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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지

난 1 2일 

미국에서 

열린 제49

차 세계철

강협회 연

례총회에

서 올해의 혁신상을 수상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청년

희망 펀드

에 1,000만

원을 기부

했다.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 청

장을 비롯

한  간 부 

및 직원 14

명이 지난 

29일 통일

나눔펀드

에 참여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지

난 1일 권

준 채널영

업본부장

이 신임대

표이사 사

장에 취임

했다고 밝혔다. 2004년 피

텔리티자산운용 한국법인 

설립이후 처음으로 한국

인이 대표로 취임한 것이

다.

▲권호영 경우회중앙회부회

장이 지난 

10월 7일 

룗경우복지

협동조합룘 

발기인 대

회 및 창

립총회에서 이사장에 선

출되었다.

▲지난 11일 서울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룏2015

유방암걷

기대회룑에 

권용현 여

성가족부

차관이 참가했다.

▲권성희(61)한국연예인 한

마음회 회

장이 지난 

2일 룏노인

의 날룑을 

맞아 백범

기념관 컨

벤션홀에서 열린 기념식

에서 국민포상을 수훈했

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와 KOTRA는 지난 7일 일

본 도쿄 지요다 구 뉴오

타니 호텔에서 룏일본 취

업수기 공모전룑시상식에

서 가와사키 중공업에 취

직한 권오훈씨가 대상인 

KOTRA 사장상을 받았다.

제7회 대전 孝문화뿌리축제 개최
 효월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

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으로써 젊은이와 어

르신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세상을 

만들기 주제로 지난 10월 9~11일, 

대전 뿌리 공원 잔디광장에서 연인

원 3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

회 대전 孝문화뿌리축제가 성대하

게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효문화 중심도시 대

전중구청이 주최하고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지

난 9일 오전 10시 장수마을 만성

고 앞에서 한국의 226개 성씨문중

에 130여개 성씨가 성씨기(姓氏旗)

를 선두로 4,000여명이 각 문중의 

긍지와 우수성을 알리는 우장한 문

중 퍼레이드에 우리 안동권씨문중

(102번째)로 권박원 대전 종친회

장 및 족친 100여명이 도복을 입고 

참석하여 권율도원수 영정, 권씨의 

유래, 자랑, 유적소개 등 피캣(9개)

를 들고 입장해 문중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였다. 또한 이날 오후 3시

경 문중화합 시상식에서 대전종친

회가 문중 130개 참가 중, 우수상을 

수상해 영광을 안기도 했다.

연3일 주요행사로 9일에는 영상 

축하 메시지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인사와 대전 중구청장의 환영사 외 

주요인사 10여명의 축사를 했다.

이어 打天의 울림, 평양백두한라

예술단의 주제공연과 K-문중스타

경연대회, 문중유래비 위치 추첨, 

그 시절 추억의 쇼, 공군군악대 축

하공연, 독도 플래시 몹, 홍진영 초

청가수 출연, 수상창극으로 불꽃

놀이가 있었으며, 10일에는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굛골든벨, 사랑해요 

孝문화 콘서트, 오정해 

국악인 초청, 11일에는 

사랑해요 중구!洞 퍼레

이드, 퓨전 국악공연(아

름), MG 한국무용, 방인

숙 국악공연, 주민화합 

한마당 풍물대동제, 박

상철 초청가수 등 다양

하게 펼쳐졌다.

한편 이 행사는 2015

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망축제

로 선정되었다. 현재 136기의 문중 

별 성씨 조형물이 설치된 룗뿌리공

원룘이 자리잡고 있으며 2016년에는 

새롭게 90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

이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효문화진흥

원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룏孝룑 

인프라를 갖춘 현대인의 인성교육

장이자 성씨 문중의 유래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적인 관광명소

로 자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글 :권오복 편집위원굛사진 :권경일>

△효 문화 뿌리 축제 전경

△대전중구청장으로부터 안동권씨 문중의 권박원 대전 종친

회장이 입장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효뿌리 문화 축제에 안동권씨의 입장식

복야공파부녀회(회장 권대란)는 

2015년 10월 7일 고문단과 회원 35

명이 청송의 주왕산국립공원을 탐

방길 올랐다.

제일 먼저 신라 문무왕 때 창건

한 고찰인 대전사(大典寺)의 문화

재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왕전고

기(周王殿故基 : 주왕전의 옛터)>

는 31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

슬길에 나섰던 학봉 김성일(金誠

一) 선생의 한

시(漢詩)를 음

각(陰刻)한 비

(碑)와 기암교

를 지나 올라가

면서 용추폭포

(龍湫瀑布)의 

절경을 보고 되

돌아 내려왔다. 

일행 모두가 14시경 좀 늦은 시간

에 식당에 도착하여 닭고기와 백숙

으로 점심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점심이 

끝나고 회의를 속개하여 회장 인

사, 경과보고, 결산보고, 기타토의 

이어졌다. 지난 10월 5일은 안동시 

길안면 묵계2리 오락에 있는 사과

밭에 가서 사과나무 잎 따기의 봉

사활동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회원 

중에 봉사활동을 해주기를 신청하

면 회원들이 기꺼이 도우겠다고 하

고, 12월의 탐방계획은 좀 더 생각 

해 보고 후일 재론하기로 하였다.

간단한 회의가 끝나고 환담(歡

談)을 나누며 쉬었다가 손칼국수

로 이른 저녁식사를 하였다. 회원 

모두는 회장이 사비로 준비한 타

월과 협찬금으로 구입한 취나물, 

고사리, 동동주 등의 선물을 듬

뿍 받았다. 오늘 하루는 정보교환

은 물론이며, 족의(族誼)를 돈독

(敦篤)히 하고 친근(親近)을 다지

며 추억에 남는 즐거운 하루가 되

었다. 회원 모두가 흐뭇한 표정(表

情)으로 안동으로 향발하였다. 귀

로의 버스 안은 흥겨운 노래가 흘

러나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회

원도 있었다. 도중에 쉬지도 않고 

달려와 7시 안동에 도착하여 12월

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해산

하였다.   <부녀회 총무 권영애>

서울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는 지난9월 24일 저녁7시, 정기 지

정된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룏우가

촌 회관룑에서 마포종친회 회원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오윤 총무의 사회로 먼저 

시조태사공 망배, 상견례와 이어 

승구 회장의 인사로 룕추석을 앞두

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잊지 않고 

참석 해준 수원에서 권영갑 지역종

친협의 간사(幹事), 대종원 권범준

홍보부장, 마포족친 회원님! 참석

해 감사 인사 와 더불어 곧이어 추

석연휴가 시작 되는데 족친님 모두 

풍성한 추석한가위 되시고 오가는 

귀성길 안전무탈 축원 드립니다.룖 

라고 인사했다.

한편 마포종친회는 현 권승구 회

장이 2002년 취임하여 현재까지 전

통적으로 월례회를 통해 굳건한 종

친회를 결속 해 오는 데는 승구 회

장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김숙이

(72.본관안동) 여사의 빠짐없이 함

께 참석하는 등 헌신적 내조(內助)

도 주위로 부터 칭송이 자다하며, 

더불어 권회장은 현재도 안동권씨 

전국종친회장 협의회 감사로 선임

되어 숭조(崇祖) 및 후학계도에 귀

감이 되고 있다. <권범준 본원기자>

지난 10월 1일 안동권씨 대구지

역 골프회 모임인 대권모(회장:권

순호) 회원 20여명은 안동시 성곡

리 능동 시조 묘소와 낭중공 단소

에 주과포를 정성 것 차려 놓고 권

오익 총무부장의 집례로 배례하고 

묘역을 둘러보며 조상의 은덕을 기

렸다. 안동청장년회 권대능 회장의 

초청으로 안동에 온 일행은 가을비

가 오는 가운데 유적지를 둘러보

고 안동의 골프모임인 권사모(회

장:권충근)의 회원들과 골프를 즐

기면서 안동의 정취를 흠뻑 마시며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우

정을 나누다 밤늦게 대구로 돌아갔

다.  <權五翼 總務部長>

삼성서울병원장에 성균관대 

의대 권오정(58) 교수가 지난 

12일 임명됐다. 

국내 폐암과 결핵 분야의 

권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권 신임원장은 삼성서울병원 

진료의뢰센터장, 적정진료운

영실장, 기획실장, 성균관대

의대학장 등을 지냈다. 권 원

장은 룕임직원과 뜻을 모아 국

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

다.룖며 룕한국 의료계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삼

성서울병원을 만들겠다룖고 

밝혔다.

부인은 호원경 서울의대 생

리학교실 교수이며 300편이상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했다.

 <편>

지난 10월 15일 (목) 오전 11시 

고려역사선양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330-102 소재 고려

대전에서 고려 500년의 찬란한 역

사를 지켜온 34왕위와 358위의 성굛

충현공열사(聖굛忠賢功烈士) 공훈

을 추모하고 국태민안과 통일을 기

원하는 대제가 전국의 유림단체 및 

140여 씨족의 문중대표와 기관단체

를 포함하여 400여명이 참제한 가

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제레는 우관제(禹寬濟) 선

양회 전례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

으며 국창근(鞠瑲根)총재의 인사

가 있은 후 대제의 초헌관인 현 정

의화(鄭義和)국회의장이 몇년전에

는 문중의 회장으로 참석하였는데 

오늘은 초헌관으로 참제케 되어 영

광이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힘을 모

아 통일을 이룩하자고 기원하였고, 

선양회 전재환(田在桓) 전레위원

장이추모문을 낭독하였다.

이어 제례의식으로 우관제 집례 

및 이정례 해설로 영신례(迎神禮)

로부터 신관례(晨祼禮) 순으로 진

행되었고, 현 정의화(鄭義和)국회

의장인 초헌관, 김호용(金昊墉) 아

헌관, 유환춘(柳煥春) 종헌관, 전

재환(田在桓) 대축, 정해청(丁海

靑) 알자로 엄숙히 거행하였다.

이곳 전당내 분향되는 34왕위와 

358위의 충신열사가 봉안되었으며,

우리 권문의 위패는 중간 태조 왕

건 영정으로부터 서배향위 맨 앞열 

6위부터 11위가지 봉안되어 있다.

6위 시조(始祖) 삼중대광태사안

동권행선생(三中大匡太師安東權

幸先生)

7위 13세도첨의사사영가군국제

공안동권보(都僉議司永嘉君菊齊

公安東權溥)

8위 14세 도첨의정승정헌공안동

권재(都僉議政丞正獻公安東權載)

9위 14세 좌사간사복제안동권정

(左司諫思復齊安東權定)

10위 15세 동지밀직사사안동권

중귀(同知密直司事安東權重貴)

11위 15세 상호군영가군공안동

권상좌(上護軍永嘉君公安東權上

佐)

우리 권문에서는 권정택(權正

澤) 기로회장이 선조 6위의 제관으

로 엄숙히 봉행되었다. 

 <권경일 기자>

2001년.9.11 

이슬람 테러

단체가 민간

항공기를 납

치하여 미국 

뉴욕의 세

계무역센터

(110층)빌딩에 돌진함으로써 90여

개국 3,000 여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권 부총재는 우방국 국민으로서 

미국이 중동 테러단체로부터 공격

을 받아 쌍둥이 빌딩이 처참하게 붕

괴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된데 대하

여 슬픔을 머금고 애도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금일봉을 보낸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사의 표시로 

상장(Gold Award)과 대통령 뱃

지를 권송성씨에게 수여하였으며 

LA시장도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2013년 4월15일 보스톤 마

라톤대회에서 폭탄테러가 있을 때

와 리퍼트 주한 미대사에 대한 테

러 때도 권회장은 위로금을 전한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애국

심의 발로이며 국위를 선양한 모범

적 사례이다.

또 전북일보 2015년10월6일자에 

룕정읍 옹동출신 권송성(75)국보

디자인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인

천 부평에 거주하는 특전사 9공수

여단 고 정연승 상사 유족에게 위

로금을 전달하며 룕용기를 잃지 말

고 자녀들을 위해 훌륭하게 살아달

라룖고하였다. 고 정상사는 지난 16

년간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장애인

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활동과 매달 10만원씩 후원한 

점에 감동을 받았는데 또 정상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구하려다 불

우하게 숨졌다. 이에 특전사관계자

는 정상사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

했다.

권회장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1,000만원을 

기부했고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 

때도 1,000만원을 전달하였고 2013

년 서북도서를 수호하다 희생된 장

병을 위해 1,000만원을 해병대에 

전달한바 있다.룖 고 보도하였다.

권송성 부총재는 이 외에도 어려

운 사람을 돕고 자매결연을 맺으며 

도와주어 해군 장교가 되도록 한바 

있는 등 정의로운 편에서 사회를 

보듬으며 문중 대소사에 헌신하고 

있다.  <편>

지난 10월 11일 룕안동권씨 울산

종친회룖는 권오영 종친회장을 비

롯한 울산청장년회, 한가람회, 함

월회, 무룡회, 원연회, 개인사업자

회, 동구종친회, 태화강회, 딸내회

등 9개 친목회에서 약 9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조선 중기 문신 충재 

권벌의 고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안동권씨 집성촌인 룕봉화 닭실마

을룕과 약 600여년 전부터 안동권씨 

복야공파의 서주공계 후손들이 이

어져 살고 있는 룕안동가일마을룖 그

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룕풍천하회마을룖을 탐방하

였다.

권혁환 종친회 사무처장의 사회

로 출정식을 하였으며 권오영 종친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탐방이 옛 

선조들의 얼과 정신이 깃든 문화 

가치가 있는 유적들을 공부하는 좋

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이번 행사를 통해 울산종친들이 더

욱더 화합화고 친목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희철 종친회 수석부회

장의 인사말과 권명달 청장년 회장

의 인사말이 있었고 각 친목회장의 

인사말도 있었다.

무엇보다 각 친목회원간에 허물

을 없애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속에

서 하루 동안 무탈하게 선조유적지 

탐방을 모두 마쳤다.

 <울산종친회 총무부장 권응목>

2015년도 高麗大殿 大祭 奉行
       고려대전                           대제              봉행

權松成 副總裁의 9.11테러 성금으로 美大統領 表彰

울산종친회 선조 유적지 탐방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금상수상(좌)과 

LA시장으로부터 받은 감사장

복야공파부녀회 문화탐방

마포종친회 정기월례회

대구 대권모회원 시조묘소 참배 제10대 삼성서울병원장에 권오정 교수

△주왕산국립공원 안내소에서 기념촬영

△마포종친회 월례회시 권승구 회장이 인사하

고 있다.

△룕봉화 닭실마을 청암정룖앞에서

통일나눔펀드 가입 회원모집

1. 가입방법 : 매달 1 만원 이상 1구좌 24만원 이상 납입

납입하실 분은 지역, 소속, 직책, 성명, 금액,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대종원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고 기탁금은 아래 계좌

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탁처 : 통일나눔재단  ※ 기탁하면 조선일보에 일괄 광고로 나옵니다.

    단체명 : 안동권씨대종원   단체 아래 기탁자 성명 기록(금액은 기록치 않음)

3. 입금계좌 번호 및 예금주 : 국민은행 : 033237-04-00690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 317-0009-6063-91 안동권씨대종원

조선일보에 매일 게재되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나눔펀드에 안동권씨대종원에서 동참하고자 합니

다. 안동권문 족친께서는 통일을 기원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한민족의 번영을 기약한다는 취지로 통일나

눔펀드에 가입하시기 권장합니다.

- 아           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