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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공종회�(회장� 권준식�)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파주시� 장단

군� 진동면� 하포리� 정헌공�(휘� 왕후�)� 묘소

에서�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참제원은� 서울에서는� 혜화동로터

리에서� 권재복�,� 경수씨의� 접수�,� 인솔로� 오

전� �8시�1�5분에� 출발하는� 전세버스를� 이용

했고� 지방은� 대구굛대전굛연천굛김포굛파주굛

인천굛용인굛이천굛정읍� 등� 전국� 각처에서� 

전세버스� 또는� 개인� 승용차� 편으로� �4�5�0여

명의� 후손이� 참제한� 가운데� 정헌공� 외� �9

위분의� 추향제를� 경건히� 봉행하였으며� 

이날� 권석원� 사무처장의� 올해� 결산보고

와� 권준식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집사

분정은� 다음과� 같다�.

▣ 정헌공� �:� ▲초헌관�:權寧旭� ▲아헌

관�:� 權鎬均� ▲종헌관�:權寧赫� ▲집례�:權南

玉� ▲축관� �:� 權鎬俊

▣ 부윤공 �:� ▲초헌관�:權孝澤� ▲아헌관�:

權善珏� ▲종헌관�:權弘求� ▲집례�:權南玉� 

▲축관�:權炖▲축관�:權炖▲축관�:權 遠炖遠炖

▣ 밀직공� �:� ▲초헌관�:權鎬春� ▲아헌

관�:權五賢� ▲종헌관�:權赫來� ▲집례�:權南

玉� ▲축관�:權凞貞

▣ 좌윤공�:� ▲초헌관�:權光淳� ▲아헌관�:

權容澤� ▲종헌관�:權小泰� ▲집례�:權錫九� 

▲축관�:權五甲� � <권오복 편집위원>

정헌공(正獻公)추향제 봉행 花山府院君 諱復 秋享祭 奉行

雲巖書院 秋享祭 奉行

�2�0�1�2년� �1�0월� �1�4일� 오후�2시� 장단군� 진동

면� 하포리� 산� �1�7�7� 선영� 현암의� 묘역에서� 

추밀공파�(樞密公派�)� 정헌공�(正獻公�)계� � 

�1�7세�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휘� 복�(復�)

과� 그� 장자� 좌랑공�(左朗公�)� 휘� 온�(溫�)� 손

자� 승지공�(承旨公�)� 휘� 욱�(旭�)� �3대의� 가을

세사가� 봉행�(奉行�)되고� 겸하여� 화산부원

군종회�(花山府院君� 宗會�)의� 총회�(總會�)

가� 열렸다�.� 시조� 태사공� 망배�(望拜�)� 순국

선열�(殉國先烈�)에� 묵념�(黙念�)� 후� 권정택黙念�)� 후� 권정택黙

회장은� 인사에서� 하나� 된� 우리종중� 모두� 

합심�(合心�)하여� 미래를� 생각하고� 선조님

들의� 얼을� 되새기면서� 족친�(族親�)� 여러분

의� 건강�(健康�)과� 가정�(家庭�)의� 행복�(幸

福�)을� 빌겠습니다�.� 상정안건�(上程案件�)에� 

따라� 국방부� 토지사용료�(土地使用料�)는� 

회장의� 제안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委任�)

하고� 인감� 첨부하여� 진행할� 것�,� 종중� 운영

자금�(運營資金�)� 각� 지파� �1�5�0만원씩� 부담

하여� 입금시킬� 것�,� 종사� 힁령건은� 경인신

문에� 올릴� 것� 이상� 안건을� 만장일치�(滿場

一致�)로� 통과�(通過�)시켰다�.� 이날� 행사는�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의� 윗대의� 증조

고� 정헌공�(正獻公�)� 이하� 조고� 밀직공�(密

直公�)� 선고� 부윤공�(府尹公�)� �3대의� 세사가� 

같은� 하포리의� 저운동� 백목곡에서� 있게� 

되어� 모든� 자손이� 오전에� 그곳의� 향사에� 

참례�(參禮�)하고� 이동해와� 오후의� 이곳� 향

사를� 봉행�(奉行�)했으며�,� 참제원�(參祭員�)

은� �6�0여� 명이고� 각위에� 분정�(粉定�)은� 다

음과� 같다�.

▣ 화산부원군

▲초헌관�:권정택權貞澤�,� ▲아헌관�:성만

成萬�,� ▲종헌관�:오철五喆�,� ▲집례�:남옥南

玉�,� ▲축관�:송웅松雄

▣ 좌랑공

▲초헌관�:권희선權熙宣�,� ▲아헌관�:성옥

聖玉� ▲종헌관�:진기珍其�,� ▲집례�:정택貞

澤�,� ▲축관�:남옥南玉

화산부원군(휘 복) 묘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광주시� 

북구� 화암동에� 소재한� 운암서원�(雲巖書

院�)에서� 해광� 송제민�(海狂宋齊民�)선생과� 

석주� 권필�(石洲權韠�)선생� 화암� 송타�(花

蓭宋柁宋柁宋 �)선생의� 추향제가� 안동권씨� 후손

과� 홍주송씨� 후손� 그리고� 광주시� 유림� 등� 

전남� 각� 처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운암서원은� 숙종� �3�4년� 해광� 송제민선생

과� 석주� 권필선생과� 화암� 송타선생의� 유

덕을� 숭모하기� 위하여� 광주� 사림의� 발의

로� 창건되었으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

철되었다가� �1�9�9�8년� 광주시� 북구� 화암동

에� 중건하였으며� 초대� 박종달� 원장과� �2대� 

오인균원장� 그리고� 홍주송씨� 송태백회장� 

현� 송영수회장�(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의� 노력으로� 잘� 관리보존되고� 있다�.

석주� 권필� �(石洲� 權韠석주� 권필� �(石洲� 權韠석주� 권필� �(石洲� 權 �)선생은� 추밀공의� 

�1�2세손으로� 습제� 권벽�(習齊� 權擘�)의� 다섯

째� 아들로� 한성부� 현석촌에서� 출생하여� 

예조판서� 이정귀의� 추천으로� 동몽교관

�(童蒙敎官�)에� 제수되어� 강화도� 오류천에

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공은� 詩文으로� 명

성이� 오늘에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그의� 

절의�(節義�)는� 뭇사람의� 사표�(師表�)가� 되

었다�.� 선생은� 두보�(杜甫�)를� 조종�(祖宗�)으

로� 당시�(唐詩�)에� 능하였으며� 허균�(許筠�)

은� 詩가� 청묘�(淸妙�)하다� 하였으며� 남용익

�(南龍翼�)은� 익제� 이제현�(益齊李齊賢�)에� 

비견하였다�.

해광� 송제민�(海狂� 宋齊民�)선생은� 석주

권필의� 장인으로� 명종� �4년� 홍주송씨� 가문

에서� 출생하여� 천생의� 효자로� 불리웠고� 

성리학에� 몰두하고� 토정� 이지함�(土亭李

芝函�)� 선생에게서� 사사�(師事�)하였다�.� 선

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도성이� 함락

되고� 왕이� 의주로� 몽진하자� 공은� 김천일� 

의병대장의� 종사관이� 되어� 발산성� 혈전

에서�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큰� 전

과를� 올렸다�.� 우암� 송시열은� 그의� 묘표에

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세상에� 등용되었

다면� 큰� 공업을� 이룰� 것이라고� 찬양하였

으며� 정조� �1�2년에� 공의� 학덕과� 충절을� 가

상히� 여겨� 조봉대부� 사헌부� 지평�(朝奉大

夫司憲府持平�)을� 내렸다�.

추향제는� 매년� 음력� �8월� 하정에� 봉행되

며� 이날� 오전� �9시부터� 각처에서� 헌관� 집

사� 참제원이� 강당에� 모여� 상호� 상읍례를� 

하고� �1�0시부터� 헌관� 집사자� 망과� 축을� 쓰

고� 제물을� 일일이� 호명�,� 헌관에게� 보이고� 

신위전에� 진설하였다�.� 이어서� 초헌관이� 

사당에� 올라� 점검하고� 헌관이하� 학생�(참

제원�)이� 사당에� 입당하여� 집례의� 창홀에� 

따라� 해광선생�,� 송타선생�,� 석주선생� 순으

로�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요례를� 함으로써� 제례를� 모두� 마쳤다�.

분정은� 초헌관� 이강한�(李康漢�)구례향

교� 전교�,� 아헌관� 차정연�(車政演�)� 종헌관� 

이종일�(李鍾日�)광주민속박물관장�,� 집례� 

김충호�(金忠鎬�)� 축� 안종덕�(安鍾德�)� 알자� 

송태백�(宋泰白�)� 찬인� 송방진� 진설� 곽용선

�(성균관� 전인�)� 봉향� 송인근� 봉로� 송상�,� 사

준� 권오철� 봉작� 송윤상� 전작� 김병국이다�.

운암서원은� 임원이� 교체되어� 원장� 오인

균�(吳仁均�)� 성균관고문�,� 장의� 박래호�(朴

來鎬�)� 필암서원교수�,� 김충호�(金忠鎬�)� 훈

몽제� 당장�,� 별유사� 송판진�(宋判鎭�)� 송태

백�(宋泰白�)씨가� 운영하게� 되었다�.� 

<석주공 종중>

운암서원 향사굛해광선생 신위전에서 안종덕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2�2일� 대종원� 정간� 제

�8조에� 의거� 인사추진위에서� 본원� 부총

재로� 선임된� 죽軒� 權世穆씨�(�7�6�,� 의성굛복

야공파� �3�7世�)는� 영남대학교를� 수료하고� 

의성지역에서� 중진기업인으로� 크게� 활

동하고� 있다�.

권부총재는� 의성� �J�C특우회장�,� 경북씨

름협회� 부회장�,� 의성체육회� 부회장�,� 경

북도의회� 의원�,� 학가산관광�(주�)� 安東대

표이사�,� 조계종� 제�1�6교구신도회장�,� 경북

전세버스사업조합� 부이사장�,� �(사�)박약

회� 의성지회장�,� 의성종친회장� 등을� 역

임하면서� 사회봉사�,� 체육�,� 문사�,� 운수업

계� 발전에� 크게� 헌신하며� 지대한� 공적

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

만하고� 매우� 활달하며� 침착한� 성격으로� 

업무� 추진이� 합리적이라는� 정평을� 받고� 

있다�.

현재� 문소관광� 創業�(의성�)�(주�)대표

이사�,� 의성향교� 전교�,� 본원� 부총재로� 있

으면서� 문사진작에� 새� 이정표를� 펼치고� 

있으며�,� 前� �1�0여년간� 의성종친회� 총무로� 

일하면서� 無에서� 有를� 창조하면서� 종친

회를� 반석위에� 올리기도� 했다�.

‘수아명분가전충효�(守我名分家傳忠

孝�:명분을� 지키며� 충과� 효를� 중시하며� 

가정에� 대를� 이어간다�)’라는� 좌우명으

로� 순수하게� 자아세계를� 진지하게� 추구

해� 가고� 있으며�,� 비록� 적은� 규모의� 회사

지만� 지역에서� 사랑받고� 지역민과� 함께

하며� 내실있는� 사업체로� 더욱더� 발전시

키는� 것이� 사업적인� 최고� 목표로� 되어

있다�.

한편�,� 조상관으로서는� 복야파조의� �1�3

세손� 號가� 제월당� �1�4대�(휘� 重常�)가� 선

조님인데� 약� �3�0여년전에� 어려운� 형편에

도� 문답�(門

沓�)을� 조성

하여� 지금까

지�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

으며� 안동� 

명동에� 있는� 

제월당� 정자

는� 외부는� 

힘에� 겨운� 경비로� 수리하였으나�,� 아직

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어� 앞으로� 보

수코져� 하고� 있으며�,� 후손들에� 바람은� 

후학계도를� 통해�,� 문헌굛유적을� 잘� 관리� 

보전하며� 문중�,� 사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손으로� 자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슬하에는� �1남�4녀를� 두고� 화목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 

<권오복 편집위원>

          竹軒 權世穆 本院 副總裁

竹稚 權愛羅 愛國志士 靈前에 삼가 고하나이다

죽치� 여사께서는� 오직� 나라사랑�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혼하여� 오신� 그� 위대한� 업적을� 세상� 사람들은� 그늘에� 가려

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에� 와서야� 그� 파란만장한� �7�6년

의� 생애의� 흔적을� 찾아� 책으로� 엮어� 그� 위훈을� 세상에� 발현하

게� 하였습니다�.

권애라� 책� 속에는� 당신께서� 걸어온� 조국을� 위한� 단장의� 아

픔과� 백철불굴의� 투혼� 그리고� 지성과� 영혼이� 기록되어� 있습

다�.� 이제� 우리� 후학들은� 당신이� 잠드신� 대전국립현충원� 애국

지사� 묘앞에� 권애라� 책자를� 봉정하오니� 영령이시여� 기뻐하여� 

주시고� 애창하시던� 박연폭포� 노래나� 한� 곡조� 읍조합시다�.

당신께서� 평생에� 원하시던� 룕남북간에� 끊겨진� 님의� 허리를� 

내가� 이어� 놓으시겠다던룖� 그� 시구에� 함성을� 다시� 외쳐� 통일

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후학들은� 이제� 당신� 혼령을� 위로하고� 만세토록� 당신의� 위

훈을� 선양하도록� 하겠으니� 편안히� 잠드소서�.

�2�0�1�2�.� �1�0�.� �7

 당신을 추모하는 친족 일동

지난� �1�0월�7일� 대전국립현충원내� 죽치

�(竹稚�)� 권애라�(權愛羅�)� 애국지사� 묘역에

서� 죽치권애라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

회측� 인사와� 친족들� �1�5명이� 참석리에� 권

애라� 일대기� 발간한� 책자�,� 봉정� 고유제가� 

엄숙히� 봉행되었다�.

친족대표로� 권애라여사의� 친정조카인� 

권오영�(權五英�)씨의� 초헌과� 아헌에� 권병

기�(權炳基�)�,� 종헌에� 손자손녀� 등의� 헌작

으로�,� 그늘에� 묻혀있던� 파란만장한� �7�6년

의� 생애의� 영혼이� 위안을� 받아� 나라위한� 

독립투혼이� 오늘에� 와서� 발현되여� 높은� 

가을하늘아래� 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권

애라지사의� 독립만세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 참석자들은� 모두� 숙연한� 모습이었다�.

 <권영익 본원 부총재>

竹稚 權愛羅 愛國志士 책 발간 봉정고유제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내 죽치 권애라 애국지사 묘역 앞에서 책자 봉정식 장면.

총재단프로필          竹軒 權世穆 本院 副總裁총재단프로필          竹軒 權世穆 本院 副總裁

�2�0�1�2년� �1�0월� �1�5일� �1�1시� 안동시� 태화동� 

소재� 파종회관에서� 고문단�,� 자문위원�,� 회

장단�,� 운영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권계동�(權啓東�)�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문단�,� 자문위원�,� 회장단�,�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파종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

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

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파친들이� 대종

원은� 물론� 지역사회� 활동� 등� 각처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마음이� 흐뭇

하다고� 하였다�.

청도에� 있던� 석물들을� 능동의� 낭중공단

소� 앞에� 이전한� 내용의� 설명과� 파종회지� 

�2호� 발간원고� 제출을� 독려하고�,� 해외연수

에� 많은� 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

며�,� 금년도� 파조부군� 추향에도� 많은� 파친

들이� 참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기도� 하

였다�.

간단한� 회장의� 인사에� 이어� 총무부장이� 

파종회� 업무보고가� 있었다�.� 임진�(壬辰�)년� 

파조부군�(派祖府君�)� 추향�(秋享�)� 시� 유사

�(有司�)의� 선임은� 기준에� 따라� 도유사�(都

有司�)는� 족의�(族誼�)와� 숭조이념�(崇祖理

念�)이� 투철�(透徹�)하고� 덕망�(德望�)과� 인

품�(人品�)을� 갖춘� 분으로� 회장� 및� 고문단

에서� 선정하였고�,� 재유사�(齋有司�)는� 추천

�(推薦�)을� 받아� 심사� 후� 지파�(支派�)� 및� 지

역별로� 안배하여� 선임하였다�.

유사�(有司�)� 선임이� 끝나고� 향사예산� 심

의에� 들어가� 지난해� 보다� �2�6�6천원이� 증액

된� �3�,�2�3�0천원을� 가결하였다�.� 추향� 봉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기타토의� 후� 

폐회하였다�.

 <총무부장 權五翼 제공>

복야공파종회 운영위원회의

복야공파회관에서 권계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뿌리없는� 나무없고� 조상없는� 사람없다뿌리없는� 나무없고� 조상없는� 사람없다뿌리없는� 나무없고� 조상없는� 사람없다

정헌공 추향제에서 권호준 축관이 축을 읽고 있다.

(화산부원군)

(운암서원)                                                                                        (추향제 봉행)

(휘복)                                                                  (추향제봉행)

(죽치 권애라 애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