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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대종원(총재 權正達)은 지난 

1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특별시 용

산구 용산동 1가 국방컨벤션에서 내빈, 

총재단, 파종회장, 종무위원, 종친회장, 대

의원, 청장년회장 등 서울 인천 수원 김포 

안양 양주 강릉 원주 제천 청주 음성 진

천 대전 안동 상주 예천 경주 영천 영주 

부산 밀양 진주 산청 등지에서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동권씨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權景晳 사무총장은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봉창, 시조 태사공께 망

배, 열선조 및 순국선렬에 대한 묵념과 상

읍례를 하고 이어서 내빈소개는 권이혁 

장관 겸 원임,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 겸 

원임,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권해옥 전의

원,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권택기 전의

원과, 권홍섭 원임 겸 교수, 권우식 원임, 

권종준 원임, 권귀옥 연예인 겸 도예작

가, 권오형 삼덕회계법인대표, 권영순 동

국대 평생교육원 교수를 소개하고 총재

단은 권찬혁고문, 권계동상임부총재, 권

오수, 권영익, 권영선, 권희필, 권재주, 권

오홍, 권영달, 권영한, 권길상, 권무탁, 권

중달, 권영성, 권봉도, 권혁기, 권송성, 권

경웅, 권오영, 권계주, 권용주, 권혁용, 권

구민, 권광택부총재와 권중덕시중공파회

장, 권태강검교공파회장, 권영환추밀공파

고문과 사회자인 권경석 추밀공파회장, 

안동에서 온 복야공파 부녀회8명을 소개

하였으며 테이불로 내려와 종무위원, 종

친회장, 대의원과 청장년회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권정달 대종원 총재는 을미년 

원근에서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특

히 90이 훌쩍 넘은 권이혁 명예총재께서 

신년하례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또 익현고문, 영

해장관, 오을, 택기 전의원과 고문단, 부

총재, 종무위원, 종친회장, 대의원, 청장년

회장까지 한자리에 와주니 권문의 영광

이며 자랑이라고 하고 지난해 대전 뿌리

공원에서 대전청장년회가 주관한 전국체

전에 노고를 치하하며 금년에는 4월에 청

주 청장년회가 주관하여 체전을 개최하

니 많은 족친이 참여하여 화합과 단결의 

대회가 되기 바란다고 하였다. 지난해 시

조님 추향은 12월에 봉행하여 영하 7도에

서 참제원들이 고생을 하였는데 운곡서

원 시조님 제사도 감안하여 시기를 앞당

기기 바란다고 덛붙혔다. 지난해는 재난

으로 국민이 가슴 아팠는데 금년은 좋은 

한해가 되고 권문도 융성의 해가 되기 바

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이혁 장관의 격려사가 있었는

데 권문을 발전시킨 권정달 총재와 권경

석 총장 두분이 남모르게 수고하고 있으

니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부탁한다고 하

여 전원 힘찬 박수를 보냈다. 

금년은 양의 해이니 양은 온순하고 점

잖은 동물이긴 하지만 소동을 일으킨 기

록도 있으니 어려움을 참자며 경험한 바

는 인생 피크가 90이며 그 후 내리막길이

라며 여유작작(餘裕綽綽)한 마음으로 살

자고 했는데 금년의 화두(話頭)는 90이 

넘어 요하(腰下)니 유유자적(悠悠自適)

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권영해 장관은 이혁 장관님을 30년 전 

뵙고 그 낭낭한 목소리 변함없으며 익현 

선배님 강건하시니 기쁜 마음이라 서두

하고 종보기사에 선비정신을 읽고 독립

운동은 안동에서부터 일어났으니 권문의 

옛 선조님의 정신이라 하였다.

그런데 축하와 덕담을 주고받는 신년회

에 모씨가 앞으로 나와 총재에 대한 모함

을 하고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등 10여 분

간 계속하여 참석자들은 룕시끄러워룖하면

서 신년 축하에 상식밖의 말을 한다며 내

려오라고 아우성을 쳤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권택기 의원은 신년인사회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자고 하며 단상에 올라가 대

신 큰절을 하였으니 연소한 택기의원의 

간절한 소망을 모씨는 이해하고 넓은 마

음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면서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사무총장

을 위로하였으며 다음날도 안동 등지에

서 총재님께 위로 말씀을 하였다.

권정달 총재는 1980년 국회의원 재

임 시 행주산성성역화에 기여하였으며 

1997.5 중앙종친회 회관건립 추진위원장

으로서 족친들로부터 모금하여 양천구 

신정동에 회관을 마련하였으며 14년간 회

장직과 3년간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권문 

발전에 노심초사, 기여한 바 크다. 

가장 큰 업적은 안동권씨 양대기구를 

통합하였으니 권총재가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전국에

서 칭송이 자자하다. 또 낭중공 단소를 이

단하여 시조님과 함께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으며, 능골에 버스도 못 들어가는 좁

은 길을 확장하였고 2011-12년은 안동시

와 협의하여 도로를 확장포장하면서 주

차장과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능동

재사의 면모를 일신하는 등 대종회 설립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못한 일들을 해결

한 분이다.

신년하례회는 상호 인사와 화목을 다

지는 날인데 모씨가 이런 분(정달총재)을 

근거도 없는 말을 만들어 전국에서 모인 

임원들 앞에서 함부로 험담을 한 사건에 

대해 참석한 상당수 대의원들이 몇 일간 

전국에서 위로 전화하면서 지방에서 안 

좋은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자는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권선택 대전시장으로부터 온 축전을 낭독

하였다. 권은희 의원은 룕지난해 권문가족

들은 각개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문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권정달 

총재께 감사드립니다룖하였고 권선택 시장

은 룕일정이 중복되에 함께 하지 못함을 아

쉽고 이 행사가 자랑스러운 안동권문의 화

합과 우애의 장이 되기 바라며 종친여러분

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룖라 하였다. 끝으로 

이날 협찬한 분들을 소개하였다.

협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權寧鮮부총재, 權五亨부총재 각 100만원, 

權松成, 權五泳부총재 각 50만원,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안동종친회 각 20만원, 

추밀공파대종회, 수원종친회, 정간공종회, 

권현준부총재, 권혁용부총재, 권구민부총

재, 서울청장년회, 서울산악회, 권영하영등

포종친회장, 권승구마포종친회장, 상주종

친회, 권정환(상주), 중윤공파종회, 권태근

(수원) 각 10만원, 합계 480만원

 <편, 사진 권경일, 권범준 기자>

乙未年 安東權氏新年賀禮會 開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

와대에서 이뤄진 룏경제혁신3개년

계획룑 두 번째 정부업무보고에서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을 치켜 세

웠다. 이날 각 부처 업무보고 후 

룏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룑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자로 나선 

권행장은 룕금융회사는 핀테크기

업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원과 협력

을 확대 해 나갈 것룖이라며 룕안전

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행

정, 법률, 비즈니스컨설팅 등 사회

의 종합적 지원이 중요하다룖고 강

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룕지금 말씀을 

들으니 기업은행장께서 기술금융

이라든가 핀테크에 앞장서고 계

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룖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룕최초 

여성은행장이 되셨는데 그 해에 

여성은행장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여성금융인들이 모여서 룏언제 우

리 여성은행장이 탄생할거냐? 얘

기를 했는데 그 해 되셨다고 그

때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룖며 

룕그런데 그때 여성은행장이 안됐

으면 어떻게 될번했습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룖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룕또 그런 의미있는 

첫 번째 여성은행장이 되셔서 이런 

문제에 이렇게 전향적 마인드를 갖

고 창조적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노

력을 기울여주신 대 대해 감사드린

다룖며 룕다른 많은 분도 이 여성은행

장을 좀 본받으세요룖라고 말해 참

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룕앞으로도 많이 힘써 주시

기 바란다룖고 격려했다.

한편, IBK기업은행그룹은 △

IBK캐피탈 △IBK연금보험 △

IBK투자증권 △IBK자산운용 △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등 총 

8개 방계회사가 있으며 룕참 좋은

은행(IBK기업은행)룖권선주 은행

장은 중후한 인물로 크게 활동하

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5. 1. 16. 2면 보도

면 기사를 인용, 전재.)

권선주 IBK 기업은행장 대통령 업무보고

룕전향적 마인드로 창조적 기업 노력에 감사룖

1.16일 국방컨벤션에서 안동권씨 을미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원내 좌:정달총재 인사/우:이혁장관 격려사)

내빈 인사 (좌상: 권익현 원임, 우상: 권영해 전장관, 좌하: 상읍례, 우하 :권택기 전 국회의원)

상:광택청주청장년회장 인사, 하: 권경석 추밀공파대종

회장 겸 대종원사무 총장

좌상: 행사전 내빈과 함께, 우상: 찬혁고문과 계동상임부총재, 좌하:총재단(송성, 영한, 오영, 무탁, 영달부총재) 환담, 

우하: 종무위원석(권영환 추밀공파고문 인사)

부산광역시종친회(會長 權吉相)는 지

난 1월10일오후 6시 연산로타리 해암뷔페

에서 종친180여명의 참석하에 新年賀禮

會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權正守 副會長의 사회로 시조님께 망

배, 상읍례, 내빈 및 임원소개 ,望記授與,

회장인사, 내빈축사로 이어졌다. 이날 

權吉相 會長은 인사말에서 서병수 부산

시장 , 김희정 국회의원 겸 女性家族部長

官, 權奇宣 부산지방경찰청장, 權哲賢 전 

주일본대사, 權鐘和 부산시 재향군인회 

회장, 권오성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

장, 權奇佑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이 함께 해주심과 항상 변함없는 성심으

로 참석해 주시는 顧問, 

諮問委員, 名譽會長, 首席

副會長, 21회, 天燈會, 各

區 宗親會, 壯年會, 靑年

會, 婦女會, 個人택시회, 

등산회, 陵洞골프회 등 모

든 종친님께 뜨거운 감사

를 드리면서 乙未年 새해

에 釜山宗親會가 지향할 

方向을 제시 하였다.

첫째, 各宗親團體의 能

動的인 活動으로 회원증가를 통한 종친 

組織强化

둘째, 본회 창립 39년차에 접어든 이때 

40년사 발간 구상 등 門史振作

셋째, 39차 定期總會의 立體化 작업을 

역설 하였으며 이어서 서병수 부산시장, 

김희정 장관, 權奇宣 警察廳長, 權哲賢 前 

駐日大使의 祝辭, 원정희 금정 구청장이 

보내온 축전 낭독 등 만찬을 곁들인 1부

행사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 MC 權泰植 

부회장은 權奇佑 변호사의 노래가락 시

작으로 權宗甲 고문, 權吉相 종친회장, 권

기석 종친, 權奇佑 변호사, 권혁란 신창요

양병원장, 각종친단체 및 宗親들의 협찬

과 권오숙 세흥병원 부원장의 손톱깍기 

세트, 權兌鉉 兌貨鐵鋼 社長의 기념타올, 

權相欽副會長의 立春 疊書, 최동원 기념

사업회 이사장인 권기우 변호사의 카렌

다 등 협찬으로 和氣靄靄한 가운데 희망

찬 한해를 기약했으며 많은 임원들의 적

극적인 협조로 차질없는 행사가 진행되

었다. <권용섭 사무국장>

부산광역시宗親會 乙未年 新年賀禮會

△권기선부산청장부부, 길상회장, 서병수부산시장부부 

△ 부산부녀회원들

△부산종친회 신년회 임원 기념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