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반변
천변에 있는 안동권씨 부정공
파 시조후 2 3세 이우당二憂堂
권환權�공의 고택에 있는 부
조묘不�廟에서 이우당의 3 4 9
주년 기신제忌辰祭가 9월 1 8
일, 한국국학진흥원과 세계유
교문화축전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후
원하며 안동M B C방송이 협찬
하는‘전통 상제례 문화의 현
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대
회와 병행하여 거행되었다. 부
조묘란 불천지위不遷之位의신
주를 모신 사당을 이르고, 불
천지위는 조선조에서 국가에
유공한 인물을 기려 그 제사를

4대의 봉사奉祀 기간이 지나도
신주神主를 가묘家廟에서체천
遞遷하여 매안埋安하지 않고
별도의 사당을 세워 영구히 방
안 제사를 지내도록 한 사당을
말하며 이를 달리 별묘別廟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임금으
로부터 이러한 은전恩典을 받
는 것을 부조지전不�之典 또
는 부조지은不�之恩이라 하여
시호諡號를 받는 것과 같이 옛
적에 무상의 영예로 삼았다. 
행사에는 원근에서 모여든

안동권씨인 본방손 및 지역 유
림과 혼계婚契 등으로 세의가
있는 세가世家 인사에 일반 학
구인까지 4백여명이 참석하였

다. 기신 전일인 9월 1 7일 아
침에 제관들이 입재入齋하여
제례는 당일 축시초丑時初인
1 8일 0 1시에 봉행되었고 예필
禮畢 후 음복飮福을 마치고 파
하여 돌아가는 시각은 0 3시 경
이나 되어서였다. 고택 마을에
는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고 심
야에 안동시내까지 왕복하는
대형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
었다. 고택의 안마당 가묘 사
당 앞에 학술대회장이 가설되
었고, 학술대회는 고택의 정당
正堂에서 제관들이 재계중인
가운데 본행례에 앞서 1 7일 저
녁 1 9시부터 2 2시까지 3시간에
걸쳐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세계유교문

화축전2 0 1 0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고, 1,2일차대회로
나뉘어 있었는데, 1일차는 전
일 9월 1 6일 서울 신문로 경희
궁의 서울역사박물관에서열렸
고 이는 그에 이은 2일차 대회
로서 열리는 것이었다. 대회의
개회사에서 김병일金炳日한국
국학진흥원장은“서울에서 열
린 1일차 학술회의에서는 관련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
해 우리 사회 전통 상제례의
현황을 점검하고 상제례의 근
본정신을, 시대에 부합하는 형
식에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2일차 대회를
안동의 이우당 종택에서, 이
문제로 고민해온 명가의 종손
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불천위 제사를 포함하는
전통제례의 바람직한 계승 방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게 되
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주자가례의 동아시아 전파와
교섭’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
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
대회가 동아시아 전통의례의

근간이 된 주자가례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이론 중심의 탐색
이었다면, 이번 대회는 그러한
주자가례에 근거한 상제례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실제 생활
에서 겪는 고민을 토대로 논의
하는 자리이다.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이 대회가 산발적으로
시도된 저간의 논의를 하나로
모아서 전통 상제례의 바람직
한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요지를 말
하였다. 
이윤철 세계유교문화축전조

직위원장이 환영사를 하면서는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인 유교
적 정신 가치는 산업화 시대의
비인간적 상황을 극복할 새로

운 대안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이러한 유교문화
의 원형을 잘 보전하고 있다.
유형의 유교문화 뿐이 아니라
상제례 같은 무형의 문화까지
그 수와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전통의 유교문화도 새로운 변
화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의
삶과 함께 수백년을 이어온 전
통 상제례의 현재적 점검은 창
조적인 유교문화 계승의 밑거
름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토론과 제례
현장에서의 참관토론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보
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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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하의 이우당二愚堂 불천위 기신제
‘전통상제례문화’ 학술대회와 아울러 행사
국학진흥원과세계유교문화축전위공동주최로

▲ 이우당 종택

▲ 전일 낮 종택의 사랑채 정당에 입재중인 헌관과 집사 제관들

▲ 안채에서는 종부와 부녀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

▲ 행사 전 종택 안마당에서 기신제 참관과 병행하여 기획된 국학진흥원의 학술대
회가 열리고 있다.

4·6배판1 6 3 0면에집성된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大輔公이래
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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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안동권씨
대종중에5백년동안축적돼온古文漢字만리장편敍事의완벽한국역주해
와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9 6면,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내다보
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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