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樞密公, 忠憲公 추향제 봉행

부정공(휘 通義) 추향제 봉행
부정공파종회는 10월 9일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부정공(휘 통의) 단
소에서 파족 150여명이 참제한 가운
데 권상흠(權相欽) 찬자의 집례로 1
시간여에 걸쳐 추향제를 봉행했다.
이어 제사에서 음복례를 올렸으
며 제례후 파종회 총회에서 권성달
씨(權聖達)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
었으며 이날 집사분정과 신임회장
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추밀공추향에 권태안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추밀공파 대종회(회장 권혁승)는 
10월16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마을회관에서 후
손 2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밀공, 
충헌공의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관광버스 (서
울2대, 대전1대)로 지방에서는 멀리 
구미, 청주, 음성, 수원, 원주,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후손들이 참제한 
가운데 제례 의식 전 혁승 회장은 
오늘 전국적으로 연이은 가을비가 3

일째 내리는 일기 불순한 가운데 전
국 각지에서 참제 해주셔서 감사드
린다며 인사하고 오늘 우천관계로 
부득이 이곳 실내 (해마루촌 마을회
관)에서 할아버님 제례를 모시게 되
었다고 인사말 하고 이어 제례를 봉
행하였다. 집사 분정은 아래와 같다.
▣추밀공 ▲초헌관 권정식(正植), 
▲아헌관 권영혁(寧赫), ▲종헌관 
권중원(重元), ▲집례 권오성(五星), 
▲축관 권태안(泰安), ▲진설 권백

검교공추향제에 권정휘 씨가 독축을 읽고 있다.(초헌관 권오학)

으며, 이어 권정택 총무부장의 사
회로 정기총회에 들어가 권태강
(權泰康) 선임부회장의 인사가 있
었으며 권태춘(權泰春) 서울파친
회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제향에 서
울파친들이 많이 참제토록 하겠다

정헌공(正獻公)추향제 봉행

정헌공 묘소 추향제 모습(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정헌공종회(회장 권준식)는 지난 
10월 9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정헌공(휘 왕
후)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 집사분정 : ▲초헌관 : 權聖達 
▲아헌관:權五哲 ▲종헌관:權五淳 
▲대축:權寧秀 ▲찬자:權相欽
▣ 신임회장단 : ▲회장 권성달 
▲부회장 : 권영억, 오순, 영수, 기웅, 
순형, 해진, 상흠, 병윤, 호준, 오서, 
영인, 영식 ▲감사 : 권오진, 용한, 
도임, 오문 ▲총무 : 권오기
<권혁세 기자>
 
부정공단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초헌관 권성달)

권이윤 초헌관이 충헌공추향 헌작 후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검교공(휘 倜) 추향제 봉행

검교공파종회(수석부회장 권무
탁)는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 상
주시 공검면 율곡리 검교공(휘 倜) 
단소에서 파족 80여명이 참제한 가
운데 추향제를 경건히 봉행했다.
제례후 묘전에서 음복례를 하였

2011년 11월 1일 (화요일)

이날 참제원은 서울에서는 혜화동 
로터리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는 전
세버스를 이용했고 지방은 대전, 연
천, 김포, 파주, 인천, 용인, 이천, 정

白鹿書院 秋享祭 奉行

백록서원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원(洦遠), ▲봉향 권용갑(容甲), ▲
봉로 권범순(範淳), ▲봉작 권호춘
(鎬春), ▲전작 권인순(仁淳), ▲호
창 권혁채(爀彩).
▣충헌공 ▲초헌관 권이윤(彛允), 
▲아헌관 권오현(五絃), ▲종헌관 
권우식(虞植), ▲집례 五星, ▲축관 
泰安.
<본원 권 범준 기자>
 

고 말했다.
총무부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6월 7일 대종회와 중앙종친회가 통
합되어 대종원으로 되었으며 대종
원 정관에 의해 검교공파종회는 종
무위원(4명), 대의원(5명)으로 배
정되어 선임되었다고 보고했다.
권태연 감사의 감사보고와 총무
부장의 결산보고 후 權泰允(권태
윤)회장의 別世로 인해 후임회장 
선출에서 권태강(權泰康) 부회장
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씨는 인
사말에서 파친의 화합과 단결을 강
조했으며 앞으로 부녀회와 청년회
를 구성해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
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權五鶴(권오학) ▲아
헌관:權春湜(권춘식) ▲종헌관:權
泰康(권태강) ▲대축:權正暉(권정
휘) ▲집례:權寧福(권영복)
(권정택 총무부장)
 

읍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 또는 
개인 승용차편으로 300여명의 후손
이 참제한 가운데 정헌공 외 9위분
의 추향제를 경건히 봉행하였으며 
이날 권석원 사무처장은 올해 결산
보고와 권준식 회장이 연임되었다
고 말했다.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 정헌공 : ▲초헌관:권정택 ▲아
헌관:권병선 ▲종헌관:권봉원 ▲집
례:권강원 ▲축관:권용갑 ▣ 밀직공 
: ▲초헌관:권광순 ▲아헌관:권오성 
▲종헌관:권혜택 ▲집례:권강원 ▲
축관:권호일
▣ 부윤공 : ▲초헌관:권진택 ▲아
헌관:권돈원 ▲종헌관:권홍구 ▲집
례:권강원 ▲축관:권오갑
▣ 좌윤공 : ▲초헌관:권희철 ▲아
헌관:권경수 ▲종헌관:권춘근 ▲집
례:권강원 ▲독축:권호준
(권오복 편집위원)
 

10월 12일 (음9월 16일) 오전 11시
에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2구 백록
서원에서 안동권씨 후손과 유림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
행되었다.
백록서원은 숙종 36년 남강(南崗) 
권상(權常)선생의 유덕을 숭모하기 
위하여 유림에서 청주 백록동에 백
록서원을 건립하여 제향하였는데 
영조 36년 봉계서원으로 이양 되었
다가 고종 8년 대원군 서원 철폐에 
의하여 봉계서원이 철폐되니 1929
년 백록동 구지에 제단을 설치하고 
1966년 백록서원으로 복원하여 잘 
보존하고 있다.
추향제 집사분정은 ▲초헌관 유
혁모 ▲아헌관 이종한 ▲종헌관 이
성재 ▲집례 변상태 ▲축 박선배 등
이 엄숙히 봉행하였다.
(청주 권진택)
 

僕射公派 悅親契 定期總會
복야공파 열친계(회장:권계동)는 
지난 10월 18일 계원 4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포항 실버휠하우스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의 철강공장인 포스코(포항제
철)를 견학하였다.
귀로에는 영덕 강구의 삼사해양
공원에 들러 해양박물관과 경북의 

종을 관람하였다.
푸른 파도 넘실대는 동해에 그 동
안 쌓인 일상의 피로를 모두 씻어 
버리고 파친 간의 우의를 다지는 하
루가 되었으며 저녁 8시에 모든 일
정을 마쳤다.
<資料提供 : 權五翼 總務>
  
영덕 삼사해양공원에서 열친계 정기총회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화공(諱 準)추향제 봉행
창화공종회(회장 권병선)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 민통선 
내 14世 창화공(諱 準, 길창부원군) 
묘소에서 순창, 비봉종중, 서울, 인
천 등 100여명의 파족이 참제한 가
운데, 추향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였
다.
이날 서울에서는 오전 9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관광버스 1대
로 출발하여 전진교(리비아교)에서 
전국에서 온 참제원이 민통선을 통

과하여 묘소에 도착해 11시 30분부
터 권영부 씨(權寧夫)의 집례로 1시
간여에 걸쳐 봉행했다.
제례후 묘전에서 권병선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권석원 한국뿌
리정보사장이 창화공(휘 준) 세보편
수에 대한 안내와 각 종회 문중에서
는 수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
조를 당부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權赫昶(권혁창) ▲아헌
관:權鍾宅(권종택) ▲종헌관:權長淵

창화공추향제에 권혁창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진동면 서곡리)

(권장연) ▲축관:權寧基(권영기) ▲
집례:權寧夫(권영부)

 

(권오복 편집위원)

제23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 체육대회
<1면에 이어>
또한 이날 권정달 총재는 내빈이 참석한 리셉
션에서 권병혁 대회장. 관계 임원들에게 대회준비
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으며 더불어 지역 참가팀
을 돌면서 격려했다.
▣종합성적
△1위: 대구청장년회 340점. 트로피 시상금 50만
원과 우승기 △2위: 제천청장년회 260점. 트로피 
시상금 30만원 △3위: 청송청장년회 240점. 트로피 
시상금 20만원 △입장상: 울산청장년회. 트로피와 
시상금 10만원 △응원상: 부산청장년회. 트로피와 

시상금 10만원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관을 계기로 
다음 대회부터 참가하기로 한 청주.청원청장년회
에게 참가상으로 트로피와 시상금 10만원이 주어
졌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정
기훈씨의 사회로 각 지역별 노래자랑이 진행되었
고 그 사이사이에 권민규군의 트로트 열창이 있
었고 또 원주족친의 가수 장윤희(본명 권자영)씨
의 파워풀한 무대도 있었다.
각 지역별 참가자의 노래실력을 뽐낸 결과 △
대상: 안강청장년회 △우수상: 제천청장년회 △

종합우승 : 대구청장년회 선수단 기념촬영

선수단 입장모습

열렬한 울산청년회 응원단

400m 계주1위, 청송청장년회

장려상: 합천청장년회, 강릉청장년회 △인기상:대
구청장년회, 밀양청장년회가 뽑혔다. 상품 시상은 
추첨결과 TV는 경주청장년회 회원에게, 세탁기는 
제천청장년회 회원에게 돌아갔다.
올해 체전은 매우 조직적, 체계적인 알찬 대회
로 또한 역대 가장 많이 참가한 대회로 평가되며 
대회장은 관계자에게 노고를 치하하였다. 명년 제
24회 전국체전은 광주청장년회에서 개최키로 하
였다. 
<권영철 영천청장년회 사무국장. 사진 권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