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1 호ㅤㅤ3

大宗會굛派宗會

2011년 5월 1일 (일요일)

동정공파종회 정기총회

僕射公派宗會 定期總會

동 정
공파종
회(회장 
권도혁굛
사진)는 
지 난   3
월 2 0 일 
오전 11
시 파족
다수가 안동시 옥정동 안동회관

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태흥 총무부장의 사회로 시
조묘소에 대한 망배, 파조단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회장이 권오수 
前 총무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했으며 이어서 권도혁 회장은 인
사말에서 우리 모두는 파족간에 
상부상조를, 파종회의 발전에 힘
과 지혜를,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 나아가자고 말했으며, 다음 

권영동씨는 축사에서 오늘 참석
한 파족 여러분은 모두가 숭조애
족하는 마음으로 위선사업에 더
욱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부장의 경과보고 및 결산
보고, 권오수 감사의 감사보고 후 
기타토의에서 권영동, 삼석, 오수
씨의 좋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훈훈한 가운데 산회했다.
<권혁세 기자>
 

別將公파종회 제24차 정총
안동권씨복야공파 파종회지
복야공파종회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계동 회장

지난 2011년 4월 17일(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666-62 안동권
씨복야공파종회관에서 전국 각지
에서 모인 파친(派親)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권씨복야공파
종회정기총회(安東權氏僕射公派宗
會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권오익(權五翼)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國民儀禮), 시조묘소 및 
파조단소 망배(望拜), 상읍례(相
揖禮),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
보고, 2010년도 결산보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기타 토의 순으로 진
행되었다.

복야공파종회(僕射公派宗會)는 
1980년 경신보(庚申譜)를 발행하여 
반질(頒帙)한 후 결산총회에서 권
영구(權寧九) 초대회장을 추대(推
戴)하고 발족한지 30년이 경과하
였다. 그간 역대회장들이 파조단소
(派祖壇所) 설단(設壇), 신도비(神
道碑) 제막(除幕), 파종회관 마련, 
신도비각(神道碑閣) 건립(建立), 
신도비각창건실기(神道碑閣刱建實
記) 발간, 신도비각(神道碑閣) 단
청(丹靑) 등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
였으나 이 내용들의 기록물이 전무

(全無)하였다.
총회에서 권계동(權啓東) 파종
회장은 룗파종회지(派宗會誌)룘 발
간(發刊)의 필요성을 절감(切感)
하고 400페이지나 되는 회지(會誌)
를 직접 편집(編輯)하여 2,000부를 
발간(發刊) 배포하였다.
룗파종회지(派宗會誌)룘의 내용은 
Ⅰ부에 우리 안동권문(安東權門)
의 내력을 간단히 서술하였고, Ⅱ
부는 복야공파(僕射公派)와 파조
(派祖)에 관련된 내용, Ⅲ부는 복
야공파의 조직현황과 실적, Ⅳ부는 

회원광장(會員廣場)으로 복야공파
족들의 옥고(玉稿)를 게재하였다.
이날 권정달(權正達) 안동권씨
대종회장 겸 안동권씨중앙종친회
장과 권영길(權永吉) 국회의원, 권
홍사(權弘司) 반도그룹회장이 축
하화환을 보내 주었다.
총회 행사가 끝난 후 안동시 운
안동 안동한우식당에서 점심을 먹
고 환담(歡談)을 나누다가 해산(解
散)하였다.
<권계동 회장>
 

정조공파종회 정기총회
지난 3월20일 오전 11시 안동시 
동부동 광석빌딩 5층 정조공파종
회 사무실에서 권기만굛오탁 고문
과 권기룡 회장, 파족 1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정조공파종회 신묘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혁조 총무부장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묘소를 향한 망배와 상견례
가 있었으며 이어 권기룡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참석한 파족 모두
는 건강하고 화목단결하면서 문사

진작을 위해 위로는 조상을 섬기
고, 아래로는 올바른 처신으로 타
문에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총
무부장의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권순복 감사의 감사보고 후 기타토
의에서 권기만, 오탁 고문이 조상
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중유산 등을 
잘 보존해 갈 것을 제안해 이를 진
지하게 토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권혁세 기자>
 

별장공파 정기총회 모습(원내 좌상 대종회장, 우상 봉도 파종회장, 좌하 오을 총장, 우하 택
기 의원)

공 족친 중 정치지도자로 열정을 
다하는 택기 의원 및 안동시 농
협을 대표하는 권순협 조합장 이
외도 많은 별장공 족친의 문중애
족심(門中愛族心)에 격려를 보냈
다.
이어서 김광림 의원, 오을 총
장, 택기 의원, 파종회 원로 고문 
등 축사가 있었다.
끝으로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및 회칙 개정 등을 하였다. 별장
공 총회의 가장 이슈되는 현안인 
룏파종회 회관 건립추진룑안이 확
정었다.
◇별장공파 회관 마련 성금모

금
지난 4월 23일 별장공파 회관 
마련 추진위원 14명이 안동시 정
상동에 모여 아래와 같이 기금을 
조성하였고 5월 21일 주요 인사
를 초청하여 2차 모임을 갖고 5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안
동에 회관을 마련키로 하였다.
성금 접수 현황
▲권봉도 회장 5천만원 ▲권기
수 안동굛봉화 농축협 조합장 2천
만원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2
천만원 ▲권용일 중앙종친회 부
회장 2천만원
<권범준 기자>
 

정조공파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원내는 기룡회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장중보옥(掌中寶玉) 룕하회탈룖
이에, 김제
동도 양반
탈의 눈의 
크기가 본
인의 것과 
비슷하다
며 농담을 
던 지 기 도 

예술 혼이 담긴 소통의 상징, 하회탈!
2011년 3월 3일 유쾌한 웃음의 
방송인 김제동이 권오을 국회사무
총장을 찾았다. MBC의 기부프로
그램 룕7일간의 기적룖촬영을 위해
서였다. 재미있는 문답이 이어가던 
중 기부물품이 소개되었다. 국회의 
행정수장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무
엇이었을까? 바로, 안동의 김동표 
명인이 만든 룕하회탈룖이었다.
권 총장은 하회탈을 소개하며 안
동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도
덕성과 소통의 정신을 설명하였다. 
탈을 쓰고 위정자들을 비판하던 목
소리를 흘리지 않았던 그 시절 위
정자들의 정신에 대한 내용과 탈에 
담긴 사랑이야기도 소개하였다. 또
한, 하회탈을 직접 쓰고 고개를 올
렸다 내리며 탈에 담긴 표정을 직
접 표현하며 하회탈의 우수한 예술
성에 대해서도 자랑을 늘어놓았다. 

안동권씨 별장공파 파종회(회
장 권봉도)는 지난 4월2일 오전
11시 안동시 옥정동 소재 안동회
관에서 전국 각지에서 파친 부회
장, 지역파친 등 18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24차 정기총회를 개
최하였다.
권순창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
민의례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
배, 상견례가 있었으며 이어 내빈 
소개로 권정달 대종회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권택기 (현)광진
구 국회의원, 김광림 안동시 지역
구의원 등을 소개 하였다.
이어서 봉도 회장은 오늘 대종 
회장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님
께서 참석해주어 감사드린다고 
하고 회장직을 맡아 파종회 활동
에 다소 소홀했으나 차후로는 회
원의 유대강화는 물론 숙원사업
인 파종회 회관건립을 조기에 추
진하고 또한 전국 별장공 족친을 
찾아서 회원 명부를 발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권정달 대종회장은 격려사로 
오늘 별장공파 권봉도 회장을 주
축으로 많은 족친이 단합된 모습
을 볼 때 권문(權門)의 번성을 느
끼게 된다 하고 권영목 회장의 
태사묘(太師廟) 관리와 족친 안
내에 노고가 많으셨고 또한 별장

하였다.

해외 출장가방엔 늘 하회탈이…
국회사무총장 재임간 그는 세계
의회사무총장회의(ASGP)에 참
석하기 위해 두 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ASGP는 국제의회연맹
(IPU: 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의 총회와 연계하여 세계 
의회 관계자들과 의회 역할강화를 
위한 토론을 하는 자리이다. 권 총
장은 ASGP 회의에서 룏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의정연수 및 지원프
로그램룑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

고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국회의장회의의 참석 독려를 위해 
G20국회의장회의 개최를 홍보하고 
연계 방문국 의회사무처 교류 강
화, 쿠바 한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인 지원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펼
치는 등 중요한 의회외교활동을 펼
쳤다.
이렇게 중요한 해외출장에는 권
총장의 가방에 늘 하회탈이 함께 
한다. 대한민국의회를 대표해 참석
하는 일이니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 안동의 하회탈을 가져가야 한
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뿐만 아
니라 국회에 예방하는 외국인들에
게도 집무실 정면에 걸린 도산서원
의 사진 설명과 함께 안동을 찾아
가야 한국을 다 본 것이라고 소개
를 한다.
그런 권총장에게 하회탈은 장중
보옥(掌中寶玉)이 아니겠는가? 55
세의 나이, 안동의 3선 국회의원출
신인 권총장의 미소가 하회탈을 닮
아가 국민이 바라는 소통의 지도자
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양용열비서관 02-788-2311>

권태석 상록회장 능동양소 참배

양주시에 살고 있는 혁찬, 태석 회장 등 정헌
공 후손들이 아시조단소를 참배하고 기념촬
영을 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에 
살고 있는 권태석 상록회장, 권혁
찬 총무, 추밀공파 14世 정헌공(휘 
煦) 후예, 17世 화산부원군계, 18世 
진주목사공계 후손 40여명이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30분 관광버스편
으로 안동에 도착해 권혁세 안동종
보지사장의 안내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능곡)에 있는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아 제수를 진설하고 권태
석 회장이 분향, 헌작하고 함께 참
배한 후 기념촬영 했으며 혁세 지
사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어 하산
해 아시조 낭중공 단소에서 역시 
제수를 정성껏 진설해 태석 회장이 
헌작과 함께 참배했다.

부산종친회 제35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부산종친회 제35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산에 거주하시는 남녀 족친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환영합니다.
-아

래-

權海玉 前 議員 憲政會 事務總長 임명
大韓民國憲政會(대한민국헌정
회)는 지난 3월22일 제17차 정기
총회에서 梁正圭(양정규, 6선)회
장을 다시 선출하고 사무총장에 
權海玉(권해옥) 前 의원을 임명
하였다. 權 前議員은 제13,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大韓住宅

公社(대한주택공사) 사장과 自由
民主聯合(자유민주연합) 부총재
(副總裁)를 歷任(역임)하고 현재
는 자유총연맹 顧問(고문)과 육
아방송 고문에 재임 중이며, 현역 
시절은 민자당 국회의원 재산공
개 특별위원장, 민자당 사무 제1

부총장, 
원내수
석부총
무 등을 
지 내 고 
한굛멕시
코 친선
협회회
장과 근
대5종 아세아연맹회장 등 큰 활
동을 하였다.

서울산악회 산행 안내(제199차)
■ 일ㅤㅤ시 : 2011년 5월 15일(日) 오전 10시
■ 집결장소 : 지하철 경춘선 마석역
■ 등 산 지 : 축령산(886m), 서리산(832m)
■ 등산코스 : 제1주차장 → 암벽약수 → 수리바위 → 남이바위 → 축령산 정상 →절고개
            → 서리산정상 → 철쭉동산 → 산림휴양관 → 제1주차장
▲ 회장(권정섭) : 016-799-9455   
▲ 총무(종우) : 011-418-4299
▲ 등반대장(정찬) : 011-392-6222
※ 준비물 : 도시락(중식), 간식, 음료수, 산행필수장비 지참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ankwonsmm입니다.

2011년 5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ㅤ회장 권 정 섭

최원혜 진보초등학교 교감
▣ 1965년 11월 3일생

▲ 일시 : 2011년 5월 29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대구교대 졸업

▲ 장소 : 부산시 진구 전포2동 적십자회관 대강당 (전화 : 801-4040)

▣ 안동대 교육대학원 역사 교육과 졸업

▲ 회비 : 없음(필히 엽서지참)

▣ 진보초등학교 교감승진(경북 최연소자로 2010년 9월 1일)

▲ 장학금 신청 : ① 대상 : 부산 거주 고, 대학생  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학교성적증명서 1통 ③ 제출일자 : 2011년 5월 10일가지

▣ 자녀 : 아들 권택민(안동중앙고등학교 1학년)

▣ 연락처 : 종친회 : 804-8703, 사무국장 : H.P 010-3400-8703
2011년 5월 1일

안동권씨 부산종친회 회장 권 길 상

딸 권현주(대구가톨릭대 영문과 3학년)
권현정(부산가톨릭대 치기공학과 1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