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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정신을 계승하는 참된 인재 양성

學校法人 大榮敎育財團 理事長 權武倬 대표 (054) 630-7803

대 영 고 등 학 교 
대 영 중 학 교

안동권씨대종회

2019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가 지

난 2월 20일(수) 11시 서울역그릴(식

당)에서 개최되었다. 권해옥 대종회 

회장을 비롯한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길상 부회장, 

권인탑 파종회연합회 회장, 권오신 

부회장, 권오덕 감사, 권경석 전 국

회의원, 권영호 부산종친회장, 권영

하 영등포종친회장, 권태복 금천종

친회장, 권오한 제주총친회장, 권건

중 사무총장, 권태훈 총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권오한 제주종친

회장은 제주도 족친들을 대표하여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상임위원회

에 참석하였다. 평창공 권옹 선생

과 학림공 권방 선생의 공적을 기리

는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행

정절차, 회의 과정 등을 거쳐 여러

분 뜻에 따라 장소와 규모 등을 결정

하여 보고 드리고 공적비를 세울 예

정이다. 제례위원회에서 어느 장소,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강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전되

었던 시조 묘소를 찾은 평창공과 기

발한 기지로 시조 묘역을 지킨 학림

공의 공적을 기리는 뜻 깊은 일이라

서 100만 족친의 마음이 하나로 합

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

에서 대종회에서는 대표성 있는 회

의를 개최하여 그 뜻을 반영하기 위

해 3월 7일 안동에 파종회회장단협

의회 회의를 소집하여 현지답사와 

장소 규모 등을 논의한 후 결정할 예

정이다. 또한 4월 6일 춘향제 봉행 

후 제막 시에는 일본관서종친회, 미

국뉴욕종친회, 중국종친회 등지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족친

들도 초청할 예정이다. 

평창공(平昌公) 권옹(權雍, 추밀공

파 17세): 500여년간 실전되어 왔던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의 묘소를 탐사

하여 심득(尋得)하는 불후불망(不朽

不忘)의 업적을 남김

학림공(鶴林公) 권방(權訪, 추밀공

파 28세): 평창공의 외손인 풍산유씨 

가문에서 시조 묘소를 돌보면서 분묘 

200여기를 쓰고 소유권을 주장하자 

안동권문을 대표하여 경상감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특유의 기지로 임야

를 찾는데 크게 기여함

대종회에서는 평창공과 학림공의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적

비에는 두 분의 공적이 온전히 기록

되어야만 한다. 때문에 대종회에서

는 혹시라도 두 분의 공적이 누락되

지나 않을까 하여 노심초사 다방면

으로 자료를  찾고 있다. 

족친들 중에 평창공과 학림공의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

면 언제든지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

기 바란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 해 옥 

평창공과 학림공 공적비 건립 만장일치 추인 
4월 6일 시조 및 낭중공 춘향제 봉행 후 제막식 예정

3월 7일 안동사무소에서 

파종회장단협의회 회의 개최

평창공과 학림공의 공적비 건립 장소와 규모 논의 예정

상임위원 : 권오한(제주지역 종친회장)
이       사 : 권영두(서울), 권석주(광주)

권혁찬(회장)  500,000원

권오진(안동) 200,000원
권영환(음성) 200,000원

권기성(서울) 300,000원
권두현(수원) 300,000원
권용기(대전) 300,000원
권영갑(수원) 300,000원
권영록(합천) 300,000원
권순배(안산) 300,000원

총계 : 2,700,000원

충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

념행사가 3월 14일 충장사 등 행

주산성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

다. 

안

동권문의 100만 족친은 행주대첩 기

념행사에 대거 참석하여 권율도원

수 행주대첩 기념행사가 반드시 국

가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총궐기

할 필요가 있다.

제426회 충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 개최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가 국가행사로 격상될 수 있도록 총궐기하자!!!

제426주년 행주대첩 기념행사

2019.3.14.(목) 오전 10시
행주산성 충장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031-8075-4642~4

100만 족친 여러분!!!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은 정당한 역사 
재평가입니다. 
행주대첩 기념행사에 구름처럼 운집하여 총궐기합시다. 
모이자! 보여주자! 안동권문의 저력을!

공적비 견본

권오한 제주종친회장(가운데) 상임위원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