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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安東權氏大宗院 定期總會
權正達總裁 連任

△ 5월 20일 국방컨벤션 대회의실에서 대종원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원내좌 : 권이혁 명예총재,

△ 좌: 권정달총재의 예산안 승인 우: 권오선 선거관리위원장의 신임총재 선출

우: 권정달 총재

안동권씨대종원(총재 권정달)
은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
후 1시까지 서울시 용산구 소재 국
방컨벤션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와 예산
안을 의결하고 권정달 현 총재가
지난 3년간 임기를 마침에 따라 임
원개선에 들어가 대의원 전원 만장
일치로 연임키로 의결하였다.
권경석사무총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성원보고를 하고 국민의례, 시
조태사공께 망배, 세월호 희생자
에 대한 묵념 후 상읍례를 하였다.
이어서 권정달 총재는 權五泳부총
재, 權寧焄감사, 權壬鎬 부산종친회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으
며 내빈소개는 권이혁 전장관, 권해
옥 헌정회사무총장, 부총재, 파종회
장을 소개하고 종무위원, 종친회장,
대의원은 단체로 인사를 하였다.
권정달 총재는 인사에서 명예총

권이혁 전 장관은 격려사에서 안
동권씨를 멋지게 이끈 권정달총재
에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보내자
하여 전원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우리는 큰 국난을
맞아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
들이 희생되었으니 교육계에 몸담
은 본인으로써 내 90평생 처음으로
죄의식을 느끼며 하루 속히 재난을
극복하는 길을 찾자고 하였다. 이
어서 권해옥 헌정회사무총장은 권
문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여 나라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망하였다.
이어서 권경석사무총장은 경과
보고와 결산보고를 하여 의결하였
으며 권종준(權鍾濬)감사가 감사
보고를 하여 통과하였다. 이어 예
산안 심의에 들어가 금 회계연도는
재정 악화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
는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였다
고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0조【후보 등록 지원서 내
용】후보 지원자는 인적사항[성명
(한문, 한글), 安東權氏 世, 派, 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일반, 휴대폰),
주소 및 우편번호, 최종학력, 주요
경력]을 명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부의 의안으로 임원개선(任員改
選)에 있어 권오선(權五宣)선거관
리위원장은 등단하여 작일까지 후
보지원자는 운영위원회(運營委員
會)에서 추천한 권정달 현 총재만
등록하여 단일 후보이며 학력은 행
정학 박사이고 경력은 3선 국회의
원을 지냈다고 소개하면서 이의 여
부를 물었다. 반대하는 대의원이 없
이 만장일치로 재선임 의결되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 선임에
구두호천으로 하도록 되었으므로
추천할 것을 말 하였는데 안동의
권오수(權五秀)대의원(부총재)이
현재 감사들은 회계에 전문성이 있
고 학식이 풍부함으로 유임할 것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부총재는 정관상 총재가 지명하여

동 파종회장협의회장과 권길상 종
친회장협의회장의 노고를 치하하
고 청장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므
로 젊은이들이 종친회에 적극 참여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재
선임된 감사의 인사 후 사무총장은
후원금을 주신 분 명단을 발표하고
총재는 폐회를 선언하였다. 오찬은
권중도(權重燾)부총재가 부담하여
전원 화기애애한 가운데 정담을 나
누며 회의를 마첬다.
정기총회에 협찬해주신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권홍사(부총재)100만원, 권중
도(부총재)400만원, 권영열(부총
재) 권계주(부총재) 권영선(부총
재) 이상 각 100만원, 권호준(대전
참의공종중) 전국지역종친회장협
의회 각, 50만원, 권송성(부총재)
화천군종중 이상 각 30만원, 권영
훈(감사) 권용기(부총재), 권보근
(35세손) 이상 각 20만원, 석주공종
회, 권택문(예천종친회장) 정간공
종회, 권승구(마포종친회장) 권정
택(기로회장) 권병선(창화공종중)

權氏 紀元1085年

選擧管理規則制定 및 資産管理委員 選任
지난 5월 7일 11시 대종원은 운
영위원이 대종원 서울 사무소에
출석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회계년도 결산보고와 2014회계
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부의
의안으로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
였다.
권경석 사무총장은 상례행사를
마치고 권정달 총재는 인사말에서
이번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
도를 표하고 우리도 주변의 안전을
점검해야겠다고 하면서 정기총회를
앞두고 의안을 심의하느니 만치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무총장은 경과보고와
결산보고를 하고 권영훈 감사는 감
사보고를 서면으로 제출 하였으며
2014회계년도 예산안은 재정 악화
로 직원 수당 삭감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부의한 결과 승인되었다.
제2의안으로 정기총회 포상자를
의결하고 제3의안으로 임원개선에
관한 건은 대종원 정관 제 10조에
따라 선거관리규칙(選擧管理規則)
을 심의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
다.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4
조(후보 지원자 접수) ① 선거관리
위원회는 총재 후보 지원자를 15파
종회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파종
회장은 신청자를 확인한다. ② 파
종회장과 운영위원회는 총재후보
를 추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재 후보 지원서를 접수한다. 제5
조(총재 후보의 상정) 선거관리위
원회는 총재 후보를 정기총회에 상

△5.7 동대문구 용두동 대종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장의
기능)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총회
에서 임원(총재 및 감사) 선임시
의장이 된다. 제12조(후보 미등록
시 조치) 총재 후보 지원자가 정기
총회 전일 17시까지 없을 경우 선
거관리위원장은 정기총회의 전형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재
를 추대하여 선임한다.
제4의안은 빌딩관리 운영에 관
한 건이고 제5의안은 김포답 매각
에 관한 건으로 대종원에서 고시원
을 직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로 전답을 보존하는데 재산적 가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적절
한 매입자가 있을 경우 매매(賣買)
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부동산 지식
이 밝은 위원을 구성하여 시장조사
및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운
영위원 만장 일치로 자산관리위원
(資産管理委員)을 權重燾, 權赫昇,

재, 원로고문, 파종회장, 종친회장,
대의원 여러분 농번기에 바쁘심에
도 총회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3
년전 대종회와 중앙종친회가 통합
하여 대종원으로 출범하여 총재직
을 맡으면서 서후면 능동재사주변
을 정화사업으로 시, 도비로 진입
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신설하면
서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많은 일을 해왔는데 모두 권영세
안동시장의 노력이 컸다고 하였다.
또한 권영한 부총재가 낭중공 단
소 설단 위원장으로 노력하여 이제
시조님 향사일에 낭중공 제사를 모
시게 되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족
친들이 많이 참제하고 있는데 아
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풍산 유씨
와 공유하고 있는 임야 262정보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코
자 하는 논의 중에 있어 훌륭한 분
을 선출해 달라고 하였다. 또 세월
호 희생자 유가족에 애도하며 난국
을 극복하는데 권문에서 국가적 도
움이 되자고 하였다.

차후 종무위원회 승인을 받기로 되
어 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정
관상 총재단과 15개 파종회장 및
산하 종무위원, 전국 64개 지역종
친회장 및 산하 대의원으로 구성되
었으며 지난 2011년 6월 7일 안동
권씨대종회 종무위원과 안동권씨
중앙종친회의 대의원들이 서울 국
방회관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통과시키면서 명칭을 安東
權氏大宗院으로 정하고 산하에 15
개 파종회장협의회, 60여개 지역종
친회장 협의회, 청장년회장협의회,
부녀회장협의회를 두기로 하였다.
권총재는 취임사에서 여러 대의
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재추대해 주
심은 앞으로 일을 많이 하여 대종
원을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알고 지
난 3년간 조직을 정비하면서 아직
도 이를 미완결하고 기타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여 안동권씨 1000년
대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도록 노력
하겠다고 피력하면서 그동안 권계

이어서 임원개선에 들어가 사무
총장은 제안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2014년 대종원 임원의 임기가 만
료되어룕定款 第10條 總裁, 監事는
總會에서 選任하고 선임방법을 選
擧管理規則에 依한다룖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 選擧管理規則 [요지]
제4조【후보 지원자 접수】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재 후보 지원
자를 15파종회장에게 문서로 통지
하고 파종회장은 신청자를 확인한
다. ② 파종회장(派宗會長)과 운영
위원회(運營委員會)는 총재후보를
추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재 후보 지원서를 총회 3일전 17시
한 접수한다.
제5조【총재 후보의 상정】선거
관리위원회는 총재 후보를 정기총
회에 상정한다. 제7조【선거관리
위원장의 기능】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任員(總裁 및 監事)
선임시 의장이 되며 의장 유고시

권영돈(광진종친회장) 권월순(광
진) 권혁용(부총재) 권무탁(부총
재) 청주종친회 목사공파종회 권
병홍(고문) 권영석(서울산악회장)
권영하(영등포종친회장) 수원종
친회 권영창(영주종친회장) 권대
영(금천종친회) 이상 각10만원, 권
순용(서울청장년회) 권혁구(강서)
각 5만원-합계 1,210만원
화환을 보내주신분 국회의원 권
성동,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정우택, 새누리당 중앙회의장 국회
의원 김태원, 대한민국헌정회 사무
총장 권해옥, 추밀공파대종회 회장
권혁승, 반도건설회장 권홍사, 경
북지방경찰청장 권기선, 정헌공파
종중 회장 권준식, 충장공 권율도
원수종회 회장 권영범, 서울청장년
회 회장 권승호, 전주이씨 대종종
약원 이사장 이태섭, 안동김씨 대
종회 회장 김봉희, 진주강씨 중앙
종회 회장 강현송, 파평윤씨 대종
회 회장 윤승혁 이상 15인
(편, 사진 권범준, 권경일기자, 권오진 명예기자)

權鳳道, 權寧焄, 權桂周 부총재로
선임, 의결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장
은 권오선수석부총재로 하고 부위
원장을 권계동, 권혁승 상임부총재
로 의결하였으며 현 총재 불참(不
參)하에서 제2기 총재후보를 권정
달씨로 추천하였다.
권경석 선거관리위원 겸 사무총
장은 權五宣 선거관리위원장의 서
명을 받아 15派宗會長에게 2014년
정기총회 총재후보 등록 안내 공문
을 익일 특급으로 발송하였다. 總
裁候補 志願書 요지는 성명, 안동
권씨 世, 派, 주민등록번호, 전화번
호, 휴대폰번호, 주소, 우편번호, 최
종학력, 주요경력이며 신청자는 파
종회장의 추천을 받아 성명 및 날
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우
편, 인편, 전송으로 접수토록 하였
다.

宗廟大祭 문종대왕굛현덕왕후 제례봉행

지난 5월4일(일요일) 오후 1시부
터 종묘영녕전에서 문화재청, 한국
문화재보호재단이 주최하는 2014
년 종묘대제 행사가 금년에는 어가
행렬 등 축제행사는 룏세월호 참사
로룑 취소, 되었고 곧바로 제례행사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날 권문(權門) 에서는 단종(端
宗)의 생모이며 문종의 비(妃) 현
덕왕후(안동권씨부정공파.17世.휘
諱:전專.화산부원군의 3녀) 신위
전 제6실에서 아헌관(亞獻官)으로
분정되었으며, 금년은 초헌관(이
은규), 아헌관 권혁기(충북음성.36
世.복야공파.現대종원부총재/삼
성농장대표), 종헌관(이현풍), 내
봉관(內奉官) 권태환(경기양주.33
世.추밀공파/파친부회장)족친 등
이 헌작하였다.
한편 이곳 종묘는 역대 왕과 왕
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온
국가최고의 사당이다. 태조가 한양
을 새 나라의 도읍으로 정하고 나
서 바로 짓기 시작하여 1395년에
경복궁보다 먼저 완공했다. 룏궁궐
의 왼쪽인 동쪽에는 종묘를, 오른
쪽인 서쪽에 사직단을 두어야 한
다룑 는 고대 중국의 도성계획 원칙
을 따라 경복궁의 왼쪽인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후 왕조가 이어
져 봉안해야 할 신위가 늘어남에
따라 몇 차례 건물의 규모가 커져
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왕이나

△제례전 영녕전으로 헌관 이동(두번째 권혁기 대종원 부총재가 아헌관
으로 참제)

기 아헌관, 권태환 내봉관)

우상 : 주빈석
△ 좌상 : 내빈소개
좌하 : 결산보고 청취 우하 : 임원들 환담

1

대종원 운영위원회의

△종묘대제 영녕전 제6실 문종대왕굛현덕왕후 제례봉행 (원내) 중앙, 권혁

△ 좌상 : 총재의 공로패 수여 좌로부터 권오영부총재, 권영훈감사, 권임호부산종친회 부회장
우상 : 연임된 감사의 인사(좌로부터 권경석사무총장, 권영훈감사, 권종준감사)
좌하 : 권종준감사의 감사보고 우하 :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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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가 승하(昇遐)하면 궁궐에서
삼년상을 치른 후에 그 신주를 종
묘로 옮겨 모신다.
정전(正殿)에는 공덕이 뛰어난
임금들을 모셨고, 영녕전에는 태조
의 4대조와 사후(死後) 왕으로 추
존되었거나, 정전에서 신주를 옮겨
온 임금들을 모셨다. 종묘제례는
국가의 가장 큰 제사로서 정전에서
1년에 5번, 영녕전에서는 2번 열렸
으며, 왕이 친히 주관했다.
제례의식은 왕세자와 문무백관
이 참여 하였으며, 음악(樂)굛노래
(歌)굛춤(舞)이 일체화한 종묘제례
악에 맞추어 진행했다. 현제 종묘

제례는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행
하고 있다. 제사 외에도 종묘에서
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알리거나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
종묘의 모든 건물은 단순하고 엄
숙함 속에서 왕조의 신성한 권위를
읽을 수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의 종묘는 건
축물과 더불어 제례와 제례악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 실현
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룏세계문화유산룑
으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2001년 룏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
작룑으로 등재되었다. (권범준 홍보부장)

종시 :

숭조이념확립굛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굛사회윤리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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