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로패, 감사패, 표창패, 위촉패, 임명패, 효행패, 소형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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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權氏 辛卯年 新年交禮會
안동권씨

신묘년

지난 1월27일 12시 안동권씨(중앙종친회 및 대종회 회
장 권정달)는 국방회관(용산구 용산동)에서 회장단 및
파종회장, 전국지역종친회장, 운영위원, 종무위원 등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권경석 사무처장이 사회로 개회식을 알리고 국민의례
에 이어 시조태사공에 대한 망배, 참석인 상읍례에 이어
서 권정달 중앙종친회장은 새로 영입한 권태석, 권영혁,
권재영 부회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하였다.
사무처장은 내빈소개로 권이혁 장관, 권영세 국회정보
위원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권안도 장군, 권귀옥 방송
인 등이 참석하였고 중앙종친회 회장단은 권문수 고문,
권오희 고문, 권태일 고문, 권해옥 고문을 비롯하여 27인
이 참석하였고, 대종회 및 파종회장은 권혁승 추밀공파
종회장, 권계동 복야공파종회장, 권봉도 별장공파종회장
과 권영한, 권재주, 권용주 대종회부회장, 권기만 감사,
권순갑 간사장, 종무위원은 권영환, 영빈, 의철, 희철, 우
식, 박, 세목, 경웅, 기덕, 영옥, 기호, 오극, 경섭과 권연화
부녀회장 등 14인을 포함하여 안동에서 관광버스편으로
45인이, 지역종친회장은 권길상(부산) 권호준(대전) 권
충화(광주) 권성환(인천) 권영평(전주) 권순종(통영) 권
상용(목포)
권병국(상
주) 권재형
(안동와룡)
권오열(의
성산계) 권
영태(구미)
권학주(원
주) 권희성
(온양) 권영
갑(수원) 권
승구(마포)
교례회에서 정달회장이 권태석, 권영혁, 권재영 부회 권 영 돈 ( 광
진)회장과
장에게 선임장 수여하는 모습.
지파종회장
으로 권준식 정헌공종회장, 권영위 문충공종회장, 권혁
원 안양공종회장, 권오진 석주공종회장, 정환(전 상주종
친회장), 운영위원은 순종, 오선, 오학, 지섭, 태복, 태근,
영구, 오성, 오갑, 석원, 혁만, 오창, 창근, 정택, 영복, 순
연, 병남, 혁태, 혁구, 기영 등 22인 등을 일일이 소개하였
다. 이어서 권정달회장은 인사말에서 1. 나라는 구제역으
로 어려운 가운데 처음 안동에서 발생하여 가슴아픈 일
이며 족친들께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하면서 2. 청나라의
4대황제인 강희제(康熙帝)가 삼번의 난을 평정하고 내치
안정을 이룩한 점을 인용하여 우리는 국종진력(國宗盡
力)으로 국민과 함께 문중이 선조님을 추모하며 겸손과
친절로 대하며 모두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자, 3. 청도
낭중공 단소는 1935년 조성하였으나 근거가 없음이 밝혀
져 지난해 시조님 곁으로 설단하여 시조님과 같은 날 제
향을 모시게 됨에 있어 많은 족친과 파종회에서 정성으
로 모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권영한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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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師廟 正謁禮
태사묘

정알례

신년교례회

안동북문동 태사묘에서 三姓의 후손들이 룗신묘년 정알례룘를 올리기 위해 도열하고 있다.

1월27일 국방회관에서 안동권문 신년교례회 모습. 원내(좌) 이혁장관, (우)정달 회장.

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하였다. 4. 능동은 국비를 지원받
친들이 새로 이전한 권문의 회관에 많은 괌심을 보였다.
아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확장, 소방시설 등 성역화 사
이날 찬조해 주신 분은 아래와 같다. 권홍사 부회장
업을 추진하였으며 5. 중앙종친회와 대종회의 통합은 정
200만원, 권태석부회장 100만원, 권영선 부회장, 권오을
관이 성안되었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 통합을
의원 각 30만원, 권승환 인천종친회장 20만원, 권오덕 부
완료하겠다고 하고 새해 종친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100
회장, 권영갑(수원,화성,오산종친회장) 권길상부산종친
만 족친들 행운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회장, 권정환(상주), 상주종친회, 구미선산종친회, 권영
이어서 권이혁 장관의 격려사에서 족친들께서 복많이
돈광진구종친회장, 권중도부회장, 권정섭부회장, 권충화
받으시기 기원하면서 신묘년 화두는 청춘만세(靑春萬
광주종친회장, 권승구마포종친회장, 권도현(가나기획),
世)라며 맥아더 장군이 사무웰의 청춘시를 매일 낭독하
권영구(용인), 서울산악회, 권영순용인종친회장, 권태근
였는데 청춘은 그 사람의 마음상태, 꿈을 가지고 희망을
운영위원 각 10만원, 권순종(통영) 권오선(운영위원) 각
가지고 라는 의미라며 권문은 만세(萬世)토록 청춘을 갖
5만원, 화환 권영세의원, 권택기의원, 권홍사 회장, 목사
자고 하였다. 이어서 권영세 국회의원과 권해옥 전의원
공 휘 박파종회, 서울청장년회 거울 1점
<편, 사진 권경일,권범준 기자>
의 축사가 있었으며 좀 늦게 도착한 권오을 국회 사무총

장이 각 테이불을 돌며 인
사를 하였다. 오후 1시반까
지 오찬과 덕담을 나누고
폐회하였다.
이어서 2부행사로 오후 2
시 30분에 동대문구 용두동
중앙종친회 사무소에서 안
동권씨회관 입주식 행사를
가졌다. 입주식은 떡과 돼
지머리와 주과포를 올리고
권정달회장이 분향과 잔을
올리고 권준식 정헌공회장
이 독축으로 권문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입주식에는 각
지역 회장단과 안동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문전
성황을 이루었고 수육과 과
일, 혁원회장이 제공한 청
양의 구기자주로 풍성하게
잔치를 하였으며 전국의 족 내빈축사. 우로부터 권영세 의원,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권해옥 전의원 상읍례, 내빈소개(권계동 대종회 부회장)

2011년 1월 27일 안동권씨회관 현판식(동대문구 용두동)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중앙종친회 사무소에서 안동권씨회관 입주식(권정달 회장 분향, 권준식 정헌공회장 독축)

행주대첩 제418주년 참제안내

2011년 3월 1일

안동권씨 중앙종친회

제
례

문
화

안동권씨는 간단한 주과포(酒果脯)를
준비하여가지고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시조 묘소에 가서 권영세(權寧世) 안동
시장이 분향(焚香) 헌작(獻爵)하고 함께
재배하였다. 다시 아시조(亞始祖) 낭중공
단소(壇所)에서는 권계동(權啓東) 대종
회부회장이 분향(焚香) 헌작(獻爵)하고
함께 재배하는 것으로 정알례(正謁禮)를
모두 마쳤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장자방식당에서 점
심을 먹고 환담(歡談)을 하다가 해산(解
散)하였는데 이날 권영세 안동시장, 권영
목, 권세원, 권오수, 권경웅, 권주연, 권인
탑, 권경섭, 권기도, 권계동이 참석하였다.
<권계동 대종회부회장>


행주대첩제 제418주년 기념행사
3월14일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충장공 권율 도원수(조선군 총사령관)
의 무훈을 추모하며 임진왜란을 극복한
행주대첩의 위업을 널리 선양하고 호국
정신을 고취,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주
대첩제, 제418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3월
14일(월) 오전 10시, 행주산성(충장사)에
서 제전행사가 고양시 주최, 고양문화원
(충장사제전위원회) 주관으로 헌관을 시
장, 시의회의장, 고양문화원장에 의하여
정해져 고양시장 외 일반시민, 군인, 권문
후손 등 3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하
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제전위
원회에서 결정한 헌관으로 오전 10시~11
시까지 제전행사가 봉행되며 이어 정동
일 전문위원의 참례인사로 권문후손으로
부터 헌화굛분향이 있으며, 부대행사로 국
립국악원 예정으로 룏취타대 의전룑을 대첩
문→충장사까지 안내의식), 고양들소리
보존회(민속놀이시연), 육군권율부대장
병(장군복, 병졸복시연) 등의 행사가 다
채롭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권율도원수는 조선 최대의 전란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며, 또한 애국애족사상
고취에 공헌한 명장으로 추모하면서 우
리 후손은 모두 참제하여 공의 업적을 선
양하고, 권문의 자긍심을 고취했으면 한
<편>
다.

대첩제 제례행사 시간계획표

3월 14일(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의 충장사에서 충장공 권율 도원수의 위훈을 기
리는 제418주년 행주대첩제가 아래와 같이 거행되오니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권문후손들의 많
은 참제를 바랍니다.
◈ 제전행사
○ 제 례 진 행 : 10:00~11:00 충장사 제전위원회
전폐례, 초헌, 아헌, 종헌, 음복례, 망요례의식과 해설
○ 헌화 및 분향 : 11:00~11:30 안동권씨족친, 일반참례인사
○ 교 통 편 : 대중교통 - 종로3가 3호선승차→화정역하차 →마을버스 (01번, 012번) / 일반버스(85-1)→행주산성
자가용 - 강변북로 방화대교 아래 지나 우측으로 나가 삼거리에서 좌회전
○ 연 락 처 : (031)8075-4643(代) (행주산성 관리사무소)
02)2695-2483-4 (중앙종친회 사무처장 010-5201-5495)

지난 2월 5일(토)인 음력 정월 초3일
10시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삼성(三
姓)<권씨(權氏), 김씨(金氏), 장씨(張
氏)>의 후손(後孫)들 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신묘년(辛卯年) 정알례(正謁禮)를
올렸다.
이날 김광림(金光琳) 국회의원, 권영
세(權寧世) 안동시장, 장호락(張鎬洛)씨
가 각각 자기 조상에게 분향(焚香) 헌작
(獻爵)하고 밖으로 나와 후손 모두가 함
께 재배(再拜)하는 것으로 정알례(正謁
禮)를 마쳤다. 이어서 권세원(權世源) 태
사묘관리위원장(太師廟管理委員長)의 인
사와 김숙동(金淑東) 부위원장의 그 간의
경과보고(經過報告)를 하고 해산하였다.

내용

시간

소요시간

비고

헌관안내

09:10~09:20

10

○ 안내 :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제례준비

09:20~09:55

35

○ 관복착용(전사청)
○ 제전악(한국민속예술단 예정)

제례진행

10:00~11:00

60

○ 충장사제전위원회

헌화굛분향

11;00~11;30

30

○ 참례 인사(정동일 전문위원)

취타대 의전

09;30~11:00

90

○ 국립국악원(예정)

민속놀이시연

11:00~11:30

30

○ 고양 들소리 보존회

장군복, 병졸복시연 09:00~11:30

150

○ 육군권율부대 장병

▲권순갑 대종회 간사장 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