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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宗會굛派宗會

2011년 4월 1일 (금요일)

안동시, 고창전적지 공원화 사업

영주대영高 신흥명문으로 우뚝 세운

권 무 탁 이사장
영주
대영高
(이사
장 권무탁, 교장 정태주)는 2011
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만 합격자 19명을 배
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대영高의 올해 서울시내
4년제 대학 합격자만 40여명에

달하는 데다, 전체 4년제 대학 합
격자수는 재수생을 포함해 130여
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영高가 신흥명문으로 우뚝
서게 된것은 2009년도부터 2년
연속 교과부 지정 룏특색있는 학
교만들기룑 선도학교로 지정돼 △
개방형 방과 후 학교운영 △e리닝(Learning)을 통한 맞춤형

부정공파 안동돈목회
정기총회 및 윷놀이

권순형 회장이 부정공파 안동돈목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면에 이어>

第3章任員
第8條 (任員) 本院의 任員으로
總裁 1人, 常任副總裁 2人, 副總裁
50人 內外, 派宗會長協議會長, 地域
宗親會長協議會長, 典禮委員長, 財
政委員長, 宗史硏究委員長 各 1人,
監事 2人, 事務總長 1人, 事務副總
長 2人, 太師廟管理委員長, 靑壯年
會長協議會長, 婦女會長協議會長
각 1人을 두고, 그 外 任員은 15派
宗會長을 포함 當然職宗務委員, 選
定職宗務委員이 된다.
⑤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選任된 날로부터 始作하여 任期 滿
了되는 해의 定期總會日까지로 하
며, 補選時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4章會議
第12條 (議決機構) 本院은 다음
議決機構를 둔다.
1. 總會 2. 宗務委員會 3. 運營委
員會 4. 典禮委員會
第13條 (總會의 構成) ① 總會는
本院의 最高 議決機構로서 任員과
代議員 300人 內外로 構成하며 代
議員은 當然職 代議員과 選定職 代
議員으로 한다.
② 選定職 代議員은 派宗會長과
地域宗親會長이 推薦하여 總裁가
選定한다.
③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
다.
第15條 (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事案을 審議 議決한다.
① 宗務委員會 主要 議決事項 認
准
② 定款의 制定 및 改正
③ 總裁, 監事의 選出
④ 事業計劃에 의한 豫算 및 決
算의 承認

⑤ 本會의 財産 取得 및 處分에
관한 事項. 단, 緊急을 要할 경우는
宗務委員會에 委任
⑥ 監事報告의 承認
⑦ 기타 宗務에 關한 事項
第16條 (總會의 議決) ① 總會
는 代議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 過
半數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
인 경우 議長이 決定한다.
② 代議員은 代理人에게 委任하
여 議決權을 行事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경우 代議員은 委任
狀을 提出할 수 있으며 出席人員數
로 算定한다.
第17條 (宗務委員會의 構成) 宗
務委員會는 總裁團과 選定職 宗務
委員 및 當然職 宗務委員으로 構成
하며 그 수는 100人 以內로 한다.
第19條 (宗務委員會의 機能) 宗
務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
한다.
① 定款의 制定 및 改正을 事前
審議
② 總裁, 監事 候補의 選出 및 選
定職 宗務委員의 選任
③ 總裁가 選任한 任員의 承認에
對한 同議
④ 財産 取得 및 處分에 관한 事
項
단, 緊急을 要할 경우는 運營委
員會에서 議決하고 차후 宗務委員
會議에서 承認을 받으며 總會에 報
告한다.
⑤ 事業計劃 및 豫算, 決算 審議
議決
⑥ 監事報告
⑦ 賞罰事項
⑧ 기타 宗務에 關한 事項
第21條 (運營委員會의 構成 및
召集) ① 宗務委員中에서 總裁團
이 推薦한 15人 內外의 人員을 選
任하여 運營委員會를 構成한다. ②
運營委員會는 總裁가 必要時 召集

개인과외 운영 △신입생의 고교
생활 조기 적응 유도, △학습동
기 강화를 위한 학력관리 프로그
램 개발 △집단상담을 통한 꿈찾
기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모든
역량을 경주한 결과로 보며 이는
권무탁 이사장의 훌륭하고 탁월
한 학교경영과 철학이 있기 때문
이다.<권오복 부장, 권혁세 기자>

부정공파 안동돈목회(회장 권순형)
는 3월 12일 안동시 태화동 룏장자방회
관룑에서 권오기 직전회장 등 파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
및 윷놀이대회를 가졌다.
권성규 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 상
견례에 이어 권순형 회장은 인사말에
서 우리모두는 부정공파의 파족, 한 가
족으로서 상부상조, 숭조돈목 등 매사
에 솔선수범하면서 오문 15파중에 모
범이 되자고 말했으며 권오을 국회사
무총장의 인사가 있었다.
다음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굛결산보
고로 회의를 마치고 홍굛청팀으로 편을
갈라 윷놀이대회를 하면서 파족간에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했다.
<권혁세 기자>


안동시는 고려가 고창전투(병산
대첩)에서 후백제 왕건을 물리치
고 삼한통일을 이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병산대첩(甁山大捷)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관을 안동시 와
룡면 서지리 산 25-3번지에 조성한
다고 권인탑씨(집행위원회 관리위
원)가 3.18 태사묘에서 개최한 종
무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지난해
21명의 집행위원이 조사 연구하고
마스터플랜을 발간하여 시에 보고
함으로써 승인되었다. 주요 계획은
대지 7,900 평방m에 1차사업으로
1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시관을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금년에 2억5
천만원이 배정되어 먼저 부지를 매
입키로 하였다. 2018년까지 총 30억
원이 투자되면 안동의 또 하나 명
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전시관에는 대첩상황도, 전투상
황유래 등이 기록되고 전망대도 갖
추며 장애인을 위한 진입로까지 계
획하고 있다. 현재는 안동시 영상
미디어센터에서 관광객들에게 고
창전투(병산대첩)의 유래를 영상
으로 관람시켜 주고 있다.
병산대첩은 견훤(甄萱)이 927년
에 상주를 공격하고 이어서 경주
(慶州)로 진격해서 그때 포석정(鮑
石亭)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경
애왕(景哀王)을 살해하고 왕족과
궁녀들을 난행한 뒤 견훤은 닥치는

권인탑씨가 병산전투 조성지 모형도를 설명하고 있다.

대로 방화와 노략질을 하며 진격
하니 新羅 천년의 역사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이때에 金 幸
께서는 김선평(金宣平) 장정필(張
貞弼) 두 사람과 의논하기를 룕견훤
은 무도하게도 신라의 왕을 죽이고
온갖 만행과 노략질을 일삼으니 함
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의 병력이 그에 미치
지 못하니 원통하게도 보복할 길이
없고 뿐만 아니라 군사상 요충지를
그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으니 무리
하게 싸움을 걸다가는 모두 전멸하
고 말 것이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
야 할 것이요 하시며, 고려의 왕건
은 신라를 도우려 하는 기미가 보
이니 왕건에게 성문을 열어 주고

그의 군대와 협력해서 반역자 견
훤을 친다면 위로는 임금의 원수
를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
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되니
이렇게 하여 통분을 씻는 것이 어
떠하겠소룖 하니 두 사람도 이에 찬
성하였다. 이리하여
930년 이 지방의 지
리에 밝은 太師公
金 幸은 왕건의 군
과 연합하여 병산
(甁山:지금의 와룡
면 서지리 사곡)에
서 견훤의 군대를
맞아 협공하니 견
훤의 군대는 크게
패하고 달아났는데

한다.

第 5 章 財産管理 및 財政
第29條 (財産) ① 本院의 財産은
安東權氏 大宗會와 中央宗親會가
所有하고 있는 土地와 建物 및 附
屬財産 등으로써 詳細目錄 및 關聯
文書를 事務處에 비치 管理한다.
② 財産의 所有權은 安東權氏大
宗院으로 하며 代表者名을 함께 記
入하여 登記한다.
第32條 (會計年度) 本阮의 會計
年度는 4月1日부터 翌年 3月末까지
로 한다.

안동시청청무회 정기총회

서울산악회

새 회장에 권오엽씨 선출

산행 겸 시산제(始山祭)

第6章宗務
第33條 (事業) 本院은 第2條의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
을 遂行한다.
① 安東市 西後面 城谷里 安東權
氏始祖墓所 및 郎中公 壇所의 守護
와 春秋 享祀의 奉行
② 陵洞齋舍와 碑閣, 附屬財産의
守護 및 管理維持
③ 安東市 北門洞 太師廟의 享祀
奉行과 守護
④ 慶州市 江東面 旺信里 雲谷書
院의 祭享과 守護에 參與
⑤ 國內外 安東權氏 門中의 道義
및 文化暢達과 敎養을 위해 安東權
氏宗報의 發刊
⑥ 後學啓導를 위한 獎學事業
⑦ 愛族思想鼓吹를 위한 門中活
動과 全國體典
⑧ 社會倫理培養을 위한 譜學敎
育
⑨ 安東權氏 宗史硏究 및 文獻
編纂事業과 인터넷망으로 目的事
業 弘報
⑩ 社會奉仕活動
⑪ 기타 本會의 目的에 附合하는
事業과 收益을 위한 事業

권정섭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시산제를 올렸다.(좌:정섭회장, 우:혁찬)
안동시청 청무회 정기총회에서 권오엽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시청청무회(안동권씨 모임)
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안동시
신 안동 소재 룏M컨벤션홀룑에서 회
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권기한 총무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내빈으로 권광택 안동시의회
의원인 참석하였으며, 권문현 청무
회장의 인사와 전 회장 권오진 보
건소장에게 감사패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신입회원 5명에게
룕뿌리깊은 안동권씨룖 책자 1권씩을
주었으며, 족친 중 가정에 우환으
로 어려움이 있는 보건소 권덕수,
농업기술센타 권오성에게 소정의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하였다.
임원선출에서 권오엽 경제과학
과장이 새 회장으로, 부회장에 권

신경통굛관절염굛디스크 상담
※ 특히 족친제위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태욱 풍산읍장이, 감사에 권기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이 선
출되었다.
2부행사로는 만찬을 하면서 롯
데캐논 권영국 대표 외 2명이 찬조
출연하여 섹스폰연주로 흥을 돋구
고 특히 이날 권영국 사장, 권성규
(규보의료기 대표), 권영태(옥동
정관장 사장), 권오성(천하회센터
사장), 권용대(삼한벽돌 안동대리
점대표)가 찬조물품을 협찬해 경
품을 추첨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
기였다.
이어 2011년 사업계획 보고를 통
하여 앞으로 시청내 안동권씨 친목
의 화합에 힘써 가기로 하였다.
<권혁세 기자>


지난3월20일 오전 10시 서울산악
회 (회장 권정섭) 회원 42명은 서
초구 소재 대모산(大母山)불국사
후면 능선자락에서 종우 총무가 준
비한 주, 과, 포 등을 진설한 후, 권
오윤 부회장의 집례로 순국선열과
먼저가신 선굛후배 산악인에 대한
묵념에 이어 산악회장의 강신(降
神)례로 부터 초혼문(招魂文)을 낭
독하고 산악회 현 임원진 및 총무,
등반대장의 헌작과 회원 중 최고령
자인 권혁찬 (추밀공36세)등 연령
순으로 회원들이 잔을 올렸다. 이
어서 오윤 부회장은 룕산을 닮아 좋
은 사람들룖이 되고 싶나이다. 룕신
묘년 한해도 서로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무사한 산
행이 되도록 엎드려 고(告) 하나이
다.룖라고 축문 낭독을 끝으로 시산
제 의식을 마치고 모두 모여 음복

▣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 학술 부위원장
▣백송한약방(白松韓藥房) 대표

權寧赫
(서천 추밀공파 34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77-1 (경동한약상가 5번출구, 기업은행 1층)
전화 : 02-963-5951, 팩스 : 02-963-5951
핸드폰 : 016-273-9464

례를 한 후 곧 바로 대모산(293고
지)정상으로 향하여 산행이 이어
졌다.
때 마침 아침부터 내린 비가 그
쳐 서로 시산제나 의식한 듯 가벼
운 마음으로 하산해 수서역 순대
국 식당에 집결하여 오찬 전, 총무
의 사회로 결산보고와 정섭 회장이
오늘 비가 오는 주말에도 회원들의
많은 참석에 감사의 뜻과 전년도에
이어 금년 한해도 무사고 산행을
기원한다고 인사말이 있었으며, 또
한 이날 식대도 제공하였다.
회원들은 아직 건강도 여의치 않
은 몸으로 솔선 참석해 단합을 보
여주었다고 격려와 위로가 있었다.
끝으로 정찬 등반대장의 다음 달
산행안내의 공지로 4월 17일 동두
천 소재 마차산(538고지)을 하기로
<권범준 기자>
안내 하였다.

雲谷書院 書院誌 發刊 告由祭 및 春享禮 案內
족친 제위여러분 강영하시고 사업일익 번창하시기 기원합니다. 운곡서원 춘향제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서원지(書院誌)가 발간되어 고유제를 봉행코저 하오니 국내외 족친여러분께서 많이 참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동 권 씨 중 앙 종 친 회 부 회 장

권 영 혁 사장

그의 뒤를 쫓으니 가는 곳마다 많
은 사람들이 투항하여 왔다.
金 幸의 슬기로운 판단과 협조로
병산에서 크게 이긴 왕건은 930년
12월에 논공행상(論功行賞)하는
자리에서 우리 안동권씨 시조태사
공 김행(安東權氏 始祖太師公 金
幸)의 공덕을 높이 평가하고 권도
(權道)로서 고려와 연합하여 신라
왕실의 원수를 갚고 도탄에 빠진
백성도 구하고 삼국을 통일하게 하
였으니 권도가 통달하였다 하여 권
도권자(權道權字)로 성을 내리고
고려삼한벽상삼중대광아보공신태
사(高麗三韓壁上三重大匡亞父功臣
太師)라 최고의 벼슬로 봉하였으
며 안동군을 승격시켜 안동부(安
東府)로 삼고 안동을 식읍(食邑)으
로 하사하게 되니 安東權氏의 본향
(本鄕)이다.
<편집인 권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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