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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일 (목요일)

僕射公派祖府君 휘(諱) 수홍(守洪)秋享奉行
⟮⬄⃕ドⴗㅹ 䑠㻷㏢㑇㕙 ⎏ⵏ⊾
⯚ⱬ 㸡㶤㺈 ⮡ⲙ⨬⫭⑈⨬⥚
ㆅ⚦⅌♫⮂⥚ⱗ⺌ℽ◐⎸⠃ 㸛䅷㍚㙦㕋
㢸 Ⱪ⚤⺰❉⯙⠃⣘ 䆻㟊㶡㢴㤼 ♣ⵏ⋌
⨮⳽ㄓ⣤⥚ⴛ⟮⬄ 㦛㧋䀘㢍㥉 ⣤Ⲃ
⅓ 㦓㻛㏏ ⱘ₿ㄲ⮕⏅㆗ 䒢 ⦣ㅬ 㪋
䐐 ⟮⬄⃕ドⴏ⠃⅓ 㢍㥉㌤䊔㿦㢽㏋ ⺰
ㅅ 䆾䍼 ⱘㅅⁿⵏ ㊣䎀㇟䁱 ⥚⚭Ⱬ
⮊⚪Ɽド⼰ 䊔䈘 Ⱪ⸑⳿ㄴ⁾⯏
⺛ㅈ⃙ 䆃䎋㍆ Ⅰ⯎ ㏢㱱㵵㭷㖟 ⫫
ㅈ⃙ 㭗䎋㍆ Ⅰ⑈ ㏢㋑㖟㽈䑠㻷 ⴗ
ㅈ⃙ 䀎䎋㍆ Ⅰⅻㅤ ㏢㑇䏤㓜㖢 ⺱
䇏 Ⅰ⮡ ㏢㲮㱺㕾䆦 ⸎ⱷ 䃴㺳 Ⅰ
ㅮ ㏢㱱䐟㭷㖟 Ɽⵖ○●⟩⨮⋳⺰ㅅ
Ⱪ⬛⦤ㄲ₱⟵ㅃ 㢠䍻 ⬟⎦
⋳⯚ⱬ⺌⚪ 䅳㝆 ㄴ⨭ⱬ 䌯
㬪㺈 ⮂⥠⎩ⱌ 㨕㔓㋪㷣 ㄴⱩㆅ⋳
⑈⫭⚂⋳ 㜢㓃 ⳽Ⱬ 㾇㺈 Ⱬⱚ◃⨬
⯚⺛Ⱪシ⮂䍼㥜♣⮤♫ドⴏ⠃⅓ 䊔
㿦㢽㏋ Ɽⱗ⏃ⱘⅻ♫⚤⨫ⴏⱩ⋵ 㫬㿦
㹐㓆 ⱘㅯ♰ 䐧㛤 ㄲㆅ⦂ 䒆㩮 
㋑㕡 ⮂⮎⥧ⱘ⎦ㄵ₪ⱘ⎦ⵕㄲ⮕⎦
Ⱪ⋀ⱌ⣘Ⅰ⯎ ⺛ㅈ⃙ ㅈ⥧ⅶ
♵⯙ⱘ⠦◕ㄻⅠⅻ⏃ドⴗㅹⲂ ⎸⅑
ド⼰ㅹ₅⳽⃕ⴗⴸ ㄸ⺆ ⺌Ⲃ⋳ㅹ ㅹ
ⲂⅠㅘ「 ⱱ⫴ⴗㅹ ーㄺ ⣤₨ⴗ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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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正公派祖 諱 棣達(체달) 추향봉행
㡫㬶㓃䆾㸡⯚ⱬ ⯚ⱬ ⨬⮂
⥚⨬ↇⵏ㭷㖟㬉㭷㛰㖢ㅤ⦣Ⲅ⣘ㆅ
ヲ㖝㾖㌤㔓㩇⮂⥚䊔䈘⮊⚪Ⱪ⺰ㅅ
ⱘ⬛⦤ㆸ⟵ㅃㄲ⮕⎦ⱚ⟮○♣♳⼮
⨬⠅⣛ㅹㄲ⮕⎦
壇所位- ⺛ㅈ㏢㓊㖟⫫ㅈ㏢䉦㹭䀎䎋㏢
䉦㧫䇏㍆㏢㕥䎑䂶㨕㏢䎒㝝䃊㤷㏢㓊㲮
石階位- 䆃䎋㏢㲮䒒⫫ㅈ㏢㻻㸝䀎䎋㏢
㲮㶀䇏㍆㏢㲮㑄䂶㨕㏢㓊㖗䃊㤷㏢㲮䁆
戶長位- 䆃䎋㏢㶉⫫ㅈ㏢䁝㹧䀎䎋
㏢㲮䁆䇏㍆㏢㲮㪢䂶㨕㏢㲮㶀䃊㤷
㏢㓊㪢
同樞位- 䆃䎋㏢㕥䎑⫫ㅈ㏢䁝㵕䀎䎋㏢
㲮㪢䇏㍆㏢㲮㑄䂶㨕㏢㓊㖗䃊㤷㏢䉦㦇

ⱚ⥧ ⎸⠃✧ⴸ ⏃ ⣘⯚✧ⴸ ⫭⑈
Ⱪⁿ♵⯙⫤ ㄸ⺆ⴗ⼰ㅹ ⱌ✧ⴸ ⟵
ㅮ ⴰ✧ⴸ ⯙ ⫭⠅⎴✧ⴸ ⣛⺌ 
Ⅰ⑈ ⫫ㅈ⃙ Ⅰㅘ「 ⺌Ⲃ⋳ㅹⲂ Ⅰ
⟵ㅰ ⎸⅑ Ⅰㅤ ⠃⣛ⴗ⼰ㅹⲂ Ⅰ
ⅿ ⺌ Ⅰ⮢ ㄸ⺆ Ⅰⅻㅤ ⴗㅈ⃙ 
Ⅰ⮡ ⺝ Ⅰ⥛ㅤ ㄸ⺆ⴗ⼰ㅹⲂ Ⅰ
⦣ ⫭⑈ Ⅰ❇ㅤ ⣛⺌ Ⅰ⥛ ㄸ⺆ 
Ⅰⅻㅈ ⺆ ⅠⲄㅙ ⣛⺌ ⫣⁾ⁿ♵
⯙⫤Ⅰⅻ⏃ ⟭ㅙ Ⅰ⅒ ⎸⅑ Ⅰ⯌
♽ⵓ Ⅰ⎸Ⱬ ⨮ㄴ Ⅰㅤ⚪ ⋼⑈ Ⅰ
ⴸ⬜ ⠃⣛ Ⅰ ⨮⺌ Ⅰ◐ ㄸ

⺆ Ⅰ⺌ⱷ ⳿⺆ ⫣ⁿⁿ♵⯙⫤♵
⯙Ɽ⥧ⅶⱩ⎱ⵏ⬟⎦
ゴㆸド⋌⺌Ⲃ⋳ㅹ⯙⃗⠃⋱ㅹㅹ⯙⑲
ⱩⱩ♢⫫⼴⠃〖ㅙⲂ⮂⊻⮮⸑⳿⃙⑲
⮂₱⸌⮮₀⨭ⱘ⳿⃕ㄲ⚤⳿⦣⯏❖⃗
ⴸ⨭❡⨭ ⱚ⟮⑷ㅅ⣘ 䍼㥜 ⟵ㅃ 㢠
䍻 ⮂♶ⱗ⯓ⱘ⬟ⱕ⚤ ⦫ⴏ⫻ⴐ
㫬㿦㮜㿼 ⳽⨮ 㾦㬷 Ɽ⺼ ㌎䇪 ⮮
ドⴐ₀ 䊔㿼ㇿ ⱤⴐⱤ 㿼㸻 ♣⑀ 㖏
㖊 ㆸㄲ⎏┫ↆⱗㄲ◨⁾⬟⎦
<安東 권혁세 기자>


評理公(평리공) 諱 㢀(척) 추향봉행
㢍㥉㌤ドⴏ䒢㪋䐐Ɽ⦂ⱷ⥩ヷ♫
⃕䒢柁 ⺅ Ɽ⺰ㅅⱩㅮ⟵⣛⎩⥿⮂⥚
⯚ⱬ ⱚ◃⯚⺛Ⱪシ ⮡ㆅ⨬⠅
⮂⥚⨬ↇⵏ⟵ㅃ⬟⎦
Ⅰⅿ⣤⸎ⱷⱤㆢ⮂♿⺰⬓Ⅰⅻ⏃
⺛ㅈ⃙Ɽㅈ○⁾ⱳ⬟ⱕ⚤Ⅰⱄ⺱⃙
Ɽ⺌⚪⥧⥧⎸Ɽ⋇Ⱪⱳ⬟⮊⚪Ɽ
ㆀ⦂⑲Ⱪ⦫ⴏ⟭⟰Ɽ⳽⥧⬓♭⺰ㅅⱘ
⮤◉⎦
⺛ㅈⅠⅻ⏃ ⫫ㅈⅠ⮡⦣ ⴗㅈⅠㅘ⺇ 
<안동지사 권혁세 기자>
⸎ⱷⅠⅿ⣤ 

淸白吏(청백리) 典翰公(전한공) 추향제 거행

僕射公 5세 諱 季容(계용), 6세 諱 綏(수) 추향봉행
⯚ⱬ ⱚ ⯚ⱬ ⮡ㆅ⨬ㅮ⟵⣛
⦈、Ⲅ⮂⥚⮊⚪⎙ㆅ⦂⑲Ⱪ⯍⺆⃙
●⨰⋌ ⮚⺆⅓✟⣘ ⮂⥚⺰ㅅⱘ⟵ㅃㄲ
⮕⎦
⺛ㅈⅠㅘ⑈ ㆨⲙ ⫫ㅈⅠ⮡⥛ ⣛
⬌ ⴗㅈⅠ⮡⏃ ⱚ⥧ ⸎ⱷⅠ⨭
⎸⅑ ⺱Ⅰ⯎ ✧
⋳⯚ⱬ⨬⺷⋃⮚⣛⅓ⱝ
⟵⚦ヷ⺝♫⋃⣛⥞⮂⥚ⴏ⥞ⴏㅬ
✧⃙ 䐍㞟㍔ Ɽⲙㄴ 㽇䌸 ⱘⵏ⋎⫭⑈
Ⅰ⃕㆗⠨ 䑠 Ɽ⺰ㅅ○♣⟵ㅃㄲ⮕⎦
⺛ㅈ⃙⮂Ⅰㅘ♵ド⼰ ⫫ㅈ⃙Ⅰ》₊
₨⅌⃕ドⴗㅹⲂ ⴗㅈ⃙⮂Ⅰ⮡⅓ ⺱
⃙⮂Ⅰㅘ⑈ド⼰ⱕ●⬛⦤ㆸ⟵ㅃㄴㆅ
⨬⠅⚭⑱ㅅ○♣♳⼮ㅙⲂ⮂⥚
ⱚ⟮○♣ㄲ⚦⥚Ⲅ⨰ ⫫⣛Ⲅ ●Ⱪ⑈ 
⟤⥞Ɽⴏ⣤⎡⑲∇ㄸ⑈ⱕ●⮚♣
⮤♫⮂⚭⑰ㅃ⣘♣♳⺗⎦
Ⱪ⬓⥚⮚⣛ⴗ⼰ㅹ⁾♳◄ㄴ⳺⨲ⱘㄷ
∇ㄲ⚦⥚⺌❢♫ⲙㄴ⃕Ɽ⦫ㄴ⳽⨮
ⱘ⯍♫ㆅ⦂⑲Ⱪ⨫ㄲ⮊ⱼ❗⑲ⅻ♣
Ⅰ⚦ㄲ⚦⥚ⴗ⼰₀Ɽ⯍Ɽ♣⎦ⵏ⎏⨬
₀ⱘ⁾ⴌ⎦
ゴㆸⅠ⮡ㅹⲂⱗ⺼Ɒㄴⵏ⬘♳⫭

典翰公 권빈(權璸)
할아버지는 권회(權恢)이고 아버지는 목사 권유순(權有順)이며 어머니는 김학지(金學知)의 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字)는 숙옥(叔玉)이다. 세조14년(1468) 생원시에 합격하고 성종13년(1482) 알
성시에 을과로 급제한 후 이듬해 예문관검열를 거쳐 성종19년(1488) 승정원주서로 중국사신을 접대하였
고 그 뒤 공조좌랑Ş지평을 거쳐 1490년 성균관 사유(師儒)가 되었다.

正朝公派(정조공파)대구파친회 율곡선생 유적지 답사

이듬해 사과(司果), 1493년 이조정랑이 되었고 연산군6년(1505) 사간원 사간 등을 지냈으며 중종36년
(1541) 청백리에 선발되었다

⬟ⵏ♵⫺ⱕ●ⴗ⯙ⱘ⎸ㄈㄻ⥚⮎⨲ㆸ
ⵐ⮂⺧⥞ⱘ⎦ㄲ₷⋼┸⎦ⵕㄲ⮊ⴗ
⯙⑲Ɽ❓⦣♣❗⫷⎦
┌ㄴ₨⅌⃕ドドⴗㅹⅠ》₊ㅹⲂ∇⥚
◊⮂⠇⅑ ⥚⯐⮂⥚⸑⥛ㄲ⮕Ⱬ
⣘♸⫝ⱘ〴ㄻ₨⅌⃕ド⮂⎸ㄴ⟭ㄳ₊

◑ⱘㄻ⬓ド⼰⑲●⠃〖❓⦣♣❗⫷
⎦
Ⅰ⮡ㅹⲂⱗ⯙ⅲ⮂⥚⸑○ㄴド⼰⑲
⮂₱⣘⃗❓⨣♣⥞✩●ⲙ⎫ㄲ⮕⋌
⋳ⱘⅻ⬅ㄲ⚦⥚⣛ㅹㄲ⮕⎦
<권태훈 대종원 관리부장>

안동권씨 대종원 자원봉사자 모집
안동권씨 대종원의 발전을 위하여 남Ş녀 노소 불문, 재능기부 등 수시로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집하며 대종원 업무 적격자는 직원채용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⳽ⴏ⃕ド⎸⅑ド⼰ㅹ ㅹⲂⅠⱬ ⎏
ⵏ⊾⯚ⱬㅹ⯙❐⁾ⴐ⑲⃗ㄷ∇ⅻ
ド⨬❶⯙ⱛ⮂⥿Ⲅㄲ⎏ⱏ⥞⣮
ⱌⲘⵏ♣⎦⋱⮵⎦
ⱏ⥞⣮Ɽ⣘ㆅ⮂♵⑲⬓ⵑ₪ⱕ●
⥚ ㄳⱷ●⥚Ɽ⏃ㅃⱘ⺰⚭ㄲⅻⱄㄻⱌ
♯⮂Ɽㄻ₤⬟⎦⎏ⱷ⯏⥚⯙ⅰ♫
⫫⬓♭⊻Ⱪ⮂♸⃗ⅴⱘ↓⯍⼮
⣝⮂⎏ㄖℽⱘ⟭⨬♣ⵗⅻㅂⱕ⚤

⫫ㅪ❱ⱤⲂ⯙ⅷ⳿♣ㄲ⮊⅑Ⲃ⯙⃕
Ⱪ┸⠇♫ⅻㅂ⎦⎜⚂⯍⋿┸⯝⎦
ⅰ▰⊻Ⱪ▹₱◨₋⺲。⯚ㄷⱘⱩ
ㆅ⅒⁾♣ⱄㄻ⌋ㄲ⨰⺆ㄲ⎏ⱬ⮂
⣘⯌ㄲ⮕⎦⎏⫭⋌ⱷⱤ⥠⚪⮂⏂⯎♳
ⱚ⮂⮮⎷⫷⎦
Ⱪ▰ㄴⱏ⥞⣮⮂₱⥧Ⲃ⃗⳽⠃〖♶
ⱗㅅⱘ⬟⏅⠅ⱗ❒●ⅰⱤ⬓⚐⎜
⣘Ɒ⎴ Ⱪ▹₱⮮⥚⟭⎜⳽♸⚗ⵑ⚭ⱷ

ⵏ₀Ⱪ⬟⨩⎜⎦
Ⱪ▢⥚ⱫⲄ⁾❒●⥚⬄⅒⁾⁾❒●
⥞⎦⎏♸Ⱪ⮨ⱗ⁾⟳⎜⎦
⟭┼ㄲ◨⬓⎍ⲗ✩⬓ⴏⅶⱗ
⎗ⱗ❜⥠⌄《ⱕ●ⲗ⋲ⱘ⚑ⱕ⚤⫫ⵐ
⚵⎦ㄴ⳽⎰⑲ⱘ⊻⍶⚤⫫⨚ⵏ♵⎦
ⱚⱘⅻ⬅ㄲ⚤⫭⋸ⱘ⊻⍶⬟⎦
<총무 혁상>

ᳪ㉯ズ䀢⠮᪓❪⼲
평소에 대종원을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종원은 전국의
백만족친을 대표하고 종친의 번창과 화합을 위해 종보발행과 각종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여러분들께서 내주시는 회비는 대종원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고 알차게 활용하여 권문발전에 크게 기
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업무분야
대내업무

대외업무

임원회비징수, 회계Ş경리 전산업무
문서작성,발송업무
종보원고 수집, 편집 발송

종보발송, 광고모집,수금
각종행사 취재·안내
건물관리(소방관리자격증 소지자)

지원자 연락처: 이력서 : e-mail: ankwon2695@naver.com 문의전화 02)2695-2483~4(일일 봉사자 소정의 봉사료 지급)

안동권씨 대종원사무처

임원회비내역(년)

부총재: 100만원

종무위원: 20만원

대의원: 10만원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에서 익년 3월 31일 까지입니다.
대종원 회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 협 317-0009-7471-41 / 문의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원

강남역 1번출구 또는 역삼역 3번출구 도보5분
1층 SK텔레콤 건물 내(성곡빌딩)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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