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 0일 1 1시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소재 도계서원
道溪書院 강당에서 안동권씨
복야공파 판서공계 야옹공野翁
公의 파보 발간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시조후 1 9세世인 봉렬
대부奉列大夫 의흥현감義興縣
監 휘 의�(1475~1558, 자字
백구白懼ㆍ호 야옹野翁)의 아
들 7형제 문중 대표가 모였다.
유사후손有司後孫 모두에게 통
지가 나갔으나 이날 야옹공의
3자 찰방공察訪公 심문審問과
5자 통덕랑공通德郞公 심변審
辨의 후손대표가 미착하여 산
하 5형제 자손문중대표 2 0여명

이 성원을 이루었다.
파보발간을 위한 발기인 대

표로서 사전에 발간 계획과 회
의 자료 등을 초안한 부산 거
주 권오숭權五崇씨가 호선에
의해 임시의장으로 뽑혀 회의
를 주재하였다.
회의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초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나 질
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
다. 의장이 미리 준비해온 유
인물을 낭독하며 하나하나 의
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가하였다. 기본 체재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한자
를 해독하지 못하는 현세대인

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한글에
한자를 병기하면서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케 하는 전
산족보電算族譜의 기능도 겸하
는 것으로 된 원안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이미 작년 1 0월에
간행된 야옹공의 중자仲子 거
창공居昌公 심언審言 후손의
거창공계보居昌公系譜를그 견
본으로 삼아 편제하기로 하였
다. 다만 각인 등재자의 주기
註記 문장을 국한문으로 풀어
쓴 것은 그대로 하되 토씨와
종결어미 등을 가급적 생약省
約하기로 하였다.
간행규정안을 채택 통과시킨

데 이어 야옹공파보간행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호선으로 임원
을 선임하여 위원장을 발기인
대표 권오숭씨로 하고 각계열
별로 부위원장 1인씩을 선임했
다. 이번에 불참한 찰방공계와
통덕랑공계는 부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뒤에 추천을 받
아 보임키로 하였다. 다음 수
단收單의 규칙과 수단지 기재
요령 등도 토의해 확정지었다.
위원장 취임을 승락한 권오숭
씨는 인사말로‘오늘 원근에서
이처럼 수고로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모인 것은
작년 야옹공 추향시 함포재사
咸浦齋舍에 많이 모였을 때 거
창공계보가 참신하게 발간된
것을 보고 모두 괄목하면서 이
에 힘입어 야옹공파보를 편간
키로 의논을 정한 바였으나 여
러 사정으로 시일이 천연되고
다소 늦게야 이렇게 발기회의
를 소집케 되었다. 야옹공파보
가 지난 정유년, 1957년에 발
간되어 이제 5 0년이 넘었으니

속간이 될 시기가 지났다. 여
기 도계서원에서 회의를 여는
이유는 전차에 야옹공파보의
보소가 여기에 있었던 바이고
우리 안동권씨의 자랑 사시四
始의 하나인 족보지시族譜之始
의 성화보成化譜 초간 유일본
이 이곳 만대헌晩對軒에 보존
되어 있다가 근자에 서울대 규
장각奎章閣에국가문화재로 기
증된 바 유서깊은 곳이기 때문
이다. 성화보 천지인 3권을 그
처럼 온전히 보존한 분은 송고
松皐 권정하權靖夏공이다. 이
같은 유서의 고택에서 우리가
선대의 전통을 살려 일에 힘쓰
면 그 뜻이 더욱 빛나는 파보
의 발간을 기약할 수 있을 것’
이라 하면서 파보 발간의 분위
기 조성을 보다 높이 하기 위
해 금년 가을에 야옹공 후손의
단합대회를 열 것을 제안하여
일동의 찬성을 받았다. 그 장
소는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의
야옹공 묘소 아래 함포재사에
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다섯 문중 후원 맛질문
중 주간으로 9월이나 1 0월 중
좋은 날을 받아 하기로 했다.
이 모임의 성사를 위해 당일
참석한 권창룡權滄龍ㆍ권종준
權鍾濬ㆍ권재우權在禹씨등이
앞장서 수고를 해 주기로 약속
하였다.
파보의 발간기일을 2 0 1 0년

1 2월말로 예정했는데 이에 대
해 권창룡씨가 그 마감을 1년
단축시켜도 오히려 늦추어질
우려가 많으니 2 0 0 9년 1 2월말
까지로 앞당길 것을 제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위원
장은 끝으로, 이번에 선임된
수단유사는 오늘부터 열과 성
을 다해 수단 수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선임된
간행위원회 임원 명단은 다음
과 같았다.
고문 : 권재우權在禹ㆍ권영
규權寧圭ㆍ권정원權正源
위원장 : 권오숭權五崇
부위원장 : 권혁기權赫琦(심
기계審己系)ㆍ권종준權鍾濬
(심언계審言系)ㆍ권계동權啓
東(심사계審思系)ㆍ권세원權
世源(심행계審行系)ㆍ권규호
權奎浩(심지계審止系)
장재掌財 : 권정문權正文
수단유사收單有司 : 권기석
權奇錫ㆍ권기박權奇璞ㆍ권
재종權在琮ㆍ권종호權鍾浩
ㆍ권달룡權達龍ㆍ권상진權
相晋ㆍ권홍섭權弘燮ㆍ권영
석ㆍ권오주權五柱(도촌)ㆍ권
영근權寧槿ㆍ권동일權東一
ㆍ권기수權奇秀ㆍ권오주權
五柱(풍산)ㆍ권기철權奇喆
감사 : 권오철權五喆ㆍ권창
룡權滄龍
총무 : 권기도權奇鍍

<사진ㆍ글 權在琮>

1 12 0 0 8년 8월 1일 금요일 제116호

복야공파 野翁公파보 전산겸용보로
2 0 0 9년말까지 간행키로 결의

▲ 야옹공파보의 발간회의 장소가 된 도계서원 정당

▲ 성화보 유일본을 보존해왔던 만대헌 현액

▲ 야옹공파보 편찬 회의가 열리고 있다.

4·6배판1 6 3 0면에집성된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大輔
公이래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
族의大河實錄!
文獻世鑑·太師權公實記·陵洞誌·陵洞實記·陵洞千年略史등
안동권씨대종중에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敍事
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9 6면,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
내다보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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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처-安東權氏宗報社
상·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이책의판매수익금은한글판安東權氏大同譜( C D롬병행제작)의발간비에투입되어확대재생산됩니다.
별책으로함께포장된9 6 0면정가4 8 , 0 0 0원의六禮이야기는사은품으로증정하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