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0 8년 무자년 봄 시조 삼중
대광삼한벽상아부공신三重大
匡三韓壁上亞父功臣 태사공太
師公의 향사가 4월 5일 한식일
寒食日, 음력 2월 2 9일 토요일
1 1시에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 천등산록天燈山麓 자좌오
향원子坐午向原묘소에서 봉행
되었다. 전일 오후에 묘하의
능동재사陵洞齋舍에 원근에서
모여든 후손이 속속 도기到記
를 하고 입재入齋하여 재사에
서 제공하는 석식을 마치고 정
당正堂에 모여 수백년 전통의
대당회大堂會에 참석하였다.
저녁 7시 4 0분경에 열린 대당
회에는 1 0 0여명이 참석하였는
데 그 회순은 개회선언ㆍ국민
의례ㆍ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
한 망배ㆍ열선조 및 순국선렬

에 대한 묵념ㆍ상읍례相揖禮ㆍ
제의회祭儀會 수임首任 인사ㆍ
대종회장 인사ㆍ부의의안 인준
ㆍ제례헌금 접수 보고ㆍ제례
유의사항 등이었다.
이번 제향의 수임으로서 대

당회의 의장인 권택훈權宅焄
도유사는 인사말에서‘권가가
권가 보듯한다’는 속담을 들어
이것이 실은 권씨의 후의가 도
탑다는 뜻의 역설逆說이라고
설명하면서‘어디에서건 우리
종족宗族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것이며, 이렇게 훌륭한
시조 할아버님의 묘소를 이 능
골에서 오늘까지 모신다는 것
이 영광이고 자랑이라 생각한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훌
륭한 조상을 모시며 본받는다
는 숭조정신을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당부하였다.
다음 권정달權正達 대종회장

이 인사말을 하면서 당회를 주
재하였다. 권정달 대종회장은
대당회 참석 인원이 전년에 비
해 현격히 준 데 대하여‘문중
이 정상화되어 참제관이 준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고

‘대종회와 중앙종친회가 권문
의 중대한 두 기관인데 서로
평온한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종사를 해나갈 기초를 마련했

다’는 요지의 자평을 하였다.
이어 부의안건에 대한 대당회
의 인준에 들어갔다. 부의안건
은 1호가 2 0 0 8년 3월 7일 종무
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정관 일
부개정에 관한 건이고, 2호는
임원선출에 관한 건, 3호는
2 0 0 8년 1월 1 8일 종무위원회의
에서 의결한 안동권씨휘장 사
용에 관한 건, 4호는 홀기笏記
개선에 관한 건이었다.
1호 안건은 정관 제1 5조 3항

의 대종회부회장 5인을 1 0인으
로 증원하고, 제15조 7항에
‘대종회 간사장과 안동권씨종
보 편집인은 당연직 종무위원
이 되며 간사장은 대종회장을
보좌하여 춘추향사 및 모든 종
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는 것이었다. 1호 안건은 제
안설명 후 토론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인준되었다.
2호 안건은 개정된 정관에

의거 1 0인으로 늘어난 부회장
중 선임해야 할 5인을 선출,
인준하는 것인데 부정공파에서
추천해온 권용주權容柱씨의 선
임을 인준하고, 나머지 공석의
4인은 대종회장이 추후 선임하
도록 위임하는 것이었다.
3호 안건은 안동권씨의 휘장

徽章으로서 대종회의 것과 중
앙종친회의 것이 서로 다른데
2 0 0 8년 1월 1 8일 종무위원회의
에서 대종회에서 기왕에 사용
해오던 것은 버리고 중앙종친
회에서 1 9 7 7년 1 0월 2 9일 정기
총회에서 채택하여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었
다. 또한 토의없이 박수로 만
장일치 인준되었다. 그 제안설
명에서, 중앙종친회 로고에서,
치솟는 산불과 같다 해서 문제
되고 있는 천등산天燈山의 화
염 부분은‘권문의 화합과 번
성을 뜻하는 불빛’이라 하였
다.

4호 의안 홀기의 건은, 시조
묘소 행례시 창홀唱笏의 형태
를 개선하자는 것으로서, 찬자
贊者가 홀기의 원문을 한 구절
씩 창하면 찬창자贊唱者가 그
해설문을 따라 낭독하여 모두
가 그 뜻을 익히 알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영목權寧睦 전대종회장대행
이 옛부터 내려오던 홀기를 그
대로 사용하는 것이 전통을 잇
고 선조의 뜻을 받드는 것이므
로 한 자도 바꾸거나 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이는 인준
이 부결되었다. 인준 의안을
처리한 뒤에는 권순갑權純甲
간사장의 종무보고가 있고 이
번 향사의 헌성금 접수 현황이
공표되었다. 여기에서 특히 이
번 향사의 제수비 일체를 안동
시농협장 권인탑權仁塔씨가전
담헌성한 데 대해 당중이 박수
로 감사를 표했다.
대당회가 파한 뒤에는 같은

자리에서 전국청년회장단의회
의가 열렸다. 금년으로 2 0회를
맞는 안동권씨전국청년체전의
개최지인 경주청년회의 권덕룡
權德龍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
의를 주재하였다. 각지역회장
단의 인사소개가 있고 준비해
배부한 유인물을 보면서 5월 4
일에 경주의 시민운동장에서
열릴 청년체전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청년회
장단회의가 끝나고는 야화夜火
가 나왔으며 야화 후에는 참석
자들이 속속 안동시내로 빠져
나가고 재사에 남아 재숙한 인
원은 2 0명 미만이었다. 익일인
당일 아침의 조식인원은 5 0여
명으로 도기 인원의 절반에 못
미쳤으나 당일입재로 참사하는
후손이 아침에 도착해 참제원
으로 보충되어 이날 묘소로 올

라간 최종 참제원은 7 0여명에
달했다.
아침 8시부터 조식을 한 후

9시경에 추원루追遠樓에서 개
좌開坐하여 집사분방례執事分
榜禮가 거행되었다. 여기에서
분정分定 파록爬錄된 본행례의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전군수前郡守 권택

훈權宅焄
아헌관 : 권준식權俊植
종헌관 : 권오숙權五淑
진설 : 권영빈權寧斌ㆍ권대

수權大洙ㆍ권혁근權赫根ㆍ권
정순權定純ㆍ권오태權五台ㆍ
권기호權奇浩
축 : 권경호權景鎬
찬자 : 권혁인權赫寅
봉향 : 권택호權宅鎬ㆍ권세

목權世穆ㆍ권오진權五辰
봉로 : 권상진權相鎭ㆍ권혁

태權赫台ㆍ권오덕權五德
봉작 : 권기욱權奇郁ㆍ권길

상權吉相ㆍ권기룡權奇龍ㆍ권
오종權五鍾ㆍ권혁성權赫性ㆍ
권기웅權奇雄
전작 : 권구민權九珉ㆍ권성

오權聖五ㆍ권혁채權赫彩ㆍ권
오주權五柱ㆍ권오운權五雲ㆍ
권기욱權奇旭
사준 : 권재종權在琮ㆍ권부

현權富鉉ㆍ권기윤權奇允ㆍ권
덕룡權德龍ㆍ권병섭權炳燮ㆍ
권맹안權孟顔
분방례가 끝나고 1 0시를 조

금 넘겨 초헌관 이하가 재사를
나와 묘소로 향하는 연도에 국
궁鞠躬으로 도열하여 제물을
봉송하고, 그 제물의 뒤를 따
라 헌관 이하의 행렬이 이동하
여 재사로부터 3 0 0미터쯤 되는
묘소에 당도하였다.
묘전의 상석床石에 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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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능동 시조태사공 춘향
수임에 경주의 權宅焄 전군수
대당회와 전국청년회장단회의열려

▲ 능동재사에서전석의 대당회가 열리고 있다.

▲ 권택훈 수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국청년회장단회의가열리고 있다.

▲ 추원루에서 집사자가 분정되고 있다.

▲ 묘소의 행례에서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