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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陵 (문종대왕굛현덕왕후) 祭享

지난 6월10일 일요일 정오에 경

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東九

陵)내 현릉에서는 전주이씨대동종

약원 현릉봉향회가 주관하는 조선

조 제5대 문종대왕과 현덕왕후권

씨의 제사가 이윤형(李允珩)현릉

봉향회장을 비롯 현릉봉향회 및 안

동권씨 화산부원군 후손 부정공파 

파친 등이 경북안동, 영양, 영덕에

서 관광버스1대와 인근지역 유림, 

참제원 포함 200여 명이 참제한 가

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제례진행은 현릉 기신제향

(忌辰祭享)으로 현릉봉향회 이상

훈 전례부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

다. 이곳 동구릉(東九陵)은 유네스

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제193호)지로서 조선 왕조를 

건립한 태조(太祖)가 1408년에 승

하하자 태종은 태조의 왕릉을 이 

자리에 조성하였다. 이후 조선역대 

여러 왕과 왕후의 능을 모심으로써 

이곳에는 9기의 능이 조성되었다. 

또한 동구릉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뒤에 있는 검암산을 주산으로 하고 

중턱에 봉분들을 만들었으며, 좌우

의 지형이 좌청룡 우백호의 산세를 

이루고 멀리 남쪽의 안산을 바라보

도록 배치 되어있다.

이날 현릉기신제(顯陵忌辰祭)는 

룕문종대왕 560주기, 현덕왕후권씨 

571주기로 제5대 문종은 재위2년 

39세로 승하했다. 현덕왕후(1418-

1441)는 안동권씨 화산부원군 권 

전(權 專, 부정공파 17世)의 딸로 

1437년 세자빈 간택되고 1441년 단

종을 낳고 세상을 떴다. 1450년 문

종이 즉위하면서 왕비로 추봉되었

다. 제전의식은 제관, 참제원들이 

신로(神路)를 따라 축함의 예를 올

리는 전향례(傳香禮)로 부터 초헌

관 이영섭(李榮燮 부회장)의 초헌

례 화산부원군의 후손 권오순(權

五淳, 부정공파35世, 동 파종회부

회장 겸 대종원종무위원), 권영억

(寧億, 부정공파34世, 동 〃부회장 

겸 대종원종무위원)좌전관, 권동

준(東準, 부정공파38世, 동〃 운영

위원)내봉 등 아헌례를 올렸다. 해

설자는 룏현덕왕후의 증조부 권정

평께서는 공조참판에 추증되고, 조

부 권백종께서는 한성판윤을 지내

셨으며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고, 

부친 권 전(權 專)께서는 공조판서

로 영의정에 증직된 화산부원군이

며 시호가 경혜공 이십니다.룑룖라고 

해설하였다. 이어 이범수(李範洙, 

會감사) 종헌관 순으로 이날 헌작

하고, 이어 망료례(望燎禮)순으로 

제례의식을 마쳤다. 이윤형 현릉봉

향회장은 인사와 특히 멀리서 참제

한 왕비의 집안인 권문(權門)에 참

제객을 위해 별도 초정하여 갈비집

에서 접대하는 후의(厚意)에 화답

을 보내며, 뜻 깊은 제례를 모두 마

쳤다. <권 범준 본원기자>

釜山宗親會 第36次 定期總會
부산종친회(회장 權吉相)는 지

난 6월 3일 오전 11시 부산 적십자

회관 대강당에서 족친 6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총회는 권정수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태사공에 대한 망배

와 열선조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

념 후 권중원 수석부회장의 개회선

언에 이어 권덕수 자문위원의 종

시 낭독, 권태현 부회장의 회기 입

장에 이어 내빈소개로 권길상 종친

회장은 권정달 대종원총재, 정주호 

성씨연합회회장, 김창식 경주김씨

부산종친회명예회장, 권종갑 종친

회고문, 권영한 대종회부총재(종친

회고문)을 비롯한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각구종친회장 및 각 단체

장들을 소개하였다.

이어 대종원 총재는 금년 추향 

수임에게 망기를 전달하고 길상회

장은 권태두 개인택시전회장에게 

공로패 수여하고 권갑수, 해극, 수

현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

다. 장학금 수여는 권정달 대종원

총재가 경성대 권민근군에게 대종

원의 능동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하

고, 길상회장이 인제공과대 권다혜

양에게 부산종친회 장학금을 수여

하고 권종갑 고문이 권혜지, 상혁 

대학생과 혁우, 수현, 나경, 기범 

고등학생에게 황전 장학금 각 30만

원을 수여하였다. 이로서 부산종친

회는 총 277명에게 68.700.000원을 

지급하였다.

권길상 회장은 인사말로 권정달 

대종원총재님과 성씨연합회총재, 

권동술 합천문중 회장 권영갑 지역

협의회간사 등 전국에서 부산종친

회 정기총회를 격려하고 축하 해

주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왕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부산지역에

서 많은 족친들께서 성황을 이루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작년에 종

친회와 대종회가 통합되어 대종원

이 발족함으로써 권문이 통일을 이

루었으니 족친들은 종보를 많이 구

독하여 보학공부도 겸하며 문중의 

소식을 접하기 바란다고 하고 오

늘 하루는 2부 행사에서 여흥과 경

품 등이 푸짐하니 흥겹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족친간의 많은 정을 

나누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기원

한다고 하였다.

권정달 대종원총재는 금년에도 

부산지역 권문의 대가족이 참석하

였는데 이는 권길상회장의 종친회

를 위한 열성적 마음이 하늘같으며 

본인도 감동하여 열일제치고 내려

왔다고 서두하고 요지음 SNS를 통

한 정보습득이 발전하고 있는데 대

종원도 사랑방을 개설하여 젊은이

들이 대종원홈페이지에 참여 바란

다고 하였다. 이어서 정주호 성씨

연합회장은 축사로 안동권씨 부산

종친회가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이 

역역하며 권길상회장의 노력에 경

탄한다고 하였다. 경주김씨 김창식

회장은 안동권씨 총회에 와보면 경

주김씨도 이를 본받을 바가 많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정수 부회장의 

경과보고, 권상빈. 권숙이 감사의 

감사보고, 결산보고 승인,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끝으로 부산

부녀회원들의 권문의 노래 합창과 

만세삼창을 끝으로 1부행사를 마

치고 중식 후 2부행사에서 500여가

지 경품추첨과 노래자랑으로 화기

애애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모두 마

쳤다. 

 <부산종친회>

△6.3 적십자회관에서 부산종친회 정기총회개최모습(사진 우:권정달 총재, 좌:권길상 부산 종친회장)

△황전 장학금 6명 수상 (좌하:능동장학금 경성대 권민근 수상)

△아헌관 헌작(우측:아헌관 권오순, 좌측: 권영억 좌전관) △제례후 제각 신실 앞(가운데 사복정장이 이윤형 봉향회장, 좌측 초헌

관, 다음 옆이 권오순 아헌관)

대종원산하 파종회장협의회(會

長:權啓東)는 지난 2012년 5월 29일

(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정조공파종회장인 권기룡(權奇

龍) 총무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기

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열선

조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상읍

례에 이어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총무의 간단한 경과보고에 이어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본회의 사

업과 운영방법에 대한 진지한 협의

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연회비는 가급적 지출하지 

않고 적립하며, 각종회의비는 참석 

회원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각파

종회 총회 시에 연락이 있으면 협

의회장 명의의 축전을 보낸다. ③ 

파종회장협의 회원이 교체 될 때

에는 전임자가 후임자와 함께 회

의에 참석하여 후임자를 소개한다. 

④ 각파조의 추향 시에 참제 해 주

기를 바라는 연락을 받으면 협의회 

대표로 그 파의 파조추향에 참제한

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협의를 

한 후 폐회하고 중식을 하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환담을 나누

다가 해산하였다.

<협의회 총무 권기룡>

派宗會長協議會 臨時總會 開催

지난 5월 25~27일 오후 2시에 대

전광역시 중구침산동 세계유일, 

세계최초의 룏孝(효)테마 뿌리공

원룑에서 전국 및 해외에서 연인원 

17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광역시 주최, 대전마케팅공사, 대

전광역시 중구 주관, 문화체육관광

부,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후원으로 

제4회대전뿌리문화축제가 대한민

국 姓氏(성씨)이야기, 뿌리문화의 

향연! 조상의 얼을 보고 느끼고 체

험하는 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

다.

이날 오후 2시에 한국의 286성씨 

중 106개 문중의 성씨기(姓氏旗)를 

선두로 3,000여명이 문중의 긍지와 

우수성을 알리는 웅장한 문중퍼레

이드에 우리 안동권씨 문중에서는 

권호준 대전 종친회장 및 종친 40

여명이 참석하여 대표가 권율 도원

수 갑옷을 입고 권씨의 유래, 자랑, 

유적피켓을 들고 독특한 복장으로 

참가해 문중의 위상을 한층 높였

다.

이어 개막행사에 들어가 염흥철 

대전시장의 기념사와 권선택 前의

원, 강창희 당선자의 인사와 5개 구

청장의 소개가 있었다.

주요행사코스는 어른세족식(발 

씻어주기) 어른 400명을 대전 동산

고등학교 학생 400명이 발 씻어 드

리기(기네스북 도전), 호패로 通하

라, 뿌리엿장수, 마임퍼포먼스 마

당극, 이야기 관훈상제, 매사냥, 단

청장(대전무형문화재단), 짚풀공

예, 뿌리주막, 외줄타기, 뿌리백일

장, 사생대회, 대학생 뿌리가요제, 

노래자랑, 한국족보박물관 특별전

시 룕용을 그리다룖지역특산물 판매

전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우리권문의 체험행사로서는 족

보찾아주기(권일남씨 외 20여명에

게 족보상담 및 뿌리를 찾아 주었

으며), 권율 도원수 갑옷을 입고 사

진찍기와 권상우(배우) 초상과 사

진찍기 등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

터 인기리에 호흥을 받기도 했다.

한편 권호준 회장은 이 행사를 

통해서 족보찾아주기에 있어서 조

상때부터 족보를 하지 않아서 찾

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안

타까움이 있었으며, 또한 권율 도

원수의 갑옷이 너무 무거워 가벼운 

것으로 대채하는 방법을 연구해봐

야 되겠다고 말했다. 

<글 권오복, 사진 권범준>

△개막식퍼레이드-권율 도원수와 함께 입장하는 대전종친회 족친△족보찾기 이벤트 행사-대전뿌리공원 문

중체험장에서 상담하는 권호준 대전 종친회장

제4회 孝뿌리문화축제 개최

대종원은 지남 6월 11일 오전 11

시 종사연구위원회를 상임부총재

와 위원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하였다. 회의에 앞서 대종원 총재

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편집인은 각 위원들의 경력을 소개

하였다. 종사연구위원은 오문 선조

들의 현창한 업적을 발굴하고 사적

자료와 유훈, 유묵, 각종 연회도 등 

을 발굴하며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현물을 발굴하여 대종

원에 보고하고 1년에 2회 이상 회

합을 갖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자

료는 각 위원별로 분담하여 연구하

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를 

거쳐 권문의 사료로 보존하며 동시

에 종보에 발표키로 하였다.

그동안 안동권씨종보는 유적지 

순례라는 제목으로 현조님들의 업

적을 소개하여 왔는데 편집부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해당 문중의 검

토를 받아 게재하여 왔다. 그러나 

그 자료는 문중에서 보존 또는 알

고 있는 내용을 기사화 하다 보니 

어느 현조는 업적이 간략되고 어떤 

현조는 상세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바 없지 않았음을 자인하며 앞으로 

훌륭한 연구위원들이 많이 보강되

어 각종 문헌과 신록 등에서 미 확

인분야의 현조님들을 발굴하는 작

업에 참여함으로써 문사를 위하여 

헌신 봉사해준다면 종사연구위원

회 발족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서 권문의 역사는 빛날 것이다. 다

음 회의는 9월중순에 각 위원들이 

연구 과제를 결정하여 발표키로 하

였다.

郞中公遺墟碑 移轉
이날 회의는 연구위원회의 간담

회에 이어 낭중공유허비 이전 장소

를 놓고 토의를 가졌는데 비석의 

이전 내력은 낭중공 단소 헌성록비

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간단

히 표석을 설치하되 한글로 간략히 

기록하며 이설 장소는 능골 안에 

이설하는 방안과 능골 밖으로 이설

하는 안을 토의한 결과 차후 후회

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자는데 의견

을 모으고 유허비 묘정비, 동자석 

등 일단 낭중공 단소아래에 설치하

되 입찰방식으로 하고 업자에 제안 

설명하는 날 위원들이 참여하여 정

확한 위치를 결정키로 하였다.

종사연구위원 명단 위원장 權五

春(海東經史硏究所 理事長), 고문 

權奇德(前 대구대교대학원장 文學

博士) 위원 權鍾濬(前안동대학교

대학원장 文學博士) 權重達(前 중

앙대학교敎授 文學博士) 權仁浩

(대진대학敎授哲學博士) 權寧夏

(典禮委員長) 權奇甲(學者) 權兌

鉉(世와 代 硏究委員) 權爀彩(宗報 

編輯委員) 편집인 權景晳

고전학문과 역사문헌 연구, 권문 

선대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자

원하시는 학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02-2695-2483/4 편집인>

△대종원에서 종사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있다.

宗史硏究委員會開催
낭중공 유허비를 단소아래에 이전 설치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