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길안종친회(회장 권중해)

는 지난 3월19일 오전 11시, 안동

시 길안면 팽목현하리회관에서 권

인태 고문 등 남녀족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영활 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

에 이어 권중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

아 문사진작

에 가일층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으

며, 권박 안

동종친회 사

무국장의 축

사가 있었다.

총무의 경과굛결산보고와 감사보

고로 회의를 마치고 2부 행사에 들

어가 춤과 노래, 연희행사로 족의

를 돈독히 했다.   <권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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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현

(62) 삼성전

자 부회장이 

국내 최고의 

전문경영인

으로 평가 받

았다. 그는 공식 집계로 연간 

67억7300만원 으로 가장 많

은 전문경영인으로써 급여를 

받는 것으로 공개 되어있다.

▲ 권영세 안

동시장은 지

난 3월24일 

(월) 오전9시 

시청소회의

실서 열린 확

대 간부회의에서 봄철 산불

예방활동과 나무심기 운동에 

범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

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권영진 대

구시장예비

후보(前 국회

의원)는 21일 

룕국내 최대 

규모 물 산업 

연구기관을 설립해 향후 10

년 뒤 1000조원 규모의 세계 

물 시장을 선점하겠다룖 고 

밝혔다.

▲ 권오갑 현

대오일뱅크 

사장(63)은 

지난 16일 동

아일보와 기 

후변화 센터

가 공동 주최하는 룏나무 한 

그루, 푸른 한반도룑 캠페인에 

참여 하여 룕북에 돈보다 나무

를 심어 홍수를 막고 후손들

도 혜택룖 우리 기업인들이 북

에 나무심기 캠페인 행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고 했다.

▲ 예비역영

관장교연합

회는 지난 2

월26일 확대 

운영회의에 

서 권오강 회

장을 만장일치로 제12대 이

어 13대 회장으로 연임하였

으며 3월21일 제24주년정총 

에서(국방부 국방 컨벤션 

홀)취임식을 가졌다.

▲ 권영빈 現

한국문화예

술위원장은 

10일 국립생

태원(원장 최

재천)과 룏문

화예술과 생태계의 융합 활

성화를룑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14일 광진구청장 새누

리당 경선에서 前 광진(갑) 권택기

의원이 5명의 후보 중 압도적인 지

지율로 광진구청장 후보로 확정되

었다. 씨는 인사에서 1위로 뽑아준 

당원 여러분과 주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는 6월4일 선거에

서 반드시 승리하여 큰 절을 드리

겠으며, 그동안 열심히 한 다른 후

보들도 찾아뵙고 함께 할 것을 권

유하고 싶으며 이 자리에 있는 여

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광진의 새로

운 모습을 만들어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지난 3월28일 오후 2시,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K&S 빌딩 4

층에서 이재오, 이이재 국회의원, 

진수희 前 장관, 권경석 대종원 사

무총장, 권경웅대종원 부총재, 권

영돈 광진종친회장을 비롯해 광진 

갑굛을 양 당협위원장, 관내 직능단

체장 등 당원 및 지지자 다수가 참

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대하게 가졌다. 이날 행사에 지

역아동센터 원장들과 센터 졸업생

들이 참석해 권택기 의원 도움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이런 분이 

구청장이 되면 정말 행복한 광진구

가 될 것이라 말했다.

권택기 후보는 1990년도 중곡4동 

반지하에서 출발하여 40대에 국회

의원과 특임차관을 역임했다. 룏저

를 사람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광진구민 여러분이다. 이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국회의원으로서 현

장에서 일한 소중한 경험과 특임차

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인맥 등 저의 

자산을 다 바쳐 일할 각오이니 40

만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출발하

자룑고 말했다. 

 <권택기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경북지방경찰청 권기선(權奇宣. 

51) 청장이 관계관을 대동, 안동태

사묘(安東太師廟)를 방문하고 알

묘(謁廟)를 하였다.

2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초도순

시차 안동경찰서를 방문한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안동태사묘를 30분 간 

방문하였다. 권영목 안동권씨대종

원 고문을 비롯하여 권계동 상임부

총재, 권오수 부총재, 권종준 감사, 

장희경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 위

원장, 권오극. 김숙동 태사묘관리

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영접을 받은 

권 청장은 숭보당에서 이들과 상견

례를 한 후 관복(冠服)으로 갈아입

고 태사묘에 알묘를 하였다. 알묘

를 마친 권 청장은 태사묘 관계자

들과 태사묘 앞 뜰에서 단체 기념

사진을 찍고 다시 숭보당으로 가

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다. 권 청

장은 이날 태사묘 방문기념으로 귤 

1상자와 나이 많은 어른을 위하여 

야광지팡이를 선물로 전했다.

경북 예천이 고향인 권 청장은 

안동권씨 36世 복야공파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는 경찰대

를 졸업, 청와대와 경찰청에 근무

하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

하면서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발

령받았다. <보도부장 권영건>

의성종친회(회장 권오열)는 지

난 3월29일 오전 11시 의성 삼성중

학교 대강당에서 남녀족친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정기총

회를 개최했다. 권순락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세순 청년회장이 종친회

기를 권오열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상례행사에 이어 김동호 가락김씨

종친회장, 권오을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자, 권오갑(권오을 백형), 권

세목(의성군 향교 典校)씨 등을 내

빈으로 소개했다.

이어서 권오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성종친회가 올해로 창립한

지 50주년을 맞이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더 크게 그리고 새롭게 웅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동호 가락김

씨종친회장의 축사, 권종구 의성종

친회 고문의 격려사, 권오을 경북도

지사 예비후보의 고무적인 인사말

이 있었다. 다음, 권오열 회장이 의

성군 안계면 김경순(89세, 권무웅 

모친), 의성

군 신평면 권

태경(83세)

씨에게 감사

장을 전달했

으며, 권세순 

감사의 감사

보고, 권순락 

사무국장의 

경과, 결산보

고, 기타 토의로 회의를 마쳤다. 임

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권오열 △수석부회장 : 

권영호 △부회장 : 권영범, 병조, 남

학, 태분, 순효, 항춘, 영호, 익수, 오

식, 규수, 응철, 용구, 남순, 오종, 대

식, 성하, 기창, 광세, 종열, 기호, 오

서, 오길, 태준, 흥식, 기흥, 영국, 오

암, 상두, 영철, 영창, 봉식, 순금, 혁

찬, 준범, 복근, 진호 △감사 : 권세

순, 혁일 △사무국장 : 권순락 △사

무차장 : 권호문, 주혁  <권혁세 기자>

지난 4월 6일 안동권씨 울산원연

친목회(회장 권태룡)는 회원 부부동

반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청

원에 위치한 청남대와 문화재단지

를 관광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

청장년회 권명달 회장과 권영상 총

무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태룡 회장은 이사말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즐겁

고 유익한 관광이 되길 바라며 회

원 상호간에 유대관계를 더욱더 돈

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비록 짧은 관광이였지만 

회원간에 친목을 다지고 그동안 쌓

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알찬 관

광이 되었다.  <권응목 총무>

권영수 제천종친회장굛제천향

교 전교(典校)가 지난 4월1일 제26

회 시민의 날에 시민대상을 수상

해 큰 경사를 안겨주었다. 권영수 

전교는 수상소감에서 앞으로 청소

년의 인성교육함양은 물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제천시민의 열린 

교육을 목표로 더욱 매진할 것을 

피력하였다. 

권영수(權寧守 75굛제천굛34世굛복

야공파)회장은 지난 98년도에 제천

향교에 입문하여 99-2011년 문화관

광부가 지원하고 성균관이 주최하

는 충효인성교육 강사 교육을 수료

하고 청소년 인성교육을 매년 32개 

학교 및 향교 자체교육으로 한 해

당 4,000여명 이상, 2013년까지 총 

16,000명 학생들에게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교육을 지원

하였고 연중무휴로 시행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무료 상설 한

문교실을 운영하여 매일 100여명의 

학생들이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열린 향교로 발전시키는데 진력

하여 2000년에 이원종 도지사로부

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통혼례 

및 회혼례, 

다문화가정

의 전통혼례 

등의 대행 

등  제천의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최

선을 다했다.

매년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향교 대강당에 초청하여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 지역의 교수 및 교

육장을 초빙해 도움의 말을 듣는 

뜻 깊은 강의로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2010년 충북향교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해 충북 18개 

향교의 화합에 앞장섰으며 또한 ⌜

풍화루⌜복원을 추진하여 2013년도

에 500여 유림과 제천시민의 숙원

이었던 것을 복원하였고 2014년도

에 제천향교 전교에 연임되어 현재 

청소년 인성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신념 아래 청소년은 

물론 제천시민들의 무료교육사업

에 더욱 투신할 수 있게 되었다. 

 <권순덕 제천종보지국장>

부산천등회는 지난 4월10일 연산

동 옛골토성에서 회원 및 각구 종

친회와 산하단체 회원 등 일족 60

여명 참석하에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는 권임호 총무의 사회

로 권덕수 고문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시조님에 대한 망배를 

마치고 권태현 회장은 종친회장을 

비롯한 각구 종친회장.총무.각산하

단체회장.총무 등을 소개 하였으며 

이어서 회장의 퇴임인사로 역대회

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

히 임기를 마치게 됨을 감사하다고 

하였다.

축사로 권길상 부산 종친회장은 

천등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감개

무량하고 오는 4월27일 전국 청.장

년회 문화축제를 대전청장년회 주

관으로 대전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경과보

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권영현감

사의 감사보고를 하였다.

권임호총무의 결산산보고에 이

어 임원개선에 들어가 회원 전원일

치로 20여년간 부산종친회 사무국

장을 역임한 권재혁국장을 회장으

로 선출 하였다.

신임회장의 인사를 끝으로 행사

를 마쳤다(총무 권임호)

○신임임원진

회장 權載赫 부회장:權聖容 權守

鉉 감사:權英鉉 權寧寅 총무:權壬

鎬 

권택기 광진구청장 후보 확정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 태사묘 알묘

제천종친회는 지난 4월 13일(일

요일) 11시 제천유유예식장에서 족

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2

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성유 총무의 사회로 권부득 수

석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

의례 시조님에 대한 망배와 선조님

에대한 묵념이 있었으며 권영수 회

장은 인사말에서 임기중에 종친회

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

로 종친회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

으며 지난 2년 동안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하였

으며 내빈으로 대종원 권계동상임

부총재(복야공파종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세명대학교 4학년 권수

경 학생과 대원대학교 1학년 권은

성학생에게 가각 50만원씨의 장학

금을 수여하였으며 권기흥 감사의 

감사보고와 권성유 총무의 결산보

고를 하였다.

임원선출에 들어가 권부득(복야

공파 35세)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되고 부회장은 권태연(수석) 

권기현 권상호 권위선 권청자 권오

협 권현경 권재진 권득상 권영년 

권건중씨가 감사는 권기흥 권창중

씨, 총무는 권성유씨로 승인하였다.

권부득 신임회장의 인사 후 오찬

을 나누면서 행운권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과 더불어 회원간의 친

목을 도모하였다. 

 (제천 종보지국장 권순덕)

제천종친회 제42차 정기총회
새회장에 권부득씨 선출

△제천종친회 정기총회가 4월 13일 유유예식장에서 개최되었다. 원내는 권계동 대종원상임부총재

△권기선 경북경찰청장이 태사묘를 알묘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의성종친회 제50차 

정총에서 권오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월 6일 청남대에서 울산원연친목회야유회 

행사를 하고 있다.

△권택기 광진구청장 후보가 지난 3월 28일 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성종친회 제50차 정기총회

권영수 제천종친회장
제26회 제천시민대상 수상

 부산천등회 제33차 정기총회

안동길안종친회 정기총회
울산원연친목회 야유회

대종원은 인터넷으로 뿌리를 찾

고자 문의온 해답을 해주었으나 아

래 족친은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파종중 회장 및 족친께서는 

아래족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

시어 대종원으로 연락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 자 성 명 문의내용 주소  故  鄕 家   系   

룑12.11.13 權鎬常 代數(行列字) 부;元周, 祖:이구. 樞密公派로 인지

룑12.12.01 권대원 派系와 代數 서울 蔚津.平海 父:相수, 祖:永식, 曾祖:도錫. 

룑12.12.12 권영일 派系와 代數 서울 충북제천수산면내리 조:항철(避行), 부:태규. 본인:영일

룑12.12.13 권순찬 派系와 代數 경기군포 父:혁동, 仲伯:혁만,혁세. 

룑12.12.14 권春國 派系와 代數 중국 부:상준(故54歲). 본인(26歲)

룑12.12.16 권聖哲 派系와 代數 울진노음리 祖:相貞,父:燦順,/부정파35代로 인지

룑13.03.08 權京立 派系와 代數 부:用君

룑13.01.07 권봉칠 派系 안동굛안성으로 이주 부:奇O. 본:봉七

룑13.04.22 권현민 宗派와 代數 의왕시 금이동 금이리 부:희만

룑13.06.26 권나미 宗派와 代數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부:衡眞. 조:석호?. 증조:泰O

룑13.07.06 昇鉉 宗派와 代數 구미 마산구암동

부:혁석.조:영상.증조:용술. 본적은 

경북구미시선산읍생곡리696번지 호주는권석근 

4대독자37대

룑13.09.03   熙德 宗派와 代數 부:俊相. 조:永

룑13.10.08   정아 宗派와 代數 의정부 부:榮奐,숙부:영석, 조:종구

룑13.12.07   寧백 부:玉, 조:남규

룑13.12.17   斗燮 宗派 강원정선 부:相烈, 조:樹淵(登譜) 본:34代?

룑14.03.06   해서 宗派와 代數 충북단양 부:혁만. 조:태

안동권씨 뿌리찾기운동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장 권오

득씨 權五得굛54 35世 동정공파)

는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경

부지사 영주지점 고객지원팀장, 청

송지엄장을 거쳐, 영주지점장, 경

남지역본부 마산지사장, 대구경북

지역본부 판

매사업실장

을 지냈으며, 

2013년 12월 

同 경북지사

장으로 발령

받아 25여년

간 룗한전맨룘으로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권혁세 기자>

권오득 한전 경북지사장

안동남선종친회는 지난 3월26일 

남선면 시골식당에서 족친 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오복 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

에 이어 권정호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권박 안동종친회 사무국

장의 축사가 있었다.

총무의 경과보고, 결산보고, 감

사보고(감사)에 이어서 임원선출

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중덕씨를, 

총무에 권영석씨를 선임하고 새 회

장의 인사로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 산회했다.  <권혁세 기자>

안동남선종친회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중덕씨 선출

전국 지역종친회장협의회 임원진구성을 환영합니다.

안동권씨대종원 총재 권정달

2014년 3월 19-20일간 전국지역종친회장 협의회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제2기 출범과 임원진이 구성되었음을 환영합니다.제1기 임원 및 종

친회장님들께 안동권씨종친회 발전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제2기 임원님 들의 협력과 단합을 당부드립니다. 

협의회장 권길상(부산종친회장) 부회장 권호준(대전종친회장) 권영성(영천종친회고문) 권영창(영주종친회장) 권민호(산청종친회고문) 

권영하(대구종친회장) 권충화(광주종친회장) 권진수(인천종친회장) 권병국(상주종친회장) 권영수(제천종친회장) 감사 권재주(안동종친회

장) 권승구(마포종친회장) 간사 권영갑(수원종친회 명예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