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서후면성곡리능동陵
洞에 소재하는 안동권씨 시조
始祖 태사공太師公 묘소에서
2 0 0 7년, 정해년丁亥年 춘계 향
사春季享事가 4월 6일 한식일
寒食日에 봉행되었다. 이날 행
사에는 서울에서 정간공종회靖
簡公宗會가 제공한 2대의 버스
와 강릉江陵종친회에서 전세한
1대가 참제원 후손을 태워오고
원근에서 예년보다 많은 인원
이 모여들었다. 전석前夕인4월
5일 저녁 능동재사陵洞齋舍의
당회堂會에 도기到記한 인원이
2백수명에 이르고 익일 본행례
에 도착하여 참제한 인원이 5 0
여명이어서 도합 제관은 2 5 0여
명이되었다.

4월 5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재사의 정당正堂에서 1 9시 3 0
분에 대당회大堂會가 열렸다.
대당회에 2 0 0여명 종원이 모인
것도 드문 일이었다. 주의제는
1월 3 1일자로 발효시킨 대종회
정관定款 개정안改正案의 소급
인준과 역시 사전에 선임한 종
무위원 6 7인 및 회장단에 대한
총회로서의 대당회의 인준안이
었다. 이번 향사의 초헌관初獻
官인 수임首任으로서 대당회의
의장인 권우철權宇哲씨가 신임
권정달權正達 회장에게 의장으
로서의 회의 주재권을 넘김으
로써 상정된 의안은 일사천리
로 통과되었다. 그 회의 상황을
요약한내용은다음과 같다.

사회 권정창權正昌 : 지금부
터 정해년 춘향 당회를 시작하
겠다. (개회 의례를 마치고) 자
리가 협소하고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달라. 당회의장의 인사
말씀이있겠다.

권우철權宇哲[수임ㆍ대당회
의장] : 예천에 있는 좌윤공파
3 4세손 권우철이다. 오늘 참 많
은 참제원이 모여 주셔 감사하
고 내일 향사는 겸손하게 해 주
시기 바란다. 오늘 보니까 무슨
회의가 있는데 [그 의장은] 권
정달족친께 위임하겠다.

사회 : 대종회장 인사말씀이
있겠다.

권영목權寧睦[대종회장 대
행] : 별장공파 3 4세 영목이다.
경향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모
여주시니 시조할아버지께서 반
가워하실 줄로 안다. 그러니 여
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
라도 서로 동정하고 양보하면
서 앞으로 우리 안동권씨가 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사회 : 종무보고를 하겠다. 회
의서류 2면에 있는 내용이다.
2 0 0 6년 1 0월 1 6일 권중수 회장
직무대행 교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에의거)ㆍ1 1월 2
일 종무위원회 개최(정관개정
소위원회 구성 결의)ㆍ1 1월 3 0
일 2 1인 소위원회에서 정관 개
정안확정ㆍ1 2월 4일능동 추향
봉행ㆍ2 0 0 7년 1월3 1일 종무위
원회 개최(정관 개정안 수정 확
정, 파별 종무위원수 배정). 다
음 권인호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겠다.

권인호權仁浩[감사] : 안동권
씨대종회 정관 제1 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 0 0 6년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회
무 처리와 경리 집행이 적정하
였으며, 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음을 아울러 보고한다. (유인
물에있는회계내용으로대체)

사회 : 다음 결산보고를 드리
겠다. (유인물로 대체) 향례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향
례시 모든 참제원이 준수할 사
항 열거하고) 다음 광고사항을
말씀드리겠다. (2007년 3월 1 5
일 이후 대종회를 방문한 각지
역 단체의 헌성금 내역과 당일
제수비 헌성 내역 발표) 이상으

로 광고를 마치고 정관 인준에
관한 사항을 권정달 중앙종친
회장이주관하겠다. 정관개정안
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이 있다. 참고하시고 대종회에
서 나누어 드린 정관도 있으니
같이 참고해 봐 주시면 고맙겠
다.

권정달權正達[중앙종친회
장] : 내가 지금은 우리 대종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다. 오늘 수
임 을 맡은의장이나한테인준
회의를 진행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사회를
맡아 우리 대당회가 비준해야
할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
고자여기에 나섰다. 먼저두 가
지 광고사항이있다. 첫째는우
리 본향 안동에서 금년도 전국
안동권씨체육대회가 4월 2 9일
안동시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특별히 우리 안동에서 개최되
는 만큼 각지역 많은 문중이 참
석해주셔서 성대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바란다. 안동화수회
장 자격으로 말씀드린다. 두번
째로 동정공파의 과제로서 소
천 권태호 선생기념사업회에서
기념관을 지어야 하는 문제이
다. 지난번 종무위원회에서 말
씀드렸거니와 내가 대통령 내
외분께 특별히 간청했고 안동
시장한테도 부탁해 힘쓰고 있
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 지
금부터 네 가지 안건을 상정하
겠다. 대당회 회의자료가 별도
로 만든 것이 있다. 제1호 처결
의안은 정관 개정안이다. 저번
종무위원회의에서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인준을 받아야 하
는 건이고 그래서 상정하는 것
이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 일부 개정안 내용의 장을
보시면 그 비교표가 있으니 이
를 대략 설명하겠다. 과거 정관
에 대의원회라는 것이 1 5조에
있는데 이 대의원회가 대종회
장도 선출하고 종무위원도 선
출하여 대당회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 대
종회에 구성이 되지 못했다. 대
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구성되
지 못하니까 대종회장 선거도
못하고 종무위원도 뽑지 못했
기 때문에 대의원회 항목을 제
외하고 임원선출하는 안을 설
치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유인물의 정관개정안 내용을
축조로 낭독 설명) 이번에 일단
임원들을 바꾸기 위해서, 임원
들을 정상적으로 개선하기 위
해서 정관을 이렇게 바꾸었고
앞으로 정관을 또 손을 봐야 한
다. 지금 설명드린대로 정관을
바꾸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거
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말
씀해 달라. 아무도 안계시면 이
대로 인준되는 걸로 하겠다. 그
런데 이 정관이 전 종무위원들
이 모여서 지난 1월 3 1일 통과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오늘 대당
회에서 이것을 2 0 0 7년 1월 3 1
일자로 소급해서 이 정관을 인
준을 해 주어야 모든 문제가 해
결될수 있다. 소급을해서인준
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박
수) 그럼이만의의가없는것으
로 하고 이 정관이 지난 1월 3 1
일자로 소급되어서 통과된 건
으로 선포한다. 두번째 안이 종
무위원 선임ㆍ인준에 관한 것
이다. 이것은 1 5개파종회 종무
위원과 정원표에 의해 각파종
회장의 추천을 받았다. 여기 계
시는 권영목 회장대행이 결정
해서, 뒤에 보면 주소록과 종무
위원 파별 명단이, 67명이 나와
있다. 이부분에대해 의의가있
으면 말씀해 주기 바란다. 의의
가 없으면 박수로 인준해 주셨
으면좋겠다. (박수) 감사하다. 3
호 의안이다. 대종회 임원안 인
준에 관한 건이다. 이제 1월 3 1
일자로 통과된 이 정관에 의해
서 새로 선임된 종무위원들이
모여서지난3월 1 6일안동시내
에서 종무위원회를 개최해 임
원을 선출했는데, 대당회에서

인준해 달라는 안을 상정하겠
다. 내가 중앙종친회장도 맡고
있고 안동화수회장도 맡고 있
는데 대종회장을 맡는다는 게
적절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내
가 대종회장이나 중앙종친회장
을 절대하고싶지않고그게벼
슬이라고 연연하지 않는다. 우
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
절을 겪었는데 정의와 체계와
정상화를 위해, 여러분과 각파
종회장이 회의를 열어 간곡하
게 말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락했다. 그래서 등록했고 신
임 종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어서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우리 안동권씨 문
중에서 종보가 두 가지가 나오
는데, 그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문중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을 겪고있다. 어떤일이 있더라
도 우리 문중을 대표하는 신문
은 대종회에서 발행을 해도 좋
고, 중앙종친회 3 3년 했다고 역
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놓
으라면 내놓아서 하나로 만들
어야 한다. (박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대종회장을 맡아 일
을 볼까 생각한다. 권영목 부회
장이 지금 회장대행으로서 간
곡히 부탁해서 수락했고, 권중
도 부회장은 서울에 있는데 활
동력이 있어서, 앞으로 재정문
제도 있어서 모셨고, 권계동 복
야공파 대표, 추밀공파종회장
권혁승씨, 이렇게 네 명을 모셨
고, 한 명은 안동화수회장이 자
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
문에 비어 있는데, 내가 안동화
수회관 건물을 지어 놓고 해서
회장 자리를 넘기려고 해도 안
되는데, 금년에 임기말이 되는
지 모르지만 또 넘기려고 애를
써보겠다. 감사는 복야공파 전
교장 권세원, 정조공파종회장
권기만, 부호장공파 권주연, 간
사장은 좌윤공파 권정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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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능동시조太師公春享
4월6일寒食日2 50여명 참제
堂會에서개정定款ㆍ종무위원등소급인준

▲능동재사정당에서전석의대당회가열리고있다.

▲권우철수임이인사말을하고있다.

3면으로계속

▲시조묘전에서초헌관이하가부복한가운데축문이봉독되고있다.

▲능동재사를떠난제물이묘소로봉송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