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0 7년 1 1월 2 9일, 음력 1 0월
2 0일 정묘丁卯 중정일中丁日에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
동陵洞 시조 태사공太師公 묘
소에서 정해년丁亥年 가을 향
사가 봉행되었다. 향사 전일인
1 1월 2 8일 오후 석식 후 7시
1 5분경 능동재사陵洞齋舍의 정
당正堂에서 수임首任 및 재유
사齋有司가 입장하여 1 3 0여 종
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당회大
堂會가 열렸다. 능동재사의 도
유사都有司로서향사의 초헌관
初獻官이 되는 수임首任은 봉
화奉化의 검교공파 시조후 3 4
세 동애東厓 권헌조權憲祖씨였
다. 권승환權升煥 간사장대리
의 사회로 시조묘소에 대한 망
배望拜와 상읍례相揖禮를행하
고 개좌開坐하였다. 권헌조 수
임은 인사말에서 원근각지에서
시조할아버님의 향사에 많이
참예하여 주신 데 감사를 표하
고‘제가 몽매해서 능동재사와
대종회 실정에 어두운 고로 오
늘 대당회의 의장 역할을 원활
히 하기 어렵다. 저간의 종사
에 밝은 대종회장대행께 회의
주재권을 위임하겠다. 할말은
생각이 없지 않지만 말주변도
없고 하여 이만 줄이겠고 인사
말에 두서가 없음을 양해 바란
다’고 하였다.
권정달權正達 대종회장대행

은 의장으로서의 인사말에서
‘정말 오늘 감개무량하다. 그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오늘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해
야겠다. 서로 상부상조하여 우
리 문중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는 데 모두 뜻을 두고 오늘 이
렇게 참석한 것으로 믿는다.
뜻이 다른 권문이 있는 것을
안다. 서로 상호 협조하고 양
보해서 대종회의 의안들이 처
리된 뒤에 별도로 조정을 하겠
다’고 하였다. 이어 권승환 간
사장대리가 종무보고를 통하여
안동 법원에서 송사에 대한 판
결이 난 것과 청도 봉암재사
당회의 결의로 종무위원이 선
출되고 1 1월 1 7일에 소집된 종
무위원회의에서 대종회장ㆍ부
회장ㆍ감사 등이 선출된 경과
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의안
건이 상정되었다.
부의안건은 4개로서 제1호

의안 대종회장 선임 인준에 관
한 건, 제2호 의안 대종회 감
사 선임 인준에 관한 건, 제3
호 의안 대종회 부회장 선임
인준에 관한 건, 제4호 의안
대종회 정관 개정안 인준에 관
한 건이었다. 권정달 의장이 1
호의안‘대종회 정관 제9조에
따라 종무위원회에서 선출한
권정달 대종회장대행을대종회
장으로 인준해 주실 것’을 동
의하여 만장일치 가결되었고,
제2호 의안‘종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선출된 권세원權世源ㆍ
권기만權奇滿ㆍ권주연權宙衍
씨’가 선임 인준되었으며, 제3
호 의안‘종무위원회에서 부회
장에 선출된 권혁승權赫昇ㆍ권
계동權啓東ㆍ권영하權寧夏ㆍ
권영한權永漢씨’의 선임이 인
준되었다. 4호의안‘정관 제1 4
조 3항에 따라 종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이 인준되
었다. 그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1 5조의‘회장은 회무를 통할
하고 종무위원회의 의장이 된
다’를‘대당회 및 종무위원회
의 의장이 된다’로, 17조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
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임기의
기산은 봉암소의 춘향 익일부
터로 한다’를‘임기의 기산을
대당회 인준 익일부터로 한다’
로, 18조의‘일반임원의 연임
에는 제한이 없으나 회장은 1
차 연임으로 한정하고 감사는
중임할 수 없다’를‘모든 임원
은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 등이었다.
권정달 회장은 취임 연설에

서‘첫째로 안동권씨의 신문을
통합하겠다. 문중에서 발행하
는 신문이 두 개인데 중앙종친
회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대종
회에서 발간하는 신문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절반은 중앙
종친회 기사를 싣고 반은 대종
회에 지면을 할애해서 동일하
게 기사를 싣게 하겠다. 먼저
편집위원회를구성해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간사장으로 권순갑權純
甲씨를 임명한다고 발표하였
다. 간사장 대리직이 해제된
권승환씨가 사회진행을 계속하
며 이날의 제수헌성금 내역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았다.
권헌조權憲祖(봉화ㆍ도유사)
3 0만원
권정달權正達(서울ㆍ대종회
장대행) 20만원
권만집權晩集(상주ㆍ재유사)
1 0만원
권상구權相久(서울ㆍ재유사)
1 0만원
권영문權寧文(재유사) 10만원
권갑수權甲守(재유사) 10만원
중앙종친회 5 0만원
추밀공파 참의공종중(대전)
3 0만원
검교공파 사복재문중(영주)
2 0만원
추밀공파종회(서울) 10만원
추밀공파 정간공종회(서울)
1 0만원
추밀공파 석주공종회(서울)

1 0만원
중윤공파돈목회(안동) 10만원
복야공파종회(안동) 10만원
김제종친회 1 0만원
대구종친회 1 0만원
영천종친회 권오본權五本 1 0
만원
기로회耆老會 1 0만원
광주光州종친회 5만원
동정공파종회 권도혁權度赫
5만원
서울청장년회 1 0만원
능곡회陵谷會 1 0만원
부산종친회 1 0만원
부산장년회 5만원
부산부녀회 5만원
부산청년회 5만원
권중도權重燾 2 0만원
권오중權五重(안동교육청)
2 0만원
권건춘權建春(서울) 20만원
권태평權泰平(전주) 10만원
권성술 1 0만원
권길상權吉相(부산) 10만원
권대길權大吉(구미) 5만원
권영직權寧稷 4만원
권점하權点夏(전주) 3만원
권춘하權春夏(전주) 3만원
권태형權泰亨(부산) 3만원
권규화權圭華(서울) 30만원

계 4 7 3만원
8시 1 0분경에 당회를 마쳤

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전국
청년회의 회장단회의가 열렸
다. 안동청년회가 의장으로서
개회를 하고 명년도 전국청년
체육대회를 주최하는 경주청년
회에 의장권을 넘겼다. 의장이
된 경주청년회의권덕룡權德龍
회장은 내년 체전을 4월 2 7일
일요일에 경주시 황성공설운동
장에서 열 것을 공지하고 각지
역 청년회의 협조를 부탁하였
다. 차차년인 2 0 0 9년의 청년체
전을 안양에서 열겠다고 안양
청년회에서 신청하였다. 그러
나 이날 연합청년회의에 불참
한 청년회가 많아 명년 춘향시

의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미루
었다.
이날밤 능동재사에서 재숙한

인원은 2 0여명에 불과하고 대
개가 심야에 안동시내로 나가
숙박하고 익일 아침에 들어왔
다. 당일 아침에 조식을 마치
고 재사의 추원루追遠樓에서 9
시에 집사분방례執事分榜禮를
행했다. 그 분정된 집사자 명
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헌조權憲祖
아헌관 : 권태영權泰永
종헌관 : 권영목權寧睦
진설: 권중도權重燾권영빈權

寧斌 권오상權五相 권기만權奇
萬권오옥權五玉권석봉權石奉
축 : 권기덕權奇德
찬자贊者 : 권영창權榮昶
봉향奉香 : 권만집權晩集 권

춘하權春夏 권종락權宗洛
봉로奉爐 : 권영문權寧文 권

오태權五台 권운기權雲起
봉작奉爵 : 권상구權相久 권

태일權泰一 권혁채權赫彩 권일
원權壹遠 권영석權寧錫 권혁동
權赫東
전작奠爵 : 권갑수權甲守 권

준익權俊益 권순원權純源 권태
직權泰稷 권충화權忠和 권부현
權富鉉
사준司尊 : 권태형權泰亨 권

영달權寧達 권용기權龍琪 권태
준權泰俊 권오현權五鉉 권기범
權奇範
묘소에 올라가 행사를 마치

고 다시 하산하여 추원루에서
음복례를 행하고 나서 수임실
에서는 명년 춘향春享의 망기
望記가 작성 발송되었다. 2008
년 무자년 봄 한식일 능동재사
향사의 수임인 도유사의 망기
는 좌윤공파의 권택훈權宅焄씨
에게, 재유사의 망기는 서울의
권재종權在琮씨 등 6인에게 발
송되었다.

<사진ㆍ글 權奇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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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당회에서 권헌조 수임이 인사말
을 하고 있다.

안동시 서후면 능동 태사공 秋享
전석 당회 1 3 0여명, 당일 행사 3 0 0여명 참제
權正達 대종회장대행을회장으로 선출

▲ 추원루에서 집사자가 분정되고 있다.

▲ 묘전의 향례에서 초헌관 이하가 부복한 가운데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 향사가 봉행되고 있는 태사공 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