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룕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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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개인전 4회, 초대그룹전 250회 /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 영남미술협회 회장 / 유강 서화 연구원 원장

樞密公派大宗會 제25차 定期總會
추밀공파대종회

추밀공파대종회(회장 권혁승)는
지난 12월19일 오전11시 한국자유
총연맹 연회장에서 전국 추밀공파
대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진행은 권영빈 사무국
장의 성원보고로 개회를 선언하였
다. 이어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
에 대한 망배, 열선조 및 순국선열
에 대한 묵념 후 권영빈 사무국장
이 참석한 대의원을 모두 소개하였
다.
권혁승 회장은 인사로 전국 각지
에서 추운 날씨에도 원지에서 참석
한 대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
어 추밀공의 손 문청공(文淸公) 증
손 문정공(文正公) 현손 충정공(忠
靖公)은 묘소가 개성 남쪽 이북에

정기총회

△지난 12월 19일, 추밀공파대종회 25차 정총에서 권혁승 회장이 인사하고 있으며, 원내는 결산서
를 설명하고 있다.

있어 제향을 못 올리고 있는데 마
침 5대손 정간공의 종회 정기총회

에서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재실
에 룏사우룑를 건립하고 4위분 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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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봉행하기로 결의 되었다고 하였
다. 문청공, 문정공은 고려조 정승
과 대제학에 오르신 우리의 선조님
이신데 이제 자손된 도리를 다할
것 같다며 정간공종회에 감사하면
서 대종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2013년도 결산에 지출보다 수입
에 200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보고
하였다. 권오돈 감사의 감사보고
후 2013년도 결산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타 토의 후 오찬에 들어가 일
가간의 족의를 더욱 더 두텁게 하
면서 내일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폐회했다.
<권오복 편집위원>

갑오년(甲午年) 새아침 국내
외(國內外) 일백만 족친(族親)
여러분 가정(家庭)에 행복(幸
福)이 충만(充滿)하시기를 기원
(祈願)합니다.
지난해는 대종원산하(大宗
院傘下) 파종회장협의회(派宗
會長協議會)와 종친회장협의
회(宗親會長協議會)가 기반(基
盤)을 구축하고 단합모임을 활
성화(活性化)하는 모습을 보였
습니다.
종친회장협의회(宗親會長協
議會)는 권길상협의회장(權吉
相協議會長)께서 3차에 걸쳐 지
역별 모임을 가지고 더욱더 유
대(紐帶)를 공고(鞏固)히 하였
고 파종회장협의회(派宗會長協
議會)는 권계동협의회장(權啓
東協議會長)께서 조직(組織)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구성원(構
成員)을 증가(增加)하고 파종별
(派宗別) 뿌리 찾기 본부를 운
영하여 대종원(大宗院)에서 시
행하고 있는 뿌리 찾기 운동에
협력하도록 하였으니 매우 바람
직한 일입니다.
아울러 대종원은 안동권씨원
류도(安東權氏15派源流圖)를
제작하여 18世이상 선조(先祖)
와 이하 현조(賢祖)님을 일목요
연(一目瞭然)하게 체계화(體系
化)하여 전지(全紙)로 발간(發
刊)하였으니 보학교육에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권문의 자랑인 권
율도원수(權慄都元帥)의 행주
대첩제, 이치대첩제, 독산성문
화제를 각 지역 단체장이 성대
히 봉행하였으며 전라도(全羅
道)에서는 웅치대첩 전적지를
조성하고 행사를 한바 있습니
다.
지난해 4월 영주청장년회(榮
州靑壯年會)가 주관(主管)한 전
국청장년체전(全國靑壯年體典)
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관서종친
회(關西宗親會)가 참가하는 등
3천여명이 모여 결속(結束)을
다지고 화기애애(和氣靄靄)한

慶 제26회 청굛장년회 전국문화축제 祝

安東權氏大宗院은 甲午新年交禮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

래-

▲日時 : 2014년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자랑스러운 권문의 번영과 화합 그리고 발전을 위한 전국 청굛장년들의
문화축제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하오니 참가하시는 시군은
12월 31일까지 참가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場所 : 국방회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 참석대상 : 고문, 총재단, 파종회장, 종무위원, 대의원
연락처 : 02)748-0707(국방회관 안내) 010-5201-5495(사무총장)
※ 개별통지없이 광고로 대체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굛일 시 : 2014년 4월 27일 10:00-16:00
굛장 소 : 뿌리공원 대광장 예정
굛연락처 : 청장년회장 권 용 기, 부회장 권중순, 권용수, 권용재
준비위원장 권선상, 사무국장 권영인
굛접수처 : 대전종친회 042-522-8751

2014년 1월 1일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正達

※행사 책자에 광고 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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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門萬歲榮
가운데 뜻있는 하루를 보냈습니
다.
안동(安東)은 능동재사(陵洞
齋舍)에 시비(市費)로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하여 향사참제원
(享祀參祭員)의 편의를 도모하
였고 시(市)에서 둘레길을 조
성하여 역사유적(歷史遺蹟) 탐
방로(探訪路)를 만들었으니 전
국 산악회(山岳會) 회원들의 춘
추 향사(享祀)를 겸하여 심신수
련장(心身修鍊場)으로 활용하
기 권유합니다. 안동시장(安東
市長)의 본향(本鄕)발전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갑오년(甲午年)인 권기(權
紀) 1085년은 대종원 산하단체
인 파종회장(派宗會長), 종친회
장(宗親會長), 청년회장(靑年會
長) 협의회(協議會) 활동을 보
다 적극적(積極的)으로 하고,
부녀회(婦女會)도 각 지역(地
域)마다 조직하여 유대를 돈독
(敦篤)히 하는 것만이 권문(權
門)의 단결(團結)과 융성(隆盛)
의 첩경(捷徑)입니다.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족친
(族親)은 국내외(國內外) 약 1
백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의 파(派)와 항
렬(行列)을 모르고 있는 족친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해외(海外)
거주자들은 대부분 그 뿌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은 세월(歲月)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深化)될 것이 자명하니 우
리 세대(世代)에서 지파종중(支
派宗中) 모임을 활성화(活性化)
하고 지역(地域)에서 파와 세
(派,世)를 홍보하여 뿌리의식을
고취(鼓吹)시키는 것이 우리들
이 해야 할 의무(義務)라고 생
각합니다.
권문(權門)은 시조(始祖)님
의 얼을 전승(傳承)받아 숭조
(崇祖) 효친(孝親)사상(思想)
이 남달라 국내 어디를 가나 심
지어 매스콤에서까지 안동권씨
(安東權氏) 양반(兩班)이라고
자주 듣게 되는데 가슴 뿌듯하
며 한편으로는 몸가짐을 바로
하였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조(始祖)님,
파조(派祖)님, 선조(先祖)님 향
사(享祀)에 참제하며 족친간(族
親間) 우애(友愛)를 돈독(敦篤)
히 하게 됩니다. 자손(子孫)들
을 대동하고 적극 참제(參祭)를
당부합니다.
금년에는 대전청장년회(大田
靑壯年會)에서 주관하는 전국
청장년체전(全國靑壯年體典)을

4월 27일 대전 뿌리공원에서 개
최하기로 결정하고 대전종친회
(大田宗親會)와 대전청장년회
(大田靑壯年會)에서 만반의 준
비를 하고 있으니 각 지역(地
域) 각 문중(門中)에서 많이 참
석하여 한마당 축제(祝祭)와 함
께 오문(吾門) 발전(發展)의 계
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권문(權門)은 능동지역(陵洞
地域) 일대 임야(林野) 상당수
를 풍산류씨와 공유하고 있는
데 지난해 10월 종무위원회(宗
務委員會)에서 분할소유 문제
를 논의하여 추진위원회(推進
委員會)를 구성하고 연구 검토
중(硏究檢討中)에 있습니다. 추
진위원회에서 금년 중으로 풍산
류씨와 협의하여 상호(相互) 이
익(利益)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推進)하고 있으니 또 한번 도
약(跳躍)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
니다.
또한 권문(權門)은 후학계도
(後學啓導)를 위해 장학사업(獎
學事業)을 진행한지 수십년이
흘러 많은 인재를 양성한바 있
으며 이 사업은 꾸준히 지속(持
續)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문사진작(門事振作)
을 위하여 대종원(大宗院)은 각
문중(各門中)의 발전적 의견(意
見)을 수렴(收斂)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弘報)를 강화(强化)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은 청장년층(靑壯年
層)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개발
(開發)하고 노년층(老年層)에
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인터넷
매체(媒體) 검색창에 [안동권씨
대종원]을 치면 대종원(大宗院)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조치하였
습니다.
남녀노소(男女老少) 족친(族
親)들의 보학교육에 많이 활용
(活用)하여 숭조,애족사상(崇祖
愛族思想)을 고취(鼓吹)하고 상
호(相互)정보 교류(交流)를 통
한 권문의 대동단결(大同團結)
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안동권씨종보(安東權
氏宗報)를 가정마다 마을마다
구독하여 권문(權門)의 소식을
접하고 자손(子孫)을 훈육(訓
育)하여 권문의 중흥(中興)과
각 가정(家庭)의 번영(繁榮)을
가져오도록 다 함께 노력(努力)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權紀) 1085년 국내외
(國內外) 족친(族親) 여러분 복
(福) 많이 받으시고 가정(家庭)
의 행복(幸福)을 기원(祈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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