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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특임차관은 

2일 서울 용

산 국립중

앙박물관에

서 주최한 룏

2012시민사회단체대국민 소

통 한마당룑행사에 참석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

장은 9일룏웅

진사태룑이후 

기업들의 자

금난이 약화

했다고 보고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철현 

세종재단이

사장(전 주

일대사)이 

일본으로부

터 조선왕실

의궤등 도서 1205책을 반환

받은 공로로 3일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언론중

재위원회(위

원장 권성)

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

구 태평로 프

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룏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

근룑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

을 열었다.

▲지난 9

일 12시 평창

에 있는 이승

복기념관에

서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주관으로 이승복 44

기추모 행사에서 권회장은 

룕과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룖 룕이승복 역사 바로 

알리기에도 더욱 매진해 나

가겠다룖고 말했다.

▲한국문

화예술위원

회는 권영빈 

위원장이 21

일 경기 부천

의 복사 골문

화센터에서 복권기금 문화나

눔 홍보대사인 가수 유열씨 

및 배우 박해미씨와 함께 문

화소외계층을 위한 룏문화나

눔 희망더하기룑행사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일(始祖굛郎中公 秋享 

前日) 오후 10시 능동재사에서 지역

청장년회(18개팀) 임원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청장년회 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권시현 광주청장년회장은 

지난 4월 29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

24회 전국체전행사에 전국 지역청

장년회에서 많이 참가해 훌륭한 행

사가 되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으

며, 이어 권충화 광주종친회장은 인

사에서 올해 체전은 호남(광주)에

서 최초로 개최되어 감회가 새로우

며 또한 대회를 통해서 예향의 도시 

광주와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

어 상부상조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

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음 권정달 총재는 격려말에서 

올해 광주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

체전행사가 권충화 종친회장 및 시

현 청장년회장, 임원단 등이 훌륭

한 체전준비로 성대하게 개최된 것

을 치하하며 명년 영주에서 개최되

는 제25회 전국체전에 많이 참가하

여 알찬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한 각 지역청장년회 임

원진의 각자 인사가 있었으며 다음 

권오국(영주종친회 사무국장굛전국

체전준비위원장)씨가 2013년 제25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1차 

계획(안)을 설명했다.

기타토의에 들어가 룏전국체전대

회룑행사제목을 시대흐름.글로벌시

대에 맞추어 바꾸자고 논의가 됐으

나 이는 2013년도 개최지. 지역청장

년회 회의에서 토의해 결정키로 했

다.

<글 : 권오복 편집위원, 사진 : 권범

준 기자>

전국지역 청장년회 회의

안양종친회(회장 권윤식)는 2012

년 12월3일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광명시 등 5개시에 거주하

는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룗햇

살마루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

다.

권경구 재무의 사회로 시조태사

공망배 후 권윤식 회장의 인사와 

내빈 임원진 소개에 이어 차기 임

원개선으로 들어가 새회장에 권정

섭씨(전서울산악회장, 검교공파 33

世)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새 회장에게 

위임하고 감사는 현 감사(권태길, 

권봉식)를 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 권정섭 새 회장은 수락(受

諾)후 인사로 지금까지 헌신 봉사

해온 전임 여러 회장님들과 임원진

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

러 원로 및 여러회원님들께서 저에

게 힘을 실어 줘 열심히 봉사하라

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

다고 하였다.

이어 재무의 경과 보고후 회의를 

마쳤다. 

<권범준 본원기자>

안동권씨 서울산악회(회장 권영

석 )는 지난 12월 16일 오전11시 용

인시 소재 외국어대학교 정문에서 

50여명이 모여 연말송년 산행을 개

최하였다.

이날 산행은 노고봉(老姑峰해발 

578미터)을 향하여 오후1시경 정상

에 도착하여 권영석 회장은 룕노고

봉은 늙은 시어머니가 넘은 봉우리 

즉 산세가 완만하여 넘기 좋은 언

덕 같은 산세라 볼 수 있다.룖 라고 

설명 한 후 아직 정상에는 눈이 그

대로 쌓여 있서 결빙되는 등 하산

시 전원 아이젠을 착용 안전에 각

별히 주의하여 하산을 당부하고 기

념촬영을 하였다.

이어 오후 3시 왕산골 참숯갈비

식당 회식장으로 모두 도착하여 송

년회식으로 이어졌다. 

송년회 진행은 경탁 사무국장의 

사회로 먼저 시조(始祖)님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결산보고 

내빈소개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

다. 이날 인사로서 영방 前회장, 정

수 고문에 이어 승구 마포종친회장

이 축사로 가늠하였다. 

이어 영석 회장의 송년회 인사로 

룕누가 뭐래도 우리들의 마음 즉 권

(權)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족

친 회원님 금년 한해도 건강히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할 때 내가 

있고 내가 있을 때 안동권씨 서울

산악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

니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다함

께 서울 산악회가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및 

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다가오

는 계사년(癸巳年)새해 복(福)많

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기원 드립니

다.룖 라고 하였다.

이날 회식은 영석 회장이 부담하

고 이곳식당 주인 권태웅(동정공

파.33世 )족친도 함께 인사한 후 축

배에 잔을 나누는 등 참석한 회원 

상호간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

기 속에서 임진년 송년회를 마쳤

다. <권범준 본원기자>

안양종친회 정기총회
권정섭 씨 새회장 선출

서울산악회 산행 및 송년회

安東權氏 釜山廣域市宗親會

會長 權 吉 相

安東權氏 釜山廣域市宗親會

新年賀禮會 開催案內

安東權氏 釜山廣域市宗親會 新年賀禮會를 아래 場所와 같이 開催

하오니 宗親 여러분의 많은 參席을 敬望합니다.

아   래

日時: 2013. 01. 10. 오후 6시정각

場所: 연산로타리소재 훼암뷔폐9층(051-867-760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http://flowertown.kr
TEL : 02)5752-5555     FAX : 02)6008-0677    H. P : 010-2240-4242 

▲12.1 능동재사에서 청장년회가 열리고 있다.(권시현 광주청장년회장)

▲서울 산악회 2012년 산행 및 송년회

 지난 12월 8일 19시 야음동 녹돈

당에서 안동권씨 울산 원연친목회

는 권영배 회장이하 회원 부부동반 

약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 및 제8대 회장 이.취임식

이  권응목 총무의 사회로 개최되

었다. 

식순에 의거 개회선언을 시작으

로 권영배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

으며, 권태철 재무의 결산보고, 권

호영 감사의 감사보고, 회칙개정 

및 임원선출을 하였다.

제8대 임원에는 회장 권만호, 부

회장 권태룡, 감사 권영배가 선출

이 되었고 재무 권태철,총무 권응

목은 연임이 되었다.

이어서 회기이양 및 권만호 신

임회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그리고 

일년동안 수고하신 권영배 회장에

게 공로패 수여가 있었으며 전.현 

회장의 건배제의를 끝으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권응목 홍보부장>

울산 원연친목회 제7차 정기총회

울산원연친목회 권만호 신임회장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11월 발기인총회를 가진 전

국 15大姓門中協議會 2차 모임을 

12월 7일 이태원 호남정에서 열었

으며 3인이 위임하고 회장단 및 부

총재 등 12인과 전주이씨, 안동권

씨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李台燮 常任共同代表는 지난달 

발기인회에서 崇祖愛族과 大姓間 

親睦을 위해 정기모임을 갖기로 합

의하여 會則을 마련하였으니 앞으

로 문중간 정례모임을 통하여 交流

協力을 하자고 인사말을 하였다.

權正達 總裁는 會則 중 개정사항

을 권경석 사무총장에게 물었으며 

補則에서 15大姓 이하 20大門中까

지 자원에 의하여 加入할 수 있도

록 하였다. 16위 이하는 동래정씨, 

달성서씨, 안동김씨, 해주오씨, 전

주최씨이며 그중 安東金氏 金鳳會

회장이 加入하였다.

파평윤씨 尹澈炳회장은 정례 모

임을 하려면 基金造成을 하자고 제

안하여 각 門中에서 100만원씩 募

金하기로 하였으며 門中行事時 花

環을 보내기로 하고 상임공동대표 

명으로 통장을 개설키로 하였다.

또한 2個月에 1回 모임을 갖는데 

짝수 月 2週 木曜日 午餐을 갖기로 

정하고 食費는 돌아가면서 부담키

로 하였다. 다음 모임은 2013년2월

14일이다.  

 <편>

15大姓門中協議會 開催

(1면에 이어)

한편 15대성문중협의회를 구성하

여 1차 모임을 가졌고 능동재사 추

원루보수 등에 대해 추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순갑 사무

부총장이 종무보고를 했으며 이어 

권계동 복야공파종회장의 룏代祖와 

世孫의 整理룑란 제목으로 보학교육

이 있었다. 이어서 권택기 특임차관

으로부터 룏핫패드(열텍)룑(420개)를 

협찬받아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었

으며, 방석(50개)도 접수됐다. 권경

석 사무총장으로부터 향사 헌관 등

의 제례의식에 대한 설명과 권경웅 

신임 전례위원장의 인사가 있었다.

▣능동추향 제수성금 명단

△권덕수(시조 수임) : 200만원 

△권기석(낭중공 수임) : 50만원 △

부산종친회 : 320만원 △덕정종친회

장 : 50만원 △대전 참의공파종중 : 

30만원 △종친회장협의회 : 30만원 

△추밀공파정간공종회 : 30만원 △

권용학(순흥) : 30만원 △권상용(봉

화) : 30만원 △대구종친회 : 20만원 

△서울 금천종친회 : 20만원 △권 영

(안동) : 20만원 △권성달(영해) : 20

만원 △권오경(영주) : 20만원 △아

래 각 10만원 : 권오창(풍기), 권오

준(부천), 권오주(안동), 권덕림(부

산), 권영직(길안), 권오영(청송), 

권기석(봉화), 권영호(상주), 권영

만(안동), 권오진(안동), 권영건(안

동), 권혁조(안동), 권태환(경기 양

주), 대전 청장년회, 권재주(안동), 

권정택(기로회장), 부호장공파파친

회, 복야공파파종회, 부산청년회, 목

사공(휘 박)파종회, 서울 마포종친

회장, 광주종친회장(경기도), 광주

종친회(권충화), 능곡회, 추밀공파

대종회, 문충공종중, 대구청장년회, 

권오을(전 국회사무총장), 영천종친

회, 영주청년회, 권영택(대구), 구미 

장천문중, 부산장년회, 대구 개인택

시종친회, 산청 사직공문중, 권창호

(봉화 제산), 권혁기(봉화), 검교공

파종회 △아래 각 5만원 : 권영진(영

해), 권호기(영해), 권오규(안동), 

권영락(길안), 권오순(영양), 권오

교(대구), 권영문(안동), 권주연(안

동), 영천청년회, 권태운, 부산개인

택시종친회, 권경열(부산) △1만원

권형호(진주) : (합계 1천3백11만원)

<기사 : 권오복, 사진 : 권범준 기자>

始祖굛郞中公 秋享祭奉行

검교공파종회 권태강(月沼 權泰

康, 80. 안동. 검교공파 33世)회장이 

2012년 10월 20일 룏현대한국인물

사룑에 등재된 것을 소개한다.

그의 선대는 수많은 충간의담

(忠肝義膽)의 충의지사를 배출한 

안동권씨 후예로 항상 자신의 그림

자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생각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 전통적 우리민족의 

정체성이 허물어져 윤리관이 퇴색

되고 이기배타적 자기본위 사고가 

만연되고 있는 오늘의 혼란을 정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안동권씨 검교

공파종회장 겸 원당종회장 등을 하

면서 족친의 화합과 위선사업에도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전쟁 참전부사관연맹 성동지회장

으로 크게 활동하기도 했다.

예도의 고장인 경북 안동시 풍

천면에서 권중구(權重求)공과 류

한이(柳漢伊) 慈堂의 아들로 태어

나 서울 보성중/고등학교 재학 중 

6.25전쟁으로 국가의 운명이 누란

(累卵)의 위기에 처하자 통신병으

로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단국大 법

과대학을 졸

업한 씨는 <

국가와 민족

을 사랑하고 

주어진 여건

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생활철학이다.

이웃이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인간사회에 필요하다는 정

신으로 조세상담 활동을 통하여 납

세의무의 건전화와 조세행정의 능

률성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국제라

이온스 서울흥인클럽 총무 등을 역

임하면서 주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

져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동안 중

권태강 검교공파종회장

▲ 지난 12월 15대성 문중회장단 협의회 후 기념촬영(종로구 와룡동 이화회관)

국지우(中國之友) 공로패를 비롯

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하였으

며 슬하에 아들 영준. 영필. 영탁 

딸 영옥을 두고 있다. 

부인 윤태희(尹泰姬)여사는 추

사탄신기념 제 21회 전국서예대전

에서 오체장(五體章)을 수상한 서

예작가이며 지난 10월 13일 (사)한

국서예굛미술진흥협회로부터 서예 

초대작가로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

다.

  <편>

不姙症(불임증)굛관절염굛鼻炎(비염) 상담
※ 특히 족친제위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단, 신경통 진료에 대해서는 수도권 족친에 한해서는 무료 제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77-1 (경동한약상가 5번출구, 기업은행 1층)

전화 : 02-963-5951, 팩스 : 02-963-5951

핸드폰 : 010-3273-9464

▣ 안 동 권 씨  대 종 원  부 총 재

▣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 학술 부위원장

▣ 백송한약방 (白松韓藥房 )  대표

權 寧 赫
(서천, 추밀공파 34세)

권 영 혁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