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달� 이

사장�(하회별� 

신굿탈놀이� 

보존회�)은� 

별신굿탈놀

이� 상설공연

장을� 방문굛공연을� 관람하고� 전

수자들을� 격려했다�.

▲권도엽� 국

토해양부장관

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

스에서� 열린� 

룏�2�0�1�2국토해양

기술대전룑에� 개막� 인사말을� 했

다�.

▲� 권혁세� 금

융감독원장이� 

지난� �3�1일� 대

기업의� 계열

사� 부당지원

과� 관련� 룕�2분

기에� 보험사부터� 검사를� 시작

하겠다룖고� 밝혔다�.

▲권영진� 전� 

의원은� �1�1일� 

여의도� 연구

소�(소장� 김광

림� 의원�)주최

로� 열린� 룕경

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룖

라는� 토론회에� 김광림� 의원의� 

초청으로� 연사로� 참석하였다�.

▲권오경� 한양대� 부총장은� �6월� 

�3�~�8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

계정보� 디스플레이학회�(�S�I�D�)

에서� 최고� 권위의� 상인� 펠로우

상을� 수상했다�.

▲�D�S�(디바이

스� 솔루션�)부

문장인� 권오

현�(�6�0세�)부회

장이� 지난� �8일� 

삼성전자�(주�)� 

단독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지난� �8일� 경

남과학기술대

�(경남과기대�)� 

제�6대� 총장임

용후보자� �1순

위에� 권진택� 

전자상거래무역학과� 교수�(�5�2�)

가� 선출됐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

수는� �1�1�~�1�2일� 중국� 항저우� 제이

장대학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아태국제개발회계� 룏한국의� 기

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국가정

책룑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1�9일� 동아대

학교� 제�1�4대� 

총장에� 권오

창� 전� 부총장

�(�6�6�)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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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만평

추밀공파종회�(회장� 권혁승�)는� 

지난� �5월�3�0일� �1�1시� �2�0분� 이사� �4�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구� 용두

동� 모� 음식점에서�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 앞서� 종회는� 종로구� 공

평동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104-32 

재정빌딩 301호로� 사무실을� 이전하

였는데� 당일� �1�1시�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혁승회장은� 이전� 고유제를� 

올리고� 이어서� 고기풍년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권영빈사무국

장의� 성원보고�,� 시조� 태사공께� 망

배�,� 임원� 및� 협찬자� 소개를� 하였다�.

혁승회장은� 바쁘신가운데� 사무

실� 이전식과� 이사회에� 많이� 참석해� 

주어� 감사함을� 표하고� 공평동� 사무

실이� 종로에� 있어� 족친들께서� 왕림

하기� 좋았는데� 지역� 재개발로� 인하

여� 물색하니� 용두동지역도� 교통이� 

편리하고� 특히� 대종원과� 인접하여� 

여러모로� 이점이� 있으며� 이제� 새로

운� 지역에서� 파종회의� 발전에� 주력

하고자� 하니� 여러� 임원들의� 성원을� 

바란다고� 하였다�.

이사회� 의안은� 추밀공파� 회지� 발

간계회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동의

를� 구했다�.

추밀공파회지� 제� �1�6호� 발간은� �6

월부터� 착수하여� �1�2월에� 발간� 배포

계획으로� �1�5호에는� 파조부터� �1�6세� 

문충공까지� 수록하였으며� 이번� �1�6

호는� 창화공계� �1�7세� 현성군� 휘� 정

주�(定柱�)�,� 부윤공� 휘� 손�(遜�)�,� �1�5세� 

군부정랑공� 휘� 간�(侃�)�,문충공계� �1�5

세� 판서공� 휘� 엄�(儼�)�,� 정간공� 휘� 희

�(僖�)�,� �1�6세� 평후공� 휘� 충�(衷�)�,� 매헌

공� 휘� 우�(遇�)�,� �1�7세� 평창공� 휘� 옹

�(雍�)�,� 총제공� 휘� 천�(踐�)�,� 제간공� 휘� 

규�(跬�)�,� 안숙공� 휘� 준�(蹲�)�,� 호당

공� 휘� 채�(採�)�,� 정헌공계� �1�5세� 밀직

공� 휘� 중귀�(重貴�)� 정승공� 휘� 상좌

�(上佐�)�,� �1�6세� 부윤공� 휘� 숙�(肅�)�,� 집

의공� 휘� 엄�(嚴�)�,� �1�7세� 좌윤공� 휘� 순

�(循�)�,� 화산부원군� 휘� 복�(復�)으로� 

정하고� 편집참여는� 권중달�,� 권혁

용�,� 권영방�,� 권영환�,� 권오성�,� 권진

택�,� 권우식�,� 권오돈�,� 권영창�,� 권영

구�,� 권경석�,� 권혁원�,� 권영돈�,� 권영

훈�,� 권혁윤으로� 하였다�.

이전식에� 권정달� 대종원총재의� 

화분을� 비롯하여� 권혁승회장� �1�0�0만

원�,� 정간공종회� �3�0만원�,� 평후공종

회�,� 매헌공종회�,� 중망공종회�,� 사직

공종회�,� 권중원�,� 권영갑�,� 권순선�,� 권

구병�,� 각� �1�0만원�,� 참의공종중�,� 권준

식�,� 권영상� 각� �5만원� 권경석� 타올� 

�1�0�0장�,� 정헌공종회와� 참의공종중이� 

화분을� 보내왔다�.� 

<사무국장 권영빈>

지난� �6월�1�0일� 음력� 윤�4월�2�1일� 부

산금정구� 남산동� 소재� 금남서당

�(金南書堂�)� 정원에서� 모암계� �(慕

嵒契�)임진년� 연례총회가� 열렸다�.� 

모암계는� 복야공파� 감정공� 삼괴당

�(三槐堂�)계� 시조후� �3�5세� 설암�(雪

嵒�)� 權玉鉉� 공을� 기리기� 위하여� 문

인� 후학들이� 그� 호를� 따서� 지은� 계

모임이다�.� 금남서당은� 고인이� 만

년에� 거처하다� 고종�(考終�)한� 고택

이다�.� 설암공은� 복야공파� 감정공계� 

�3�5세� 추연�(秋淵�)� 權龍鉉� 先生의� 적

전�(嫡傳�)으로� �1�9�9�8년� �8�8세로� 별세

하였다�.� 모암계는� 공의� 별세� 후� �3년

이� 지난� �2�0�0�2년에� 그의� 문집� �1�8권� �6

책이� 발간되면서� 그� 문인들과� 후

학들이� 결성하여� 매년� �6월초에� 정

례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1�1번째이

다�.

이번� 모임에는� 부산에서� 모암계� 

계장� 이병혁�(李炳赫�)� 전� 부산대� 교

수�,� 권길상� �(權吉相�)� 안동권씨� 부

산� 종친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회원

들과� 서울�,� 대구�.� 마산�,� 합천� 등� 원

근에서� �6�0여명의� 계원들과� 가족� 친

지� 등� �1�0�0여명이나� 모였다�.

총회는� 정영만� �(鄭永萬�)� 유사

의� 사회로� 개회되어� 상읍례�(相揖

禮�)�,� 묵념�,� 회장인사�,� 경과� 및� 결산

보고�,� 강론�(講론�)�,� 기타� 토의� 순으

로� 진행되었다�.� 계장� 이병혁은� 휴

일에� 바쁜� 시간에도� 경향각지에서�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감사함을� 전

했다�.� 그리고� 올해로� 선생이� 졸한

지� �1�4년이� 되었고�,� 모암계도� �1�1번

째� 되는� 해이다�.� 고인의� 높은� 유덕

으로� 오늘� 날씨도� 좋고� 참석자들도� 

점점� 늘고�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하

였다�.� 이어� 김해� 이성규�(李成圭�)감

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강론이� 있었

다�.

강론은� 부산문화재� 전문위원이

고� 일신�(日新�)서예학원� 원장인� 석

정�(昔亭�)� 김성균�(金晟均�)선생이� 

하였다�.� 내용은� 설암문집에� 있는� 

고인이� 지은� 추연선생이� 기거하신� 

룏태동서사기�(泰東書舍記�)�"에� 대해� 

우렁찬� 목소리로� 원문과�,� 한글로� 

번역문을� 해설하였고�,� 주요� 내용을� 

주기로� 상세히� 설명하여� 참석자들

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공식� 행

사가� 끝난� 뒤� 준비된� 뷔페� 식사를� 

하고� 마쳤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고인의� 영

정을� 그린�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 

한만상�(韓萬想�)씨가� 참석하여� 고

인의� 영정을� 보고� 묵념을� 같이� 올

렸으며�,� 부산일보� 문예부� 기자들이� 

참석하여� 취재하기도� 했다�.� 

<부산 사무국장 권재혁>

樞密公派大宗會 理事會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사무실 이전

雪嵒 權玉鉉 慕嵒契 壬辰年總會 開催

△추밀공파종회 이사회(원내 권혁승 회장)

△추밀공파 파종회 이전 고유제

작은 이익에 너무 집착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없

다. 그러나 작은 이익을 너무 많이 포기하면 큰 이

익은 찾아오지 않는다. 지승룡(민토 소장)

△2012년 부산에서 설암선생 추모회인 모암계 정총을 하고 있다.

복야공파종회�(會長�:權啓東�)는� 

지난� �5월� �1�5일�(금�)� 오전� �1�1시� 안동

시� 태화동� 소재� 파종회관에서� 고문

단을� 모신가운데� 부회장� 및� 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년도�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총무

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

사공묘소� 및� 파조� 단소에� 대한� 망

배에� 이어� 상읍례가� 있었다�.

이날�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파족� 여러분들이� 항상� 파종회� 발전

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어�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앞

으로도� 물심양면으로� 열과� 성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회장� 자

신도� 파조부군� 봉사�(奉祀�)와� 파친� 

간의� 화합과� 족의�(族誼�)를� 더욱� 돈

독히� 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

다�.� 경과보고에� 이어� 상정된� 운영

위원�(안�)� 및� 대의원선임�(안�)을� 원

안대로� 의결하였다�.� 회칙� 개정�(안�)

은� 일부� 수정하여� 총회의� 부의� 안

건으로� 결정하고� 기타토의� 시간에� 

파종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회의를� 마쳤다�.

오찬을� 하면서� 파종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장단� 모두의� 건강을� 위하

여� 건배를� 들고� 시종일관� 화기애애

�(和氣靄靄�)한� 분위기� 속에� 정담을� 

나누다가� 산회하였다�.� 

<權五翼 總務部長>

僕射公派宗會 2012年 會長團會議

△복야공파종회 회장단 회의에서 권계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시청� 청무회�(회장� 권태욱�)

는� 지난� �6월� �9일� 회원� �4�0여명이� 안

동� 시조묘소와� 낭중공� 단소를� 참배

하고� 이어� 천등산을� 등반� 했으며� 

이어� 하산해� 제비원산장가든에서� 

오찬을� 하고� 경품추첨을� 했다�.

이날� 권태욱� 경제산업국장�,� 권오

엽� 문화복지국장�,� 권정준� 국장� 등

이� 참석해� 일가간의�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했다�.� <권혁세 기자>

안동시청 청무회

시조묘소 참배
忠定公派� 서울종친회�(회장� 권석

현�,� 복야공파� �2�0世� 諱� 橃�)는� 지난� �6

월� �2일� 오전� �1�1시�,� 의정부시� 호원동� 

한� 음식점에서� 족친� �8�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이날� 권우기� 부회장의� 사회로� 권

석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름다

운� 닭실에� 대한� 추억과� 훌륭한� 선

조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공유하

기� 위해�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많

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으며�,� 권율� 닭실� 종

친회장�,� 권영근� 춘향� 한수정� 회장

의� 인사와� 권규�,� 권양호� 씨를� 소개

했다�.

이어� 이날� 권인호� 대진대철학

과� 교수가� 룕충정공� 충재선생의� 공

업과� 학문사상� 및� 그� 후예들의� 계

승룖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기

타� 토의� 후� 아늑한� 정감속에� 회의

를� 마치었다�.� <권석현 회장>

�(사�)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회

장� 권오운�,� 검교공파� �3�5世�)는� 지난� 

�5월� �1�0일� 강남� 코엑스� 오디토리움

에서� 여린� 제�1회� 유권의날에� 대통

령� 표창장을� 받았다�.

이� 단체는�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

착과�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

여� 헌신� 노력하는� 시민단체로서� �9�7

년� �1�-월� �2�7일� 창립되어� 전국에� �3만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계간� 

정론� 룏선거문화룑를� 발행하여� 민주

적� 시민의식� 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권오운� 회장은� 건국대와� 동� 대학

원을� 졸업한� 후� �3�3년간을� 노동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정부표창인� 홍조� 근정훈

장을� 수훈했으며� 부이사관으로� 퇴

직했으며�,� 수필을� 써서� 문단에� 등

단하였다.  

<권오복 편집위원>

충정공파 서울종친회 제33차 정기총회

권오운 바른선거중앙회장 대통령 표창장 수여받다

권오운 바른선거중앙회장이 대통령 표창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타 작명소에는 30만-20만원 현재 받고있는 실정인바 본인은 

도봉구 주민과 전국 안동권문 전국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작명개명을(10만원) 50%할인해드립니다.

단 유공자 직계가족은 유공증(제시)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알립니다 즐거운 희소식

작명 개명 상호 전문(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술인)

일도� 철학원� 사주명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4번출구앞 100미터(2층)에 위치

문의 02-987-3265 010-7308-6896

일도 원장 권영섭

금번 우리 宗會에서는 처음으로 昌和公派 世譜編修 事業을 實施키로 決

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수단기간이 완료되었으나 各門中의 사정상 수단 

완료일을 금년 10월 31일까지 연기하오니 종원(파친)제위께서는 참고하시

어 한분도 빠짐없이 족보편수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편찬회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편찬회 : 양주시 덕계동 716-1번지 권석원:011-289-3856 (031)868-1728
연락처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629-2호
회    장 : 권병선 011-273-7475
총    무 : 권병문 010-9055-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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