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홍사(70)반도 건설회

장굛본원부

총재는 지

난 10월 1

일 룕카람

애비뉴동

탄이 반도

건설의 성공 신화를 이어

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확

신한다룖면서 룕카람애비뉴

를 동탄 신도시의 랜드마

크로 만들겠다룖고 밝혔다.

▲권성동의원((새)국회환

경노도위

원 회  여

당  간 사 )

은 지난 8

일 고용노

동부 국정

감사에서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근로

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엄격

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

은  지 난 

19일 서울, 

부산 대전

에서 동시

에 열린 국내 최대의 나눔

축제인 룏2014 위아자 나눔 

장터룑에 경청(시정의 핵

심키워드)을 주제로 만든 

액자를 기증했다.

▲권오준 포스코회장이 지

난 5~7일

( 현 재 시

간)러시아 

모스크바

에서 열린 

세계철광

협화 연례총회에서 협회

이사와 집행위원으로 선

임됐다.

▲권기선 경북경찰청장은 

지난 9월 

19일 오전 

학교폭력

근절 독립

영화를 제

작하고 있

는 상주경찰서와 우석여

고를 잇따라 방문해 제작

진을 격려하고 민굛경 협력 

유공자와 업무유공 경찰

관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

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이 1 4일 

서 울  을

지로 본점

에 서  열

린 시간선

택제 직원

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워

킹맘의 고충과 애로사항 

승을 듣고 현장의 소리

를 적극 반영하게다고 말

했으며, 기업은행은 지난

해와 올해 경력단절 여성 

178명을 시간선택제 직원

으로 채용했으며 19일 경

기여고동창회(경운회)가 

선정하는 룏올해의 자랑

스러운 경기인룑에 선정

됐다.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을 갖

추고 본질

에 충실한 

합리적 은

퇴설계의 대안을 제시하

는 연구소행기업인 한국

은퇴설계연구소(대표  권

도형)은 국내 은퇴설계컨

설팅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지난 10월 6일 미래창조경

영 우수기업인으로 선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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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길림종친회(회장 권종

희)는 9월28일 오전 10시 길림종친

회관 식당 룕춘하추동룖에서 남여 족

친다수가 참석한 가운대 올해 추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혁신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

에이어 권종희회장의 인사말과 권

중인 고은 길림종친회 앞으로의 계

획과 발전에 대해 중용한 말을 하

였다.

권혁신총무의 결산보고로 길림

종친회의 9주년 동안 성과와 과제

를 제시하였고 길림종친회의 제4

기 인원을 선출하였다.

회장:권종희/부회장:권오극     

부녀회장:권학순/고문:권중인.권영

길.권기동 등

새임원들은 족친들과 함께 앞으

로 길림종친회를 이끌어 갈것이며 

조상을 숭베하고 족친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심양.장춘.연길종친회와 

서로 손을 잡고 이 땅에서 더욱 활

발하게 활동할것이며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것이다.

<2014년 10월 3일 길림종친회 회

장  권종희>

추밀공파 정

간공종회(靖簡

公宗會)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2

동 성라산 국사

봉 명당에 위치

한 정간공 휘 희

(僖) 선조의 묘

소아래 약 30평 

건평의 사우(祠宇)와 106평의 관리

사를 건축하고 있는바 건축 공정이 

60% 이상 진척이 되어 지난 9월 23

일 오(午)시에 상량식(上梁式)을 봉

행하였다. 전국에서 온 약 100여명의 

후손들이 모여 전체 진행상황을 점

검하고 상량식이 끝나후 화기애애

한 분위기속에서 준비한 점심식사

를 하고 헤어졌다.

 이 사우 공사는 금년 6월 18일

에 착공하였으며 완공 예정일은 금

년 10월 말일이다. 이 사우에는 정

간공 조(靖簡公 祖)를 비롯 선대 3 

代의 문청공(문청공) 휘 단 (㫜) , 

국재공(菊齋公) 휘 보(溥), 충정공

(忠靖公) 휘 고(皐) 祖上님들의 위

패도 봉안할 예정이며 함께 세향

을 봉행 할 계획이라고 하니 선조

를 효심으로 모시는 안동권씨의 효 

사상이 더욱 빛나고 사회의 귀감이 

되리라 본다.  

 <권혁채 종사연구위원>

정조공파대구파친회

는 지난 9월27일 회원, 

가족, 자녀 등 40여명

이 모인 가운데 보학강

의를 성황리에 개최하

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

의례, 시조묘소에 대

한 망배에 이어 권오덕

(五德)회장의 숭조이

념 고취와 보학강좌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으며 

이어 권인탑(仁塔) 정조공파종친

회장의 자랑스러운 권문의 사시와 

정조공파의 연원 그리고 고려초 중

기 태자소첨사 권정평(1085년~1160

년)의 묘지명이 출현하여 당시 향

리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것과 가족

상황까지 알 수 있는 등 또 하나의 

괄목할만한 사안으로서 선대사를 

고쳐 쓰게 할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의가 끝나고 식

사를 하며 그간 못 다한 정담을 나

누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행사를 마

무리 하였다.  <총무 혁상>

천진암성지추진사업회(회장 권

혁훈(68, 서울, 36世 추밀공파) 한

국 천주교회 제23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

진암 주변과 경기도 앙평군 양평읍 

양근리 앙근섬 일원으로 성지추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 곳 성지추진지역은 17세기 후

반 청나라에서 조선과의 사이에 사

신이 오가는 외교활동 등으로 새로

운 학문과 문물이 교류되었던 차제

에 청나라에서는 서구과학문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천주교 포교활

동이 허용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그

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기

시 되었다그러나 

당시 외교사절로 

청나라에 갔던 관

원이 서구의 새로

운 학문과 선진문

물을 접하고 돌아

와서 그 일부 인사

가 천주사상에 큰 

충격과 관심을 쏟

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 승

훈, 이 벽 등이 주

동이 되어 천진암에서 천주교리에 

관하여 자생적인 강학 모임을 가지

고 학습활동을 하였다. 이곳에서는 

당시 선교사 파견은 없었다. 여기

에서 우리 권문의 권 일신, 권 절신 

형제분이 천주교리 연구에 가담하

고, 그 후에 독실한신자로서 세례

를 받았고, 신유사옥 등으로 잠혹

한 참화를 입은 바 있었다. 그리하

여 유래없이 5대에 이르는 동안 순

교자를 내었다. 

특히 앙근 성지에서는 이 지역 

순교자18명 가운데 한 사람이였던 

여신도 권 철례(테레사)는 동정 부

부로서 당시 북경을 여러 차례 오

마포종친회(회장 권승구)는 지

난 10월 12일 족친 45명이 버스편

으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야유회 행사를 가졌는데 행선지로 

향하는 차중에서 권승구 회장은 인

사말에서 이른 아침에 만사를 제

치고 이처럼 족친 여러분이 건강

한 모습으로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며 당초 5월에 

계획했던 것이 세월

호 참사로 인해 가을

로 연기됐고 행선지

도 단양으로 정했다

가 가을철에는 통일 

전망대가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되어 변경

하였으니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일행은 통일전망대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관광에 들어가 주변을 돌아보고 거

진항으로 이동, 경기 이첫횟집에서 

식사를 한 후 귀로에 올랐다.

 <권영관>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10시 정각을 울리며 충장

사에서 고유제가 봉행 되

었다. 작년에는 5월 3일에 

행사가 행하여졌는데 금

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늦추어져 오늘의 전통문

화행사가 열렸다.

근자의 고양시의 전신

인 고양군과 고봉 현이 

옛적에 탄생한 날자를 함께 기리

고자 5월 4일로 정하였다. 행주산

성 충장사의 사당에서 충장공 권율 

도원수께 행사를 아뢰는 고유제가 

봉행되는 것으로 축제는 시작된다. 

다음 산성문안의 충장공 동상 앞에

서 문화재의 개막을 선언하는 퍼포

먼스가 있었다. 한편 아침9시부터 

18시까지 산성하 활터인 충훈 정에

서 궁도대회가 열리고 산성의 잔디

마당에는 행주마당 토막극장에서 

야외극 놀부야가 거행되었다. 그리

고 대첩문 앞에서는 왜군과 행주치

마여성들 아군의 합동작전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너른 마당에서는 승전

의식이 1시간동안 공연되었다. 수

문장 교대식과행주치마부대의 행

렬이 연출되고 동상 앞에서는 토

당 굿판도 벌어졌다 무인이 작두타

고 하는 만신의 묘기도 재연 되었

다. 행주 산성주변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다도체험, 가훈 만들기, 행주 

주먹밥 등 행사가 이른바 왁자지껄 

축제로 벌어졌다.

원래 이 고양문화제는 임진왜란 

행주대첩 당시 전사한 병사와 억울

하게 죽은 백성 및 전국일본의 왜

군병사까지의 원혼을 진위하고 충

장공 권율도원수의 영영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산성에 있는 덕양산의 

산신을 달래고자 산하 촌 잣 골과 

맨돌 마을 사람들이 도당제 형식으

로 수백 년 전부터 해내려온 민속

행사로서 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질병 예방 및 풍년 등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번 고유는 예년과 달리 3헌관

이 동시 입실하여 차례로 헌작하는 

절목으로 거행하였다

초헌관 최성(崔星)고양시장 아

헌관 선재길(宣在吉) 시의회부의

장 종헌관 방규동(方奎東) 고양문

화원장 집례 정대채(鄭大采) 제전

위원 대축 선호술(宣鎬述)제전위

원 봉로 권정택(權貞澤)제전위원

  <권정택 성균관전의>

고양시 27주년 행주문화제 거행

全國地域宗親會長團協議會(會長

權吉相)는 지난 9월 30일 동북지역

협의회를 大邱廣域市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지역종친회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權寧甲간사(수원.화성 직전종친

회장)는 始祖 太師公님 망배,상읍

례,개별자기소개,회장인사,격려사,

경과보고,토의 순으로 진행하였으

며 이날 권길상 협의회장은 인사말

에서 생기넘치는 天高馬肥의 계절

을 맞은 이때에 雄都 大邱에서 간

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 농촌이 한참 바쁘신 

수확기인데도 회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데 다시 한 번 감

사를 드린다고 하였으며 대종원 권

경석 사무총장의 축사에 이어 회의

개최지인 權寧夏 大邱宗親會長은 

地域을 찾아주신데 대한 感謝를 드

린다고 환영사를 하면서 손수 빚은 

복분자주와 午餐中食(50만원)代를 

협찬하였다.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토의에서는 協議會 會則을 배부하

고 수정사항은 충분히 검토후 次期

會議때 결정하기로 하였다.

기타토의에서 권영성부회장(대

종원부총재)는 청도 재사 문간채

가 붕괴되어 대종원에서 대책을 세

워주기 바란다 하여 사무총장은 매

입자가 있으면 매도하고 그렇지 못

할 경우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권

주연 안동종친회장은 안동사무소 

운영 및 능동 춘추향사에 원만한 

지원을 바란다 하여 사무총장은 현

재 재정상태가 원활치 못하니 양해

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성회

장은 춘추향사에 수임은 5백만원 

아헌 종헌도 협찬을 받아야 마땅하

다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5백은 

너무 과하니 3백이 적정수준이라 

하여 안동지역을 총괄하는 권계동 

상임부총재에게 건의키로 하였다.

權鎬俊 大田宗親會長은 今年10

월 18일 大田 뿌리공원에서 開催되

는 安東權씨 靑.壯年會 文化祝祭에 

地域宗親會長團을 정중히 초대한

다고 했다.

이날 참석회장단은 권길상협의

회장, 권영갑간사,권영하부회장,권

병국부회장, 권재주감사, 권영성부

회장, 권승구감사, 권충화부회장, 

권호준부회장,권오신경주종친회

장, 권영화구미종친회장, 권영하문

경종친회장, 권봉길봉화종친회장, 

권병윤영덕종친회장, 권채오영천

종친회장, 권오열의성종친회장,권

봉정포항종친회장, 권주연안동종

친회장, 권경석대종원사무총장, 그

리고 권충강대구종친회사무국장, 

권용섭부산종친회 사무국장이 參

席하였다.

  <지역종친회장협의회>

地域宗親會長協議會東北地域 懇談會

△ 지역종친회장협의회 동북지역 간담회에서 권길상 회장 인사말을 하고 있다. △9월27일 도원수동산앞에서 문화재 개막

△ 최성고양시장의 충장사 고유 장면

효(孝)의 향연을 통해 룕행복한 

세상 만들기룖 주제로 지난 9월26일

~28일 대전 뿌리공원 잔디광장에

서 연인원 30만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제6회 대전孝문화 뿌리축제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

최로 오전 10시에 장수마을 만성

교 앞에서 한국의 286성씨 중 124

개 문중이 성씨기(姓氏旗)를 선두

로 2,861여명이 각 문중의 긍지와 

우수성을 알리는 웅장한 문중 퍼레

이드에 우리 안동권씨문중(102번

째)도 권호준 대전종친회장 및 족

친 100여명이 도복을 입고 참석하

여 권율도원수 영정, 권씨의 유래, 

자랑, 유적소개 등 피켓(9개)을 들

고 입장해 문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또한 이날 오후 3시경 시

상식에서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문중 124개 참가 중 5개문중과 함

께 안동권씨가 화합과 단합 모범문

중으로 룏문중

화합상룑을 수

상해 영광을 안

기도 했다.

연 3일, 주요

행사로 26일에

는 영상 축하

메시지, 권선택 

대전시장, 이상

민굛박범계 국

회의원, 박용갑 대전중구청장의 환

영사 외 10여명이 축사를 했다. 이

어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전통도자

기. 전통목검, 활 만들기, 민속놀이 

등의 체험 등이 인기를 끌었다. 더

불어 효문화뿌리 사생대회, 효 콘

서트, 초청가수 박현빈의 출연과, 

27일엔 대전 중구청 17개 동 퍼레

이드, 오정해 국악명창 연정국악

원 연주, 28일에는 전국 청소년동아

리 경진대회와 주민화합대동제, 풍

물한마당잔치, 인기가수 송대관이 

초청되었으며 룏전국청소년 孝골든

벨룑, 룏효심(孝心)풍등 날리기룑 경품

추첨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히 

우리 권문에서는 孝체험행사로 룏족

보찾아주기룑 와 유강 권승세(영주 

34世. 검교공파. 서예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씨가 특별 초청

되어 가훈(家訓)을 써주어 참석 시

민들로부터 박수와 인기를 독차지

하기도 했다.

한편 이 행사는 앞으로 ①성씨 뿌

리를 통해 조상의 얼과 지혜 및 전

통문화 孝 확산과 ②전국 단위 각 

문중을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

하는 프로그램 확충과 ③미래의 주

역인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제 병행과 ④국내 유일의 

뿌리공원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대표 축제로 추진키로 했다. 

 <사진 : 권경일기자, 글 : 권오복편

집위원>

제6회 孝문화뿌리축제 개최

△ 효문화 축제 행사장면

△102번째로 입장하는 안동권씨와 문중화합

상을 받은 권호준 대전종친회장

△마포종친회 통일전망대 야유회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간공 사우 상량에 권혁승 추밀공파종회장 등 참석하였다.

△정조공파 대구파진회 보학강의 모습

△권혁훈 회장이 성자시복식행사 의식 집전에 초대되어 교황과 악수하

고 있다.

길림종친회 제40회 정기총회

樞密公派 靖簡公 諱 僖 祠宇新築 上梁式 奉行

正朝公派大邱派親會 譜學講議

권현훈 회장
천진암성지추진사업에 크게 기여

마포종친회 고성 통일전망대 야유회

가면서 조선에 밀입국한 주 문모 

신부 등과 교리전파에 전넘하였으

나 그 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에 배교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

다는 취조 관헌의 말을 묵살하고 

36세 되던 해에 앙근섬다리 밑에서 

참수형에 처해 졌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매년 천진

암 주변과 앙근섬 일대에 순교자 

현양대회가 열리고, 이 지역에 민

족적 성지추진사업을 시현하는데 

각계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

다. 특히 이 지역 권문의세거지에

서 권문 순교자 후손들이 2만여평

의 토지를 희사하여 역사적인 공공

시설과 공익사업에 기꺼이 참여하

여 현명하신 선조의 정신적인 역사

문화적인 가치창조에 서슴없이 기

여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일에 수 년에 걸쳐 권 혁

훈 회장이 앞장 서서 진두지휘하

고 성과거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한가지 사례로 양근섬에 축구

장 2배 크기의 광활한 잔디 조성과 

성당, 박물관, 역사관, 도로건설, 조

형기념물설치 등을 추진하는 과정

에 있고, 천진암성지추진 한민족

100년계획 추진은 천주교계통은 물

론, 역사적인 성지조성사업은 관련

행정기관과 학술기관 등과도 유대

를 강화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추진

되고 있다. 향후 권 혁훈 회장의 괄

목할 만한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기

대하며 그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순교자 배출의 직계후손이라는 점

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서

울 광화문 앞에서 거행된 성자시복

식행사 의식집전에 초대되어 교황

과 악수하고 친밀한 인사를 나누면

서 기념촬영까지 한 바있으며 한국

에서 거행된 종교의식집전의 국제

적인 위상을 한층 높였다.

 <권오창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