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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을

미년(乙未年) 태사묘(太師廟) 춘향대제

(春享大祭)가 4월 1일(음력 2월 13일 中

丁日) 오전 10시 안동시 북문동 태사묘우

(太師廟宇)에서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안

동 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

(奉行)하였다. 지난 3월 31일 밤부터 내리

는 봄비가 이날 오전까지 계속 내린 때문

인지 예년보다 참제원이 적게 참석하였

다.

이날 참제(參祭) 분정(分定)은 초헌관

(初獻官) 안동시장 권영세(權寧世), 아헌

관(亞獻官) 김숙동(金淑東), 종헌관(終獻

官) 권경웅(權敬雄), 축(祝) 권오주(權五

柱). 김창한(金昌漢). 장수식(張受植), 찬

자(贊者)는 권용주(權容柱)가 각각 담당

하여 무려 2시간 동안 엄숙하게 제례를 

봉행하였다. 참제원들이 태사묘우 앞에서 

제례를 지내는 동안 비가 잠시 그치는 바

람에 무사히 제례를 봉행할 수 있어서 천

만다행(千萬多幸)이었다.

제례를 마친 참제원들은 숭보당(崇報

堂)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

고 나서 숭보당에서 태사묘관리위원회 

장은주(張銀周) 사무국장의 사회로 대당

회(大堂會)를 하였다. 이날 회의는 도유

사(都有司) 인사, 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2014년도 결산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진

행되었다. 초헌관을 맡았던 안동시장 권

영세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룕삼문중(三

門中)이 안동의 주인으로 삼태사를 한마

음 한뜻으로 받들고 있으니 고맙다룖고 인

사하고 룕저도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일

하겠다룖고 말했다. 아헌관을 담당하였던 

태사묘관리위원회 김숙동 위원장은 룕태

사묘우에서 춘, 추 향사를 지낼 때마다 제

례가 다소 서툴고 착오가 생겨서 미안하

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

셨으니 태사묘에 관하여 발전적인 이야

기가 있으면 한마디씩 해 달라룖고 주문했

다. 그는 또 룕태사묘 주변 정비사업 때문

에 고민하고 있으니 삼태사 자손들이 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위해 다 함께 노력

하자룖고 당부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장은

주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2014년도 

결산보고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총수입(예금이자. 성금수입. 위토수입. 시

설임대) 6천4백여만 원 가운데 9백70여만 

원을 지출했음을 보고했다. 기타 토의 사

항에선 헌관, 축관, 집례자들이 춘, 추향

사에 입는 제복(祭服)이 검은색이어서 안 

좋다는 여론이 있는 등 현 시대에 맞지 

않아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 간편하면

서도 산뜻하고 세련미가 넘치는 관복으

로 바꿀 것을 관리위원회에 위임했다.

대당회의가 끝나자 숭보당에서 음복례

(飮福禮)를 마친 참제원들은 동재(東齋)

와 서재(西齋)로 나누어 비빔밥으로 점심

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을미년 태사묘 춘향대제 봉행

지난 4월 21일(음력 3월초정일 축시初

丁日 丑時) 새벽1시 경주시 강동면 왕신

리310 운곡서원 경덕사(景德祠) 사당에서 

경주유림주관하에 시조태사공(始祖太師

公), 태사공18세손 죽림(竹林) 권산해(諱. 

山海), 22세손 귀봉(龜峯) 권덕린 (諱. 德

麟)등 배향 제례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 참제원은 서울대종원을 비롯 

인근 대구, 경주, 안강, 영일, 포항 등지의 

좌윤공파(佐尹公派)죽림공, 귀봉공 사정

공(司正公)계 후손과 지역일대 (경주, 안

강)청,장년회 20여명, 지역유림 포함 총50

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前日 정오(正午)

시부터 제관 입소하여 배상을 받고 오식

(午食)을 마친 후부터 권혁근 운곡서원 

운영위원장의 제전준비에 의해 집사 분

정 조사(曹司)로부터 제향에 사용할 감생

(監牲)에 이어 경덕사 사당앞에서 제집사

가 모여 사축(寫祝) 을 마치고 이어 진설

을 모두 마치고 새벽 축시를 기해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향례 집사분정은, 초헌

관 최채량(崔埰亮), 아헌관 손병태(孫秉

台), 종헌관 이상인(李相寅) 대축 이원봉

(李源奉), 집례 김상왕(金相旺), 알자 권 

훈(權 塤), 찬인 권칠근(權七根), 판진설 

權五群, 權赫俊, 權五澤, 사준 李東浩, 봉

향權昌軌 봉로權赫根, 봉작權赫光, 權赫

武, 權範埈, 장생權五正, 장찬權珠赫, 학생

權純國, 직일權容栻, 공사원權赫武, 權赫

根, 조사權容浩, 崔 鍵등이다.

제례 후, 최채량(埰亮)원장 (초헌관)은 

인사말을 통해 룕오늘 날씨가 우중 속에서

도 이곳 태사공 권선생, 후손인 죽림공, 

귀봉공의 향례를 후손인 권문에서 정성

을 다하여 받드는 모습이 여기에서만 그

칠게 아니라, 전국서원이 많은데 타 서원, 

문중에서도 본 제례를 거울삼아야 할 의

표가 된다고,룖 견해를 말했다. 

또한 최채량 헌관은 우리권문과는 일찍

이 2005년 태사공신도비 건립시에도, 음

기는 태사공의 33世孫 (故)權憲祖翁이 짓

고, 글을 쓴 이는 최채량 초헌관이 쓴 것

으로 서예에도 조예가 깊은 대가이다. 

이어 음복례가 끝난 후 이곳 경주, 안강 

청.장년회는 이날 유사(권용식. 죽림공후

손 38世)의 지도아래 끝까지 철상을 마친 

후 귀가하는 정성을 보였다. 

<권범준 기자>

운곡서원 춘향(雲谷書院 春享)

지난 4월6일 오전 10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천

등산록의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부산, 대구, 경주, 

서울, 예천, 합천, 의성, 안동, 영주, 청주, 영덕, 영

해, 풍기, 광주, 창원, 구미, 산청 등에서 2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춘향제를 경건히 봉행했다.

이날 시조님 향사는 오전 9시부터 시조소 낭중

공 단소 삼헌관 및 축, 찬자, 재유사와 참제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사에서 분정례에 들어가 권윤성, 

권승세씨가 분정을 하고 헌관 등이 분정상을 받은 

후 헌관은 전통제례 복식을 갈아 입었다. 수임부터 

호명에 따라 시조소 입구까지 도열을 하고 안동능

곡회 회원이 수레로 제물봉송하여 오전 10시에 시

조님 묘소에서 권동술씨의 집례로 1시간여에 걸쳐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어 낭중공 단소에서 권오식씨의 집례로 향사

를 봉행한 후, 능동재사에서 음복례를 끝으로 제례

의식을 마쳤다.

시조굛아시조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시조 태사공 ∆초헌관:권순국(權純國) ∆아헌관:

권길상(權吉相) ∆종헌관:권순걸(權純杰) ∆대축:권

상흠(權相欽) ∆찬자:권동술(權東述) 이하생략

▣낭중공 ∆초헌관:권재우(權在禹) ∆아헌관:권영

상(權寧相) ∆종헌관:권인달(權仁達) ∆대축:권윤성

(權潤成) ∆찬자:권오식(權五植) 이하생략

5일 향사 전일(前日) 대당회는 오후 7시부터 능

동재사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익 총무

부장의 사회로 시조 묘소를 향한 망배, 상읍례가 

있었다. 

이어 시조 태사공 도유사 권순국(權純國 84. 경

주. 37世. 좌윤공파) 수임은 인사에서 시조 태사공

님의 도유사로 제향을 봉행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

각하며 우리 모두 추원보본하는 마음으로 봉행하

자고 말했으며, 아시조 수임 권재우(權在禹 82. 예

천. 35世. 복야공파)씨는 우리 모두는 후손된 도리

를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춘향제를 경건하게 봉행

하자고 말했다. 이어 권정달 총재는 인사에서 전국 

원굛근 각지에서 온 참제원 및 양소 수임, 재유사, 

전례, 제례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월 대종원 신년회, 2월 안동종친회 신년인사

회 개최에 이어 오는 4월26일 청원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27회 전국체전행사에 우리 모두 적극적

으로 협조하고 격려굛지원해 훌륭한 체전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다음 권오을굛권택기 前 의원, 권영길 성주부군수

의 인사가 있었다. 기타토의에서 산청 권영달씨가 

현 시굛아조 춘추향사에 수임만 룏망기룑를 보내는 것

을 아헌굛종헌도 룏망기룑를 앞으로 보내자고 제안해 

이를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예천 맛집 권창

용씨가 시굛아조 춘추향사 제례봉행에 대한 설명을 

물어 권정창 제례위원장이 설명했다. 

이어서 권광택 청주 청굛장년회장이 청주 청굛장

년회 임원을 소개하고 오는 4월26일 청원공설운동

장에서 열리는 제27회 전국청굛장년회 문화체육축

전행사에 많은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다. 끝으로 권오익 총무부장의 제수 성금 명단 발

표가 있었다.

대당회를 마치고 전국청굛장년연합회 임원단 11

개 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들어가 권

정달 총재의 체전 지원금 전달이 있었으며, 이어 

권광택 청주청굛장년회장의 인사와 권혁만 사무국

장이 체전행사의 개요 설명과 오는 26일 오전 11시 

전국청굛장년회장단 회의에서 2018년 개최지 선정

과 기타토의를 하기로 했다.

▣능동춘향제수 성금명단

權純國(시조 태사공 수임) 100만원, 權在禹(낭중

공 수임) 50만원, 權吉相(시조소 아헌) 50만원, 權

純杰(시조소 종헌) 30만원, 權寧相(낭중공 아헌) 

20만원, 權仁達(낭중공 종헌) 20만원, 전국종친회

장협의회 30만원, 안동종친회, 대구종친회, 부산종

친회 권경웅 각 20만원, 영덕종친회, 광주종친회, 

추밀공파대종회, 복야공파종회, 부호장공파종회, 

부정공파종회, 정조공파종회, 검교공파종회, 서울

청장년회, 부산장년회, 대구청장년회, 청주청장년

회, 안동능곡회, 복야공파부녀회, 대구개인택시종

친회, 龜尾可山門中, 권호명(재유사), 권용선(재유

사), 권유달(재유사), 권오근(재유사), 권태식(재

유사), 권오련(재유사), 권찬달(재유사), 권종율

(재유사), 권희일(재유사), 권기정(재유사), 권오

특(재유사), 권오식(찬자), 권영길(성주부군수), 

권영달, 권혁재, 권창용, 권종보, 권을 각 10만원, 

권오기(재유사), 권주연, 권오서, 권용주, 권영문 

각 5만원  합계 7백5십5만원

<권오복 편집위원, 사진:권경일, 권범준 기자>

시조굛낭중공 춘향제 봉행

△태사묘우에서 권,김,장 삼성이 춘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 제례를 마치고 숭보당 앞에서 기념촬영

△우로부터 권영세, 김숙동, 권경웅 삼헌관

△경덕사 시조 초헌관이 태사공께 헌작 후 독축하고 있다. 

△죽림공에 헌작

△좌상 : 귀봉공 헌작, 우상 : 분정,  좌하 : 감생   우하 : 사축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권상흠 축관이 독축을 하고 있다.

△낭중공 단소에서 권윤성 축관이 독축을 하고 있다. 

△당회 (원내 좌 권정달 총재, 우 권순국 도유사)

△좌상 : 분정례, 우상: 권순국헌관의 헌작,  좌하: 능곡회의 제물봉송, 우하:당회에서청주청장년회 임

원소개

안동권씨대종원 정기총회 안내
안동권씨대종원은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임원 대의원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고 부

득이 참석치 못 하실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5년 5월 1일

안동권씨대종원    총 재    권 정 달

▒ 일        시 : 2015년 5월 20일(수요일) 11시정각

▒ 장        소 : 국방컨벤션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전화 02-748-0707

 지하철 4호선, 6호선 13번출구에서 이태원방향 100m

▒ 참석대상 : 고문, 총재단, 파종회장, 종무위원, 종친회장, 대의원

▒ 연  락  처 : ☎: 02-2695-2483~4     FAX : 02-2695-2485

始祖굛郞中公 春享祭 奉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