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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을 방해하는 촛불…

지난� �6월�2�2일� 안동권씨대종원은� 인사추천위원회�(위원장� 권오

선�)를� 개최하여� 대종원부총재를� 선정하여� 총재의� 결재를� 받았

다�.� 종무위원은� 기존� 파종회별� 할당인원을� �1�5개� 파종회장이� 재� 

추천하여� 대종원으로� 보고하고� 대의원은� �1�5파종회와� 전국� 각� 종

친회에서� �1명이상� 추천하여� �7월�1�5일까지� 보고토록� 하였다�.

안동권씨대종원은� 정관� 제�1�1조에� 따라� 원임과� 통합총회에서� 

의결된� 명예총재와� 고문을� 위촉하였다�.� 위촉� 및� 선임된� 명단은� 

아래와� 같다�.� �(순서� 무순임을� 양해바랍니다�.�)

1. 原任 및 顧問

原任 : 權彛爀�,� 權重漢�,� 權宅洙�,� 權五杰�,� 權德鉉�,� 權鎬舜�,� 權德

淵�,� 權斗甲�,� 權翊鉉�,� 權宇哲�,� 權宅焄�,� 權宗甲�,� 權禹根�,� 權寧宅�,� 權

五寅�,� 權善瑀�,� 權五銖�,� 權憲成�,� 權世萬

名譽總裁 : 權彛爀�,� 常任顧問� 權文洙� 顧問� 權泰日�,� 權五熙�,� 權

武源�,� 權海玉�,� 權炳洪�,� 權洪燮�,� 權寧睦�,

2. 總裁團

總裁權正達�,� 副總裁 :� 權五宣�(首席�)�,� 權啓東�(常任�)�,� 權赫昇�(常

任�)�,� 權重燾�,� 權寧鮮�,� 權讚赫�,� 權松成�,� 權永漢�,� 權鳳道�,� 權弘司�,� 權

植春�,� 權寧福�,� 權泰錫�1�,� 權景燮�,� 權建春�,� 權永烈�,� 權吉相�,� 權寧祥�,� 

權寧成�,� 權容基�,� 權赫基�,� 權五德�,� 權在爀�,� 權純善�,� 權圭華�,� 權赫春�,� 

權五鴻�,� 權五春�,� 權五泳�,� 權正燮�,� 權赫龍�,� 權容一�,� 權寧赫�,� 權純宅�,� 

權泰錫�2�,� 權寧翼�,� 權勢徒�,� 權在榮�,� 權武倬�,� 權在珠�,� 權寧夏�,� 權容

柱�,� 權世源�,� 權五秀�,� 權宙衍�,� 權羲宅�,� 權三錫�,� 權肅東�,� 權純浹�,� 權

敬雄�,� 權世穆�,� 權奇德�(대구�)�,權仁塔�,� 派宗會長協議會長�,� 宗親會長

協議會長�,� 해외� 權順基�,� 權重萬�,� 權英喆�,� 監事� �:� 權寧焄� 權鍾濬

財政委員長�(權鳳道�)� 典禮委員長�(權寧夏�)� 太師廟管理委員長

�(權世源�)� 宗史硏究委員長�(權五春�)

3. 當然職 宗務委員

파종회장�(�1�1인�-총재단에� �4인� 포함�)�,� 청년회장협의회장�,� 부녀

회장협의회장

4. 選定職 宗務委員 및 代議員 할당
(1) 宗務委員 [15개파 : 67명] (총재단에 포함된 인원을 제외하

고 재추천)

종� 파� �2명 부호장공파� �3명 추밀공파� �1�3명 복야공파� �1�2명 동정공파� �4명

좌윤공파� �4명 별장공파� �4명 부정공파� �7명 시중공파� �3명 급사중공파� �2명

중윤공파� �2명 군기감공파� �2명 정조공파� �3명 호장공파� �2명 검교공파� �4명

大宗院 : 10명

(2) 代議員 [15개 派宗會 : 78명] (파종회에서 종무위원 선임시 

대의원 제외)

종� 파� �2명 부호장공파� �3명 추밀공파� �1�6명 복야공파� �1�4명 동정공파� �5명

좌윤공파� �5명 별장공파� �5명 부정공파� �8명 시중공파� �3명 급사중공파� �2명

중윤공파� �2명 군기감공파� �2명 정조공파� �4명 호장공파� �2명 검교공파� �5명

大宗院 : 72명

(3) 代議員 (地域宗親會) : 107명 숫자 : 인원수

서울지역�(�6�) 마포� �2 성동광진� �1 영등포� �1 금천� �1 강서양천� �1

경기지역�(�2�0�) 인천� �2 부천� �1 수원오산� �2 김포� �1 안양� �1

시흥안산� �1 안성� �1 양평� �1 여주� �1 용인� �1

덕정� �1 포천� �1 이천� �1 성남� �1 분당� �1

평택� �1 양주� �1 연천� �1

강원지역�(�8�) 원주� �2 강릉� �3 횡성� �1 평창� �1 홍천� �1

충북지역�(�6�) 청주청원� �1 진천� �1 음성� �1 제천� �2 충주� �1

충남지역�(�8�) 대전� �2 논산� �1 금산� �1 아산� �1 예산� �1

태안� �1 서천� �1

경북지역�(�2�8�) 대구� �5 구미선산� �2 안동� �5 의성� �1 영천� �1

경주� �2 포항� �1 상주� �2 문경� �1 예천� �1

영주� �1 봉화� �1 청송� �1 영덕� �1 강구� �1

경산� �1 고령� �1

경남지역�(�1�8�) 부산� �5 김해� �1 밀양� �2 울산� �2 마산창원� �2

통영� �1 진주� �1 함양� �1 합천� �1 창영� �1

의령� �1

전북지역�(�6�) 전주� �2 김제� �1 부안장수� �1 정읍� �1 무주� �1

전남지역�(�7�) 광주� �3 나주� �1 서남권� �2 순천� �1

추천이� 없으면� 대의원에서� 제외됩니다�.

5. 종무위원 및 대의원 추천 마감일 : 2011. 7. 15(금)까지

추천대상� �:� 파종회장�,� 지역종친회장

보낼� 곳�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 �(�2층�)� 우� �1�3�0�-�8�2�0

안동권씨회관� 팩스� �0�2�-�2�6�9�5�-�2�4�8�5� 전화�0�2�-�2�6�9�5�-�2�4�8�4

安東權氏大宗院 人事推薦委員會 開催

본회 사무실에서 인사 추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문

경시� 산북면� 서중리� �1�4�8�-�1번지에� 있는� 근

암서원�(희정공� 휘� 相一� 등� �7현�)� 복원� 준

공식이� 신현국� 문경시장�,� 지역기관장�,� 유

림�,� 주민�,� 배향인물� 후손� 등� �3�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근암서원중건추진회의� 경과

보고와� 이한성� 국회의원의� 축사로� 엄숙

히� 봉행했으며� 이에� 앞서� 준공� 고유제를� 

고재하� 유림회장의� 상례로� △초헌관�:신현

국�(문경시장�)� △아헌관�:권사문� △종헌관�:

조창섭� △독고유�:권영태� △찬자�:고영조� 

△진설�:고동진� △알자�:강경수� 등으로� 경

건하게� 올렸다�.

희정공�(휘� 상일�)은� 태사공의� �2�8세손이

며� 호는� 청대�,� 시호는� 희정이며� �1�7�1�0년� 중

광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제학�,� 한성

좌윤�,� 지중추부사�,� 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8�0세에� 기로소에� 입소했으며�,� �8�1세에� 卒

했다�.

저서로는� 룏초학지남룑�,� 룏관서록룑�,� 룏근사

록집해룑�,� 룏소대비고룑�,� 룏가범룑�,� 룏역대사초

상목룑� 등이� 있다�.

근암서원은� �2�0�0�5년� �3월� �1�0일� 문화재지

근암서원(희정공 휘 相一) 복원 준공식

근암서원 중건 고유제가 5. 23 봉행되었다. 근암서원 조감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경남� 산청에서� 권익현� 前�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진혁� 종손�,� 권민호� 회장�,� 권철

현� 복야공� 후손� 등� �2�7�0여명이� 관광버스편

으로�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복야공� 

단소와�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에� 있는� 복

야공� �1�2世�(휘� 척�)� 첨의평리공� �1�3世�(휘� 한

공�)� 문탄공�,� 종정공�(宗正公�)� 단소에서� 주�,� 

과�,� 포를� 진설하고� 각� 헌작한� 후� 함께� 참

배하였다�.

<권혁세 기자>

경남산청에 거주하고 있는 복야공 후손들이 복야공 단소에서 헌작하고 있다.

경남산청 복야공 후손

복야공·문탄공·종정공 단소 참배

대사성공�(諱� 悰�)� 종회는� 지난� �6월� �6일� 

보진당�(선조� �2�0世� 士鈞� 별당�)에서� 족친�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화수회를� 

개최하였다�.

神과� 人間의� 만나는� 祝祭인� 강릉단오제

를� 맞아� 매년� 개최하는� 화수회로� 금년이� 

�3�3회를� 맞이한다�.

이날� 회의는� 권혁춘� 총무의� 사회로� 국

민의례�,� 시조� 태사공� 능동묘역을� 향하여� 

망배를� 드리는� 순서로� 시작하여� 원로고

문님과� 원거리에서� 참석한� 족친을� 일일

이�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권명준� 종회장

은� 인사말을� 통해� 룕바쁘신� 일손을� 잠시� 

미루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원로님

과� 족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며� 조상님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 있는� 이� 

보진당에서�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안동

권씨� 종시� 제일� 첫� 번째� 항목인� 승조이념

의� 확립을� 위한� 실천덕목이� 바로� 종무관

리와� 화수회� 활동이니� 선조님들의� 유훈

을�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고� 또한�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후손의� 도리이고� 

승조이념을� 실천하는� 덕목이라� 생각됩니

다�.� 오늘� 이� 화수회를� 통하여� 종친� 모두가� 

가일층� 화합� 단결하여� 우리� 종중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룖고� 하였다�.

이어서� 권승옥�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종회� 발전

을� 위해� 애쓰는� 집행부에�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젊은� 

족친께서도� 종중� 일에� 적

극� 참여하여� 달라고� 당부

하였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강릉

의� 중심지인� 옥천동에� 있는� 선조님의� 별

당인� 보진당에서� 화수회를� 갖는� 것이� 가

슴� 벅차다며�,� 권문의� 자부심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강릉단오제위원회� 부회장인� 권태

원� 족친은�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지역축제라며� 강릉시

민이� 더욱� 발전시켜야� 할� 축제라고� 소개

하였다�.� 대사성공� 종중에� 중추적인� 역할

을� 하는� 대성회� 권혁길회장은� 대성회의� 

활동을� 소개하며� 젊은� 족친들이� 많이� 가

입하여야� 종회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며� 족친들의� 가입을� 권장하였다�.

이어� 총무가� 룏�1�1년도� 전반기� 종무활동룑

사항을� 보고� 하였고� 재무가� 화수회� 전년

도� 결산상황을� 보고하였다�.� 토의사항에서� 

상정된� 의안은� 화수회� 기금을� 종회에� 통

합하여� 관리운영토록� 하는� 안건으로� 전

원�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회의를� 모든� 끝마치고� 가족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보진당내에서� 식사를� 하고� 삼

삼오오� 단오장에� 나가� 지역축제에� 참여� 

하였다�. <권현주>

강릉 大司成公宗會  花樹會 개최   

대사성공종회 화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명준 회장

지난� �6월� �5일�,�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

재� 금남서당�(� 錦南書堂�)에서� 모암계�(慕

嵒契�)의� 신묘년� 연례총회가� 열렸다�.� 모암嵒契�)의� 신묘년� 연례총회가� 열렸다�.� 모암嵒

계는� 북야공파� 감정공�.� 삼괴당�(三槐堂�)계� 

시조후� �3�5세� 설암�(雪嵒�)� 권옥현�(權玉鉉�)� 

공을� 기리기� 위하여� 문인� 후학들이� 그� 호

를� 따서� 지은� 계모임이다�.� 이� 모임은� 공이� 

기세�(棄世�)한지� �3년� 뒤인� �2�0�0�2년에� 룕설암

문집룖� �2�8권� �6책을� 발간하면서� 결성되어� 

�2�0�0�3년부터� 매년� �6월� 첫� 일요일에� 정기모

임을� 갖고�,� 장소는� 지금까지� 고인이� 만년

에� 거처하다� 고종�(考終�)한� 금남서당에서� 

열리고� 있다�.

설암� 권옥현� 공은� 임자�(�1�9�1�2�)년� �2월�1일� 

출생하여� 백부� 만재�(萬齋�)� 권재춘�(權載

春�)� 공에게� 초학을� 배우고�,� �1�9세부터� 같은� 

복야공파� 감정공계의� �3�5세� 추연�(秋淵�)� 권

용현�(權龍鉉�)�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4�0�0

여� 문인� 중� 수제자로서� 

적전�(嫡傳�)이� 되었으며� 

�1�9�8�8년� �8�8세로� 별세하였

다�.

이번� 연례총회에는� �3일

간의� 연휴와� 농번기로� 바

쁜� 가운데도� 부산�,� 서울�,� 

대구�,� 울산�,� 고성�,� 김해� 등

지에서� 약� �6�0여명� 계원과� 

부산지역� 권씨종친회� �(회

장� 권길상�)�,� 설암� 유족들과� 친지들을� 포

함하여� �1�0�0여명이� 모였다�.

총회는� 유사� 정영만�(鄭永萬�)사회로� 상

읍례�(相揖禮�)�,� 묵념�,� 회장인사�,� 경과� 및� 

결산보고�,� 강론�(講論�)�,�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총회� 후에� 준비된� 오찬을� 

하면서� 덕담을� 나누었다�.

� 계장� 이병혁�(李炳赫�)� 전� 부산대� 교수

는� 인사말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설암공이� 세상을� 

떠나신� 지� �1�2년이� 되었고�,� 모암계가� 창립

된� 지� �9년� 사이에� �1�0여명의� 회원이� 유명

을� 달리하였다고� 하면서� 별세한� 김해� 화

재�(華齋�)� 이우섭�(李雨燮�)�,� 거창� 정헌�(正

軒�)� 진학우�(秦學愚�)� 회원� 등� 일일이� 호명

을� 하면서� 명복을� 빌었다�.

강론은� 부산대� 이성혜�(李星惠�)� 교수가� 

준비한� 유인물로� 하였다�.� <부산 종친회>

雪嵒嵒 權玉鉉 慕 權玉鉉 慕嵒 權玉鉉 慕嵒嵒 權玉鉉 慕嵒 嵒嵒契 연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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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해� 문경문화원에서� 당시� 문화원

장� 채대진과� 도의원� 채희영씨� 등에� 의해� 

청대� 유품을� 당시� 향교의� 전교이신� 고재

하� 씨� 그리고� 후손� 권칠용�,� 세창�,� 응대�,� 홍

동준�,� 시락� 씨와� 권오선� 등이� 일괄� 물목� 

촬영을� 한� 자료로� 신청한� 것을� 시장� 신현

국� 씨와� 학예싸� 엄원식� 씨� 등이� 문경문

화원에� 상신하여� �2�0�0�6년� �1월� �2일�,� 도유형

문화재� �3�7�7호�(�8�4�3점�)로� 지정받았으며�,� 이

어� �2�0�0�6년� �1�2월�,� 지역의� 유림들� 및� 후손들

이� 모여� 근암서원중건추진위원회�(회장� 

채대진� 외� �2�4명�)를� 결성해� 총사업비� �3�0

억원�(국비� �1�5억�,� 도비� �4억�5�0�0�0�,� 시비� �1�0억

�5�0�0�0원�)으로�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6필지� 

�4�,�7�6�6㎡�)� 부지에� 사당�,� 전사청�,� 내삼문�,� 강

당�,� 동서재� 지원루�(루문�)� 관리사� 등� �1�0동

의� 건물을� �2�0�0�9년� �7월� 공사에� 들어가� �2�0�1�1

년� �5월� �2�3일� 완공되어�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앞으로� 근암서원은� 오는� �9월에� 초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룏문경� 한자왕선발대회룑

를� 개최할� 예정이며�,� 교육청과� 연계해� 관

내� 초굛중등학생들의� 예절교육과� 인성교

육�,� 한자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

이다�.

<남곡 권오선>

충정공파�(닭실�)� 서울종친회�(회장� 권석

현�)는� �6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숲� 조각물

광장에서� 파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우기� 부회장의� 사회로� 권석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름다운� 닭실에� 대한� 추

억과� 훌륭한� 선조의� 후손이라는� 자긍심

을� 공유하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

고� 많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경과보고에서� 독립운동에� 참여

하신� �6분�(相文�(상문�)�,� 相元�(상원�)�,� 相翊

�(상익�)�,� 命燮�(명섭�)�,� 相道�(상도�)�,� 昺燮�(병

섭�)�)을� 기리기� 위한� 룕유림단� 파리장서독

립운동기념비룖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종

친회에서� 발의해�,� 봉화유림이� 주축이� 되

어� 추진위를� 구성해� 국가보훈처에� 기념

비� 건립을� 위한� 지원금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내빈으로서는� 닭실� 종손� 權宗睦

�(권종목�)�,� 서설당� 종손� 權羽鵬�(권우붕�)�,� 

權瑮權瑮權 �(권률�)�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권률� 씨는� 인사에서� 지난� �5월� 

�5�~�7일�(�3일간�)� 닭실에서� 룕옛날� 정통과자� 

축제룖� 행사가� 성황리에� 치루어� 졌다룕고� 

말했다�.� <권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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