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2012年 12月 1日(토요일)

2012年度 宗務委員會開催
지난 11월12일 오전 11:30 안동
시 태화동 대종원 회의실에서 종
무위원 57인이 참석하여 종무위원
회를 개최하였다.
권경석 사무총장의 성원보고와
국민의례 시조태사공께 망배, 열
선조에 묵념, 상읍례를 하고 지난
9월 총재는 전례위원장을 권경웅
부총재로 선임하였는데 오늘 회의
에서 선임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총재의 인사말에서 갑자
기 한파가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문사를 위해 전국각지에서 참석해
준 종무위원께 감사를 표하고 실
무 착오로 종무위원회는 총재단이
참석해야 하는데 연락치 못함에
유감을 표하였다.
금년은 윤달이 있어 시조님 추
향제가 12월 2일 있는데 추위가 계
속되면 참제원 참석이 저조할까
우려 되므로 종무위원 여러분이
많이 참제토록 권장해 줄 것을 당
부하였다. 명년은 체육대회가 영
주에서 개최되는데 금년에 광주에
서 성대히 개최한바 명년에도 많
은 기대가 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우리세대는 젊은 층의 도덕교육과
안보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욱 발
전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 기성층에 있는데 우리 종무위

11.12 안동사무소에서 종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들이 후세를 잘 이끌어 주어야
겠다고 당부하였다.
또 11월 13일은 11대 성씨본관
연합회 회장을 초치하여 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는
한국의 15대 대성 문중 협회의를
통하여 숭조사상을 고취하고 문사
를 진작하며 사회윤리배양에 힘써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
이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권문에
뚜렷한 종택이 안 보이는데 각 파
별로 종택을 발굴하고 문중차원에
서 지원하여 타 성씨에게 미풍양
속을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무총장은 보고사항으
로 임진난 7주갑 사제사를 10월20

일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봉행하였
고 장태사단소, 능동재사 김태사단
소로 이어지는 안동둘레길 조성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안동권씨대
종원 특허등록증이 특허청으로부
터 등록41-0245656이 접수되었고
대종원은 안동권씨15파 100계도
를 편집제작중에 있는데 15개 파
에 검토 공문을 보냈으니 잘 검토
하여 송부해줄 것을 말하고 폭 1m
에 편집하므로 18세 이후는 정 2
품직과 서원에 배향되고 유림에서
제사를 모시는 현조만 기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협조사항으로 그동안 권문 유적
지 순례를 종보에 게재하고 있는

데 각 파별 게재된 현조를 보고하
고 미발표 유적은 파별로 발굴하
여 대종원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
하였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는 부
호장공파 4현조, 추밀공파 33현조,
복야공파 27현조, 동정공파 4현조,
좌윤공파 8현조, 부정공파 7현조,
시중공파 1현조, 검교공파 7현조뿐
이다.
그리고 대종원은 뿌리찾기 운
동본부를 설치하고 파와 세를 모
르는 족친과 해외 권씨들을 위해
CD-ROM을 통하여 찾아 주었는
데 15파는 각 파별 운동본부 분소
를 개설하여 각각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각파는 파보 1
질을 대종원에 기증해줄 것을 요
망하였다.
안동권씨종보 보급은 지역 종친
회와 재정적으로 지파종중별 구독
여력이 있는 문중을 분석하고 지
파문중에서 문중비용으로 구매보
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대종원 財産運用실태는
서울대종원 건물 1층은 경기하향
으로 보증금을 인하하여 재 임대
하였으며 부족자금은 안동 적립금
을 우선 대체하였으며 정기총회에
보고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
추는데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고
(편)
하였다. 

僕射公派祖府君 秋享奉行
복야공파조부군

복야공파종회(회장 : 권계동)는
지난 음력 11월 2일(陽11月 15日)
11시 안동시 서후면 교리 송야단소
(松夜壇所)에서 은청광록대부(銀
靑光祿大夫) 추밀원부사(樞密院副
使)를 지내고 정2품 상서좌복야(尙
書左僕射) 상장군(上將軍)을 겸하
였던 휘(諱) 수홍(守洪) 복야공파
조부군(僕射公派祖府君)의 추향
(秋享)을 경향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파친(派親)이 참제(參祭)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
다. 파종회장협의회(派宗會長協議
會) 측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권
태강(權泰康) 검교공파종회장(檢

추향봉행

校公派宗會長)이 함께 참제(參祭)
하였다.
이날 참제분정(參祭分定)은 초
헌관(初獻官) 권오숭(權五崇 : 道
村), 아헌관(亞獻官) 권영달(權寧
達 : 山淸), 종헌관(終獻官) 권중원
(權重元 : 부산), 축(祝) 권기덕(權
奇德 : 대구), 집례(執禮) 권기갑
(權奇甲 : 이천)씨가 봉행하였다.
1994년 4월 5일 청명(淸明) 한식일
(寒食日)에 설단고유(設壇告由)한
이후 18년 동안 매년 음력 10월 초2
일에 향사(享祀)를 올리고 파조부
군의 은덕(隱德)을 기리며 승조이
념(崇祖理念)을 확립하고 후손 양

내외 후손들을 수록하고 권자신의
아들 권하를 기점으로 7대손 금호
(琴琥)까지 수록하여 336명이 확인
된다고 하였다. 윗부분은 결실되었
지만 아래 수록을 추정하면 권희
봉(希逢) 권백종(伯宗)이라고 말
한다. 현재 발표된 족도에는 부정
공파(副正公派) 16世 경혜공(花山
府院君) 전(專)의 女 順任(현덕왕
후)은 가려져 있고 충장공 권자신
(忠莊公 權自愼)은 보이고 18세 저
(著)와 오봉공 책(策)이 보이며 부
(父)는 자공(自恭)으로 나오고 자
공의 부는 현감 촌(忖)이다. 충장
공의 아들 하와 손 희수, 영수가 나
타나 있다.
족도에는 안 보이지만 가계도에
권여온과 아들이 윤경, 만경, 현경,
문경으로 표기되어 CD-ROM 검색
을 하니 찾을 수 없고 여(女) 권희
봉, 권백종으로 표기되었는데 권백
종은 위에서 기술한 전(專)의 부친
이고 족도 우측에 기록된 사위 권
희봉(希逢)의 가계에서 자 18世 이
(彛) 손 구령(龜齡) 증손 겸(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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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大姓門中 協議會 結成

15 대성문중회장단 발기인 총회모습

지난 11월 13일 용산구 이태원동
호남정에서 우리나라 15대성문중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전국성씨연
합회와는 별도로 인구 45만 명 이
상 성씨본관은 15개 본관으로 이루
어져 약 2,000만명(2000년 통계청
자료)에 이르고 있다.
이날 모임은 권정달(權正達) 안
동권씨대종원총재가 주선하여 통
지한바 김문석(金文錫) 가락김씨
종친회장, 이태섭(李台燮) 전주이
씨대동종약원 이사장, 김진규(金鎭
圭) 경주김씨중앙회부총재, 김용
균(金容鈞) 신라김씨연합대종원총
재, 한갑수(韓甲洙) 청주한씨중앙
종친회장, 강석성(姜錫星) 진주강
씨중앙회 상임부회장, 최대식(崔大
植) 경주최씨중앙종친회사무국장
이 참석하고 경주이씨중앙화수회
장, 광산김씨대종회장, 파평윤씨대
종회장, 김녕김씨중앙종친회장이
위임하였다.
첫 모임에 다수회장님들은 이미
친목이 있었고 상견례와 착석하여
모임의 목적과 취지를 권정달 총재
가 설명하였으며 협의회 회칙을 통
과시키고 토의과정에서 신라김씨
연합대종원총재가 회원의 자격을

15 대성문중 회장이 기념촬영 하였다.

15대성 문중과 연합회로 하고 15대
성 이외 희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의회 명칭(名稱)을 15대성문
중협의회(十五大姓門中協議會)라
하고 목적(目的)을 협의회는 각 문
중별로 숭조사상(崇祖思想)을 고
취하고 문사진작(門事振作), 후학
계도(後學啓導), 사회윤리배양(社
會倫理培養) 및 사회봉사(社會奉
仕)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
민국의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 동시 미풍양속(美風良俗)을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협의회 회원은 15개 대성 문
중과 연합회 회원과 출가여로 구
성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
며 본 협의회 기구는 각 문중대표
회의(門中代表者會議)와 사무책임
자를 두고 필요시에는 각 문중별로
대의원(代議員)을 두고 협의회 총
회(協議會總會)를 구성키로 하였
다.
임원은 각 문중의 대표를 15인
공동대표(共同代表)로 하고 상임
공동대표(常任共同代表)를 두며
상임공동대표는 본 협의회를 대표
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議長)이 된다.
회의(會議)는 총회(總會), 대표
자회의(代表者會議), 실무책임자
회의(實務責任者會議)를 두고 총
회는 각 문중 대의원을 합하여 100
인 내외로 정하였다.
재정운영은 수입을 회비 또는 기
부금 등으로 하며 사무총장이 대표
자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처리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공동대
표를 이태섭(李台燮) 전주이씨대
종약원 이사장으로 하고 기타 공
동대표로 결정하였으며 이태섭 상
임공동대표는 사무총장을 안동권
씨대종원 권경석(權景晳)총장으로
정하였다.
본관별 40만명 이상 인구는 다음
과 같다. 金海金氏4,124,934명 密陽
朴氏3,031,478 全州李氏2,609,890 慶
州金氏1,736,798 慶州李氏1,424,866
慶州崔氏976,820 晋州姜氏966,710
光山金氏837,008 坡平尹氏713,947
淸州韓氏642,992 安東權氏629,291
仁同張氏591,315 金寧金氏513,015平
山申氏496,874 順興安氏468,827 東
萊鄭氏442,363 達城徐氏429,353 安
東金氏425,264(구) 海州吳氏422,735
<편>


카타르 왕비, 도영심 STEP 재단 이사장과 빈국
안동복야공 단소에서 추향제를 봉향하고 있다.

성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
오고 있다.
특히 이날 청장년회원과 부녀회
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참제관들에게 차와 간식을 제공하
기도하고 제수 운반과 중식, 음복

등 향사 봉행에 많은 일을 하였으
며, 숭조애족 정신의 고취와 파족
간(派族間)의 족의(族誼)를 돈독
히 하는 뜻 깊은 하루가 되었다.
<派宗會 總務 權五翼>

國立民俗博物館 安東權氏 族圖 學術發表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난 11월 16
일 오후 6시까지 4시간동안 조선조
전기 우리나라 최초의 족도인 안동
권씨족도를 전시하면서 룏안동권씨
족도룑란 제목으로 강사 최순권(국
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박지
선(용인대학교교수), 전지연(박물
관 서화보존처리담당), 오준석(국
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씨 등이
학술세미나를 하였다.
안동권씨족도는 안동권씨성화보
(1476년) 보다 20년 정도 앞선 가계
도라고 한다. 이 족도에는 문종비
현덕왕후와 그 아들 단종이 기재된
부첨(附籤)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
로 보아 단종 재위시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족도 하단과 좌측의 후손들 기록
은 현덕왕후가 복권된 이후에 추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 족
도는 성화보(成化譜)와 같이 출생
순으로 아들과 사위를 모두 싣고
있다.
이 족도는 원래 권여온(權呂溫)
을 기점으로 현손 단종을 포함한

權氏 紀元108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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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윤공파(中允公派)이고 희봉
219.8cm로 상하부에 자주색 비단
의 둘째 사위인 권질(權晊)은 복
띠가 0.4 ~0.5cm 로 붙어 있는 흔적
야공파(僕射公派)17世이며 태종2
이 보인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조
년에 정려를 받았고 아들 시(偲)는
선 전기 룏손소 적개공신교서(孫昭
태종11년 식년시 문과급제하였으
敵愾功臣敎書)1467년 및 상대계회
며 손 진(振) 증손 사정, 소정, 계
도(霜臺契會圖)1487년 와 유사한
정, 윤정(족보에 말정)이 표기되어
형태라고 하였다.
있으며 희봉의 셋째 사위 권즐(騭)
박물관측은 이 족도를 1999년 일
도 복야공파 16세(世)이고 아들 하
본으로부터 구입하여 그동안 보존
(遐), 준(遵), 조(遭) 손 연수, 천
처리과정을 거쳐 전시하게 되었으
수, 영산, 득종 증손 종손 등이 표
며 이 족도는 지난 9월 17일부터 11
기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복야
월 26일까지 전시하고 수장고에 보
공파 서주공(15世 휘 時中)계이다.
존한다.
문제는 족도에는 잘 보이지 않지
 <다음호에 계속 편집인 권경석>
만 계도표에
희봉의 사위
즐(騭 승사랑)
이 아들로 되
어 있어 오류
가 있지 않은
가 본다.
훼손되지 않
고 남아있던
족도는 세로
61.3cm 가로 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에 전시된 안동권씨 족도(부정, 복야, 중윤공파)

어린이에 1500억원 지원합의
카타르의 셰이크 모자 왕비가 올
해부터 4년간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연 3500만달러(약378억원)씩
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전세계 가난한 나라
와 분쟁지역에서 학교에 다니지 못
하고 있는 어린이 6000만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룏카타르 재단룑 이사장으로 전 세
계에서 진행 중인 문화사업과 지원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셰이크 모자
왕비는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도영심 UNWTO(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 STEP 재단 이사장
(권정달 총재 부인)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기부를 결정했다.
도 이사장은 UNWTO 산하 기구
인 STEP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
서 2007년부터 아프리카 어린이들
을 위한 도서관 설립에 힘써 왔다.
지난 5년간 아프리카에 세운 어린
이 도서관은 127개에 달한다.
도 이사장은 올해 시작한 EACI
(Education a Child Initiative) 사업
에 셰이크 모자 왕비의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EACI는 학교 건
립 및 재정 지원 사업이다. 도 이
사장은 룕전 세계에 학교가 없어 교
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6000만명이
넘는다룖며 룕2015년까지 이번에 약
속받은 지원금을 활용해 이 숫자를
6000만명에서 5000만명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룖라고 말했다.
도영심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산하 스텝(STEP) 재
단 이사장은 1월18일 스페인 마드

리드에서 열린 재단이
사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장에 재선된바 있
다.
도이사장은 미 위스
콘신대 신문학과, 불
소르몬대 불문학과,
미 오클라호마대를 졸
업하여 행정학과석사
를 받았으며 영어,불 카타르왕비와 도영심 이사장이 함께 서서 포즈를 취했다.
어, 스페인어에 능통
하며 추진력이 강하고 국제사회에
구정상회의 때 출범됐다.
능력을 인정받아 스텝(STEP) 재
도영심 이사장의 주요경력은 오
단 이사장에 재선 된 것으로 알고
클라호마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
있다.
사,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창도위원
스텝 재단은 지속 가능한 관
회 위원, 2001 한국방문의 해 추진
광을 통한 빈곤퇴치(Sustainable
위원회 위원장, 1988~1992 제13대
Tourism for Eliminating Poverty)
국회의원을 지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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