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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공파총회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8

시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늘곡재에서 7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상례행사에 이어 권오서 회장의 인

사말이 있었으며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

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권용주씨가 

새 회장으로 감사에 권영숭, 총무 권세동

씨를 선출했으며 그 외 임원은 회장에게 

위임했으며 회의를 마쳤다. 이어 28일 오

전 10시 부정고파조 추향제를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초헌관: 권기승 △

아헌관 : 권오서 △종헌관 : 권영수 △축

관 : 권기웅 △찬자 : 권병윤 

 <권혁세 기자>

정간공종회(회장 권의철)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권경석 추밀공파대종

휘장,권영환고문을 비롯하여 서울 고양 

수원 음성 강릉 원주 등지에서 임원 등 

후손 100 여명이 참제하여 11시부터 묘소

에서 향사를 봉행하였다.

금년은 매헌공(梅軒公) 자손들이 헌관 

및 집사를 담당하였으며 초헌관 용주(容

周), 아헌관 오집(五集), 종헌관 중원(重

元), 집례 공범(公範), 축 혁채(爀彩)씨가 

분장하였다.

고려 공민왕 10년 홍건적이 침략하여 

개경이 함락되니 왕이 안동으로 몽진하

였다. 이때 공은 호군(護軍)으로 출전하

여 계책을 내어 새벽 눈비가 내릴 때 기

마 수십기를 거느리고 돌격하니 적의군

영이 무너졌다. 때마침 금오위상장군(金

吾衛上將軍) 이성계(李成桂)가 처들어 

와 모두 괴멸시켰다.

공이 74세에 조선이 개국하고 개국원종

공신의 녹권을 받고 검교문하시중(檢校門

下侍中)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이 되었

다. 조선은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고 기

영회를 창시하였는데 공은 권문의 사시중 

하나인 수좌(首座)에 올랐다. 태종이 즉위

하자 대광보국숭록대부 검교의정부좌정

승(大匡輔國崇祿大夫檢校議政府左政丞) 

겸 수문전태학사가 되었다. 87세에 졸하니 

정간(靖簡)의 시호가 내렸다. 묘역은 고양

시 향토유적 38호로 지정되었다.

아들은 공경공 화(和), 이기(二己), 평후

공 충(衷), 문충공 근(近), 매헌공 우(遇)

를 두었는데 평후공, 문충공, 매헌공 후손

이 번창하여 전국에 세를 이루고 있다.

본 종회는 오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병

돈 사무국장이 경과보고, 결산보고를 하

여 통과 시키고 이어 정간공 선대(12세 

문청공(文淸公), 13세 국재공(菊齋公), 14

세 충정공(忠靖公) 사우 건립 부실공사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는데 대책위원

위원회에서 긴급한 하자를 우선 처리키

로 하였다.  <권경일 기자>

2015년 11월 8일 11시경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삼정동 본 지신공 휘 희(1547-1624)

이하 3위에 을미년 세사를 봉행하였다. 지

신공은 22세로 추밀공파(樞密公派) 17世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계 남강공 휘 상

(南岡公 諱常)의 삼남인데 호는 남악이다.

공은 1584년의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

문관에 들고 임진왜란에 임금이 의주로 

몽진을 할 때 종묘의 역대 신주와 옥쇄를 

받들고 행재소까지 이른 공으로 호성원

종공신 1등으로 책봉되었다. 대사간 예문

관 지제학 황해굛충청도 감사를 지내고 인

조반정 후에는 한성부좌윤을 지내고 기

로사에 들었으며 인조 2년 이조판서가 되

었으나 지병으로 졸하자 우의정으로 추

증하였다.

비가 와서 마을 회관을 빌려 후손 50여 

명이 참반한 가운데 4위분의 향사를 봉

행함에 권정택 성균관전의가 축문을 지

어 초헌관(初獻官) 권효택(權孝澤) 아헌

관(亞獻官) 권영욱(權寧旭) 종헌관(終獻

官) 권태환(權泰煥), 집례(執禮) 권정택

(權貞澤) 축관(祝官) 권희철(權凞哲)씨

가 효성으로 제를 봉행하였다

 <화산부원군 종회장 권정택>

안동시 증산읍 막곡동 청석재사에서 지

난 11월 8일, 후손 3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부정공파 등암위(19世), 감정위(21世), 송

소위(23世) 3位분의 추향제를 봉행 했으며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등암위 : △초헌관 : 권기승 △아헌관 

: 권기남 △종헌관 : 권기정 △축관: 권기

웅 ▣감정위 : △초헌관 : 권기승 △아헌관 

: 권기남 △종헌관 : 권기정 △축관 : 권기

웅 ▣송소위 : △초헌관 : 권기남 △아헌관 

: 권기승 △종헌관 : 권응대 △축관 : 권오

광  <권혁세 기자>

검교공파종회(회장 권태강)는 지난 10

월 28일 오전 10시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

곡리 소재 숭덕산 파조(諱 倜)의 단소에

서 서울, 안동, 영주, 상주, 성주, 대구, 예

산, 아산 등 전국 각처에서 70여명의 후손

이 참제하여 경건하게 추향제를 봉행하

였다.

특히 검교파의 숙원인 제례복을 구입해 

헌관이 관복을 입고 향례를 마친후 음복

을 하면서 권영호 총부부장의 사회로 금

년도 정기총회에 들어가 시조 태사공 묘

소를 향한 망배와 열선조 및 순숙선열에 

대한 묵념과 상읍례를 하고 권태강 회장

이 여러분의 숭조정신이 투철하여 날씨

마져 화창하다는 인사말과 권춘식 고문

의 격려사에서 젊은 후손이 많이 참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권태정 감사의 감사보고와 총무부

장의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기타토의사

항으로 총회를 마치고 오찬 후 산회하였

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권오학 △아헌관 : 권정환 

△종헌관 : 권용태 △대축 : 권영진 △집

례 : 권춘탁  <총무부장 권영호>

창화공종회는 지난 10월25일 12시, 경기

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 내(內) 

창화공 길창부원군 14世 찬성사 창화공

(휘 準) 묘소에서 추향제를 엄숙히 봉행

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광화문 세종문화

회관 옆에서 오전 9시30분 전세버스로 권

남식씨가 인솔, 묘소를 향해 임진각 북진

교 검문소에서 집결, 순창(버스 1대), 자

가용 10여대, 용인, 양주, 평택, 수원, 인천 

등 12시경 130여명이 참제해 1시간 여에 

걸쳐 추향제를 봉행했으며 이어 권병선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권남식(權南植) △아헌관 : 

권정호(權正浩) △종헌관 : 권병렬(權炳

烈) △집례 : 권영부(權寧夫) △축관 : 권

혁봉(權赫鳳)

창화공은 고려 충렬왕 7년(1281)에 출생

하여 18세에 대전행수(大殿行首)가 되고 

진사에 급제하였다. 공은 여러 관직을 거

쳐 검교첨의정승(檢校僉議政丞)에 대우

문감춘추관사 상호군 삼한벽상공신(大右

文監春秋館事 上護軍 三韓壁上功臣)에 올

랐으며 품계가 올라 삼중대광 길창부원군

(三重大匡 吉昌府院君)이 되었다. 공은 추

밀공의 현손이며 부친은 문정공(文正公) 

휘 보(簿)이며 호는 국재(菊齋), 조부는 

문청공(文淸公) 휘 단(日旦)이고 호는 몽암

(夢庵)이다.

충숙왕 8년 왕이 원에 불려가 억류되니 

조정은 불경한 무리들의 모함을 배제하

여 사태가 진정되자 공을 찬성사(贊成事)

에 배하고 한림학사(翰林學士)와 우간의

대부(右諫議大夫)를 지낸 학문으로 지공

거(知貢擧)가 되어 과시를 주관하며 문생

(門生)을 길렀다.

창화공의 묘는 오래도록 실전되었는

데 청주 한씨로부터 문중묘 안에 벽화채

석이 보인다고 중앙박물관에 신고되어 

1991. 1. 14 현지답사하고 문화재관리국은 

3월 청주 한씨의 허락을 득하여 파주군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의 분묘의 발굴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묘의 주인을 찾는데 중요한 단

서인 광중에서 묘지석(墓誌石)이 발견되

었다. 지석은 4조각으로 분리된 채 출토

되었는데 룏증시창화권공묘명(贈諡昌和權

公墓銘)룑이라 제액이 횡으로 써 있었다. 

바로 국재공(菊齋公)의 장자인 삼한벽상

공신 삼중대광(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 

길창부원군 권준(吉昌府院君 權準)의 묘

인 것이다. 묘지명을 지은 이는 창화공

의 문인(門人) 대제학(大提學) 이인복(李

仁復)이고 글은 손자 현성군(玄城君) 용

(鏞)이 썼다.

실전되게 된 사유는 손자 용(鏞)이 자

재위에 있었는데 공민와 시해사건으로 

피화 되면서 창화공 손들은 뿔뿔이 흩어

져 창화공의 묘제를 외손간인 청주 한씨 

집안에 부탁했을 것이고 창화공 제사를 

지내주던 청주 한씨는 세월이 흘러 당대 

명문가였으므로 대제학 한상질 묘로 오

인하고 1700년대에는 묘 앞에 비석을 세

웠다. 청주 한씨는 또 창화공 묘정에 한상

질의 신도비까지 세워 현재까지 보존하

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지난 11월 10일 오전 11시 안동시 막곡

동에 있는 묘소에서 동정공파(25世 兆均) 

영모위 추향제가 권도혁파종회장을 비롯

해 후손 3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초헌관 : 권영훈 △

△아헌관 : 권태식 △종헌관 : 권영욱

 <권혁세 기자>

평후공종회(회장 권순만)은 지난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여주시 강천

면 가야리 회관에서 자손 70여명이 참제

한 가운데 乙未년 평후공과 통찬공 향사

를 봉행하였다. 일기가 고르지 않아 묘소

아래 마을 회관에 강릉, 원주, 서울 등 평

후공 후손과 방손 등이 아침부터 모여 상

견례를 나누고 분정을 마친 후 제례는 평

후공은 초헌관 純萬(종회장), 아헌관 景

晳(추밀공파대종회장), 종헌관 純求(원

주), 집례 五烈(강릉), 축 學周(원주)씨가 

봉헌하였으며 통찬공 휘 淳은 초헌관 赫

柱, 아헌관 義喆(정간공 회장), 종헌관 寧

寬 집례 瑲植, 축 純參씨가 하였다.

평후공은 추밀공의 6세손이며 양촌 근

(近)의 백씨로서 공양왕조에 공조판서, 

조선조 태조1년 개국 원종공신에 녹권되

고 이어 한성부윤, 삼군도총제부사, 세종 

2년 의정부 찬성사에 올랐다. 태종 12년에

는 진주목사로 부임하여 촉석루를 중건

하고 하륜이 기문을 지었다. 75세에 졸하

니 평후의 시호가 내렸다. 공은 평소 담박

한 성품에 베풀기를 좋아하니 춘풍재상

(春風宰相)이라 일컬었다.

향사 후 정기총회는 시조님에 망배와 

회장의 인사로 날씨도 안 좋은데 먼 곳에

서 제향에 참제해 주어 감사드린다고 말

하고 격려사로 경석 추밀공파대종회장은 

수년전에 평후공 이하 선조님 묘소를 강

릉, 여주, 원주 등 참배한바 있는데 족친

들이 단합하고 모두 친절한 자세를 견지

하고 있음은 평후공의 음덕이라고 하면

서 추밀공파를 맏고보니 혁승 전임회장

이 기초를 잘 다져 놓았으니 이제 할 일

은 회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에 매진

할 것이라고 하였다. 회의는 혁윤총무의 

경과보고와 감사보고, 결산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 산회하였다. (권혁윤)

부정공파종회 정기총회 및 파조추향제 봉행

정간공 휘 희(靖簡公 諱 僖)추향제 봉행

知申公 諱 憘 이하 3位 歲享
지신공 휘 희 이하 3위 세향

부정공파 등암위 외 2位분추향 봉행

검교공파종회 추향제 봉행 및 정기총회

창화공(昌和公 휘 準) 추향제 봉행

동정공파 영모위 추향 봉행

平厚公 諱 衷 享祀 및 定期總會

△부정공파 파조 추향제를 봉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간공 추향제 독축모습

△지신공 추향제 독축모습

△검교공파 파종손 초헌관 권오학 강신례

△파주시 서곡리 창화공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동정공파 영모위(25世 兆均)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순만 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평후공                 휘          충             향사                                       정기총회

權赫鳳(京畿.楊州) 80만원, 權炳文(서울.麻浦)50만원, 權

景晳(서울.城北) 靖簡公宗會(權義喆), 參議公宗中(權泊遠) 

이상 각 30만원

文忠公宗中(權五星), 石洲公宗中(權五琮), 金旺宗親會(權

寧周) 이상 각 20만원 大宗院(權正達), 昌和公宗會(權炳善), 

正獻公宗會(權俊植), 梅軒公宗會(權容周), 牧使公宗中(權虞

植), 執義公宗中(權赫來), 重望公宗中(權泰慶), 譯丞公宗中

(權重達) 權炳吉(서울衿川), 權光淳(大田.西區), 權奇峻(서

울.江西), 權泰春(京畿.議政府), 權五鉉(忠北.陰城), 權赫燦

(京畿.高陽), 權泰榮(忠北.陰城) 이상 각 10만원

梅溪門中(權秀翊), 權昌珉(京畿.龍仁), 權炳晳(世宗市), 

權寧錄(大邱.南區), 權寧煥(全北.金堤), 權五俊(서울.永登

浦), 權寧一(서울.東大門), 權厚植(서울.永登浦) 이상 각 5만

원 權度延(僕射公派 서울) 3만원

추밀공파조 세향에 헌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樞密公派大宗會長 權 景 晳 

지난 11월 9일 오전 10시에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재사에서 2015년 정기총회

가 문충공 후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오섭사무총장이 사회로 시조, 추밀공

께 망배를 하였다. 그동안 권오성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였으나 사의를 표하여 

4대문중의 대표자 회의에서 문경공계 35

세 권오돈(權五敦)씨가 회장으로 선출되

었음을 말하고 오늘 총회에서 의견을 물

은바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하였다. 

이어서 신임 권오돈회장은 룕오늘 우천관

계로 어려운 상황에서 참제키 위해 참석

해주신 후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에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에서 근무하였으나 문중의 회장직은 어

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오나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룖고 말하자 축

하와 격려의 박수가 있었다.

이어서 결산과 감사보고 그리고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다.

또한 16세 문충공 근(휘近) 께서 고려

말에 전북 익산에 유배되셨던 곳에 양촌

선생 유허비를 세우는 행사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날 추향제의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 文忠公 휘 近

△초헌관 : 權五星 △아헌관 : 權景晳 

△종헌관 : 權赫允

△집례 : 權榮俊 △대축 : 權赫世

▣ 文景公 휘 蹄

△초헌관 : 權奇埈 △아헌관 : 權義喆 

△종헌관 : 權奇澤

△집례 : 權晩集 △대축 : 權榮俊

▣ 安肅公 휘 蹲

△초헌관 : 權重國 △아헌관 : 權純萬 

△종헌관 : 權泰慶

△집례 : 權赫世 △대축 : 權晩集

▣ 翼平公 휘 擥

△초헌관 : 權純鳳 △아헌관 : 權公範 

△종헌관 : 權赫吉

△집례 : 權榮俊 △대축 : 權晩集

▣ 麻田公 휘 念

△초헌관 : 權泰明 △아헌관 : 權景憲 

△종헌관 : 權泰國 

 △집례 : 權榮俊 △대축 : 權炳洪

 <권경일기자>

文忠公,文景公,安肅公,翼平公,麻田公 秋享祭
문충공, 문경공, 안숙공, 익평공, 마전공 추향제

문충공 초헌관 헌작 문경공초헌관 헌작 안숙공 추향 독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