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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8일 대종회(회장 권정

달)는 11:30 회장단, 파종회장 등 

종무위원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

무위원회(宗務委員會)를 개최하였

다. 권순갑간사장의 사회로 시조님 

묘소를 향해 망배와 상읍례를 하

였다. 이어서 정달회장은 인사말에

서 원근각지에서 종무위원님들이 

문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회의에 

앞서 안동권씨 통합실무위원회(統

合實務委員會)에서 기구와 정관을 

제정하였는데 지난해 사무소 위치

문제로 통합이 늦어졌지만 그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였으

며 오늘 안동과 서울측이 모두 한

발씩 양보하여 명칭을 안동권씨대

종원(安東權氏大宗院)으로 하기로 

하고 본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안

동에도 사무소를 두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의안 심의에 들어가 시조님, 아

시조님 춘향제 예산은 각 300만원

으로 상정해 의결하고 참제원들에

게 점심을 잘 접대키로 하였다.

2호의안은 능동 춘추향사시(春

秋享祀) 헌관들의 제례복(祭禮服)

이 좋지 않아 교체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교체코자 하여 몇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의견을 듣

기로 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중

앙종친회 권경석사무처장은 그동

안 검토결과 고려대제(高麗大祭), 

종묘대재(宗廟大祭), 석전대제(釋

奠大祭), 행주대첩제(幸州大捷祭), 

이치대첩제(梨峙大捷祭)의 제례복

(祭禮服)은 A안과 같이 한복에 행

전을 매고, 백색 중단을 입고, 붉은

색 상을 두르고, 겉옷인 흑삼을 입

고, 적,청,황색 후수를 두르고, 각

대를 매고, 패옥을 차고 관모를 쓰

고, 제화를 신으며 홀을 잡는 제복

인데 B안은 후수를 제거하는 안이

고 C안은 양촌 문충공 제사와 같이 

후수가 없고 관모는 량관 대신 오

사모(烏紗帽)를 쓰는 안을 상정한

바 고려대제(高麗大祭) 등에서 입

는 제례복을 입는데 안동권씨 로고

가 시조님 산소와 15개파를 뜻하는 

월계수 잎이 의미가 깊으니 이를 

채택하기로 하고 흑삼 가슴에 붙이

며, 관모는 초헌관 5량관, 아헌관 4

량관, 종헌관, 찬자 3량관, 축 2량관

을 쓰고, 제화와 목화중에서 제화

가 배례에 편하므로 제화로 결정하

였다. 그리고 초헌관은 후수를 황

색, 아헌관 이하는 청색을 패용하

는 것이다.(첨부 사진) 기타토의로 

권인탑씨가 안동시에서 병산대첩

지에 기념관을 건립키로 예산이 배

정되어 부지조성에 착수한다고 모

형도를 들고와 설명하였다.

(상세내용 3면에서) <편집인 권경석>

安東權氏大宗會 宗務委員會

태사묘 숭보당에서 종무위원회를 개최하다(원내 : 권정달 대종회장)

종무위원회에서 시조, 아시조 춘추 향사 제

례복으로 확정

지난 3월14일 오전 10시 충장사 

에서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

원이 주관한 제418주년 행주대첩

제에 고양시 최성 시장을 비롯하여 

제전위원과 권율부대 부대장을 대

신 양해섭 행정부사단장 외 휘하장

병 그리고 우리 문중에서는 중앙종

친회 권정달(權正達) 회장을 대신

하여 권경석 사무처장, 충장공 권

율 도원수 종회 권영범 회장, 추밀

공 권영빈 사무국장, 또한 충장공

의 직계 후손인 추밀공 연천공계 

권기택(奇澤) 청주, 청원 종친회장

이 참석하고 특히 일본인 사죄사절

단 등 인근 고양시 지역주민 300여

명이참제하여 행주대첩제가 엄숙

히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취타대(국립

국악원, 추계 예술대학생 20명 구

성) 승전 의식을 시연하며 참배객

과 함께 대첩문을 통과 보무당당히 

행진하여 충장사에 도착하였으며 

고양시 문화제 위원 정동일 전문위

원의 사회로 제전의식이 충장사 제

전위원회 정대채 집례와 이정례 집

례해설 진행으로 제례에 앞서 이충

구 제전위원장의 인사 후 초헌관에 

최성 고양시장 아헌관 김필례 고양

시 의회 의장 종헌관 한학수 고양

시 문화원장, 대축 박영경 (충장사

제전위원), 집례 및 해설에 따라 전

례악에 맞춰 전폐례 초헌례, 아헌

례, 종헌례 음복례와 망요례로 경

건하게 제례를 마쳤고, 이어 분향

례는 먼저 권경석 중앙종친회 사무

처장과 충장공 후손 여러 족친과 

일반 참제자 그리고 권율부대 장병 

순으로 엄숙히 진행되었다. 

제전의식이 끝난 후 이어 제례 

헌관들과 기념촬영이 있었는데 때 

맞춰 내한한 일본 사죄사절단 오오

까와 마리꼬(大川 麻理子)외 10여

명이 참석 하였으며 제례 후 충장

사에서 제례헌관들과 함께 기념촬

영을 하는 등 역사의 격세지감(隔

世之感)을 느끼게 하였다. 

제례를 마치고 충장사에서 홍살

문을 거쳐 대첩문에 이러는 하산코

스 주변에는 당시의 전승을 시연하

기 위한 각종 전투경과 상황도 및 

기념대첩비, 대첩기념관, 영상교육

관인 충의정 등 당시의 성벽 주축

인 토성(土城)등을 관람 하고 모두

들 그날을 상기하면서 대첩문에 이

르니, 민속놀이 농악대가 당시의 

전승(戰勝)을 재현하는 고유전통

문화행사로 한바탕 신나게 오늘 축

제 행사를 자축 하였다.

 <권범준 기자> 

제418주년 幸州大捷祭
안동권씨 대종회 종무위원회

행주대첩제

최성 고양 시장의 전폐례

3월 14일 제 418주년 행주대첩제 국궁 재배 모습

종친분향, 일본인 임진왜란 사죄단, 농악놀이(대첩문 광장, 권율부대장 병들분향)

3월18일 오전 10시 안동권씨 통

합추진위원회(統合推進委員會)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3차 회의에서 통합안이 

성안되었으나 사무소위치문제로 

이론이 많아 권정달 회장은 1년간 

각처 문중 및 원로들의 의견을 취

합하고 오늘 4차 회의를 열어 실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통

합 실무위원은 2009년 추향 대당회

에서 권영한(權永漢)부회장이 발

의하여 대종회 7명, 중앙종친회 7

명을 각각 선발하여 통합안을 연구 

논의키로 한바 있다. 통합(統合)은 

안동권씨중앙종친회(中央宗親會)

와 대종회(大宗會)의 양대(兩大)

기관(機關)의 통합으로서 기구조

직의 통합(機構組織統合), 재산 및 

재정의 통합(財産,財政統合) 등 권

문(權門)의 유일(唯一)한 기구(機

構) 조직(組織)을 의미하며 이외 

권문(權門)에서 여타 조직(餘他組

織)이 생성(生成)될 수 없는 100만 

권문(權門)의 대표기관(代表機關)

인 것이다.

회의에서 권정달회장은 실무위

원 각자에게 사무소에 관하여 의사

를 개진한바 종전의 안이 좋겠다

는 위원이 2인이고 서울에 사무소

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이 8

명이었다. 능동재사에 두자는 의견

에는 모든 관공서와 공문서 수발에 

기일이 소요되며 행정착오 등 불편

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인력을 따

로 배치해야 한다는 불리한 현실에

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통합 기구의 명칭은 종전에 중앙

대종회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도 적

합지 않아 안동권씨대종원(安東權

氏大宗院)으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회장을 총재(總裁)로 하

기로 하였다.

권문의 대동단결을 위하여 6월

초에 양대조직의 종무위원과 운영

위원 그리고 족친이 참여하는 문중 

대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정관 및 기구조직의 요지는 아

래와 같다. 편집인>

安東權氏大宗院 定款(要旨)

2010年 月 日 制定

第 1 章 總 則

第1條 (名稱) ① 本會는 安東權

氏大宗院(이하 本院)이라 稱한다.

② 本院은 安東權氏大宗會와 安

東權氏中央宗親會가 서기2010. . 統

合하여 설립된 宗院이다.

第2條 (目的) 本院은 安東權氏의 

1千年 以上의 歷史와 傳統을 이은 

國內外 安東權氏의 유일한 代表機

關으로서 崇祖理念의 確立, 愛族思

想鼓吹, 門事振作과 後學啓導, 文

化暢達과 社會倫理培養 및 社會奉

仕活動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事務所) 本院은 서울에 

本事務所를 두고 安東에도 事務所

를 둔다. 第4條 (會員의 資格) 本院

의 正會員은 國內外에 거주하는 安

東權氏 男女 및 安東權門으로 入籍

된 婦로 하고 門客을 準會員으로 

한다. 단, 婦 및 門客은 議決權과 

財産權을 行事할 수 없다.

第 2 章 組織 및 機構

第7條 (組織 및 機構 ) 本院의 組

織 및 機構는 다음과 같다.

① 本院에는 最高議決機關으로 

總會를 두며 理事會 역할을 하는 

宗務委員會를 두고, 宗務委員會의 

運營을 돕기 위하여 權限을 일부 

委任받는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本院은 派宗會長協議會를 두

고 그 傘下에 15個派宗會를 두며, 

派宗會 傘下에 支派宗會를 둔다. 

支派宗會의 構成內容을 本院에 登

錄한다.

③ 本院은 各 地域宗親會長이 參

與하는 地域宗親會長協議會를 두

고 그 傘下에 地域宗親會를 둔다. 

地域宗親會의 構成內容을 本院에 

登錄한다.

④ 本院은 典禮委員會를 두고 그 

隸下에 祭儀會, 太師廟管理委員會, 

雲谷書院擔當部署를 둔다.

⑤ 本院은 財政委員會를 둔다.

⑥ 本院은 靑壯年會長協議會와 

婦女會長協議會를 둔다.

⑦ 本院은 宗史硏究委員會를 둔

다.

⑧ 本院은 陵洞獎學會를 運營한

다.

⑨ 本院 運營을 事務的으로 支援

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둔다.

<3면에 계속>

2011. 3.18 제4차 통합추진위원회(태사묘 숭보당)

安東權氏統合推進委員會 開催

始굛亞祖 春享祭 案內
始굛亞祖 春享祭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追遠報本의 정성으로 우리모두 子孫된 道理로 많이 參祀 바랍니다.

■ 太師公(始　祖)    △일시 : 2011년 4월6일(수) 오전 9시

△장소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태사공 묘소

■ 郞中公(亞始祖)    △일시 : 2011년 4월 6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상중공 단소

■ 대당회                    △일시 : 2011년 4월 5일 오후 7시 능동재사

연락처 : (02)2695-2483~4 (중앙종친회)　(054)854-2256 (대종회)

2011년 4월 1일

安東權氏中央宗親會굛大宗會 會長 權正達

안동권씨 종보 원고송고 안내

종보 자문위원님, 종친회, 파종회, 청장년회 사무국장님 안동권씨종보 발간에 적극 협력해 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원고 송고에 있어 편집국에서 수신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 래 -

1. 아래한글로 글자크기 12pt /제목 16pt 첨부파일로 통일 송고하시고

2. 원고는 가급적 A4용지 1장 반 이내로 (총회 등 행사는 1/2장)

3. 사투리와 존칭어를 금하여 표준어와 평어를 사용

4. 한자는 50대 이하는 모르니 한자가 필요시 [한글(漢字)]로 표기

5. 사진은 반드시 jpg 파일로 송고

※ 아래한글에 입력하거나 압축파일, 기타 사용자제

안동권씨종보 편집인 권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