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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태사묘 추향대제 봉행

△안동시 태사묘우에서 추향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을미년(乙未年) 태사묘(太師廟)
추향대제(秋享大祭)를 9월 28일(음
력 8월 16일 中丁日) 오전 10시 안
동시 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
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
씨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 하였다.
김광림 국회의원과 권택기 전 국
회의원 등 100여명의 삼성 후손들
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참제분정
(參祭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김
규현(金奎顯), 아헌관(亞獻官) 권
계동(權啓東), 종헌관(終獻官) 장
근환(張根煥), 축(祝) 김효진(金孝
鎭), 장익봉(張翊鳳), 권기도(權奇
鍍), 찬자(贊者)는 김회동(金會東)

△ 3헌관:권계동 아헌관(중앙)

△숭보당에서 분정례를 올리는 모습

씨가 담당하였다.
추석 다음날이 추향대제일(秋享
大祭日) 임에도 불구하고 참제원
이 예상보다 많이 참석하였다. 이
날은 여름 날씨처럼 무더운데다 햇
볕이 내려쬐어 헌관(獻官)은 물론,
도포(道袍)를 입은 참제원들도 땀
을 흘리는 등 2시간에 걸친 제례
(祭禮)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올해는 헌관(獻官), 축관(祝官),
찬자(贊者) 등 7명의 제복(祭服-冠
服)을 남색과 청색으로 모두 바꾸
었으며 관모, 문양, 신발까지 새 모
습으로 바꾸었다. 제례를 마친 참제
원들은 숭보당(崇報堂) 앞 잔디밭
에서 단체로 기념촬영(記念撮影)을
한 후 음복례(飮福禮)를 마치고 당

회보고(堂會報告)를 하였다.
태사묘관리위원회 장은주(張銀
周) 사무국장의 사회로 회순에 따
라 안동향교(安東鄕校) 전교(典
校)인 김규현(金奎顯) 도유사(都
有司)는 인사말에서 참제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
다며, 나도 여러 문중의 제사를 참
여했지만 오늘 태사묘 추향제는 이
만하면 아주 잘한 편이라며 더위에
도 불구하고 고생한 참제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숙동(金淑東) 태사묘관리위원
장은 인사말에서 삼태사의 삼성(三
姓) 중 안동향교 전교(典校)가 나
온 것은 처음이고 영광이라 하였다.
그는 이번 삼태사 제복은 안동대
학교 교수의 자문을 받아 조선조

관례복을 참조하여 옷 색깔을 선택
했으며 문양(紋樣)은 특허청에 등
록한 삼태사 문양을 사용했다고 밝
혔다.
그는 이어 동재(東齋), 서재(西
齋)가 낡아서 보기 흉하였는데 도
배와 장판을 말끔히 교체하여 깨
끗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장은주 태사묘 사무국장은
다음 춘향제는 정관에 의하여 도유
사는 장태수(張太守), 재유사는 김
호동(金琥東), 김성년(金成年), 권
오식(權五植), 권기진(權奇鎭) 등
4명의 추천자 명단을 받아놓고 있
다고 밝히고 태사묘 잔디밭에서 전
통 혼례를 치루는 등 18개 항의 결
과를 보고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회장
권길상)는 지난 10월 6,7일 1박2일
간 경주에서 지역종친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종친회장협의회 간
친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온 종친회장들은 오전
10시40분 동대구역에서 만나 버스
에 탑승하고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에 있는 운곡서원에 도착하고 일부
는 개인차량으로 도착하여 서원 경
덕사에 봉안된 시조 태사공께 권길
상회장이 헌작한 후 전원 참배하였
다.
운곡서원(雲谷書院)은 225년 전
인 정조8년(1784년)에 경주문중에
서 태사공을 숭봉하는 원사를 경주
에 건립코자 발의하여 전국 후손들
이 성금을 모아 추원사(追遠祠)로
창건하고 시조 태사공을 주벽으로
죽림공과 귀봉공을 배향하였다. 그
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고종
무신년에 훼철되었다.
추원사는 불교에서 절터라 하
여 차지하였으나 권중현(重顯)대
신 등의 힘으로 다시 찾아 광무7년
(1903년) 다시 사우(祠宇)자리에
설단하고 재사와 전사청을 지었으
며 동재와 서재, 부속건물을 완전
히 복원하여 경주유림의 향례를 받
들어오다가 1976년 재일거류민들
의 성금으로 묘우(廟宇)와 신문(神
門)을 중건하고 강당은 배향위 양
가가 부담하고 외삼문 담장, 동서

재는 전국 자손들의 성금으로 완전
복원하였다.
그해 축문을 개정하여 사림숭봉
(士林崇奉)의 운곡서원(雲谷書院)
으로 승원하고 묘호는 경덕사(景
德祠)로 하고 세향은 삼월초정일
로 하였으며 2007년 4월 경덕사 옆
에 태사공 신도비를 수갈하였다.
오후에 회의를 개회하여 권영갑
간사의 사회로 시조님께 망배하고
회장 인사에 이어 참석자 모두 자
기소개를 하였다.
권길상회장은 협의회 친목을 위
해 해외연수를 계획하였으나 많은
종친회장의 참여를 위해 경주로 돌
리게 되었으며 2일간 전국 종친회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
고 하면서 종친회장협의회는 안동
권씨대종원이 지향하는 목표를 위
하고 지역간 교류를 위해 4년 전에
발족하였으며 본인이 회장을 성심
껏 하고자 했지만 아쉬운 점이 남
는다고 하였다. 권경석 사무총장은
총재를 대신하여 축사하면서 길상
회장이 4년간 협의회장을 맡으면
서 종친회를 상당수준 발전시켜왔
으며 협의회에 힘입어 대종원이 발
전의 토대를 마련케 되었다고 하였
다.
권오신 경주종친회장은 경주는
전국성씨의 65%가 살고 있으며 권
문은 2,500가구로 집성촌을 이루면
서 경주의 4대 문중으로 꼽히고 있

운곡서원에서 지역종친회장협의회 개최(원내
길상 협의회장)

신라 제13대 미추왕릉에서 기념촬영.(안동권씨는 미추왕의 후손)

는데 이는 서원에 배향된 선조님의
덕업이라고 하면서 체류기간 성심
껏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15시에 경주 시내관광에 들어가
권오길 차후회장의 안내로 대릉원,
안압지, 오릉, 포석정을 돌아보았
으며 일행은 대릉원 안에 있는 미
추왕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저녁은 화산불고기 단지에서 거
나하게 만찬을 하고 다시 운곡서원

안동권씨대종원 은행계좌 변경안내
1. 안동권씨대종원 임원회비를 사무총장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왔으나
금융거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總裁團, 宗務委員, 代議員회비와 종
보구독료(단체 및 개인)를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라옵니다.
2. 기존 권경석명의 통장(국민은행, 농협)은 곧 페기할 것임을 공지합니다.
-아

국민은행 033237-04-006941
농
협 317-0009-7471-41

경덕사 참배

래-

예금주 : 안동권씨대종원
예금주 : 안동권씨대종원

에서 숙박을 하였는데 권혁근 운곡
서원운영위원장과 권오신 경주종
친회장의 배려로 편히 일박하였다.
2일째는 경주시 보문단지에서 하
는 경주 세계실크로드 박람회장을
찾았는데 지방에서 주최하는 것으
론 잘 구성하였다.
일행은 중식을 마치고 권길상회
장이 타월을, 오신 경주종친회장이
황남빵을, 영호 부산종친회장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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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개최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계동)는 9월 21일 오전 11시 경
북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닭실) 추
원재(追遠齋)에서 제8차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 개회에 앞서 회원 모두가
뒷산에 있는 충재(沖齋) 휘(諱) 벌
(橃) 선생의 신도비(神道碑)를 돌
아본 후 올라가 권계동(權啓東) 협
의회장은 자기의 16대조(代祖)인
의정공(議政公) 휘(諱) 사빈(士
彬 : 19世)과 그의 둘째 아들 충정
공(忠定公) 충재(沖齋) 휘(諱) 벌
(橃)선생의 묘소와 충재공(沖齋
公)의 장남 청암공(靑岩公) 휘(諱)
동보(東輔)의 묘소를 간단히 설명
하고 준비된 주과포(酒果脯)로 충
정공(忠定公) 부자의 묘소를 참배
하였다.
대재사(大齋舍)의 추원재(追遠
齋)에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신
입회원의 소개와 충재선생의 차종
손 권용철(權容轍)을 비롯한 후손
들의 소개가 있었다. 정조공파종회
장(正朝公派宗會長)인 권인탑 총
무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었다.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相揖禮)에 이어 권계
동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
월 11일 이 자리에서 정기총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때 아닌 메르스
(MERS)의 유행으로 연기했다가
오늘 개최하게 되었는데, 회원들과
충재 선생 후손들을 비롯한 내빈까
지 70여명의 많은 분이 참석해 주
시어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였다.
회칙에 따라 회장을 다음 파종회
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며 협의회 창
립 이후 4년간을 회고(回顧)하고,
부족했던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하며 간단한 인사말을 하였다.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가
있은 후 권기덕(權奇德) 신임회장
은 여러분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가우며 앞으로 본회 운영
에 정성을 다하겠으니 회원 여러

식을 제공하였으며 협의회 찬조 내
역은 길상회장 100만원, 영갑간사
30만원, 안동종친회, 재주(안동),
박원(대전), 영하(밀양), 영성(영
천), 오영(울산), 영수(제천)각20
만원 오신(경주), 경관(금산)각 10
만원을 찬조하였다.
협의회에 참석인은 경주에서 권
오신, 혁광, 상윤, 오길회장 강능에
서 혁윤, 오열, 혁길, 영각회장 부
산에서 길상, 임호, 영호회장 안동
에서 오익, 재주, 주연회장 대전에
서 호준, 박원회장 합천에서 동술,
석호회장 밀양에서 동문, 영하회장
제천에서 영수, 부득회장 육만(예
산), 영성(영천), 병국(상주), 오영
(울산), 승구(마포), 영갑(수원),
택문(예천), 경관(금산), 대종원 사
무총장, 홍보부장
<권범준 홍보부장>

분의 많은 협
조를 부탁한
다고 하였다.
신임회장은
전 대구대학
교대학원장
을 역임하였
고, 심리학을
전공한 문학
박사이다.
기타 토의 △닭실 추원재에서 파종회장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원내는 권기덕 신임회장
에서 권인탑
현 총무가 사
정에 의하여
사의를 표명
함에 후임 총
무로 전직 초
등학교 교장
으로 근무하
다 정년퇴임
을 한 권중덕
시중공파종
회장을 지명 △회의 후 기념촬영
하였다. 권계
동 협의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글씨는 충재 선조의 외손인 홍사제
협회를 위하여 수고를 많았던 회장
(洪思濟)가 썼다.
과 총무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로
충재박물관 안에 있는 충재(沖
결의했다.
齋) 벌(橃) 선생의 유물 중에 관복,
권인탑 총무는 대종원에서 생활
관, 벼루 등의 유물은 거의 잃어 버
용품 선물세트 1통씩, 봉화종친회
렸다고 한다. 현재 보물 제261호인
에서 타월 100장, 닭실 종가에서 다
룏충재일기(沖齋日記)룑와 제262호
과와 점심을 각각 협찬했다고 소개
인 룏근사록(近思錄)룑을 비롯하여
하였다.
보물 제896호인 전적류(典籍類) 15
회의가 끝나자 추원재 앞에서 기
종 184책과 보물 제901호인 고문서
념촬영을 한 후, 닭실에서 준비한
15종 274점, 보물 제902호인 유묵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었고 참석자
(遺墨) 8종 14점 등 482점의 문화재
들은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충재박
가 유물관에 보관 전시 중이다.
물관(沖齋博物館)을 비롯하여 사
청암정(靑巖亭)을 둘러보았는데
적 및 명승 제3호인 청암정(靑巖
청암정(靑巖亭)은 중종 26년(1526
亭) 등 문화유적탐방(文化遺蹟探
년)에 충재(冲齋) 선생께서 장자
訪)을 하였다. 차종손인 권용철씨
(長子) 동보(東輔)와 함께 거북바
는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다.
위 위에 창건한 정자로서 종택 서
대재사(大齋舍)의 추원재(追遠
편에 위치하며 사적 및 명승 제3호
齋)는 경북도 유형지방문화재 제
로 보존되고 있다.
343호로 지정된 것으로서 충재 선
정자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현판
생의 부친인 의정공(議政公) 사빈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수(眉
叟) 허목(許穆)이 쓴 글씨로 얼른
(士彬), 정경부인(貞敬夫人) 파평
윤씨(坡平尹氏), 충재 선생과 부인
봐서는 읽기 힘이 드는 전자(篆字)
을 비롯하여 청암(靑巖), 석정(石
체의 청암수석(靑巖水石)의 현판
亭) 양공(兩公)과 후손들의 묘제를
이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모시기 위한 재실(齋室)이다.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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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始祖 太師公굛郞中公 秋享祭는 11월 7일 봉행, 내년초 임시총회에서 재론
1. 태사공.낭중공 추향제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봉행합니다.
굛 일시 : 2015년 11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 당회 11월 6일 (금) 오후 7시
굛 장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연락처 02-2695-2483/054-854-2256 / 010-3504-2083
2. 始祖 春秋 享祀日 變更의 경위는 5월 20일 大宗院定期總會 당일 原任會議에서 眞智한 討議를 거쳐 秋享은 陰曆 9月 下丁일, 春享은 陰曆 3月 中丁에
奉行하기로 合議하여 그 案을 定期總會에 上程하고 全體協議를 거쳐 위와 같이 變更을 確定하였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會員이 還元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最高議決機關인 大宗院定期總會에서 決議된 事項을 누구도 다시 總會를 거치지 않고 번복할 수
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4. 10월 27일 종무위원회에서 일부 환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대다수 위원이 총회의결을 종무위원회에서 번복할 권한이 없으므로 금년 추향은 11월 7일 봉행
하고 내년 한식 전에 임시총회를 열어 춘추향사 일정을 결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