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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오전 10시 행주산성 충장사

에서 고양시 주최 고양문화원이 주관하는 행

주대첩 제419주년 기념제가 권율 도원수의 

전공을 기리고 호국충정을 추념하기 위하여 

엄숙하게 봉행 되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고양시장을 비롯 각계

인사와 지역 유림, 문화단체, 고양시 지역 등 

권율부대 양해섭 부사단장 외 3군사령부 의

장대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고, 오문(吾門)

에서는 권정달 대종원 총재를 비롯 권태일 

고문, 권혁승 추밀공파종회장, 권태강 검교

공파종회장, 권경웅, 권정섭, 권용일, 권순선 

부총재단과 충장공종회 권영범 회장을 비롯 

도원수 후손 추밀공파 문충공계 청주, 청원, 

음성, 포천 등 40여명이 참제 하였다.

제전의식은 정대채 집례의 창홀과 제례악

에 맞추어 초헌관 최성 고양시장의 강신례

(降神禮) 전폐례(奠敝禮)에 이어 초헌례(初

獻禮)와 김필례 고양시의회의장의 아헌례

(亞獻禮), 방규동 고양시문화원장의 종헌례

(終獻禮)순으로 헌작 하였으며 이어 음복례

(飮福禮), 망료례(望燎禮), 사신례(辭神禮)

순으로 제례를 마쳤다. 그 외 이현계 제전위

원의 상례와 선호술 제전위원의 대축, 권문

에서는 권정택 워원의 전작 권은숙 제전위원

이 안내를 맡았으며 일본에서 한일문화교류

회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집례해설은 이정례 

제전위원의 맑은 목소리로 룕충장사는 권율 

도원수의 사당입니다. 헌종8년(1894)에 사액

된 기공사가 6. 25전쟁으로 소실 된 후 미 복

구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당시 행주산성 정

화사업의 일환으로 1969년 7월 착공, 1970년 

11월 완공되었습니다. 먼저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이전인 통일신

라시대에 쌓여진 산성입니다. 주지(周知)하

고 있는 바와 같이 행주대첩은 전라도 관찰

사 권율장군이 주도한 싸움으로 당시의 전

세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은 중요한 계기

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

다. 임진왜란 당시 장군은 서울 주변인 아현

에 진을 치게 하였으나 막하 장수인 선거이, 

조경, 변이중 등의 건의로 행주산성을 결전

장으로 정하고 조경을 시켜 124미터의 덕양

산 중턱에 2중의 튼튼한 목책성(木柵城)을 

설치하고 휘하 병력가운데 4천명을 뽑아 선

거이로 하여금 금천에서 서울을 견제토록 하

였고, 변이중에게도 정병1천을 거느리고 양

천에 주둔, 행주산성과 금천 중간위치에 왜

군을 견제토록 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

비하여 행주산성에 배수진을 친 권율장군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전투 준비가 끝난 1593

년 2월 12일 새벽 왜군은 3만 명이 7개 부대

로 나누어 행주산성으로 공격을 개시했습니

다. 그러자 권율장군이 이끄는 2천여 명의 정

병은 화포나 수차석포, 화전의 집중적인 공

격은 물론, 왜군 제6대의 공격 때에는 재주머

니를 터트려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등 백병

전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高陽)

의 부녀자들은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

고 돌을 날라 투석전을 전개했던 것으로 행

주치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공방전 끝에, 왜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

각하였습니다. 이곳은 1970년 대대적인 정화 

공사를 하면서 권율 도원수의 사당인 충장사

를 다시 짓고 정자와 문을 세워 경역(境域)

을 규모 있게 조성하면서 1845년에 세운 행

주기공사 경내의 대첩비는 충장사 옆으로 옮

겼습니다. 지금부터 415년 전 음력 2월 14일 

승전의 날을 1971년부터는 양력일로 환산

하여 매년 3월 14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제례봉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첩제

는 고양시장이 주관하고 1985년부터 충장

사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림들이 봉행

하고 있습니다.룖라고 해설하였다. 또한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권율 도원수의 인물됨과, 일

대기를 보면 룕침착 신중하고 도량이 넓으며 

용모에 위엄이 있었다. 아랫사람을 통솔함에 

관대하고 인자하니 장졸들이 진심으로 복종

했다. 행주대첩으로 중국까지 이름을 떨쳤으

니 옛날 유장(儒將)의 기풍이 있었다.룖 라고 

기록 되어있다. 행주대첩의 승리로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 권율은 당시의 육. 해. 의

병. 승군(僧軍)을 총 지휘하는 도원수로 승

진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 해인 선조

32년(1599)권율 도원수는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한 뒤, 그해 향년 63세로 별세했다. 묘소

는 한양의 서북쪽인 홍복산(洪福山) 현 경기

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소재하고 있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선조37년(1604)

에 선무공신(宣武功臣)1등에 영가부원군(永

嘉府院君)으로 추봉(追封)되고, 충장(忠莊)

의 시호를 받았다.  <권범준 본원기자>

權慄 都元帥 제419주년 幸州 大捷祭

▣일시 : 2012년 4월 29일(日)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광주첨단체육공원(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3번지)

▣연락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77(유일 연삭기 內)

전화 062-953-0133, Fax 062-951-4551 권시현 회장 010-9883-6612 e-mail : kspline@hotmail.com

▣경기종목 : 공굴리기, 단체줄넘기, 승부차기, 기마전

▣경기일정 : △개회식:오전10시-11시 △다과회:오전11시-11시30분

△청굛장년회의:오전11시30분-12시30분 △운동경기:오전11시-오후2시

△노래자랑(행운권추첨):오후2시-오후3시30분 △시상 및 페회식:오후3시30분-오후4시

有親이 自遠方來하면 不亦樂乎아-- 전국 청굛장년회 체육대회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족친간의 정을 나누고 우의를 돈독히 하며 선조님의 빛난 얼을 되새기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권문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으로 광주에서 안동권씨청굛장년회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권문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안동권씨광주청굛장년회 회장 권 시 현

지난 3월 7일(음2월 15일) 오전 

11시 안동시 북문동 태사묘에서 

권굛김굛장씨 후손 15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태사묘 춘향제를 봉행했다.

이날 제향은 김광석씨 집례로 △

초헌관:김시한 △아헌관:장상기 △

종헌관:권주연 △독축:권혁인씨로 

봉행하고 음복례로 제전의식을 모

두 마쳤다.  

<권혁세 기자>

太師廟 春享祭 奉行
태사묘 춘향제 봉행

사단법인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

회는 지난 2월10일 오후4시, 안동

파크관광호텔 2층 연회장에서 권

정달 신임 이사장 취임식 및 신년

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권오을 예비후

보자, 김광림 국회의원, 김명호 도

의원, 윤상현 경북문화예술과장, 

이재춘 안동문화원장, 김준한 안동

영상미디어센터이사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 기관단체장과 하회별신

굿탈놀이보존회 관계자 등 200여명

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 취임을 축

하했다.

이 자리에서 권이사장은 룕최근 

동남아를 시작으로 열화같이 일고 

있는 K-팝 한류열풍에 하회탈춤의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우리 탈춤

의 세계화를 모색하겠다.룖며 룕정치

권과 행정, 학회, 보존회가 협력체

계를 구축해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

다.룖고 강조했다. 또한 룕하회탈과 

탈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유산이고 국가적인 문화 아이콘이

라고 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지만 

탈과 관련된 우리 문예인들의 처

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룖고 평

소의 소신을 밝히고 룕그동안 공연

수입만으로 생계를 영위해 온 보존

회원들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높이

기,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

할 것룖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룕국

가 위상에 걸맞은 하회탈춤의 세계

화를 위해 안동에 하회탈문화관과 

탈춤대학 등을 새로 설립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상

당한 규모의 하회탈 타운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룖

고 밝혔다.

한편 권정달 이사장은 기존 세계

탈예술연맹과 탈춤페스티벌 등의 

탈 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우리 

하회탈과 탈춤을 국가적인 차원에

서 다양하게 개발하는 사업은 지역 

문예인들에게 많은 일감을 제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의지를 보

였다.  <편>

권정달 대종원 총재
(사)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이사장 취임

△하회 별신굿탈놀이보존회 권정달 이사장 취임 축하 리셉션

△태사묘 춘향제를 봉행하고 기념촬영 했다.

지난 3월2일12시 안동권씨전국

지역종친회장협의회(安東權氏全國

地域宗親會長協議會,회장權吉相)

는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 수영

구 민락동 바닷가 안동횟집에서 전

국지역종친회 32곳 종친회장이 참

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성대히 개최 

하였다.

회의에 앞서 시조 태사공(太師

公)께 망배를 올리고 내빈으로 大

宗院 權景晳 事務總長과 부산종친

회(釜山宗親會)의 權永漢 顧問(大

宗院 副總裁), 權載穆 名譽會長 權

重元首席副會長 權載赫 事務局長

소개와 그리고 각 종친회장 상견례

(相見禮)가 있었다. 또 한 이날 행

사 준비를 돕기 위해 부산종친회 

權壬鎬 權英鉉 副會長과 權貞順 婦

女會長 崔花子 婦女會總務 權德林 

靑年會 監事와 權純祚 族親께서 行

事를 마칠때까지 많은 수고를 하였

다.

이날 權吉相 協議會長은 人事말

을 통해서 全國 各 地域에서 참석

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많은 

무리가 있는 줄 안다면서 부산에 

오신 것을 쌍수(雙手)로 환영하며 

모처럼 모신 여러분께 釜山의 진

수(眞髓)를 빠짐없이 보여드리고 

발전상을 낱낱이 소개드리려고 하

였으나 유지미치(有志未致)로 마

음만 간절하고 시간에 쫓기어 바

쁜 느낌이라면서 우리 협의회(協

議會)는 대종원(大宗院)이 지향하

는 종사발전(宗事發展)을 위해서

는 먼저 각 지역종친회(地域宗親

會)가 활성화(活性化) 되도록 노력

하자고 강조하면서 協議會의 會議

回數가 거듭 될수록 地域宗親會 運

營의 效率을 높이기 위하여 各地域

宗親會의 長點은 타산지석(他山之

石)으로 삼고 단점은 보완할 수있

는 情報交換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

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축사로는 권경석 사무총장이 大

宗院의 종사제반(宗事諸般)을 소

상히 전하였으며 權永漢 大宗院副

總裁의 환영사(歡迎辭)를 겸한 덕

담(德談)이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광안대교(廣安

大橋)를 바라보면서 화기애애(和

氣靄靄)한 가운데 자연산바다회

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釜山宗親會

에서 제공한 관광버스로 거가대교

(巨架大橋)와 해저(海底)터널을 

통과하여 金永三 前 大統領 생가를 

방문하고 오후5시에 부산역 광장

에 도착하여 解散하였다.

이날 行事에는 釜山宗親會에서 

全國 各 地域會長님들을 따뜻한 마

음으로 歡迎하기 爲하여 觀光버스

를 대절하였을 뿐 아니라 權吉相協

議會長은 자비부담으로 참석한 모

든 분들께 기념으로 해초류와 모

자, 음료 등을 선물(膳物)하였다.

< 協議會 幹事 權寧甲, 사진 권오진>

安東權氏 全國 地域宗親會長協議會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전국지역종친회장 협의회 모습 △지역종친회 회장협의회 후 거가대교 휴게소에서 기념촬영

경  제24회 안동권씨청굛장년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축

△행주대첩제(좌상:농악놀이, 우상:권정달 총재 분향, 아래:기념촬영)

△3굛14 충장사에서 권문일족, 고양시민, 권율부대 장병이 참제한 가운데 대첩제 봉행 △고양시장의 충장사 제례

권율 도원수 행주 대첩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