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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경기산악회　회장 권 정 노

경기산악회 산행 안내(제49차)

■� 일　　시� �:� �2�0�1�1년� �6월� �1�2일�(日�)� 오전� �1�0시

■� 집결장소� �:�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

■� 등� 산� 지� �:� 청계산

▲회장�(권정노�)� �:� �0�1�0�-�3�8�9�8�-�6�9�7�2

▲등반대장�(권오흥�)� �:� �0�1�1�-�7�1�9�-�4�0�4�8

둘이 하나 되어 더욱 빛날 權門

검교공 응교공 문중

응교굛봉례공 추모비굛응신공 유허비 제막

검교공파종회 임원회의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공

검면� 화동리� 선산에서� 후손� 및� 지방유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교공파조

�(휘� 척�)의� 현손� 좌사간� 사복재공�(휘� 定�)

의� 현손� 응교공�(휘� 敬�)과� 子� 봉례공�(휘� 

詳�)� 양공의� 실묘로� 인한� 응교�,� 봉례� 양공� 

추모비와� 휘� 應信�(입향조�)� 처사안동권공

유허비� 제막식에� 이어� 고유제를� 봉행하

였다�.

이날� 권정택씨의� 진행으로� 추모비�,� 유

허비� 건립발의자인� 권정환씨의� 인사말에� 

이어� 추모비�,� 유허비�,� 헌성비� 제막식에� 이

어서� 권영태씨의� 집례로� 응교�,� 봉례�,� 양공

의� 추모비� 고유제를� 엄숙히� 봉행하고� 음

복례를� 했다�.

■� 집사분정은� 뀬초헌관�:권철�(權徹�)� 뀬

아헌관�:최영근�(崔永根�)� 뀬종헌관�:표영구

�(表永求�)� 뀬대축�:이연길�(李延吉�)� 뀬집례�:

권영태�(權榮泰�)� 이하생략� ■� 응신공� 유허

비� 고유제� �:� 뀬초헌관�:권태원�(權泰元�)� 뀬

아헌관�:채봉석�(蔡奉錫�)� 뀬종헌관�:이종익

�(李鐘益�)� 뀬대축�:이연길�(李延吉�)� 뀬집례�:

權榮泰�)� 이하생략

 <권정택 총무부장>

응신공 유허비를 제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사성공 수도종친회 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취임식 행사 후 축하연회장에서 권태오 수도군단장,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 권범준 홍보부장(좌측), 권정섭 본회 

부회장 겸 서울 산악회장(두번째)

검교공파종회�(회장� 권태윤�)는� �4월� �1�6일� 

오전� �1�1시�,� 안동시� 풍산읍� 황우촌� 식당에

서� 신임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

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권정택� 총무부장의� 사회로� 상견례에� 이

어� 권무탁� 수석부회장이� 신임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에서�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으며� 권오학� 종손의� 인사

와� 권태웅� 부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총

무부장의� 경과보고� 후� 안건심의에� 들어

가� 회비결정에� 관한� 건과� 금년� �1�1월� �3�0일

로� 만료되는� 관리인� 후속� 문제를� 토의한� 

후� 중식을� 마치고� 안동� 임원들이� 마련한� 

차편으로� 세계문화재로� 지정된� 하회마을

을� 탐방한� 후� 산회� 했으며�,� 이날� 중식대는� 

서울� 권정수� 운영위원이� 자담했다�.

<권정택 총무부장>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를� �5월� �1�8

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개회하

여� 준비위원장으로� 권오을� 국회� 사무총

장이� 만반의� 준비로� 성공리에� 개최하였

다�.

아래는� 오을�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이다�.

룕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

장� 권오을� 입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이� 서울� �G�2�0� 정

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주

요국� 의회정상들의� 회의라� 할� 수� 있는� 

룗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룘를� 대한민국� 국

회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G�2�0� 국회의장회의� 준비위원장으

로서�,� 서울회의가�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위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한� 금번� 회의를� 통해� 아름다운� �5월의� 국

회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서울의� 미

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룖

G20 국회의장회의 준비위원장 권오을

검교공파종회 임원회의에서 권무탁 수석부회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4월�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도장곡�)� 송헌공�(松軒公�)의� 묘소

에서� 원근의� 후손� 및� 지방� 유림� 등� �9�0여명

이� 참석하여� 춘향제를� 경건하게� 봉행하

였다�.

松軒公�(諱� 如精� �:� 좌윤공파� �2�3세�)은� 명

종�2�2년�(�1�5�6�7년�)� 연일� 에서� 출생하였으

며�,� 선조�2�5년�(�1�5�9�2�)� �4월� 임진왜란이� 일어

나� 경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향중의� 여러� 선비들과� 의병을� 일으

켜� 경주� 문천�,� 안강�,� 팔공산�,� 문경� 당교�,� 

창녕� 화왕산�,� 울산� 등의� 많은� 전투에� 참가

하여� 수� 많은� 공적을� 올렸으나�,� �7년의� 전

쟁이� 끝나고� 논공행상시에는� 모든� 공을� 

사양하고� 향리�(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

면� 송동�)로� 돌아와� 옥봉� 산하에� 도남서당

을� 열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만년

에�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을� 지냈셨고�,� 

광무�5년�(�1�9�0�1년�)� 松軒實記가� 간행되었다�.� 

이날의� 집사� 분정은� 다음과� 같다

뀬초헌관� 권혁대� 뀬아헌관� 최채량� 뀬종

헌관� 김종근� 뀬대축� 윤의홍� 뀬집례� 서만

평

<포항 권혁두>

임란의사 송헌공(휘 여정) 춘향제 봉행

대사성공�(諱� 悰�)� 수도종친회�(회장� 權

純鎬�)는� 지난� �4월� �3�0일� �1�2시� 서울시� 강동

구� 명일동� 마리나� 웨딩홀부페에서� 중앙

종친회� 권문수� 상임고문을� 비롯하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임원개

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날� 회의는� 권승용�(權承容�)�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및� 파조단소에� 대한� 

망배를� 시작으로� 권순호� 회장의� 인사에� 

이어� 권명준�(權明俊�)� 대사성공종회장의� 

축사�.� 권승옥�(權承鈺�)� 고문축사�.� 권오윤

�(權五潤�)� 강릉종친회장� 축사�.� 권우석�(權

瑀錫�)� 전� 종회장� 보학강의에� 이어� 총무의� 

경과보고� 및� 권영익�(權寧翼�)감사의� 감사

보고�,� �2�0�1�0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권순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총

회에� 참석하신� 중앙종친회� 상임고문이신� 

권문수님�,� 고문� 권승옥님� 비롯하여� 강릉

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하며� 수도종친회� 

발전을� 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

짐하였다�.

권명준� 대사성공종회장은룕많은� 회원

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강릉

에서� �5�0�0년� 터를� 내리고� 수도종친로� 넓

혀� 가는데� 종친분들의� 참여와� 결속과� 화

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권승옥� 고문의� 축사와� 권오윤� 강

릉� 종친회장은� 대사성공� 후손들이� �2�,�6�0�0

세대� �6�,�0�0�0명� 거족으로� 발전해왔으니� 승

조사상과� 친목을� 더욱� 유지하자고� 말했

다�.

권우석� 전� 종회장은� 보학강좌를� 하면서� 

사적이� 안동권씨종보�7�,�8월호에� 상세히� 나

올� 것이라고� 전했다�.

임원개선에서는� 임시의장에� 權五敬을� 

선임하여� 회의� 진행으로� 權純鎬� 회장이� 

재추대� 선출되고� 부회장�,� 감사�,� 총무�,� 운

영위원들도� 연임되었으며� 화기애애한� 분

위기에서� 회의를� 종료했다�.

<총무 권승용>

대사성공 휘 종 수도종친회 제8차 정총

G20 국회의장회의 준비위원장 권오을 사무총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원내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2�0�1�1년� �5월� �3일� 한국뷰티산업진흥원� 대

회의실에� 열린� �"�2�0�1�1� 서울국제뷰티산업제

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서울국제뷰티산

업제전� 대회장인� 권택기� 의원은� �"걸스데

이의�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아름답고� 

건전한� 뷰티�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전했다�.� 걸스데이

는� 향후� �2�0�1�1서울국제뷰티산업제전� 홍보

물� 출연� 및� 주요행사� 참석� 등을� 통해� 홍

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

게� 될� 예정이다�.

대구부정공

파돈목회는� �5월� 

�1�4일� 오전� �1�1시�,� 

대구시� 중구� 룏

이정회관룑에서� 

파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완오� 총무� 사회로� 권진석� 회장의� 인

사말에� 이어� 감사보고�,� 경과굛결산보고� 후� 

임원선출에서� 새� 회장에� 권오찬씨�,� 부회

장에� 권원대�,� 감사에� 권원빈�,� 중호�,� 총무

에� 권완오� 씨를� 임명하고�,� 오후� �1시경� 산

회했다�.� <권혁세 기자>

권택기의원 서울국제뷰티산업제전 홍보대사 위촉식

권택기 의원이 걸스데이 소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육군에서는� 지난� �4월�2�5일� 권태오� 중장

을� 수도군단장으로� 보직발령� 하였다�.

권태오� 중장�(부호장공파�.�3�3세�.� 경북영

주�)은� �3사� �1�3기로� 임관� 하여� 최근� 발령전

에는� 국방부� 동원국장에서� 승진� 발탁� 되

어� 동기생중� 고속� 승진하는� 등� 재질이� 뛰

어나� 권문�(權門�)을� 빛내었다�.

이날� 종친회에서는� 권장군과� 군� 동기생

인� 본회� 권범준� 홍보부장과� 종친대표로� 

권정섭� 본회� 부회장� 겸� 서울산악회회장� 

등이� 취임식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의� 격

려를� 보냈다�.� � <권범준 기자>

좌윤공파� 포항굛영일수향문중�(회

장� 권혁화�)은� �4월� �1�7일� �4�0여명이� 관

광버스편으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에� 있는� 시조묘소와� 아시조� 단소를� 

참배하고� 선조님의� 유덕을� 기리며� 

추모했다�.

이어� 안동� 근교에� 있는� 유적지� 등

을� 탐방하고� 귀로에� 올랐다�.

<포항 권혁두>

권태오 중장 수도군단장에 임명

좌윤공파 포항굛영일 수향문중 능동 참배

�4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안동� 장자방� 

식당에서� 권기중�,� 무일� 고문� 등� 파족�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종공파해재공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기룡� 회장은� 인사에서� 별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새로운� 신

임회장단을� 선출해� 달라고� 부

탁했다�.

이어� 감사보고�,� 경과� 및� 결산

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기만� 씨�,� 감사에� 권영

덕�,� 세규씨를� 선출하고� 신임회

장의� 인사가� 있었다�.

선임된� 임원명단

은� 뀬고문�:권기중�,� 

무일�,� 기룡� 뀬회장�:

권기만� 뀬부회장�:권

인수�,오삼� 뀬감사�:권

영덕�,� 세규� 뀬총무�:권현수� 

<권혁세 기자>

정조공파해재공계 정총 권기만 회장 선출

권기만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 부정공파돈목회 권오찬 회장 선출

■ 일　　시 : �2�0�1�1년� �6월� �1�9일�(日�)� 오전� �0�9시� �3�0분

■ 집결장소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산행하실� 분�)

■ 등 산 지 : 수락산�(�6�3�7�m�)

■ 정기총회 모임장소 :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수락산계곡� 노강산장� �1�3시� �3�0분

� � � � � � � � � � � 전화� �:� �(�0�3�1�)�8�7�2�-�9�8�4�5�,� �H�P� �:� �0�1�0�-�9�9�9�1�-�9�8�4�5

■ 등산코스 : 수락산역� →� 덕성여대생활관� →� 수락산계곡지구� →� 정상� →� 석림사� →노강산장

▲ 회장(권정섭) : �0�1�6�-�7�9�9�-�9�4�5�5� � ▲ 총무(종우) : �0�1�1�-�4�1�8�-�4�2�9�9
▲ 등반대장(정찬) : �0�1�1�-�3�9�2�-�6�2�2�2
※� 준비물� �:� 도시락�(중식�)�,� 간식�,� 음료수�,� 산행필수장비� 지참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 주소는� � �h�t�t�p�:�/�/�c�a�f�e�.�d�a�u�m�.�n�e�t�/�a�n�k�w�o�n�s�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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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정 섭

서울산악회� 제�2�0�0차� 산행� 겸� 정기총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