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계곡
안에 옛적 신라 시대 밀곡사密
谷寺가 있던 자리에는 안동권
씨 시조 태사공의 운곡서원雲
谷書院이 있다. 이 서원에는 시
조 태사공이 주벽主壁으로 좌
우에 좌윤공파로서 시조후 1 9
세 죽림공竹林公 산해山海와

2 3세 귀봉공龜峰公 덕린德麟
이 곡배曲配되어 있다. 이곳은
시조 태사공이 안동의 태사묘
太師廟 이외에 주벽으로 봉향
되고 있는 유일한 서원이다. 이
운곡서원의 사당 경덕사景德祠
동쪽 담밖에 태사공의 신도비
神道碑가섰다.

신도비는 경대부卿大夫 이상
의 덕망과 학식이 높은 인물의
묘소 아래 묘도墓道에 세우는
것으로서 원래 묘도비墓道碑를
높여 이름이다. 그리고 사당의
뜰안에 세우는 것은 묘정비廟
庭碑라 하는데 이 경우 경덕사
의 담밖에 세웠으니 묘정비라
할 수는 없고, 시조 태사공의
신도비로 이르면 안동시 서후
면 능동 묘소 아래 묘도와 동구
洞口에 신구신도비 두 기가 있
으니 타처에 또 신도비가 있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도비의 표서表序는 능동의
구신도비문을 탁본하여 그대로
새겼고 음기陰記만 동애東厓
권헌조權憲祖씨가 와오訛誤된
것 등을 보윤補潤하여 개찬改
撰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달리
기적비紀蹟碑 등으로 칭할 수
도 없어 능동 묘소하의 것과 동
일시하여 신도비라 칭한 것이
지 본디 유택이 있는데 이를 버
리고 원지의 사당에 신규의 신
도비를 세운것은아닌 것이다.

신도비를 세우는 일과 그 각
우閣宇를 세우는 일을 동시에
하였는데 지난 1월 7일 착공하
여 비를 먼저 세우고 3월 2 5일
에 비각 상량上樑 고유告由를
행하였으며 4월 1 0일 단청丹靑
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
였다. 그리고 낙성식落成式과
수갈고유竪碣告由를 거행하였
다.

낙성식에는 역내 유림 및 외
부 인사와 원근 후손 3 0 0여명
이 참석하였으며 김경술 경주
시부시장과 최학철 경주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건립추진
위원장 권순국權純國 경주종친
회장이 인사말을, 권혁광權赫
光 추진위 사무국장이 경과보
고를 하였다. 경과보고에서 이
신도비는, 국도로부터 운곡서
원 계곡으로의 진입로를 2차선
으로 확포장하게 됨에 따라 종
중 토지가 수용되게 되어 그 보
상비로 이를 건립하게 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 2005년3월1 5

일 토지수용 통보를 받고 5월
1 0일 문회門會에서, 8월 2 1일
경주종친회에서 신도비 건립을
결의하고, 50인으로 추진위를
구성하였다. 그로부터 1년 7개
월 만에 준공을 보게 된 것이
다. 비신碑身은 8척이고 그 규
모에 맞추어 지은 비각도 매우
웅장하였다.

제막식을 마친 다음에는 사
당 안으로 들어가 베푸는 고유
제告由祭가 헌관 권택수權宅
洙, 상례相禮 권헌조權憲祖, 독
고유讀告由 권오창權五昌으로
봉행되었다. 고유를 마치고 중
식을 든 후에는 운곡서원의 건
물 서쪽으로서 유연정悠然亭과
의 중간쯤 녹하麓下, 순흥의 금
성단錦城壇에서 압각수鴨脚樹
가지를 꺾어다 심고 운곡서원
을 창시하는 데 헌로獻勞한 갈
산공葛山公 종락宗洛의 묘하에
세운 갈산처사안동권공기적비
葛山處士安東權公紀蹟碑의 제
막고유제除幕告由祭가 거행되
었다. 갈산공의 기적비도 같이
공역을 착수하여 세운 바인데
그 규모는 처사의 것답게 아담
할 뿐이고 아직은 각우를 세우
지 않은 상태였다. 갈산공은 시
조후 3 1세로서 죽림공의 1 2대
손이다.

신도비의 음기를 보윤해 짓
고 그 고유문告由文 및 갈산공
의 기적비문과 그 고유문을 지
은 동애 권헌조씨는이날‘고유
시감음告由時感吟’의 제목으
로 다음과 같은 칠언률七言律
을 읊었다.

신도비성원우전神道碑成院
宇前 : 서원 사당앞에 신도비가
서니

선천위적후천전先天偉蹟後
天傳 : 선대의 위대한 자취 후
대가전하는데

토훤양우충심극討萱亮羽忠
心極 : 견훤을 토벌해 어진 우
익羽翼되니충성심지극하고

좌려한장덕업전佐麗韓張德
業全 : 고려를 도와 삼한을 넓
힌 덕업온전도 하였네

천재훈공우저현千載勳功尤
著顯 : 천년의 훈공은 더욱 뚜
렷이드러나는데

일구풍월갱선연一區風月更
嬋娟 : 한 계곡 풍경에 달빛은
더욱곱게아름다워

주선감개무궁지周旋感慨無
窮地 : 두루 마련해 놓음 감개
가 무량한가운데

척강양양서열연陟降洋洋胥
悅然 : 양양히 오르내리심에 서
로 기뻐하여마지 않네

갈산공기적비 제막고유 행사
까지를 마치는 동안 대부분 인
원이 경내를 빠져나가 돌아가
고 서원 본향사의 참제원만 남
아 입재入齋하였다. 서원의 강
당 정의당正懿堂에서집사분정
執事分定 파록巴錄이 행해지고
이를 마친 뒤에는 감생鑑牲 행
사가 이어졌다. 감생은 제향에
희생犧牲으로 쓸 짐승에 흠이
있는지 감정하는 절목이다. 이
감생례를 마친 뒤에는 신문神
門 안으로 들어가 사당의 퇴에
서 행하는 사축寫祝이 이루어
졌다. 사축은 축문을 축판祝版
에 쓰는 행사이다.

석식을 한 후에 자정이 넘도
록 재계齋戒가 계속되고 축시
초丑時初가 되는 2 3일, 당일當
日 1시에 사당에서 본행례가
시작되었다. 이날의 집사자 분
방록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유학幼學최종식崔鍾植
아헌관 유학남순진南B鎭
종헌관 유학이종은李鍾殷
대축大祝유학 손성호孫聖鎬
찬자贊者유학 정도진鄭都鎭
알자謁者유학 권기호權奇澔
찬인贊人 유학 권혁근權赫根
ㆍ권혁경權赫京
판진설判陳設 유학 權純和ㆍ
권동헌權東憲ㆍ최병수崔炳
秀ㆍ권택현權宅賢
사준司尊유학 이희찬李熙粲
봉로奉爐 유학 권혁준權赫俊
ㆍ조희덕曺熙德
봉향奉香 유학 권오군權五群
ㆍ권오훈權五焄ㆍ권혁무權
赫武
봉작奉爵 유학 권재종權在琮
ㆍ권갑수權甲壽
전작奠爵 유학 권택진權宅鎭
ㆍ권훈權塤ㆍ권혁복權赫福
장생掌牲유학 권혁광權赫光
장찬掌饌 유학 권학구權鶴九
ㆍ권인수權仁壽
관세위B洗位 유학 권주혁
權珠赫ㆍ권만택權萬宅
학생學生유학 권재호權在浩
직일直日 유학 권택인權宅仁
ㆍ권순국權純國
공사원公事員 유학 권혁문權
赫文ㆍ권용택權容澤
조사曹司 유학 김종원金鍾原
ㆍ백수청白水晴

<사진權奇允ㆍ글權五焄>

72 0 0 7년 5월 1일화요일 제101호

雲谷書院태사공신도비제막식
4월2 2일서원春享전일에고유제
墓下인경내에葛山公紀蹟碑도세워

▲신도비제막행사가열리고있다.

▲경덕사에서신도비제막고유를행하고있다.

▲신도비각

▲갈산공기적비제막고유를행하고있다. ▲본행례의태사공위전에서축문이봉독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