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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요 <도라지타령>
在日族親 權 泰 億 역사민속 연구가
경기민요, 북한 황해도 은율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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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기획의도

Ş 조선시대 양반의 개념과 명가의 조건

안동권씨 개괄

Ş 안동권씨의 기원와 분파
Ş 안동권씨 문중의 전국 현황 (지역별 입향과 세거)

고려에서 조선
으로 이어지는
명가의 맥

Ş 고려조 권보의 當代九封君
Ş 고려조부터 과거를 통한 정계 진출
Ş 안동권씨 주요 인물의 과거 급제 현황 (문과방목 분석)
Ş 주요 가문들의 사환가로의 성장
조선의 초대 문형, 양촌 권근
Ş 조선왕조의 개국공신 권근
Ş 초기 주자학의 수용자로 조선 건국에 사상적 명분을 제공
Ş 경학 외, 사장과 천문학 등에 뛰어난 당대 최고의 지식인
안동권씨의 대전 입향과 그 배경
Ş 대전의 세거성씨 충주박씨와 안동권씨와의 혼인
Ş 조선시대 상속제도와 사족의 경제적 기반

전
개
안동권씨의 대
전 입향과 재지
사족으로서의
성장

지난 2월15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권문(權門)족친을 대상으로 대종원을 빙자하여 뿌리찾기 종헌(책명:통사보감)책자를 대종원에서 판매
를 하는 것처럼 불법홍보를 자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일원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해당불법업체의 소재지와 전
화번호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전국의 권문족친들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대종원에서는 종사에 관련된 문헌, 족보 등의 책자
를 판매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사례가 있을시 바로 대종원에 문의하시고 증거가 있을시 사직당국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뿌리 내린 안동권씨 명가 : 만회 Ş 탄옹가
Ş 사환가로서의 성장 (권령-권홍-권덕유-권득기)
Ş 만화Ş탄옹 예학자로서의 면모
Ş 서인, 남인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맥의 구축
대전에 꽃핀 안동권씨 명가 : 유회당가
Ş 기호남인으로의 분류 (남인과의 혼인과 학문적 교류)
Ş 유회당의 실무형 관료서의 면모
안동 닭실마을과 대전 무수동

래 -

조선시대
재지사족과
향촌자치

1. 접촉행위 : 우선 전화로 서울 안동권씨 대종원혹은 중앙종친회 사무실이라고 접근하여 뿌리찾기책자(통사보감)ૹ 등을 부대사업일환으로 판매.
2. 해당 업체주소 : 광진구 천호대로 107길 36 전화 (02)3409-2124
대종원 조치 : 위법피해 확인 등 법적조치 진행중

안동권씨 대종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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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유물

Ş 안동부 /안동읍 고지도
Ş<성화안동권씨보>등 족보류
Ş<릉동실기>

기타

Ş intro [영상]

고려의 권문세족에서 조선의 사대부로

대종원 빙자 종사(宗史)관련 통사보감 불법판매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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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
리

전통과 근대
(명가의 의미)

Ş<국조방목>
Ş<국조문과성보>
Ş 주요 인물들의 시권과 교지 등

Ş<양촌집>
Ş<입학도설>
Ş<응제시주>
Ş<천상열차분야지도>탁본

Ş<충주박씨내외손보>/유형46
Ş 분재기 등 상속관련 고문서
(만회/ 탄옹 분재기)
대전 + 충정공파 권벌가 고문서 집성
Ş<국조오례의> 및 기해예송 관련 자료(상소 등)
Ş 탄옹, 만회집 및 책판/유형17
Ş 혼인/학문적 교류의 대상이 된 주요 인
물과 관련된 간찰, 문집 초상 등 (동춘, 우
암, 미수, 백호 등)

Ş[영상]
도산서원/문화재
자료3

Ş 무수동도/유형44
Ş 유회당권이진가유물/자료17
Ş 유회당집

Ş 안동 닭실마을의 유래와 역사
(충정공파의 안동 향촌자치와 개간사업 등)
Ş 타 재지사족들과의 네트워크 및 향촌자치 활동
Ş 향촌교화

 안동과 대전의 안동권씨 집성촌을
비교 제시
Ş 무수동 동계첩 (민속문화재 3호)
Ş 회덕향안/ 향약/ 청금록
Ş 무수동도
Ş 안동권씨 정려(효자, 열부 등)

Ş조선시대 명가의 현대적 변용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의 공헌)
Ş근대 이후 안동권씨 주요 인물들
(교육활동, 정치, 독립운동 등)

Ş 독립운동 3대 : 권인규, 권종해, 권기수
Ş 대전충남의 안동권씨 독립운동가들
(권용두 외)
Ş 안동권씨 명사들

Ş[영상] 닭실마을
(한국의 명당)
Ş[영상]무 수동
(유회당 종가, 삼근
정사, 기궁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