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5일 일요일로서 음력 3
월 1 0일 한식일寒食日이자 청
명淸明이고 또한 식목일이 겹
친 날에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에 소재하는 안동권씨 시
조 태사공太師公 묘소에서 기
축년의 춘계 향사가 봉행되었
다. 전석前夕인 4월 4일 오후
8시에 권순갑權純甲 간사장의
진행으로 능동재사陵洞齋舍정
당에서 대당회가 열렸다.
예년의 향사에는 많은 참제

원이 모였는데 이날 전석 시도
자는 8 7명, 그 중에 전국 청년
회원 6 0여명을 제외하면 2 7명
에 불과했다.
시조 묘소를 향한 망배와 열

선조에 대한 묵념을 하고 상읍
례를 행함으로써 당회가 개좌
開坐되었다. 권우근權禹根 수
임首任이 개회 인사에서 복야

공파 동계東溪 충강공忠康公의
1 4세손이라 자기 소개를 하고
‘공사간 다망한데 원근에서 시
조의 제향에 참여하여 주시어
감사하다. 시조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내일 향례에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대종회장 인사말은 권
계동權啓東 부회장이 나와 권
정달權正達 회장이 사정으로
참석 못하게 되어 회장을 대행
하여 인사말을 하여‘원근을
무릅쓰고 먼 길을 오신 분들께
감사한다. 당회 전에 안동시내
에서 1 5파종회장이 모여 시조
춘추향에 후손이 많이 참석케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했
다. 이어 종무위원을 개보선하
여 추밀공파의 권선경 종무위
원을 권호준씨로, 권호근씨를

권희철씨로, 별장공파의 권기
용씨를 권기덕씨로 각각 교체
승인하여 선임장을 전달하였
다.
권순갑 간사장은 무자년戊子

年 능동 봉암 양소춘추향 봉
행, 능동 진입로 확포장사업설
명회 2회 참석, 능동 진입로
편입지 주택 수차방문(공무원
과 협조), 시조묘소 앞 고사목
벌채(안동시 산림과와 협조) ,
능동재사 추원루 입구 및 부엌
축대 기타 황토 보수, 보판각
및 현주차장 부근 잡목제거,
유씨 재사 입구까지 도로포장
협조(안동시청), 아시조 단소
이단 준비 사진촬영, 종무위원
회 2회 개최한 것 등의 종무보
고를 하였다.
당회전에 1 5파종회장이 연

회의의 주요안건은 아시조 단
소이단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위 부위원장에는 대종회 부회
장 5명, 15파종회장 1 5명, 중앙
종친회 부회장 2 0여명, 추진위
원은 종무위원 7 0여명, 지역종
친회장 1 5명, 지파종중회장 1 0
여명 정도를 선임한 것 등을
보고하였다.
권주연權宙衍 감사는 안동권

씨대종회 정관 제1 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 0 0 8년 감사한
내역을 보고하였다. 대종회 종
무위원회비는 8백8십만원이 갹

출되었고 미수 금액이 2 0 0여만
원이라 하였다. 그리고 오늘 6
시가 되어도 수임이 입재하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재유사와
수임이 오전에 도착해 묘소를
봉심하고 입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산의 권재목權載穆씨가 대

종회사무실이 태사묘 서재에서
안동화수회관으로 이전하여
7 0 0만원 임대료가 나간 것에
대해 질문하고 다시 태사묘 서
재로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물
었다. 이에 권순갑 간사장은
대종회 업무를 태사묘에서는
추진이 안되어 옮기게 되었다
고 하였다.
권영한權泳漢 단소이전추진

위원장이 나와‘문중을 위해서
청도에 있는 낭중공의 단소를
시조 묘소가 있는 안동으로 이
전하려고 한다. 금년 추향전까
지 단소와 신도비를 이전하고
그 부지와 낭중공 봉암재사를
매각할 것’이라고 하였다. 단
소이전 헌성금을 모금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공지사항으로
광고하였다. 이어 제수헌금 접
수보고를 하고 당회를 마쳤다.
당회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

서 권혁기權赫基 강릉청년회장
주재로 안동권씨전국청ㆍ장년
회의가 열렸다. 권경석 중앙종
친회 사무처장이 체전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이어 대진표 추첨
및 체육대회에 대한 경기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논의가 끝나
고 권영한 낭중공단소이전추진
위원장이 청년회에서 단소이전
을 하는 데 성금을 낼 것을 촉
구하고 광역시도는 2 0 0만원,
중소도시는 1 0 0만원씩은 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였으나 이에
동조하는 청년회가 없었고 청
년회원들은 묵묵부답으로회의
장을 떠났다.
다음날 아침 9시에 추원루追

遠樓에서 집사분정례를 행했는
데 분정된 집사자는 다음과 같

았다.
초헌관 : 권우근權禹根
아헌관 : 권경호權景鎬
종헌관 : 권혁승權赫昇
진설 : 권희철權熙喆ㆍ권우
식權虞植ㆍ권태연權泰淵ㆍ
권영무權寧武ㆍ권재주權在
珠ㆍ권기화權奇和
축 : 권오수權五壽
찬자 : 권정창權正昌
봉향 : 권오덕權五德ㆍ권혁
채權赫彩ㆍ권혁룡權赫龍
봉로 : 권혁도權赫道ㆍ권충
화權忠和ㆍ권영흥權寧興
봉작 : 권영길權寧吉ㆍ권영
위權寧瑋ㆍ권칠명權七明ㆍ
권경섭權景燮ㆍ권세순權世
淳ㆍ권순목權純穆
전작 : 권상빈權相彬ㆍ권영
범權寧範ㆍ권오상權五相ㆍ
권중관權重寬ㆍ권오익權五
翼ㆍ권맹안權孟顔
사준 : 권기현權奇現ㆍ권윤
성權潤成ㆍ권영훈權寧勳ㆍ
권혁근權赫根ㆍ권기욱權奇
郁ㆍ권혁기權赫基
분정이 끝나고 수임 및 집사

자가 추원루를 내려와 수임을
필두로 제물을 봉송하며 태사
공 묘소로 올라가 향례를 엄숙
히 봉행하였다. 다시 하산하여
추원루에서 음복례를 행하고
나서 이날의 행사를 마쳤다.
수임실에서는 금년 가을 추

향 도유사 및 재유사를 천망薦
望하였는데 도유사는 경산시
중방동의 권영택權寧宅씨이고
수임을 보좌하고 행사를 수행
하는 재유사는 권오서權五瑞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ㆍ권영
만權榮萬(상주시 이안면 양법
리)ㆍ권혁무權赫武(경주시 강
동면 다산리)ㆍ권오탁權五卓
(안동시 용상동)ㆍ권영세權寧
世(대구시 중구 공평로)ㆍ권태
윤權泰潤(대구시 평리동)씨가
각각 천망되어 망기望記가 인
편으로 발송되었다.

<사진ㆍ글 權奇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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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능동 시조 태사공 춘향
복야공파 3 7世 權禹根씨 수임으로

▲ 태사공 묘소에서 한식 춘향례를 봉행하고 있다.

▲ 추원루에서 집사분방례를행하고 있다.

▲ 당회후 전국청장년회의가 열리고 있다.

▲ 본향례에서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안동권씨근기요산회의 제4주년정기총회겸 산행을 아래와 같이 행하오니 많은 회원의
참여 바랍니다. 항상가족 동반을 환영합니다.

일시 : 2009년 5월 1 6일(셋째주 토요일) 오전 1 0시
집결장소 : 지하철 1ㆍ7호선 도봉산역에서 하차하여 도봉산 만남의 광장.
정기총회 및 산행지 : 도봉산
준비물 : 등산복ㆍ등산화착용 및 선택적 이동식
연락처 : 총무 권병일 0 1 1 - 2 8 9 - 1 7 4 7ㆍ권기윤 0 1 0 - 7 2 8 2 - 3 6 0 8

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權 寧 翼

근기요산회 5월 정기총회겸 산행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