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 4일 오전 1 0시부터 고
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의 행주
산성幸州山城 경내에 있는 충
장사忠莊祠에서고양시가 주최
하고 고양문화원과 충장사제전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 1 5주년
행주대첩大捷 기념제가 거행되
었다. 이날 행주산성 일대는
기념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 말
끔히 정비가 되어 있었고 산성
의 대첩문大捷門을 지나 오른
편에 있는 충장공忠莊公 권율
權慄 도원수都元帥의동상銅像

이 구리빛으로 도금되어 있었
다. 행사장인 충장사 삼문 안
의 너른 묘정廟廷에는 안동권
씨의 중앙종친회ㆍ기로회ㆍ연
천공종회ㆍ충장공종회ㆍ도봉
종친회 등에서 보낸 화환이 배
열되어 있었고 육군 권율부대
원이 단체로 참례하여 도열하
고 있었다. 안동권씨의 참제원
은 지명 인사들과 단체참제원
을 포함하여 1백여명에 달했고
그 가운데 일본에서 참제해온
안동권씨 대판大阪종친회원과

서울의 도봉종친회원들이권오
상權五相 회장이 마련한 승합
차량으로 단체 참제한 것이 돋
보였다.
오전 1 0시부터 충장사에서 1

시간 동안 거행된 기념제의 본
행사는 국악합주단의제례음악
이 연주되는 가운데 봉행되었
다. 집례를 맡은 정대채鄭大采
충장사제전위원이 홀기笏記를
창하면 이를 받아 성균관 예절
강사 이정례李貞禮씨가 우리말
로 해설하여 복창하였다. 이날
행사에 분정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강현석姜賢錫(고양
시장)
아헌관 : 나공렬羅共烈(고양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종헌관 : 이은만李殷滿(고양
시향토문화보전회장)
감제監祭 : 이재곤李載坤(충
장사제전위원장)
집례 : 정대채鄭大采(충장사
제전위원)
집례해설 : 이정례李貞禮(성
균관 예절강사)
대축 : 김지용金知用(충장사
제전위원)

상례相禮 : 김광주金光柱(충
장사제전위원)
진설 : 강홍강姜弘岡(충장사
제전위원)
봉향 : 장시연張始演(충장사
제전위원)
봉로 : 이원일李元逸(충장사
제전위원)
봉작 : 선호술宣鎬述(충장사
제전위원)
내봉작 : 김영호金榮鎬(충장
사제전위원)
외봉작 : 김명덕金明德(충장
사제전위원)
좌전관 : 이현규李顯揆(충장
사제전위원)
우전관 : 장한진張漢鎭(충장
사제전위원)
사준 : 정태문鄭泰文(충장사
제전위원)
관세 : 김옥란金玉蘭ㆍ정영
애鄭令愛(예절강사)
안내 : 한영애韓英愛ㆍ전준

자全俊子(예절강사)
제전행사가 끝나고 행주산성

일대에서는 민속놀이와 역사기
행 및 장군과 병졸의 복장을
하고 벌이는 시연 행사 등 봄
을 맞이하는 여러 문화행사가
대첩문 앞 광장에서 펼쳐졌다.
한편 충장공종회에서는 산성

아래에 있는‘황우촌’음식점
에서 제전행사원 및 외빈들에
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단체 참제한 안동권씨도봉종

친회원들은 점심식사 후 양주
시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충장
공 권율도원수의 묘소를 참배
하였다. 충장공의 묘소는 부친
강정공康定公과 백씨伯氏 쌍천
당雙泉堂 순恂의 묘소 계하에
자리하고 있는데 묘역 일대에
양주시에서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사진ㆍ글 權奇允>

32 0 0 8년 4월 1일 화요일 제112호

충장공 권율 도원수 제4 1 5주년 행주대첩제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산성일대에서

▲ 행주대첩 기념행사가 충장사에서 거행되고 있다.

▲ 강현석 고양시장이 작헌하고 있다.

▲ 도봉종친회원들이장흥의 충장공 묘소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의 단소壇所에서 행례하는 안동권씨 아시조亞始祖 낭중공郞
中公의 무자년戊子年 춘계향사春季享祀를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제 바랍니다.

일 시 : 2008년 4월 2 7일〔일요일ㆍ음력 3월 2 2일 정유丁酉〕0 9시~ 1 2시
행사과정 : 운문면 봉하리 봉암재사鳳巖齋舍에서0 9시 집사문방, 10시제물봉송, 11시

~ 1 2시 단소 행례.
연 락 처 : 안동 태사묘 054) 857-7705
서울지역 : 종보사 서울분사, 종로구필운동 사직공원 앞에서 4월 2 6일 토요일 1 0시에

출발하는 취재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4월 2 5일까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는 02) 723-4480이고여비는 3만원입니다.

안동권씨종보사

청도 아시조 낭중공 춘향 안내

안동권씨기로회耆老會가 3월
1 0일 1 1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사무실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권오갑權五甲 회원의 사회로
개회되어 권병홍權炳洪 회장이
인사말을 겸한 경과보고를 하
였다. 권병홍 회장은 지난 2월
월례회를 설 명절과 겹쳐 거르
게 된 것과 그간에 기로회 회
관쇄환문제 등으로 중앙종친회
와 접촉하고 권정달 회장과도
3차에 걸쳐 만나 협의를 이루
고자 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쇄환기금
1 5 7 0여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적
치해 놓고 있음을 밝혔다. 그
리고 안동의 대종회 종무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견문한 상황
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보
고를 하였고 문중의 여러 기관
에서 행해지고 있는 몇몇 사안
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질의에
응해 견해를 곁들여 설명해 주
었다.
이날 새로운 회원으로 충남

부여 출신 추밀공파 문충공ㆍ
안숙공계로서 군의 원로 예비
역대령인 권영길權寧吉씨가 참
여하였는데 권병홍 회장은 이
를 신임 고문으로 우대하도록
제의하여 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고 고문 추대장을 증
여하였다.

<權奇允>

안동권씨기로회 3월 월례회
새 고문으로 權寧吉 예비역대령 참여

▲ 기로회의 월례회가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