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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未年 太師廟 正謁禮 奉行
을미년

태사묘

△태사묘우에서 삼성 헌관이 각각 태사공께 헌작하고 있다.

△정알례를 마치고 숭보당에서 권영세 안동시장, 김광림국회의원, 권계동상임부총재, 헌관 및 참

정알례

분향 헌작하고 밖으로 나와 후손
모두가 함께 재배(再拜)하고 태사
묘 앞에서 상읍례(相揖禮)를 했다.
김숙동 태사묘관리위원장은 인
사말을 통해 태사묘관리위원장 직
을 맡고 정알례를 처음 실시하는데
많은 분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태사묘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CCTV도 설치하였
고 무너진 담장도 말끔히 보수하였
다고 보고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시장, 국회
의원, 도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이
참례(參禮)하여 앞으로 태사묘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한 사람씩 각오
를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권영세 시장은 타 문중

제422주년 행주대첩 기념제
3월 14일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2월 12일(양력 3월 14일) 전
라도 순찰사 권율 장군이 지휘하는
2,300여명의 조선군이 왜군 3만여
명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대첩이다.
이의 충장공 권율도원수 및 순국
선열에 대한 무훈과 행주대첩 승전
을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
고 즐기는 문화행사, 행주대첩 제
422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3월 14일
(토)오전 10시, 광복70주년, 2020고
양평화통일특별시 원년의 해에 고
양시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고양시

주최, 고양문화원(충장사 제전위
원회)주관으로 고양시장 외 일반
시민, 군인, 권문 후손 등 500여명
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
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제전위
원회에서 결정한 헌관으로 오전 10
시~11시까지 승전 기념 제례의식이
봉행되며 이어 군례행사로 오전 11
시 18분~11시 43분까지 대첩문광장
앞에서 3군단 사령부 주관으로 권
율부대 승전보고 및 군례 재현(60
사단 작전참모→연대장)의장대 및
군악대 사열, 장군복굛병졸복 재현

△권,김,장 헌관 및 참제원이 태사묘정에 도열하고 있다.

△태사묘 정알례 후 권계동상임부총재 등 일족이 시조묘소 알례 후 기념촬영

에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태사
묘 주변의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으며 김광림 국회의원
은 장대진 도의회 의장을 향해 안동
시가 발족된 이후 안동 인이 경북도
의회 의장이 나오기는 처음이라며
덕담을 나눈 후 안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대진 도의회 의장은 이곳에서
새해 인사를 올리게 되어 감격스
럽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한규 시의회
의장은 태사묘 정비사업 예산을 올
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하였다는 소
문은 전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
고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니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정알례를 마친 후 참석자 전원은
숭보당(崇報堂) 앞뜰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안동권씨 일족은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를 비롯한 20여명과 권
오익(權五翼) 대종원 총무부장이
준비한 간단한 주과포(酒果脯)를
가지고 안동시 서후면 능동으로 이
동하여 시조묘소(始祖墓所)에는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가, 낭중
공 단소(郎中公 壇所)에는 권기덕
대종원 종무위원이 각각 분향 헌작
하고 재배하는 것으로 정알례를 마
쳤다.
정알례를 마친 일족들은 안동시
옥동 <옛날 홍두깨 손칼국수>식당
에서 점심을 먹고 환담을 나누다가
<보도부장 권영건>
헤어졌다.

이 있으며, 문화행사로는 오전 11
시 43분~12시 20분까지 대첩문 광
장에서 어린이역사 합창단 공연,
태권도 시범단공연, 한마음 대동제
(고양 12채 연희단)등 특별공연이
있으며 또한 부대행사로 청소년 역
사체험이 09:30~17:00까지, 행주산
성(충훈정, 기념관)에서 초굛중굛고
등학교 학생 200여명의 대상으로
역사교육, 12:30~17:00까지 국궁체
험,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 후손은 많이 참제하여 공
(公)의 업적을 선양하고 권문의 자
긍심을 고취했으면 한다.
문의:행주산성관리사무소
(031)8075-4642

始祖. 郞中公 春享祭 案內
太師公 郞中公 春享祭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追遠報本의 精誠으로 많이 參祀바랍니다.

※ 연락처 : 02-2695-2483/4 (대종원 사무소) 054-854-2256(안동사무소)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 正 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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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宗院 運營委員會議 開催

재단법인 능동장학회(이사장
권정달)는 지난 2월 5일 이사 5
인 감사 1인과 권정선씨가 참석
한 가운데 제 112차 이사회를 대
림정(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에
서 개최하기에 앞서 이번에 교체
되는 권정선씨를 소개하였다.
권경석 사무총장은 성원보고와
경과보고 및 2014년도 결산보고
를 하였다.
결산보고는 2014학년도 장학금
지급은 학생 8명에 12,000,000원
을 지급함으로써 현재까지 연인
원 1,228명에게 총 464,100,000원
을 지급하였다.

대종원은 지난 2월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대종원사무소에
서 201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권경석 사무총장은 총재단 운영
위원19인 중 14인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고 권정달 총재는
인사에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노
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안은
중요한 사항들이니 심사숙고하여
토의 의결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무총장은 2015년도 안
동권씨 중요행사를 보고하였다.
1월 대종원 신년교례회 국방컨
벤션, 2월5일(목) 능동장학회이사
회, 2월12일(목)運營委員會, 3월14
일(토)10시 행주대첩제 행주산성
충장사, 4월1일(수)태사묘춘향, 4월
5-6일太師公春享 능동, 4월20일 밤
운곡서원춘향 경주 강동면 왕신리,
4월26일(일)10시 全國體典 청원공
설운동장, 5월3일(일) 종묘대제, 5
월6일(수)運營委員會, 5월20일(수)
定期總會국방회관, 6월10일(수)현
릉제향 동구릉, 8월 26일(수) 이치
대첩제 금산, 9월28일(월) 태사묘추
향, 10월 뿌리공원 축제 대전 중구
침산동, 10월4일(일)高麗大殿大祭,
11월5일(목) 宗務委員會 안동사무
소, 11월16-17(화)(上丁예정), 太師
公,郎中公秋享
부의의안은 1호의안 김포답 매각
에 관한 건으로 김포답 매각의 필요
성과 매각 후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데 공시지가 : 24만원/평 시
가 : 30만원/평이며 매수 의향서 36
만원/평인데 김포시 개발계획(정
보) 없어 地價 상승 기대하기 어렵
다고 하였다.
현재 대종원 운영실태는 15년도
예상 총 수입이 2억3천여만 원이며
지출은 2억 6천여만 원으로 안동사
무소는 매년 2천여만 원의 결손을
낭중공 단소 성금으로 충당해 왔는
데 이도 고갈 상태에 있어 부족자금
을 충당하기위해 김포 답을 매각하
면 부채도 상환하고 안동에 5억 원
정도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면 임
차료 삭감과 임대료 등 안동 사무소

△대종원서울사무소에서 2.12일 11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운영에 도움을 주고 서울사무소 대
출 이자도 발생치 않으니 적자를 보
전할 수 있다고 제안 설명하여 운영
위원은 안동에 건물 매입을 전제로
김포답 매각을 승인하였다.
2호 의안은 자산변동에 관한 보고
등으로 1.16일 신년하례회에서 모
씨가 대종원 자산이 반토막 났다고
총재를 모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대종원 자산변동에 관
한 사항을 분석 보고하게 되었다.
1997년 5.21 안동권씨회관 건립추진
위원회(위원장 권정달 의원)가 발
족하여 회관 건립기금이 53,559만원
모금되고 광화문 세종아파트 매각
대금과 차입금 5억원(국민은행) 등
으로 2000.5.9 서울시 양천구 신정
동 회관을 10억5천만원에 매입하였
다. 그러나 신정동 911번지는 목동
에서 이면도로이며 외곽순환도로
에 의해 끊겨 타 지역보다 지가 상
승이나 상권이 조성되지 않고 서울
중심에서 변두리에 속해 족친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 회장단에서 서울
중심지역 가까운 곳으로 회관을 이
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재산관리
위원장이 임명되고 서울 12곳의 후
보지역 정보를 수집한 가운데 중앙
종친회 년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흑자를 일으킬 수 있는 3곳을 정하
고 회장단이 현지 조사하여 현 동
대문구 용두동 건물을 낙점하였다.
그래서 10년만에 신정동 회관을 25
억원에 매각하면서 양도세 차입금
등을 변제하고 잔액 20억8천만원으
로 2011.1월 동대문구 용두동 회관
을 25억원에 매입하는데 외환은행

財團法人 陵洞獎學會 理事會 開催
독지가의 장학금 헌성으로 후손 육성에 기여하자
2015년도 예산안은 수입
17,039,250원, 지출 13,886,660원 중
목적사업비 11,039,250원 운영비
2,340,500원 차기이월 3,152,590원
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부의의안 1호는 2015학년도 장
학생 선발의 건으로 예산 이자 감
소로 많은 학자금 지급이 어려우
므로 1,2학기 각 5명을 선발하며

파종회는 추밀공파, 복야공파, 각
1명씩을 선발하고 종친회는 부산,
대구종친회 각 1명씩, 대종원추천
1명을 선발하기로 의결하다.
2호 議案 : 理事選任의 건으로
이사장과 이혁이사가 4.3일부로
임기 만료되고 계순이사가 사임
하므로써 권정선씨를 동일부로
선임키로 하고 권찬혁감사가 10

행주대첩 제422주년 참제안내
3월 14일(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의 충장사에서
행주대첩제가 아래와 같이 거행되오니 많은 참제를 바랍니다.
◆ 제전행사

제례진행 : 9:30~11:00(충장사 제전위원회)
● 헌화분향 : 11:00~11:30(안동권씨 총재단 및 족친, 권율부대장, 일반참례인사)
● 전철 : 3호선 화정역 하차 후 버스이용(마을버스 011, 012)
● 자가용 : 강변북로 방화대교 아래 지나 우측으로 나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행주산성
● 버스편 : 시내버스 85-1(고양동-행주산성-공항동)
좌석굛직행버스 108(좌)→행주산성입구→하차 후 도보 5분거리
문의처
:
행주산성관리사업소 (031)8075-4642-4
※
●

■ 日時 : 2015년 4월 6일(월)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까지
■ 場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 大堂會 : 2015년 4월 5일(일)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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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행

제원 기념촬영

2월 21일 토요일 음력 정월 초3
일 오전 10시 태사묘우(太師廟宇)
에서 <삼성(三姓)굛권씨(權氏), 김
씨(金氏), 장씨(張氏)>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을미년(乙未年) 정
알례(正謁禮)를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권영세(權寧世) 안동시장,
김광림(金光琳) 국회의원, 장대진
(張大鎭) 경북도의회 의장, 김한규
(金漢圭) 안동시의회 의장, 권택기
(權宅基) 전 국회의원, 김숙동(金
淑東) 태사묘관리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장은주(張銀周) 태사묘관리위원
회 사무국장의 집례로 권영세(權
寧世), 김한규(金漢圭), 장대진(張
大鎭) 세 사람이 각각 자기 조상께

權氏 紀元1086年

2015년 3월 1일

안 동 권 씨 대 종 원

차입금 4억원 임대보증금 2억원의
부채를 안고 매입하게 되었다. 2011
년부터 14년 까지 4년간 임대료 수
입증대, 청도 토지 매각 등으로 부
채 2억원을 상환하고 임대보증금도
1억원으로 감소하여 총 부채는 3억
원으로 3억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경제난으로 회관에
임차한 항공학교 기숙사가 퇴거하
자 고시원에 입주민 감소로 2014 하
반기부터 대종원도 경영 악화를 초
래하게 됨으로써 이를 보전하기 위
하여 직원들 수당을 2차에 걸쳐 감
액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악성 루머를 퍼뜨
려 모씨가 확인도 하지 않고 16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신년회 석
상에서 재산이 반토막 났다고 총재
를 음해하여 회원들의 의구심을 품
게 하였다. 따라서 대종원은 10여
년간 자산 변동사항을 면밀히 분석
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
다. 운영위원회는 충분히 이해하며
대종원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은 김포답을 매각하여 다른 수
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같
이하였다.
3호 의안 종보 제476호(2015.2월
호)에 게재된 능동 임야 수종개량에
관한 건은 지난해 종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위임하였기에 운영
위원에 의제로 상정하여 서후면 태
장리 22만평과 성곡리 6만8천평의
풍산류싸와 공유지분에 대한 모든
절차를 권계동 상임부총재에게 위
임하고 수목 매매대금 2천만원은
대종원에 적립키로 하였다.

월 25일부로 임기만료로 임원 선
임여부를 묻어 권영선 이사가 모
두 연임하고 계순이사를 정선씨
로 교체 할 것을 제의하여 연임
키로 하였다.
이사회는 금융기관 예탁 이자
가 감소하여 독지가의 후원을 논
의하였으나 선뜻 나타나지 않음
을 애석히 하고 노력키로 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
고 있는 기업인이 많은데 각별한
애족심을 가지고 자산 증식에 기
여해주기 바란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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