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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安東權氏大宗院 定期總會 開催
나 모두 안동권씨의 대표기구인 안
동권씨대종원의 소유가 분명하므
로 이에 위 토지는 안동권씨대종원 
소유로 법적 효력을 갖도록 등기할 
것을 의결했다. 제3호 의안 대종원 
정관개정에 관한 건은 상임부총재
의 기능을 추가하고, 전례위원장, 
재정위원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
으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
다. 
기타토의에 들어가 권주연부총
재는 임원회비 협조가 미흡한데 조
치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권병균 부
호장공파회장은 능동재사에 관리
인을 두어 방문객 안내에 힘써달라
고 하였다. 이로써 폐회하고 화기
애애한 가운데 오찬에 들어갔다. 
정기총회에 찬조하여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안동권씨 대종원정기총회를 용산 국방회관에서 개최하고있다. 원내는 권정달 총재.

위: 참석자 전원 애국가 본창을 하고 있고, 아래: 시조 태사공께 망배를 하고 있다.

좌상:총재의 의안심의/우상:사무총장 제안설명, 좌하:권귀옥 방송인 인사/우하:권찬혁 부총재 영접

안동권씨대종원(총재 권정달)은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구 국방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종원 
총재단과 종무위원, 대의원 및 지
역종친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경석 사무총장의 사회로 먼
저 성원보고에 있어 총원 371명 중 
183여명이 출석하고 42명이 위임장
을 보내와 성원되었음을 보고하였
다. 이어서 총회 개회선언과 국민
의례, 시조태사공께 망배, 그리고 
상읍례가 있었다.
내빈소개는 시간관계상 총재단
을 소개하고 총재 인사와 권귀옥 
방송인의 자기소개가 있었다. 이어 
공로패를 권경섭(부총재), 권영열
(부총재), 권영갑(수원굛화성, 오산
종친회장), 권기덕(능곡청장년회
장), 권시현(광주청장년회장), 권
정순(부산부녀회장)에게 수여하였
다.
권정달 총재는 인사에서 오늘
은 통합 후 첫 정기총회가 개최되
는 날로써 올해 행사 중 총회는 가
장 비중을 차지하는 회의이며, 그
간 신년인사회, 시조 및 낭중공 춘
향제, 행주대첩제, 그리고 광주에
서 개최한 전국 청장년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치었으며 이는 모두가 
합심 협력, 상부상조하는 100만 종
원 여러분의 공로라 치하하였다. 
이어서 올해는 선거가 두 번 있

대종회, 안동권씨중앙종친회 등 명
칭을 전국 회장단 41인 명의의 회
의록과 인감첨부 특허신청하면서 
신문출판업, CD-ROM편찬업, 인터
넷 및 홈페지를 통한 교양강좌 등 
사업 신청결과 특허청은 100만 안
동권문의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판
결하여 승인되었으므로 이제 권문
의 어느 임의 단체도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부의의안 심의에 들어가 제
1호 의안 낭중공유허비 이전에 관
한 건은 사무총장이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대의원 모두 낭중공유허
비를 안동으로 이전하고 비각은 폐
기처분할 것을 의결했다. 
제2호 의안 대종원 소유토지의 
소유자 명칭변경 건은 안동은 권태
릉으로 되어있고, 청도는 권낭중으
로 되어 있으며 등록번호도 없으

는 해로서 권문은 정통성이 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진력하
는 데에 힘을 결집함이 바람직하다
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5,60년대 국민소득 
60불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였는데 
국민 모두가 단합하고 지혜를 모아 
선진국대열을 눈앞에 두고 첨단기
술분야에서는 세계 제일가는 국가
가 되었는데 온 국민의 노력이 결
집될 수 있도록 권문은 합심하고 
단합해 권문중흥과 발전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결
산보고와 권종준, 권영훈감사의 감
사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2012회계년
도 예산안을 만장일치 의결하였다.
권경석사무총장은 특별보고에서 
지난해 특허청에 안동권씨대종원 
상표와 안동권씨대종원, 안동권씨

권정달 총재가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좌로부터 영갑 수원종친회장, 기

화환 : 권성동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권해옥 헌정회사무총장, 
권혁승 추밀공파회장, 권준식 정헌
공회장, 권혁창 서울청장년회장
<기사 : 권오복, 사진 : 권경일, 권
범준>

폐회전에 권문의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덕 능곡청장년회장, 시현 광주청장년회장, 정순부녀회장

安東權氏大宗院 特許登錄完了
안동권씨대종원은 安東權氏大宗院, 安東權氏大宗會, 安東權氏中央宗親會 등으로
특허청에 특허등록 신청하여 2012년 5월 16일부로 등록이 허가되었으며 업종은 신문
출판업, CD-ROM출판업, 홈페이지를 통한 강좌업 등 온라인 오프라인 제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중의 어느 누구도 100만 權門을 대표하여 새로운 團體를 組織하여 활동할
수 없으며 安東權氏大宗院 만이 유일한 安東權門의 代表機構임을 公告합니다.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 正 達

권오춘(부총재) 2,000,000원/권
홍사(부총재) 1,000,000원/권영선
(부총재) 500,000원/참의공종중 
300,000원 /권송성(부총재) 200,000
원/권우근(고문)/권정섭(부총재)/
권혁용(부총재) /권오덕(부총재)/
권정순(부산부녀회장)/정간공종
회/권영갑(수원, 화성종친회)/석
주공종회/권영수(제천종친회)/광
주종친회/권승구(마포종친회)/권
정택(화산부원군종회)/권영탁(중
윤공파친회)/금천구종친회/권윤식
(안양)/권영돈(광진종친회)위 각
10만원/청주굛청원종친회 5만원 
합 계 5,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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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안동권씨청장년체육대회
유친(有親)이 자원방래(自遠方
來)하면 불역낙호(不易樂乎)아 
(족친이 계셔서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광주첨단
체육공원에서 안동권씨 전국 청장
년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청장년
회가 주관하여 안동권씨 광주종친
회, 대종원이 후원하는 제24회 전
국 안동권씨청장년회 체육대회가 
25개 지역의 팀으로 2,000여명이 참
가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식에 기수단 및 선수단이 입
장하여 국민의례 태사공 할아버님
께 망배에 이어 권정달 대종원총
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임래현 
국회의원, 권계동, 권혁승 상임부
총재, 권영두 화천기공(주)대표, 권
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중
앙 및 지역의 내외귀빈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 룏권문의 노래룑가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회기 게양이 
있었으며 전년도 대회 우승팀인 대
구청년회의 우승기 반환이 있었고 
권정달 총재의 공로패가 권순호 광
주청년회재무국장에게 수여되었
고, 권충화 광주종친회장의 환영
사, 권정달 대종원총재의 격려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의 축사가 있
었다. 
<4면에서 계속>

광주 첨단 체육공원에 선수단 입장 모습

권시현 광주청년회 대회장이 전년도 우승한 대구청년회로부터 우승기를 받아 흔들고 있다.

宗廟大祭 權門에서 文宗굛顯德王后祭禮 봉행
종묘대제

문종

종묘제례(원내 중앙 권재목 아헌관)

지 난   5 월 6 일   오 후 1 시 부 터 
2012년 국제문화행사 유네스코
(UNESCO) 인류무형유산 종묘대
제(종묘제례 및 제례악)가 문화재
청 주최 종묘대제봉행위원회가 주
관하는 종묘(宗廟)에서 참제원을 
비롯 국. 내외 귀빈 및 관람객 등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대제(大祭) 진행은 제1부 
어가행렬(11:30~12:30)경복궁-광화
문-종로-종묘,제2부영녕전(永寧
殿)제향(13:00~15:00), 제3부 정전
正殿(16:30~18:30)으로 진행되었다.
안동권문은 문종의 비인 현덕왕
후 권씨 〔부정공파 17世 휘(諱) 
화산부원군 전(專)의 3녀 순임 경

안동권씨홈페이지 재구축
안동권씨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여 활용에 편리토록
하였으니 많이 이용비랍니다.
① 파종회장협의회와 종친회장협의회를 신설하여 기
사와 사진을 입력할 수 있고 ② 회원광장에 각 문중의
행사를 사진과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③ 단, 각 파종
회, 종친회는 회원가입시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해주
셔야 대종원에서 등급을 격상시켜 기사와 사진이 올라
갈 수 있으니 관리자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성명,
아이디, 특히 직책)

현덕왕후제례

권재목 헌관의 헌작(영녕전 6실)

혜공〕를 영녕전 제6실에 봉안하
고 매년 대제봉행시 아헌관으로 헌
작을 올린다. 금년은 초헌관 이석
구李奭九(충남서산.지역향교위원) 
아헌관 권재목(權載穆) 현 부산종
친회 명예회장 겸 대종원종무위원
이 헌작 하였으며 종헌관에 이한
용(李漢用) 전례위원, 대축 이학원
(李學元) 전례위원 등이 봉헌하였
다. 이곳 영녕전 제례의식행사는 
제향전의 준비과정과 국왕이 문.무 
대신과 거가출궁(車駕出宮)하여 
종묘에 이르는 어가행렬에 이어 제
례봉행으로 먼저 제향을 시작하기 
전에 종묘제례악은 종묘대제의 모
든 의식에 맞추어 룏선왕의 공덕을룑 
기리는 노래와 일무(佾舞)춤이 진

행되는 가운데 제관들이 정해진 자
리에 취위(就位)로부터 진청행사
(進請行事), 신과례(晨祼禮)등으
로 신을 맞이하는 제례의식으로 이
때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연
주하고 일무(佾舞)는 보태평지무
(保太平之舞)를 추는 의식이 진행
되었다. 이어 제례의식으로 천조례
(薦俎禮) 즉 신을 위해 익힌 재물
을 바치는 절차로 각 산실 마다 조
(俎)와 소, 양, 돼지를 받들어 올리
는 의식으로부터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순으로 제례를 올리고 이어 
신(神)을 보내는 절차로서 음복례
(飮福禮) 및 망료례(望燎禮)로 모
든 제례를 마쳤다.
<권범준 본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