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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師廟春享大祭 奉行
태사묘춘향대제

봉행

安東權氏大宗院 創立總會 6월 7일 開催키로
지난 2011년 3월 23일(수)인 음
력 2월 중정일(中丁日) 11시 태사
묘우(太師廟宇)에서 태사묘관리위
원회(太師廟管理委員會)가 주관
(主管)하여 <권씨(權氏), 김씨(金
氏), 장씨(張氏)>인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묘년(辛卯年) 춘향대제
(春享大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참제(參祭)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권영세(權寧世)
안동시장, 아헌관(亞獻官) 권세원

4월 5일 대종회 대당회(서후면 능동재사), <좌>권정달 대종회장, <우>권오수 수임

1. 종친회는 해당 단체에서 입력하며, 게시판 중 권문행사 및 회원
광장은 각 문중 및 종친회별로 게시판 운영자를 임명하여 자체의
행사 및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2. 권문행사 및 회원광장은 회원가입시 기구별 관리 책임자를 직
함(회장, 총무, 사무국장 등)을 입력해야 준 관리자로 승인해 줍니
다.
3. ID입력시 ID창 위에 룕아이디 사용룖을 클릭해야 합니다.
4. 종친회 수정시 (비밀번호 1번) 관리자 이외의 수정을 금합니다.
5. 파종회, 지파종중은 종친회란의 지파종중과 게시판을 활용바
랍니다.

어 김숙동(金淑東) 부위원장이 고
창(병산)전투지(古昌戰鬪地) 조성
계획(造成計劃)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다. 모든 제례(祭禮) 행사
가 끝난 후 숭보당(崇報堂)을 배경
으로 참제원(參祭員)이 함께 기념
촬영(記念撮影)을 하고 숭보당(崇
報堂)과 동재(東齋), 서재(西齋)에
분산(分散)되어 점심을 먹고 환담
(歡談)을 나누다가 해산(解散)하
였다.
<대종회부회장 권계동>

권길상 축관이 시조 춘향제에서 축을 읽고 있다.

(안동풍산):10만원 △권준식 목사공종회장(서
지난 4월 6일 오전 9시부터 안동시 서후면 성
로 중앙종친회관을 이전했으며 이어 3월 중앙
울):10만원 △권혁조 제유사(안동):10만원 △
곡리(능곡) 천등산록의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종친회와 대종회의 양대 기관이 통합하기로 조
권영규 제유사(안동):10만원 △권기을 안동교
부산, 용인, 안동, 강릉, 서울, 대구, 대전, 영주,
율이 되어 오는 6월 7일 용산 국방회관에서 안
육장:10만원 △권태현 제유사(부산):10만원
영천, 광주, 성남, 영해, 청송, 제천, 창원 등 각
동권씨대종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
지역 종친회와 후손 등 300여명이 참제한 가운
으니 이에 권문의 유일한 기구, 대표기관이 될
△부산청년회:10만원 △추밀공파대종회:10
만원 △광주종친회:10만원 △권혁창 서울청장
데 춘향을 엄숙히 봉행했다.
수 있도록 성원,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년회장:10만원 △정조공파종회(안동):10만원
이날 시조님 향사는 권승호(權承湖)씨의 집례
서 대종회장은 권오춘 해동경사연구소 이사장
로 지난 3월 18일 대종회 종무위원회에서 시조굛
이 고전번역과 교육, 양촌 권근선생의 룏예기천
△부호장공파종회(안동):10만원 △권재주 안
동화수회장:10만원 △능곡회원일동(안동):10
아시조 춘추향사 제례복으로 확정된 교체 제례
견록룑 번역 및 권문의 제문 등에 밝아 권문의 문
만원 △권병섭 청송청년회장:10만원 △영천
복식(초헌굛아헌굛종헌굛축굛찬자)으로 1시간여에
헌연구위원장의 직무를 하기로 하였다고 소개
청년회:10만원 △울산청장년회:10만원 △권
걸쳐 봉행되었으며 이어 하산해 아시조 낭중공
하였다. 다음으로 權己乙(권기을) 경북 안동교
상주 대구청장년회장:10만원 △권오춘 중앙종
향사는 11시30분부터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2
육지원청 교육장은 인사로써, 안동지역 교육문
친회부회장(서울):10만원 △복야공파종회:10
번지 단소에서 권혁무(權赫武)씨의 집례로 1시
화 창달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권순
만원 △권오연(아세아농업기계,안동):10만원
간여에 걸쳐 봉행하였다. 이어서 능동재사 추원
갑 간사장의 종무보고 및 결산보고, 권주연 감
루에서 30여분 동안 시조굛아시조 춘향 음복례를
사의 감사보고, 기타 토의, 제수성금 접수명단을
△창원청장년회:10만원 △용인종친회:10만
원 △권명준 복야공파대사성공종회:10만원 △
함으로써 제전의식을 모두 마쳤다. 한편 향사
발표하고 회의를 마쳤다.
대구개인택시종친회:10만원 △권순(성남):5
후 능동재사에서 오는 추향(11월 8일)의 시조
이어서 각 지역 청년회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만원 △권주연(안동):5만원 △대전청장년회:5
태사공 도유사는 권오숭(權五崇:84,대전, 동정공
영천 청굛장년회(회장 권병혁)가 주관하는 제 23
만원 △권영문(안동):5만원 △권순관(대구):5
파 35世)씨, 아시조 낭중공 도유사는 권기상(權
회 안동권씨청굛장년회 전국체육대회가 구제역굛
만원 △권병혁 영천청년회장:5만원 △예천청
奇相:77,경기도 고양, 정조공파 36世)씨로 정하
농번기를 피해 오는 9월 25일(일) 오전 10시, 영
년회:5만원 △제천청년회:5만원 △권성환(안
고 망기를 발송했다.
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동):5만원 △권기언:3만원 △권기일:3만원
시조굛아시조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다.
▣시조 태사공-△초헌관:權五銖(권오수) △
▣능동양소 춘향 제수성금 명단
합계:1천1만원
<글:권오복 사진:권범준 기자>
아헌관:權重烈(권중렬) △종헌관:權鎬俊(권호
△ 중앙종친회:2백만원 △ 권오수(시조수
임):150만원
권승옥(아시조수임):50
준) △대축:權吉相(권길상) △찬자:權承湖(권승
△
만원 △권상용 제유사(봉화):50만원 △
호) 이하는 생략
▣아시조 낭중공-△초헌관:權承鈺(권승옥)
추밀공파참의공종중(대전):30만원 △권
혁승(추밀공파대종회장):30만원 △권중
△아헌관:權奇德(권기덕) △종헌관: 權純(권순)
열(영주봉현):30만원 △대구종친회:20
△대축:權奇龍(권기룡) △찬자:權赫武(권혁무)
만원 △권오영 제유사(대구):20만원 △
이하는 생략
권효준 제유사(영해):20만원 △부산종
5일 향사 전일(前日) 석식 후 7시30분부터 능
친회:20만원 △권규화 중앙종친회부회
동재사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갑 간
장(성남):20만원 △권오을 국회사무총
사장의 사회로 대당회의가 시작되어 시조묘소
장:20만원 △중윤공파돈목회(안동):10
를 향한 망배, 상읍례에 이어 權五銖(권오수 88,
만원 △권순식 제유사(대구):10만원 △
안동, 부정공파 35世) 수임은 인사말로 원굛근 각
권기원 제유사(안동):10만원 △권이현
처에서 온 참제원 모두는 추원보본하는 마음으
제유사(대구):10만원 △권상규 제유사 아시조 단소에서 헌작하는 권승옥 수임
로 시조 태사공의 춘향을 엄숙하게 봉행하자고
했으며 또한 룏안동권씨득성유래
(安東權氏得姓由來)룑와 룏권문의
상향신(權門의 相鄕臣)룑 등에 대
해서 설명하면서 시조님의 유덕
을 추모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권정달 대종회장 겸 중앙
종친회장은 인사에서 오늘 투철
한 애족심을 갖고 참제한 여러분
에게 감사를 드리며 명일 향사에
는 지난 3월 18일 대종회 종무위
원회에서 시조굛아시조 춘추향사
제례복으로 확정된 교체 제례복
춘향을 마치고 시조굛아시조 헌관, 대종회장,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입고 할 것이며, 그리고 지난 1 추원루에서 시조굛아시조 춘향에 집사 분정을 하고 있다.(좌. 권효준, 우.
권재도)
월에 서울 신정동에서 용두동으

안동권씨홈페이지 운용안내

(權世源) 관리위원장, 종헌관(終獻
官) 장희경(張熙慶), 축(祝)은 권
인탑(權仁塔), 김창한(金昌漢), 장
오진(張五鎭), 찬자(贊者)는 김시
일(金時鎰)이 담당하여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춘향제례(春享祭禮)를 마치고
숭보당(崇報堂)에서 음복례(飮福
禮)가 끝난 후 권세원(權世源) 태
사묘관리위원장(太師廟管理委員
長)의 인사와 김요한(金堯漢) 사
무장의 경과보고(經過報告)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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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태사묘 춘향제를 마치고 헌관 및 제집사 기념촬영

운곡서원 書院誌 發刊 및 春享
서원지

윤곡 서원지 발간 고유제(독축 권혁무)

지난 4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운곡서원(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에서는 룏운곡서원 서원지 발간 고
유제룑행사가 전(前)경주종친회장
권순국(서원지 발간 위원장)을 비
롯 현 경주종친회장 권혁광, 청. 장
년회장 권혁만 등 지역후손과 서울
에서는 권경석 사무처장 및 그리고
전국 각지 안동, 예천, 영주, 제천,
부산 등 5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후손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룕운곡
서원지 발간룖에 따른 고유제를 운
곡서원 경덕사(景德祠)에서 엄숙
히 봉행하였다. 이날 고유제는 권
혁근(赫根) 집례로 그동안 추진한
경과와 서원지 발간에 따른 고유문
(告由文) 독축으로 봉헌되었다. 운
곡서원(雲谷書院)은 정조 10년 병
오년(1786)에 룏시조 태사공의 충
의(忠義)가 곧 조국(祖國)인 신라
에 대한 마음이었으므로 마땅히 신
라의 도읍에 사당을 세워 그 성심
을 표해야한다룑 라고 생각하고 경
주의 운곡에 추원사(追遠祠)를 새
우고 태사공을 룏태사 권 선생(太師
權 先生)룑으로 위판을 조재하여 주
벽(主壁)으로 받들었다.
또한 태사공 18세 죽림공 권산해
(竹林公 權山海)를 동배로 22세 귀
봉공 권덕린(龜峯公 權德麟)을 서
배로 배양하였다. 제례는 손동복
(孫東福)유림의 헌작과 혁무 축관
의 고유제 독축을 고(告)하였다.
서원지 발간 의의(意義)는 룕나라
에 국사(國史)가 있듯이 서원에도
창건유래와 선현유업(先賢遺業)을
기리는 사적(事蹟)을 수록한 원지
(院誌)가 있음이 마땅하다. 이러한

발간

춘향

운곡 서원 헌관, 참제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제에 운곡 서원지를 발간 함으로
써 선현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되
새기는 것은 물론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는 의지
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룖라는 서문(序
文)에서 인용, 또한 기간 중 편집
을 위해 애쓴 동양대 권갑현 교수
의 자료수집, 교정을 맡아 추진한
권기덕 교수, 권학구 발간부위원
장, 권혁무 족친, 그리고 서원지 발
간 고유문을 근찬(謹撰)한 권기갑
교수 등 이외도 많은 지역 내 후손
등의 노고가 컸다. 제례의식을 마
치고 참제한 현관과 함께 제당 앞
뜰에서 기념촬영이 있었다. 이어
서 익일 축시(丑時)에 태사공과 죽
림공, 귀봉공에 대한 향사(享祀)가
이어졌다.
이날 분정은 아래와 같다.
▣초헌관 이희동(李憙東) ▣아

헌관 이종택(李鍾澤) ▣종헌관 안
재필(安在佖)
▣대축 최병수(崔炳秀) ▣집례
권용호(容浩) ▣알자 권순봉(純
鳳)
▣찬인 권혁조(赫照), 권상률(相
律).
이날 향사는 지역후손과 유림 등
70여명이 참제하여 제례를 올렸으
며 특히, 경주시 청굛장년 회는 회장
권혁만을 주축으로 회원25명이 전
날 고유제로부터 익일 03시 가까이
음복례 후 철상까지 최종정리 하는
등 정성을 다해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또한 이곳은 최근 진입로
도로입구부터 서원 입구 주차장까
지 말끔히 포장이 되어 유서 깊은
문화유적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나
는 향상된 면모를 보였다.
<권범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