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화성오산종친회는 2012년 2

월15일 11시 종친회사무실에서 제

17차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다. 

권병후총무 사회로 운영위원 夫

婦同伴으로 40여명이 참석 하였으

며 지난12월 운영위원에서 현회장

을 재추대키로 결의 하였기에 4선 

연임되었다. 

권총무 사회는 국민의례 시조태

사공님께 대한 망배이어 회장은 권

병후총무와 청장년회 부회장 권혁

목씨에게 감사패 수여를 한 후 총

무의 결산보고, 권영주 감사보고를 

하였다.

영갑회장은 지난 2년간 열과 성

의를 다하여 열심히 봉사 한다고는 

했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으

며 본회는 어느정도 인화단결은 달

성을 했지만 종원확보에 너무 미흡

하여 궁여지책으로 한회원이 한분

씩만 모셔오는 운동이 전개되여야

만 한다고 한 후 이제 청장년회도 

조직이 완료되어 권병후회장이 중

심에 서서 잘하고 있다고 인사하고 

임기가 완료 되어 신망과 덕망이 

있는 종친회장을 선출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다. 

전형위 위원장인 권영구씨 가 

(전10대 수원종친회장) 등단하여 

제17차 회장은 지난해 임원위원들

께서 미리 결의한대로 현회장인 권

영갑씨를 연임시키고 감사에 권병

을씨 추천 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

로 선임 가결 되었다 

권회장은 수락인사에서 이제 우

리종친회는 새로운 종친회 더 열린 

종친회가야 하며 모두가 긍정적인 

자세로 종친회 번영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 

케이크 절단 기념촬영 후 화기애

애한 가운데 오찬을 하였다. 

새임원진명단 고문 권영구 권영

욱 권오단 회장 권영갑 부회장 권영

주(수원) 권영부(화성) 권오중(오

산) 총무 권병후이다. <권병후총무>

▲ 권 도 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3

일 박원순 

서 울 시 장

의 뉴타운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룕너무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

다룖며 실무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

율해 나가겠다룖고 말했다.

▲ 유엔세

계관광기구 

스 텝 재 단 

이사장 도

영심(권정

달 총재부

인)이 지난 2월 7일 문화체육

관광부 후원으로 아프리카에

서 펼치고 있는 룏작은 도서

관룑이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111번째로 개관했으며 이 자

리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참석해 책을 통해 미래의 리

더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권성희 

검사(37, 사

법 연 수 원 

34기)가 20

일부터 조

폭굛마약 사

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대북굛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1부에 처음 여

검사로 배치됐다.

▲ 권오갑

현대오일뱅

크(주) 사

장은 7일 싱

가포르샹그

릴라호텔에

서 마크 게인스버러셸이스턴 

대표와 윤활기유사업 합착을 

위한 계약을 했으며 8일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들이 매달 자

신의 급여 1%를 기부해 운영

되는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

단 현판식을 가졌다.

▲ 하이닉

스(주)는 

지난 2월 

14일 서울 

대치동 서

울사무소에

서 이사회를 열고 권오철 대

표이사 사장(회사운영)최태

원 대표이사회장(핵심사안

의사결정) 각자 대표(공동대

표)롤 선출했다.

▲ 권재홍

(54) MBC 

룏뉴스데스

크룑 앵커가 

22일 MBC

보도본부장

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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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1일 11시 종로구 청진

동에서 추밀공파 새로 구성된 임원 

상견례를 하였다. 권혁승회장(본원 

상임부총재)은 인사에서 지난 12

월 정기총회에서 본인을 회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많

은 일을 하라는 것으로, 거년에 전

국을 돌며 회원 규합에 힘써왔는데 

금년에는 못 가본 몇 개 지역을 순

회하여 문중의 단합에 힘쓰겠으며 

우리 대종회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

하여 자금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하

였다. 그리고 감사가 새로 선임되

고 그동안 이사님들의 변동이 있어 

오늘 상견례에서 선인장을 드린다

고 하였다.

아울러 추밀공파 회지 16호를 발

행하는데 15세 이하 선현들의 업적

을 기록하여 후손들의 보학공부에 

도음이 되도록 하겠으니 문중에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하였

다. 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顧問 權寧鮮(서울) 寧桓(음성) 

名譽會長 權寧韶(음성) 會長 權赫

昇(서울) 首席副會長 寧偉(서울) 

理事 權泰安(성남) 俊植(서울) 熙

喆(대전) 寧常(여주) 寧本(구리) 

虞植(인천) 寧根(서울) 寧求, 寧夫

(화성) 寧邦(안양) 寧珍(강릉), 五

星, 五鉉(음성) 五明(강릉) 鎭澤

(청주) 炳善(서울) 晩集(상주) 正

憲(안산) 爀彩(평택) 鎬俊, 鎬春

(대전) 榮昶(의왕) 景晳(서울) 赫

鳳(양주) 學周, 純宣(원주) 純八

(안양) 弘求(서울) 公範(청주) 監

事 炳文, 五敦(서울) 仁淳(대전) 

地域代表 부산 赫萬, 대구 寧植, 광

주 忠和, 원주 五蒼, 강릉 瑢植, 구

미 大吉, 사무국장 寧斌 (편)

추밀공파 임원 상견례

추밀공파 이사회 상견례(혁승회장이 신임이사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

권승구 마포종친회장이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마포종친회(회장 권승구)는 지

난 1월 26일 오후7시 마포구 신공

덕동 소재 우가촌 가마솥설렁탕 식

당에서 신년 정기월례회 행사를 개

최하였다.

이날 권충옥 고문을 비롯 부회

장단, 족친 회원 그리고 안동권문 

딸 내 및 며느리 12명을 포함 총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신년 

하례 겸 월례회에서 족친 간 인사

를 나눈 후 승구 회장은 구정세모

를 기해 다시 한 번 복(福) 많이 받

으시며 건강을 기원 드린다며 인사 

한 후 신년을 기해 룕우리 회의 권

일부 총무(현 구로구 고척1동 새마

을 금고 이사장 재직)가 년 초 이

사장직에 임기4년제 재 선출 연임

되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족

친 회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룖 라고 소개 하였다. 이

어 일부 총무의 답례로 새해 족친 

회원님의 많은 도움으로 이사장직

에 재 선출 되어 감사드린다며 소

감을 피력하고 앞으로 우리 마포종

친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을 다

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어 일부 총무의 진행으로 지난 

연말 총회시 임원 선임에 따른 명

단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였다.

△고문:권병길, 권충옥, 권문우, 

권영규, 권영해, 권오헌, 권오형, 권

현규, 권문야, 권수늠. △명예회장:

권명오. △회장:권승구. △수석부회

장:권인근

△부회장:권경순, 권태복, 권영

철, 권덕순, 권혁구. △운영위원:권

중현, 권상숙, 권명식, 권영관, 권

오형, 권오성, 권오윤, 권오준, 권

정찬, 권종우, 권순익, 권승호. △감

사:권경탁, 권순용. △총무:권일부

 <권범준 본원기자>

마포종친회 신년 월례회

강릉종친회(회장 權五潤)는 지

난 2월10일 강릉종친회관에서 족친 

220여명과 권성동(權性東)국회의

원, 권혁렬(權赫烈)강원도의원, 권

혁기강릉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

데 2012년도 신년하례를 겸한 제35

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와 시조 태

사공에 대한 망배, 족친 상호간의 

건강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로 시작

하였다. 먼저 대종원에서 선발한 

능동장학회 장학금을 인하대 권혁

진군에게 지급하였으며 사회는 권

정달(權正達)대종원총재의 축하화

환 및 권혁승(權赫昇) 추밀공파 대

종회장, 권길상(權吉相) 지역종친

회협의회장을 비롯한 출향 족친의 

축하전문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

되었다.

권오윤(權五潤) 회장은 인사말

을 통해 지난해에는 원로회원간담

회, 시조묘역고유제, 선조유적지탐

방 등의 행사를 통해 권문의 단합

에 힘써 왔다고 회고하면서, 앞으

로도 보다 자랑스러운 가문을 세워 

나가는데 족친의 힘을 하나로 결

집시켜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이어 

2011년도 종무활동보고와 결산보

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강릉종친회는 금년도에도 연례

행사로 시행해 오던 선조유적지탐

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자

체보학강좌와 전통의례강좌를 각

1회씩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강릉지역 權門기림터 찾아보기운

동을 전개하여 손.자녀와 부녀회원

들에게 권문의 자긍심을 높혀 나가

기로 하였다, 

현재 강릉지역에는 선조님들의 

얼이 서린 곳으로 오죽헌고택, 보

진당, 명암정 및 입강릉조(入江陵

祖) 묘역이 있으며, 권인규(權仁

圭) 삼대독립의사(三代 獨立義士)

의 흉상이 건립된 항일운동기념탑 

과 사모정(思母亭)공원에서 권문

의 충효의 정신을 접할 수 있다. 

 <강릉 赫允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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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종진회 정기총회에서 인사하는 권오윤 회장.

안동임하지

회종친회(회

장 권영수)는 

2월 8일 오전 

11시 안동포

진리 식당에

서 남녀 95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권혁태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

에 이어 권재주안동회장, 권박사무

총장, 권혁세종보지사장, 배영숙여

사(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부인)

를 내빈으로 소개했으며, 권영수회

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권문의 유래

와 후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역설했으며, 권재주안동회

장은 축사에서 종친 모두는 건강에 

유의하며, 또한 금년은 총선, 대선

의 국가대사가 있으니 우리의 긍지

와 자존심을 살리면서 상호협조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다음 권순종 감사의 감사보고, 

권혁택총무의 경과보고, 결산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권영수 회장

이 신임회장으로 추대되어 선출되

어 신임인사를 하였으며, 기타토의

로 산회했다. <권혁세 기자>

안동 임하지회종친회 정기총회

안동권씨는 권씨로 사성받은 

지 어언 1083년이 흘렀습니다.

고려조 중후반(1171년이후) 

10世에서 15個 파(派)로 분파

(分派)되고 각 파는 자손이 번

창하여 조선조에서 문인 학자

를 구심점으로 수많은 지파종중

(支派宗中)이 창립 되었습니다.

오늘날 안동권문은 무수히 많

은 지파종중이 있어 헤아릴 수 

없으며 대종원에 등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종중

은 각 종중 나름대로 명맥을 유

지하고 있으며 자체 족보(族譜)

를 수단, 편찬하여 파보(派譜)

를 비롯하여룏안동권씨00종중룑

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안동권씨대종원은 서울사무

소에룏뿌리찾기운동본부룑를 설

치하고 파(派)와 세(世)를 알지 

못하는 족친을 위하여 길잡이를 

하며 이 사업을 위하여 지파종

중은 아래와 같이 통지를 바랍

니다.

조선조 이후 반상(班常)이 없

어지면서 현재 통계청자료에 의

하면 권씨(權氏)의 본(本)은 강

릉, 경주, 광산, 대전, 밀양, 안

동, 안성, 예천, 전주, 진주, 청주 

등으로 나와 있지만 권문에서 

인정하는 본은 안동(安東)과 예

천(醴泉)뿐입니다. 기타 본(本)

은 1만8천 여명으로 인구조사에

서 거주지를 본으로 잘못 알았

거나 상인(常人)이 거주지를 본

(本)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 할 

따름입니다.

1. 뿌리찾기

가. 족보 수단(收單)은 예로

부터 각 문중별로 기록 발간하

였으며 안동권문 전체를 수단한 

대동보는 성화보이래. 을사보, 

신사보, 갑인보 정미보, 신축보 

등이며 2000년대에 대동보와 전

자족보 CD-ROM에 가장 많은 

족친이 수록되었고 그것도 수단

(개인 또는 소 문중에서 가족사

항을 족보편찬회에 발송)치 안

했으면 누락되고 선대만 기록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수단시 

성명이 호적과 상이 할 경우도 

많습니다.

나. 안동권씨대종원은 뿌리를 

찾지 못한 족친을 위하여 위 대

동보와 전자족보를 통하여 뿌리

를 찾아주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① 고조와 증조부 또는 

② 증조부와 조부 또는 ③ 조부

와 부의 족보상 한문자를 명확

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옛

날 족보를 보관하고 있으면(할

아버지이하 누락된) 그 족보를 

지참하면 찾기 수월합니다.

2. 지파종중(支派宗中) 등록

가. 각 지파종중(支派宗中)은 

문중과 후대를 위해서 족보를 

발간했으면 대종원에 1질을 기

증해 주시고 지파종중(支派宗

中)별 선대의 파(派)와 임원구

성(任員構成), 주소 및 전화 등 

연락망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

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각 문중

(門中) 회장(會長)님의 적극 협

조(協調)를 바랍니다.

안동권씨 뿌리 찾기 운동본부

안동용상동

종친회(회장 

권영상)는 지

난 2월 1일 오

후 7시, 안동

시 용상동 모

식당에서 권

혁동고문 등 종원 8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

다.

이날 상례행사에 이어 권영상 회

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권숙대 감

사의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보고, 

결산보고에 이어서 임원선출에 들

어가 권상철씨가 추대되어 신임회

장으로, 감사에 권숙대씨가 선임되

었다.

선임회장의 인사로 회의를 마치

고 회장단의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권상철 △감사 : 권숙대 

△총무 : 권오극 △부녀회장 : 이선

자 △부녀회장총무 : 권순자

 <권혁세 기자>

안동 용상동종친회 정기 총회

안 동 능 곡

회(회장 권기

덕)는 2월 4

일 오후 5시, 

안동시 대석

동 웅부식당

에서 부부동

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척사

대회를 개최했다. 

권기형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계

동 대종원상임부총재, 권재주 안동

종친회장,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

장, 권오갑 전 북후농협전무, 김광

림 국회의원 등을 내빈으로 소개했

으며, 이어 권기덕 회장의 인사말

과 권계동 부총재, 권재주 회장, 권

오을 전 사무총장, 권광택 시의원, 

김광림 국회의원 등 각 축사가 있

었다.

척사대회에 들어가 족친간에 족

의를 더욱더 두텁게 하는 가운데 

행사를 마쳤다. <권혁세 기자>

능곡회 척사대회

안동 녹전종친회 임진년 정기총회

안동녹전종

친회(회장 권

태현)는 지난 

1월 29일 오

전 11시, 안동 

녹전식당에서 

남여족친 80

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임진년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권오석 총무의 사회로 권재주 안

동종친회장, 권인찬 前도의원, 박

실건 농협장, 이재갑 시의원, 권박

안동종친회사무국장 등을 소개하

였다.

이어 권태현 회장의 인사말과 

권재주 회장의 격려사, 권오갑 前

북후농협전무, 권인찬 종친회부회

장, 권재갑시의원의 각 축사가 있

었다.

임원선출에 들어가 신임회장에 

권오학씨, 부회장에 권현규, 태두

씨, 감사에 권명기, 총무에 권오석, 

부녀회장 권분희씨가 선임되었다.

 <권혁세 기자>

수원화성오산종친회 정기총회

종무위원 대의원 제위께

1.  총재단, 종무위원, 대의원 여러분 임진년에도 만사형통하시기를 기

원드립니다. 

 대종원은 여러분의 후원회비로 운영되며 문사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회비 송금에(지로용지 사용시) 주소, 성명이 누락되어 혼란

을 겪고 있으니 성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가급적 아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시고(종보1면 참조), 주소변경시 

전화 연락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448601-01-378019 
농협 076-02-247343 
예금주 : 권경석

안동권씨 대종원

齋有司 推薦案內
壬辰年 새봄을 맞이하여 門中의 十五派와 지역 종친회의 무궁한 발전

을 祈願합니다.

오는 十月中丁에 始祖님과 郞中公의 秋享祀 時에 재유사를 지역에 관

계없이 推薦案內 하오니 많은 분들을 다음과 같이 薦望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 음

가. 연령 55세~60세(남)

나. 추천마감 : 2012. 3. 25

다. 문의전화 :  02)2965-2483 

054) 854-2256

2012. 2. 25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正達

權寧甲會長연임

2012년 3월 1일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正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