫
昌:大邱), 종헌관(終獻官) 권오주
(權五柱:安東), 축(祝) 권갑현(權
甲鉉:榮州) 집례(執禮)는 권표성
(權杓晟:醴泉)이 담당하였다
금년 추향은 우천관계로 재사
(齋舍) 뜰에 천막을 치고 분산(分
散)하여 망제(望祭)로 봉행하였다.
청장년회원과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참제관들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안동권문 족친께서는 통일을 기원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한민족의
번영을 기약한다는 취지로 통일나눔펀드에 가입하시기 권장합니다.
-아
래1. 가입방법 : 매달 1 만원 이상 1구좌 24만원 이상 납입

게 차와 간식을 제공하며 향사(享
祀) 봉행에 많은 일을 담당하였다.
추향 봉행이 끝나고 권영한(權
永漢) 도유사(都有司)는 간단한 인
사말과 함께 권계동(權啓東) 전임
파종회장의 업적을 간단히 소개하
며 찬사를 보냈으며, 권기덕(權奇
德) 신임회장의 간단한 소개도 하
였다. 음복례(飮福禮)를 끝으로 추
향제가 모두 끝났다.
▒ 헌성금 내역 : 權永漢<도유사
>1,000,000 權奇德<파종회장>, 대
구파친회<會長:權赫昌>, 監正公宗
中<종정공계(합천)>, 청장년회<會
長:權五翼>, 이상 200,000원 大司成
宗中<서주공계(강능)>, 商檢係宗
中<충북 음성>, 합천종친회<會長:
權東述>, 유곡문중<봉화 닭실>, 權
啓東<전파종회장>, 權五柱<종헌관
(노동)>, 權寧達<경남 산청> ,權寧
沃<경남 합천>, 權赫起<재유사(노
동)>, 權大一<재유사(가곡)>, 權寧
伯<재유사(유곡)>, 權寧卓<재유사
(도촌)>, 權奇鎭<재유사(저곡)>, 權
重業<부산광역시>, 權錫鎬<경남 합
천>, 각 100,000원 權甲鉉<축(동양
대학교)>, 權奇点<재유사(대구)>,
權泳贊<재유사(합천)>, 權琥明<안
동 노동>, 權永錄<경남 합천> 각
합계 3,550,000원
50,000원.
<총무부장 권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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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외부 식당
에 맡겨 비용절
감은 물론, 맛깔
스런 음식을 제
공 받을 수 있다
고 하여 승인되
었다. 3호 의안
은 <능동재사 관
리인 선정에 관
한 건>으로 낭중 △10월27일 안동사무소에서 대종원 종무위원회를 개최하다.
공(郎中公) 단
소(壇所) 앞집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에 대해 권숙동, 권영달 부총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현재 재사
재, 권경석 추밀공파종회장은 총회
및 위토를 경작하는 남씨(南氏)의
에서 결의되어 금년부터 시행한다
아들이 이 집을 사용하며 재사 관
고 공고하였는데 춘추향사일정을
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종무위원회에서 번복할 권한이 없
협조사항으로 조선일보사가 시
으니 일단 시행해보고 다음 총회에
행하고 있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상정하여 다시 거론함이 마땅하다
<통일나눔펀드>에 족친들의 가입
하였다. 권오창 종파종회장(宗派宗
을 권장했다. 각 파 및 지파문중은
會長)은 추향제는 총회에서 결정
대종원에서 발행하는 안동권씨종
된 오는 11월 7일 봉행한 후 내년
보를 적극 구독하도록 권장하고 아
한식일 전에 임시총회를 열어 춘추
울러 모든 문서는 안동권동권씨대
향사일을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하여
종원 E-mail : ankwon2695@naver.
종무위원들은 동의하였다.
com을 이용하고 홈페이지를 활용
총재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대
할 것을 권장했다.
로 음력 9월 하정일(下丁日)일에
기타토의 사항으로 지난 5월 20
봉행하고 내년 한식일 전에 임시총
일 원임회의를 거치고 대종원총회
회를 개최하여 논의 해 보기로 하
에서 결의된 시조 춘추향사일 변경
였다. 회의가 끝나자 주최 측이 참
에 관한 것이 대두되었다. 권정창
석자 전원에게 주는 멸치를 1통씩
제례위원장, 권용주 부총재, 권영
받아가지고 1층에 있는 <양반밥상
일 서울청장년회 부회장은 춘추향
> 식당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사일을 종전대로 환원하던지 유예
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해 달라고 요구했다.

僕射公派祖府君 秋享

조선일보에 매일 게재되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나눔펀드에 안동권씨대종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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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회(원내 좌 권석구 도유사 우 정달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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