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권씨추밀공파대종회(회장 

권혁승)는 지난 12월22일 오전 11

시 서울 중구 장충동 한국자유총

연맹 회의실에서 전국각지에서 회

장단 종무위원 파친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차 정기총회를 개

최하였다.

권영빈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기

에 대한 경례, 시조 태사공께 망배, 

열선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

고, 회장 인사로 혁승회장은 전국

각처에서 오신 파친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며 추밀공 추향제는 많은 

족친들이 참제하여 숭조의 마음을 

가진데 의의가 깊었다고 하고 지난

해 파친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로 

문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으니 

수익이 4,700만원 지출 3,900만원으

로 흑자 경영을 하게 된데 대하여 

파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아시조 낭중공 단소 이단은 

15파종회가 1억490만원을 모금하였

는데 그중에서 추밀공파가 52%인 

5,700만원을 헌성하였으니 추밀공 

후손들의 숭조정신에 감복하면서 

재삼 감사드린다고 말하였다.

2011년 종회 사업은 회지 발간을 

종전보다 새롭게 구상코자 편집위

원을 권중달 교수, 권혁용 교수, 권

영방 교수에게 위촉하여 현재 편집 

중에 있으며 신묘년에는 파친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서 대전 뿌리공원 개관식에 참석하

였으며, 중앙종친회에서 주관한 안

동권씨회장단 중국방문에서 중국

동포에게 추밀공파보(갑신보) 전

질과 추밀공실기를 기증하였고, 회

장 일행이 지난 여름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8개 지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한 우의를 공고히 하였

다고 하였다. 이어서 결산보고, 권

정헌 감사의 감사보고, 예산안 심

의 순으로 의결하고 연회에 들어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총회를 마쳤다.

이날 족친들의 헌금은 권구병씨

가 100만원을 비롯하여 모두 303만

원을 협찬하고 권정달 중앙종친회

장과 권선택 국회의원이 화환을 보

내왔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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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年 새아침을 맞아 國內外 

吾門 一百萬 家族 여러분 家庭에 

幸福과 榮光이 充滿하시기를 祈

願합니다.

本人은 吾門의 發展과 團合을 

위해 莫重한 자리에 앉은 지 벌

써 3年歲月이 흘렀습니다. 그리

고 또 中央宗親會長과 大宗會長

職을 連任하게 되었습니다.

就任하면서 먼저 吾門의 和合

을 위해 勞心焦思하면서 始祖 太

師公님을 모신 陵洞의 聖域化計

劃에 着手하는 것이 所任이라 생

각하였습니다. 聖域化는 有形的 

可視的事業도 있으며, 權門의 無

形的 精神的支柱도 完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有形的 事業은 先賢들의 

훌륭한 業績을 陵洞을 通하여 全

國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위

해서 지난해는 一次事業으로 關

係當局에 協力을 구하여 개울을 

覆蓋하고 進入路를 擴張하는 한

편 수십대의 駐車能力을 가진 駐

車場을 完備하고 消防設備를 갖

추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課題는 

陵洞齋舍를 補修하고 便宜施設

을 現代化하는 目標를 達成하는 

것입니다.

無形的 要所는 始祖님께 省墓

하고 追遠樓에서 譜學敎育을 통

한 崇祖精神을 涵養하는 道場을 

마련하는 目標입니다. 權門은 각 

門中別로 地域別로 渾然一體가 

되어 陵洞을 中心으로 融和와 相

扶相助의 精神을 기르고 先賢들

께서 그러했듯이 上敬下愛의 마

음가짐을 敦篤히 하고 先賢들의 

精神思想을 올곳게 받들어 배우

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는 權門이 많은 일

을 하였습니다. 먼져 亞始祖 郎中

公墓所는 700여년 失傳하여오던 

중 1675年 霞溪 權愈公께서 淸道

에 權陵이라 俗傳하는 2기의 塚

을 알리는 데서부터 慶尙道觀察

使 權爀公과 慶尙監司 權敦仁公

께서 두루 調査하였으나 찾지 못

하여 1932년 亭子洞에 壇所를 設

壇하여 春秋享祀를 奉行하여왔

으나 道義가 頹落해가는 現世에 

省墓가는 後孫이 每年 激減하니 

차라리 安東의 始祖님 곁으로 모

시자는 衆論에 따라 大堂會에서 

議決되고 또 實存與否를 確認해

보자는 與論이 있어 權陵探査委

員會를 發足하여 文化財委員立

會하에 探査하였으나 아무것도 

發見치 못하였으며 文化財委員

은 朝鮮初期에 造成된 것으로 報

告書를 提出함으로서 335年間 論

難되어온 權陵은 郎中公墓所가 

아님이 確證되어 終止符를 찍고 

2009年 陰曆9月下丁에 陵洞으로 

郎中公壇所를 移壇 告由祭를 올

리게 되었으며 2010年 10月中丁

부터는 始祖님 享祀日에 郎中公 

享祀를 奉行하게 되었습니다.

在日本의 關東宗親會를 비롯하

여 關西宗親會에서 郎中公壇所 

移壇에 많은 協調를 해주심에 深

甚한 謝意를 表함은 물론 樞密公

派를 비롯한 派宗會 및 支派宗中

과 釜山 등 各 地域 그리고 權彛

赫 전장관님, 權永漢추진위원장

님, 權景燮, 權吉相, 權讚赫, 權弘

司회장님을 비롯하여 權瑢鎬, 權

聖容, 權洞鉉, 權武倬, 權寧福, 權

寧鮮, 權奇鎬, 權赫雲, 權順基, 權

相周, 權赫昇회장님과 그리고 수

많은 族親들께서 獻誠해주심에 

感謝의 말씀을 올리며 이 모두

가 追遠報本의 精神이라 여겨집

니다. 지난해 6月 權門 會長團 一

行이 北京宗親會 權順基會長님

의 招請으로 北京에서 相互交流

協力을 다지고 왔으며 安東은 權

寧世 市長님의 權門과 市 發展에 

많은 勞力을 期待합니다.

權門의 統合作業은 지난해 推

進委員들이 머리를 맞대고 意見

을 開陳하여 理想的인 組織과 定

款을 成案하여 草案이 마련되었

는데 事務所問題로 서울과 安東

에서 異見이 있어 延期하고 있지

만 이제 곧 意見을 聚合 調律하

여 곧 統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1千年 權門의 礎石을 다

지는데 있어 많은 意見이 參酌되

는 것은 좋지만 甚大한 利害關聯

도 없이 自身의 故場만을 固執한

다거나 盲目的 發言은 美德이 아

니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行政 便宜上 適合한 位置에 둔다

는 觀點에서 보면 解決될 事案입

니다. 사소한 일로 지나치게 偏狹

한 思考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權門의 1千年 昌榮의 디딤돌을 

놋는데 영주석이냐, 충주석이냐 

意見 對立으로 施工도 못한다면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

다. 大乘的 堅持에서 서로 理解하

고 讓步하며 他 姓氏들을 參考하

고 常識線에서 생각한다면 結論

이 날 것입니다.

機構의 名稱도 推進委員會에

서 論難 끝에 中央大宗會로 結論

을 내렸습니다. 大宗會로 提案을 

하는 분도 있는데 大宗會가 안 

되는 理由는 現在 그리고 未來는 

Internet 時代이며 인터넷 依存

度가 絶對的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컴맹을 부끄러워 할 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世上에서 앞서가

려면 情報를 빨리 얻고 傳播하는 

Internet 網이 構築되지 않으면 

落伍할 뿐입니다.

10년전 大宗會에서 安東權氏大

宗會로 인터넷을 등록하여 지금

은 私物化되고 活性化도 안 되고

있는 대종회 名稱을 인터넷 構造

上 우리는 使用할 方法이 없습니

다. 이점을 널리 혜아려 새로운 

世代에 걸 맛는 解答을 求했으면 

합니다.

權紀1082年 새해 國內外 族親 

여러분 家族이 모두 幸福하시고 

健康하시고 所願成就하시기를 

祈願합니다.

安東權門萬世榮

新 年 辭

權 正 達

安東權氏 大宗會長겸

中央宗親會長

본회(회장 권정달)는 지난 12월 

15일 화산회 겸 회장단 송년회를 

새로 매입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동 102-196 회관옆의 고기풍년에서 

개최하였다.

이 지역은 먹거리 구역으로 약 

20명이 참석하여 푸짐하게 회식을 

하고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을 보내

면서 회장단 상호간 정담을 나누었

다.

이에 앞서 회의에 들어가 권정

달 회장은 지난 한해 권문은 낭중

공 단소를 이단하여 능동에서 향사

를 올리게 됨은 여러 회장님의 노

력의 결과라고 감사의 인사와 권봉

도 자산관리위원장이 노력하여 신

정동회관을 팔고 새 회관을 마련하

게 되었으니 신묘년 봄에는 권문이 

통합되는 서광이 비친다고 말 하였

다.

이어서 권봉도 위원장은 신정동

회관과 김포답의 매각, 용두동회관

의 매입계약 등 자산변동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신정동회관 및 김포답 

매각과 신 회관 매입에 대한 사항

은 회장단회의에서 만장일치 찬성 

의결하였고, 김포답 매각에 대해서

는 지난해 종무위원회에서 대종회

장이 매각에 동의를 얻어냈으며 수

곡료가 미미하여 능동향사에 크게 

보탬이 안 되었는데 재산을 정리하

면 대종회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부의 의안에 들어가 제 1의안은 

청도군 정상리 구 단소터는 진입도

로를 포함하여 10필지 1,187평인데 

그중 6필지 약 262평이 진입도로로

서 효용가치가 없을뿐더러 그동안 

정상리 최씨문중과 관계를 잘 유지

해 왔는데 매매로 인하여 좋은 인

상에 금이 가지 않도록 정상리에서 

사용토록 매각치 않고 윗 부분 4필

지만 매각키로 의결하였다. 제 2의

안은 동대문구 용두동 102-196 신 

회관은 지상4층 지하 1층으로 모두 

임대된 상태로 매입하였으며 앞으

로 권문의 통합을 감안하여 안동권

씨회관 사무실을 건물 내에 위치하

기 어려운 점이 있어 옆에 약 50평 

사무실을 별도 임차하기로 의결하

였다.

기타토의에서 안동권씨 신묘년 

신년교례회는 회관 매매로 인한 3

개월간 임대수입 미발생 상태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참석대상범위 축

소 여부를 논의 하였으나 예년과 

같이 하기로 결정하여 1월27일 (목

요일) 용산구 용산동 국방회관에

서 개최키로 예약하였다.

 (편집인 권경석)

중앙종친회 회장단 회의 겸 송년회에서 권봉도 자산관리위원장이 보고하고 있다.

安東權氏中央宗親會 會長團 送年會
안동권씨중앙종친회 회장단 송년회

12월22일 추밀공파 대종회 정기총회 모습

■ 신년휘호      룕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룖

■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 (사)룕문화를 가꾸는 사람들룖이사

■ 저술가 서예가(각종 서예대전 특선)우리 권문 만세토록 번영할지어다

중앙종친회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회관을 매각하고 아래와 같이 이전하니 2011년 1월 8

일 이후 도착될 모든 우편물은 아래주소로 발송하시고 아울러 1월10일은 팩스 수신이 곤

란하니 E-Mail을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이전일시 : 2011년 1월 10일 (월요일)
▲회  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196
▲사 무 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우 130-820)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6번출구 8m 골목에서 30m
▲전  화 : 02-2695-2483/4   팩  스 : 02-2695-2485 (변동없음)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공지사항
▲이 메 일 : ankwonjung@yahoo.co.kr

안동권씨중앙종친회 회장   권  정  달

중앙종친회 회관 및 사무실 이전(공고)

권영세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기사 2면>

樞密公派大宗會 第22次 定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