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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경 채

지난 2월 3일 안동권씨대종원(총

재 권정달)은 총재단, 귀빈, 종무위

원, 지역종친회장, 대의원 180 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년 신년 하

례회를 국방회관 대연회실에서 가

졌다.

권경석 사무총장이 사회로 국

민의례, 애국가봉창, 시조태사공

께 망배, 열선조 및 순국선열에 대

한 묵념, 상읍례에 이어 내빈소개

에서 권택기국회의원, 권영세 한나

라당사무총장 부인 유지희여사, 그

리고 중국북경에서 내방한 권상주 

한화교유한공사총경리 일행을 소

개하고 총재단, 종보편집자문위원, 

파종회장 및 종무위원, 지역종친회

장, 대의원, 별유사를 일일이 소개

하였다.

내빈 축사에 권택기의원은 단상

에서 큰절을 하고 지난 4년간 나라

를 위해 일을 하느라 종친을 일일

이 찾아뵙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문

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권영세의원은 새누리당 창당과 우

리나라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

하여 오늘 못오고 부인이 대신 참

석하게 되었으니 감사드리며 신년

회에 참석하신 여러 어른들의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한다고 하

였다.

권정달 총재는 인사에서 60년 만

에 찾아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동권씨신년회에 권택기의원과 

권영세의원 부인 유여사 그리고 멀

리 북경에서 권상주회장님 일행이 

오셔서 감사드리며 전국 각처에서 

종무위원, 종친회장 대의원님께서 

오셔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룕 금년은 우리권가가 사

성을 받은 지 1083년이 되는 해로 

백만 거족을 이루게 되었으며 지난

해 시조님 추향제에 500 여명이 참

제하여 숭조정신을 앙양하였으니 

금년 춘향제에도 많은 족친께서 참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종원의 과제는 안동에 사

무소를 매입하는 것과, 기울어진 

추원루를 비롯한 재사를 보수하는 

일입니다.

금년은 용의 해인데 잘 다스리

면 길조(吉兆)가 되겠지만 역린(逆

鱗)을 일으키면 화를 입음일진데 

임진왜란이 그렇고, 1952년 한국전

쟁에서 전 국토가 폐허된 바입니

다. 우리는 그동안 외환위기를 잘 

견디어 왔지만 빈부격차로 사회문

제가 심각하며 특히 학교폭력 등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금년은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

로서 우리 일가가 많이 당선되어 

나라의 중추적 소임을 다 할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처변인변(處變人變)이라고 했습

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침착히 능

동적으로 대처하면 반드시 이겨내

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지낸다면 

문중은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예

로부터 군신을 엄격히 함이 올바른 

국가와 가정이 돨 것입니다. 잘못

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인정하며 일

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만이 더 

많이 참여케 될 것입니다.

요즘은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

고 있습니다.

문중도 여성회 활동을 기대하며 

100만 족친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

을 바랍니다.룖 라고 했다. 이어서 

금년은 4월 말 광주에서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체육대회가 열리며 광

주종친회장님과 청장년회의 준비

의 노고에 감사하며 성대히 개최하

여 문중의 발전을 위해 많은 족친

들이 참석해 뜻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사무총장은 신년회를 위해 권홍

사 반도건설회장, 권경섭 삼한강회

장, 권용일 세화금속대표, 권봉도 

별장공파회장 등 협찬해 주신 분

께 감사하고 총재님이 내빈께 기념

품을 증정한다고 발표한 후 오찬은 

뷔폐로 정담을 나누며 1시간 반 동

안 진행되었다.

<사진 권경일, 권범준기자>

安東權氏壬辰年 新年賀禮會

△2월 3일 안동권씨대종원 신년하례회를 국방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1월 25일 음력 정월 초3일 오전 10시 30분 안

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삼성(三姓), 권씨(權

氏), 김씨(金氏), 장씨(張氏)의 후손들 37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임진년(壬辰年) 정알례(正謁禮)를 올

렸다.

이 날 권영세 안동시장, 권오을 前국회사무총장, 

김광림 국회의원, 권오엽굛태욱 안동시청국장, 권오

갑 前북후농협전무 등이 참례한 가운데 권계동, 김

시한, 장태수 씨가 각각 자기 조상에게 분향굛헌작하

고 밖으로 나와 후손 모두가 정알례를 마쳤다.

이어 10여명의 안동권씨는 간단한 주굛과굛포를 준

비해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시조태사공묘소에서 권

계동 부총재가 분향굛헌작했으며 이어서 하산해 낭

중공단소에서 권계동 부총재가 분향굛헌작하고 함

께 재배하는 것으로 정알례를 모두 마쳤다.

<권혁세 기자>

太師廟 正謁禮

△안동북문동 태사묘에서 三姓의 후손들이 룗임진년 정알례룘를 올

리기 위해 도열하고 있다.

태사묘 정알례

안동권씨임진년 신년하례회

始祖. 郞中公 春享祭 案內

■ 日時 : 2012년 4월 5일(목)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까지

■ 場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 大堂會 : 2012년 4월 4일(수) 오후 7시

※ 서울 잠실운동장역 2호선 1번출구 버스1대 출발(선착순 접수)
出發日時 : 2012년 4월4일(수) 오후 1시30분 능동재사에서 숙박하며 회비 2만원입니다.

※ 연락처 : 02-2695-2483/4 (대종원 사무소)

太師公 郞中公 春享祭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追遠報本의 精誠으로 많이 參祀바랍니다.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 正 達

재단법인 능동장학회(이사장 권

정달)는 지난 2월8일 11시 서울 충

무로 4가 신차이나에서 제 109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

회를 선언하고 권경석 사무처장은 

회의자료를 배부하고 경과보고 전

에 권오영 감사의 별세로 인하여 

결원된 감사 선임안을 부의하여 대

종원 자산관리위원장인 권봉도 부

총재가 감사로 장학회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하였다.

사무처장은 지난해 15명에게 100

만원씩 지급하여 설립이래 연인원 

1,197명에게 4억2천1백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일부 자금을 이자가 높은 

지점으로 전환하였다고 경과보고 

하였다. 또한 2011년도 결산보고와 

기본재산과 현금에 대한 잔액증명

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부의의안 1호 2012학년도 장학생 

선발은 파종회와 지역 종친회 및 

학교의 안배를 감안하여 대종원에

서 해당 종회에 할당하면 각 종회

에서 추천하여 품의하는 방법을 적

용하고 있으며 조건은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재학증명서와 B학

점이상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

다. 이사회는 추천 대상을 일일이 

심의하여 총 8명에게 2개학기 학기

당 100만원씨 지급키로 의결하였

다.

기타토의에서 사무처장은 장학

금 기본재산 5억원으로 년간 수혜

대상이 적어 모금활동을 통하여 증

자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사장은 모금운동을 하여 증자

키로 하고 이사의 동의를 구하였

다.

한편 처음으로 장학금을 출연한 

권승렬 설립자의 뜻을 기려 기념사

업회를 설립함이 바람직하다고 하

였다.  

<편집인 권경석>

財團法人 陵洞獎學會 理事會
募金運動을 통한 增資키로

△재단법인 능동장학회(이사장 권정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2학년도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장학금 모금에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장학금을 증자하여 더 많은 오문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도록 십시일
반 모금을 하니 백만 종친께서 아래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후원인은 매월 종보에 게재하며 1천만원 이상은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1 구 좌 : 10만원 (1구좌 이상 무제한)

계좌번호 : 국민은행 364-21-0083-579

예 금 주 : 권정달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2월 12일(양력 3월 14일) 

전라도 순찰사 권율장군이 지휘

하는 2,300여명의 조선군이 왜군 

3만여명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대첩이다.

이의 위업을 널리 선양하고 호

국정신을 고취굛계승, 발전시키

기 위한 행주대첩, 제419주년 기

념행사가 오는 3월 14일(수)오전 

10시, 행주산성(충장사)에서 고

양시 주최, 고양문화원(충장사 

제전위원회)주관으로, 고양시장 

외 일반시민, 군인, 권문 후손 등 

3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

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헌관으로 오전 10시~11

시까지 제전행사가 봉행되며 이

어 정대채전문위원의 집례로 권

문후손으로부터 헌화, 분향이 있

으며 부대행사로 국립국악원 주

악굛룏취타대의전룑을 (대첩문→충

장사까지 안내의식), 고양들소리

보존회(민속놀이 시연), 육군권

율부대장병이 참가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거행될 예정이다.

우리 후손은 모두 참제하여 공

의 업적을 선양하고, 권문의 자

긍심을 고취했으면 한다. <편>

제419주년 행주대첩기념제
3월 14일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안동권씨 신년하례회 국기에 대한 경례

△정달 총재는 임진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권길상 종친회장 협의회

장과 임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경석 사무총장은 권택기 국회의원(중앙)과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

장 부인을 소개하였다.

△정달 총재 우측으로 권상주 회장 일행과 좌측 혁승 상임부총재, 봉

도 부총재

권홍사 부총재 200만원, 권경섭

부총재, 권용일부총재, 권현준부총

재, 권태석부총재, 각 100만원, 권

영선부총재, 권재영부총재 각 50

만원, 권송성부총재, 권재주부총재 

각 20만원, 권병훈고문, 권혁용, 권

혁춘, 권정섭, 권무탁 부총재 각 10

만원, 권승구마포종친회장, 권영갑

수원종친회장 권충화광주종친회

장, 권윤식종친회장, 창화공종회, 

영주종친회, 권태근(수원), 권상주

(북경), 각 10만원, 권혁원(수원) 5

만원 계 875만원

아래 협찬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주대첩 제419주년 참제안내
3월 14일(수)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의 충장사에서 충장공 권율 도원수의 위훈을 기리는 제419주년 
행주대첩제가 아래와 같이 거행되오니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권문후손들의 많은 참제를 바랍니다.

◈ 제전행사
○ 제례진행 : 10:00~11:00 충장사 제전위원회

전폐례, 초헌, 아헌, 종헌, 음복례, 망요례의식과 해설
○ 헌화 및 분향 : 11:00~11:30 안동권씨족친, 일반참례인사
○ 교 통 편 : 대중교통-종로3가 3호선승차→화정역하차 →마을버스 (01번, 012번) / 일반버스(85-1)→행주산성

자가용-강변북로 방화대교 아래 지나 우측으로 나가 삼거리에서 좌회전
○ 연 락 처 : (031)8075-4643(代) (행주산성 관리사무소)

02)2695-2483-4 (안동권씨대종원 사무총장 : 010-5201-5495)

2012년 3월 1일

안동권씨 대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