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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8일 안동권씨중앙종친

회(회장 權正達)는 회장단회의를 

동대문구 용두동 회관에서 개최하

였다. 금번회의는 중앙종친회 일년

간 살림살이를 보고할 시기가 도래

하였지만 금년 6월7일 대종회와 통

합 총회를 개최케 됨으로 총회 소

집의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회장단

회의에 결산보고로 마감하게 되었

다. 더욱이 예산안은 중앙종친회가 

마감하고 대종회와 통합하는 통합

예산을 통합회의에 상정하기 때문

에 편성할 수 없어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여 결산보고로 총회를 갈음

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달회장은 중앙

종친회가 1976년 10월31일 발족하

여 36년이 흘렀으며 그동안 권중돈

(權仲敦) 초대회장님을 비롯하여, 

2대회장에 권오태(權五台)님, 3,4

대 권태흥(權泰興)회장님, 5대 권

달안(權達顔)회장님께서 맡아주시

고 권이혁(權彛赫)장관님께서 1985

년4월 6대부터 10대까지 5대에 걸

쳐 회장직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업

적을 남기시었으며 뒤에서 권문수 

고문 등 많은 분의 노고가 많으셨

다고 하였다. 본인이 1998년4월29

일 11대회장으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중앙종친회

가 걸어온 길은 1974년 12월1일 발

행되기 시작한 안동권씨종보(安東

權氏宗報)를 1977년 판권을 인수하

여 현재 431호를 발행하였으며, 권

승렬(權承烈)장관께서 설립하신 

재단법인 능동장학회(陵洞獎學會)

가 5억원으로 증자하여 현재 1,189

명에 4억1,310만원의 장학금을 지

급하였고, 안동의 능골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버스가 출입할 수 있도록 

1차 사업을 한 후 지난해는 진입로 

확포장과 주차장을 확장 신설하였

고, 무엇보다 행주산성 성역화사업

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종회 종친회 국내외 많은 

족친께서 헌성금을 쾌척하여 주시

어 낭중공단소를 안동으로 이전하

고 시조님과 한날 춘추향사를 모시

게 되었으니 많은 족친께서 참제하

시어 태사공과 낭중공께서 흡족하

시라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권문의 

숙원사업인 중앙종친회와 대종회

가 통합하기로 결의 되어 금년 6월

7일 국방회관에서 통합이 되면 이

제 권문은 하나가 되어 위로 시조 

태사공을 모시고 숭조애족사상(崇

祖愛族思想)을 고취(鼓吹)하며 족

친간 화합(和合)과 상부상조(相扶

相助)가 가속화(加速化) 되리라 믿

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권경석 사무처장은 경과

보고와 재무보고를 하였으며 요지

는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2010. 4. 22 서울 용산구 龍山洞 

國防會館에서 第 34次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決算報告 承認, 豫算案 

審議 議決, 任員選任 : 회장 權正

達, 감사 權寧祥, 權圭華 宗親會 資

産管理委員長으로 權鳳道 부회장

選任을 議決하였다.

2. 財産 取得 및 處分

가. 2010. 9. 15 서울 중구 충무로 

대림정에서 會長團會議를 개최하

여 양천구 신정동 911-2 安東權氏

會館을 賣却하기로 議決하였으며 

出席人員 전원 임감을 제출하고 賣

却에 대한 節次를 權正達會長에게 

委任하였다.

나. 2010. 11. 11 中央宗親會 會長

團 및 議長團 連席會議를 양천구 

신정동 911-2 중앙종친회관에서 개

최하여 金浦沓 賣却에 대하여 의견

을 구한바 滿場一致로 찬성하였으

며 出席人員 전원 印鑑을 제출하고 

賣却에 대한 節次를 權正達會長에

게 委任하였다.

다. 2010. 11. 17 중구 충무로 대림

정에서 會長團會議를 개최하고 會

館建物 買入에 대하여 資産管理委

員長으로부터 市場調査한 12개 물

건 중 4個物件에 대하여 설명을 들

은 후 오후 9시 踏査하여 용두동 

102-196 빌딩을 買入키로 決議하고 

買入節次를 權鳳道 資産管理委員

長에게 委任하였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196 (매입가 2,500,000,000원) 

위 不動産을 2010. 11. 18 賣買契約

을 締結하고 2011.1.18 安東權氏中

央宗親會로 所有權移轉 登記를 완

료하였다.

3. 安東權氏 統合會議

2009. 5. 6 中央宗親會 제33차 定

期總會와 11. 27 大宗會 大堂會에서 

兩大機構를 統合하기로 議決하고 

2009. 12. 21부터 2011. 3. 18까지 4차

에 걸쳐 統合推進委員會를 開催하

여 名稱을 安東權氏大宗院으로 하

고 事務所는 本事務所를 서울에 두

고 安東에도 事務所를 두기로 하였

다.

2011. 4. 5 陵洞齋舍 大堂會에서 

安東權氏大宗院 統合總會를 2011. 

6. 7 서울 國防會館에서 開催키로 

하였으며 中央宗親會 會長團 및 代

議員과 大宗會 宗務委員 連席會議

에서 定款을 承認하고 任員을 選出

키로 하였다.

4. 郞中公壇所 安東으로 移壇 

및 淸道 俗稱 權陵 探査

2010. 5. 7. 西後面 城谷里 郎中公

壇所에서 春享祭에 安東儒林을 招

請하고 전국 後孫 등 300여명이 參

祭하여 告由祭를 올렸으며, 郎中公

壇所 移壇에 있어 이는 郎中公 묘

소는 과거에 調査하였지만 權陵을 

파서 實存與否를 確認해 보자는 主

張이 提起되어 2009년 8월 14일 權

陵探査委員會를 발족하고 委員長

으로 權寧成씨를 選任하여 2010년 

3월 28일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속

칭 權陵 上.下 2塚과 아래무덤을 慶

北文化財管理委員 2명과 探査委員

이 入會한 가운데 하단까지 파 探

査하였으나 아무 것도 발견치 못하

였으며 文化財管理委員은 위 2個 

塚이 朝鮮初期에 造成된 것으로 報

告하였다.

5. 安東權氏 홈페이지 再構築

2010. 10. 23 安東權氏 홈페이지

를 再構築하여 문사에 대한 情報 

교류를 活性化 하다.

6. 中央宗親會館 移轉

2011. 1. 10 東大門區 龍頭洞 105-

3 (2층)에 賃貸借 契約을 締結하고 

양천구 新亭洞에서 宗親會 事務室

을 移轉 完了하였다.

7. 安東權氏 新年交禮會

2011. 1. 27 오전 12시 國防會館에

서 安東權氏 新年交禮會를 開催하

여 全國 각 지역에서 權彛赫名譽

會長과 會長團, 宗親會長 大宗會宗

務委員 등 160 여명이 參席하였다. 

이어서 오후 2시 용두동사무소에

서의 入住式에 安東 등 100 여명이 

參席하였다.

8. 決算 및 監事報告

資産과 負債생략, 決算報告생략

(대의원 요청시 통지예정) 이어서 

權寧祥, 權圭華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9. 도와주신 분들

會長團 權讚赫, 權純善, 權弘司, 

權景燮부회장 각 200만원, 權文洙

상임고문, 權正達회장, 權赫昇 상

임부회장, 權重燾, 權寧鮮, 權寧焄, 

權松成, 權五春, 權永漢, 權赫基, 權

吉相, 權五鴻, 權鳳道, 權容基, 權

植春, 權在爀, 權寧赫, 權泰錫, 權

五泳, 權純宅부회장, 權寧祥, 權圭

華감사 각 100만원, 運營委員 권

정택(상주), 권오성(평택), 권영갑

(수원)각 20만원, 권순호(대사성

공종회장), 권지섭(금천), 권석구

(원주), 권명오(마포), 권영방(안

양), 권태근(수원), 권오선(노원), 

권순탁(을문사), 권오창(원주), 권

혁원(수원), 권오균(수원), 권영평

(전주), 권오윤(음성), 권성갑(순

천), 권오수(안동), 권영구(화성), 

권영돈(광진), 권유수(금천), 권희

홍(대전), 권대길(구미), 권영환

(음성), 권영주(금천), 권혁필(영등

포), 권용우(도봉)이상 각 10만원, 

總會 및 新年會 협찬중 미보도 : 

자오무역 권용기사장 60만원, 관동

종친회 50만원, 부산종친회 30만원, 

대전종친회 안양공종회 각 20만원, 

감정공종회, 수원화성오산종친회, 

진천종친회, 서울청년회, 목사공종

중, 만회공종중, 권중문(파주), 권

혁찬(고양) 각 10만원 권순종(통

영), 권오선(도봉) 각 5만원

2011. 5월 협찬 權景燮삼한강회

장 400만원, 權鳳道 부회장 200만

원, 성원에 감사합니다. 

<편>

安東權氏中央宗親會 會長團會議 宗廟大祭 文宗 顯德王后 제례봉행
안동권씨 중앙종친회 회장단회의

종묘대제 문종 현덕왕후

지난 5월1일 오전 9시30분부터 

종묘(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영녕

전(永寧殿)에서룏문화재청, 한국문

화재 보호재단룑이 주최하는 룏2011

년 종묘대제룑 행사가 국제문화행

사(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10주년)로 먼저 제1부에서는 종묘

제향의식 행사가 영녕전(永寧殿)

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

지 진행되었으며 정전(正殿)에서

는 오후1시부터 3시까지 각각 진

행되었고 제2부에서는 어가행렬

로 행렬코스는(덕수궁~ 광화문4거

리~ 종로~ 종묘) 진행되었다. 이날 

우리 권문에서는 단종대왕의 생모

(生母)이며 문종의 비인 현덕왕후 

〔부정공파 17세) 화산부원군 휘 

전(專)의 3녀〕와 문종을 영녕전 

제6실에 봉안하고 매년 제례행사

에 헌관으로 봉행한다. 금년 헌관 

분정으로는 초헌관에 이정현(李政

鉉) 아헌관에는 본회 권규화 감사

가 종헌관은 이원정(李元貞)씨에 

의해서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년도에 비해 외국인 관광

객이 급증 하는 추세로 세계적 무

형의 문화적 가치가 입증되었다.

종묘제례는 1975년 중요무형 문

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에는 유네스코룏인류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룑으로 선정되어 인류무

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종

묘제례악은 1964년 중요무형 문화

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 

종묘대제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례간

의 제례악의 의미는 종묘대제의 의

식에 맞추어 기악(樂), 노래(歌).춤

(舞)을 갖추고 연행하는 음악이다.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룏선왕의 공

덕을룑기리는 노래를 부르며 제례

의식을 위한 춤인 일무(佾舞)를 추

었다. 조선시대의 기악 연주와 노

래, 춤이 어우러진 궁중 음악의 정

수(精髓)로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

과 특성이 잘 나타나있다. 매년 양

력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봉행되고 

있으며, 감상 할 수 있는 종묘제례

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적

인 의례이다. 또한 1969년부터 종

묘제례 보존회에 의해 복원 되었으

며, 제향 행사는 제사전의 준비과

정과 국왕이 출궁하여 종묘에 이르

는 어가행렬, 제례봉행으로 나누어

져 있다.

 <권범준 기자>

5굛18용두동 회관에서 열린 중앙종친회 회장단 회의에서 권경석 사무처장이 2010회계년도 결

산보고하다.(원내 권정달 회장)

5월 1일 10시부터 11:40분까지 종묘대제(스케치), [상]좌:영영전 대제, 중:제례악과 집례, 우:초헌관 헌작  [하]좌:일무, 헌관 강복위, 우, 제집사 

4배(원내, 초헌관 4배)

(좌측앞줄) 이윤형 현릉봉양회장, (우측 우)초헌관 이정현, (좌)아헌관 권규화 본회 부회장

이명박 대통령은 5월 6일 5개 부

처 개각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

에는 권도엽 전 국토부 1차관을 내

정했다.

권도엽(58.경북의성) 국토해양

부장관 내정자는 토목공학을 공부

하다 면장이던 아버지의 권유로 공

직에 발을 들여놨다. 국토해양부의 

주택라인에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낸 주택정책 전문가로 보금자리

주택을 입안하는 등 현 정부 주택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다. 지난해 8

월 국토부 1차관으로 공직에서 물

러나기까지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국토정책국장굛정책홍보관리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법문에  

정통하다. 온화하고 합리적이며,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다. 

국토부 재직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스

타일이다.

▲ 주 요

경력:서울

대토목공

학과, 시라

큐스대 석사, 행시지회, 한국도로

공사 사장, 건설교통부주택정책국

장, 정책홍보 관리실장, 국토해양

부 1차관  

<편>

대구 종친회 (회장 권순호)는 지

난 5월15일 오전 11시 대구 동촌유

원지 체육공원에서 전. 현직 임원

을 비롯 중앙종친회 권경석 사무처

장, 족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권상주 (현) 대구청년회장의 사

회로 국민의례와 시조 태사공에 대

한 망배에 이어 그 간의 대구종친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권상주 

청년회장, 권오현 운영위원에 대

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 장

학금을 권순범 경북대 학생 외1명

과 중. 고등학생 6명을 선발 수여

하였다. 장학금은 권영호 인터불고 

회장이 500만원을 기증하였다. 순

호 회장은 참석해주신 내. 외빈 소

개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하였다. 내년에는 1인2명 모시고와 

더욱 성대한 잔치를 원(願) 하며 

지역 내 파종회장단과 교류, 협력

을 다짐하는 등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부언하여 2014년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가 대구 청년회에서 

주최됨으로 대구 족친 8만 여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다음 전(前) 권영하 회장의 축사와 

본회 권경석 사무처장의 축사가 있

었으며 요지는. 룕安東權氏 兩大機

構의 統合과 관련하여 금년 6월부

터는 우리 권문이 명실상부(名實

相符)한 단일기구로서 문사와 재

정(門事, 財政)의 통합을 이룩하여 

권문의 1천년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 입니다.

부언할 것은 안동권씨종보(安東

權氏宗報)는 이미 4년전에 대종회

와 중앙종친회가 통합(統合)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능동춘추(陵洞春

秋)는 그때 대종회 기관지에서 탈

락하고 개인 신문으로 전락한바 있

습니다. 혹자는 능동춘추와 통합하

라고 하는데 능동춘추는 개인이 주

식을 모집하여 발행하고 있어 비영

리사업인 권문(權門)의 공영지(公

營紙)와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오

랜만에 오문(吾門)이 단일기구로

서 하나가 되는 마당에 개인신문과 

통합하라는 주문은 화합(和合)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

라 불필요한 관심으로 분열만 조장

하게 된다는 점에 유념하시어 통합

되는 안동권씨대종원(安東權氏大

宗院)의 발전에 힘찬 격려(激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

약 능동춘추 발행인이 주식(株式)

을 주주(株主)들에게 반납(返納)

하고 통합을 제안해 온다면 언제든

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첨언합

니다.룖 라고 하였다.

이어 2부 행사로써 족친 노래자

랑과 장기자랑 등 권선미 (현: 대

구청년회 재무)의 사회로 다채로

운 족친 간 행사로 오후4시 가까이 

혈족(血族)의식을 달구었다.

협찬자 명단(10만원 이상)권순

호 회장(100만원), 권혁태 부회장

(30만원), 권기순 부회장(20만원), 

권택만, 권태갑, 권영하, 권인달, 권

부교, 권태윤, 권민정, 권숙남, 권영

한 등 임원진에서 각각 10만원 안

동권씨 시청모임(30만원), 정조공

파친, 기로회, 3.3종친회, 3.5종친회, 

봉덕종친회, 복야공파친, 대신종친

회, 개인택시종친회 등 각 단체별 

10만원, 장학기금 포함 총 헌성금 

904만원 협찬 되었으며 이 외도 권

정달 중앙종친회장, 권오을 국회사

무총장이 축하화환을 권원강 고문 

치킨 100통과 권석조 고문이 서예

12점 권영규, 은진, 영수, 헌길, 오

삼, 명화, 연숙 청년회임원단이 기

념품을 제공해주었다.  <편>

국토해양부장관에 권도엽씨 내정

대구 종친회 야유회

대구종친회 야유회 권순호 회장 인사말(금호강 동촌굛강변둔치 체육공원) 상:회장단, 하:장학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