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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權氏 昌和公(諱 準) 派 世譜編修 公告

 금번 우리 宗會에서는 처음으로 昌和公派 世譜編修 事業을 實施키로 決議되어 다음과 같이 公告하오니 各 宗會 

門中에서는 收單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協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收單期間 : 2011년 8월 ~2012년 2월 28일까지

2. 收單金 : 冠(기혼자) : 1人當 10,000원,

     童(미혼자) : 1人當 8,000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편찬회에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629-2호

  회장 권병선 : 011-273-7475 

  총무 권병문 : 010-9055-8355

<지난호에 이어>

�2�1일에� 관찰사�(觀察使�)가� 시조묘�(始祖

墓�)에� 먼저� 행제�(行祭�)할새�,� 친제�(親弟�)� 

의정부�(議政府�)� 사인�(舍人�)� 흔�(昕�)과� 아

들� 정자�(正字�)� 경�(儆�)을� 데리고� 새벽에� 

출발하여� 재사� 앞에� 이르러� 외손�(外孫�)� 

수령�(守令�)들과� 족친�(族親�)들을� 구별하

여� 땅에� 자리� 깔고� 앉아� 제례�(祭禮�)에� 참

예하는데� 예천군수�(醴泉郡守�)� 황입중�(黃

立中�)으로� 하여금� 제찬�(祭饌�)을� 올리게� 

하고� 학유�(學諭�)� 신홍립�(辛弘立�)으로� 하

여금� 제문�(祭文�)을� 짓게� 하여� 관찰사가� 

초헌�(初獻�)하고� 인동부사�(仁同府使�)� 권

경�(權暻�)이� 아헌�(亞獻�)하고� 사인�(舍人�)

이� 종헌�(終獻�)하니� 수령� 및� 후손� �7�0여인

�(餘人�)이� 모두� 참제�(參祭�)하였다�.� 사인은� 

마침� 봉명�(奉命�)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곳에� 도착하였고�,� 정자는� 새로� 문

과에� 급제�(及第�)하여� 한가지� 단계화�(丹

桂花�)가� 송가�(松檟�-소나무와� 가래나무�.� 

墓木에서� 전하여� 墓所를� 말함�)에� 번쩍이

매�,� 보는� 자가� 감탄하여�,� 큰� 덕이� 후손을� 

넉넉하게� 하는� 감회는� 어떠했을까�,� 제사

를� 마친� 뒤에� 관찰사가� 친히� 산신제�(山神

祭�)를� 지내고� 집사자�(執事者�)로� 하여금� 

평창군공�(平昌郡公�)의� 묘에� 헌작�(獻爵�)

케� 하고� 물러와� 수령들과� 종친으로� 더불

어� 복주�(福酒�)� 몇차례를� 마신� 뒤에� 저녁

때에� 좌석을� 파�(罷�)하였다�.� 그후� �3일� 丑

時초에� 삼태사� 위판�(位版�)을� 환안�(還安�)

할새� 관찰사가� 분향�(焚香�)하고� 내외자손

�(內外子孫�)� 수령들과� 타손�(他孫�)들이� 다� 

재배�(再拜�)한� 후� 권태사�(權太師�)� 위판은� 

권사도�(權思道�)� 권첨�(權詹�)� 권홍극�(權

弘克�)이� 전도�(前導�)하고� 수리�(首吏�)� 권

부룡�(權富龍�)이� 초롱을� 잡고� 김태사�(金

太師�)� 위판은� 김협�(金鋏�)이� 전도하고� 향

리�(鄕吏�)� 김영개�(金榮凱�)가� 초롱을� 잡고� 

장태사�(張太師�)� 위판은� 장흥효�(張興孝�)

가� 전도하고� 호장�(戶長�)� 장자호�(張自豪�)

가� 초롱을� 잡고� 관찰사� 이하� 여러� 자손이� 

뒤를� 따라� 신묘�(新廟�)에� 이르러� 교의�(交

椅�)� 위에� 봉안하니� 권태사가� 중위�(中位�)

에� 당�(當�)하고� 김태사가� 동위�(東位�)요� 장

태사가� 서위�(西位�)로� 모두� 남향�(南向�)하

니� 옛� 위차�(位次�)에� 따른� 것이다�.� 새벽에� 

행사�(行事�)할새� 초헌�(初獻�)은� 관찰사�(觀

察使�)요�,� 아헌�(亞獻�)은� 경주부윤�(慶州府

譯抄 陵洞實記
역초 능동실기

1. 安東이란 地名을 最初로 使用

고려태조� 왕건과� 후백제의� 견휜은� 후삼

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치하던� 중� 

�9�3�0년� 안동의� 옛� 지명인� 고창의� 병산에서� 

맞부딪치게� 된다�.� 이� 전투�(병산전투�)에서� 

왕건은� 권행�,� 김선평�,� 장정필� 등� 삼태사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두어� 후삼국을� 통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태조� 

왕건은� 능히� 동국을� 안정시켜준� 고장이

란� 뜻이� 담긴� 能安東國� 네� 글자를� 하사하

니� 이� 글귀에서� 안동이란� 글자를� 취해� 안

동이란� 지명을� 갖게� 되었다�.

2. 安東의 沿革

신라시대� �:� 창녕국� 건국�(�B�C�5�7�)고타야

군�/통일신라시대� �:� 고창군

고려시대� �:� 안동부�(�9�3�0�)� 영가�,� 길주�,� 복

주�,� 안동대도호부�(�1�3�6�2�)

조선시대� �:� 안동대도호부� 안동관찰부

�(�1�8�9�5� 경상도동북부� �1�6개군� 관할�)� 안동군

대한민국� �:� � �1�9�6�3�.� �1�.� �1�.� 안동시� 승격�,� 

�1�9�9�5�.� �1�.� �1�.� 안동시�(안동군을� 통합�)

3. 太師廟의 沿革

고려� 성종� �9�8�3년� 부민들이� 정성을� 모아� 

부내에서� 삼공신� 묘우� 건립

조선� 중종� �1�5�4�2년� 안동부사� 김광철이� 

현� 위치로� 옮김

조선� 광해군� �1�6�1�3년에� 현� 규모로� 중건

하고� 태사묘로� 개칭

임진왜란�,� 조선� 경종�(�1�7�2�1년�)� 큰� 화재�,� 

�6�.�2�5동란� 시� 태사묘는� �3번이나� 전소되었

다�.� 현� 건물은� �6�.�2�5동란� 후� �1�9�5�8년에� 준공

하였다�.

�1�9�6�9년� 태사묘� 관리위원회가� 발족하였

다�.

4. 太師廟에서 하는 일

태사묘란� 삼태사�(권행�,� 김선평�,� 장정

필�)� 공의� 위패를� 모시고� �1�,�0�0�0년이� 넘도록� 

�1년에� 두� 번�(봄� �2월� 중정�,� 가을� �8월� 중정�)

향사를� 봉행하는� 곳이다�.

관리위원회는� 향사를� 비롯한� 재정� 건물� 

토지� 관광객� 등을� 총괄� 관리운영하고� 있

다�.

5. 太師廟 管理委員會 組織

관리위원회� 조직은� 현재� 권�,� 김�,� 장� 三

姓에서� 각� �7명씩� 선정하여� 총� �2�1명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3명� 사무장� �1명� 관리

위원� �1�1명� 별유사� �3명으로� 조직되어� 향사

를� 비롯한� 재정�,� 건물�,� 토지� 등을� 총괄� 관

리한다�.�(해설사� �3명은� 안동시청에서� �2�0�0�8

년� �8월� �1일자로� 선정�)

6. 都有司 選定 및 獻官 任命

도유사는� 안동시장이� 임기동안� �1회� 초

헌관은� 시장이� �1회� 아헌관은� 관리위원장

이� �1회� 종헌관은�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1

회하고� �3회는� 관리위원회에서� 성씨별로� 

순번에� 의하여� 도유사를� 선임하고� 아헌

관� 종헌관은� 당일� 시도록을� 보고� 성씨별

로� 연령이� 많은� 분을� 정한다�.

7. 享祀奉行 節次

가�.� 향사는� 연�2회�(음력� �2월과� �8월� 중정

일�)� �3성� 후손들이� 봉행한다�.

나�.� 분향은� 월�2회�(음력� 매월� �1일과� �1�5

일�)지정된� 유사가� 실시한다�.

8. 古昌(병산) 戰鬪地 造成計劃

전통문화콘텐츠� 박물관� �3�D영화� 병산전

투와� 연계하여� 스토리가� 있는� 관광매력

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추

진하고� 있다�.

설계� �7�,�5�0�0만원� 토지매입� �6�,�5�0�0만원� 토

목공사� �3�9�,�6�0�0만원� 건축공사� �7�1�,�6�0�0만원� 

부대시설공사� �4�0�,�4�0�0만원� 계� �1�6�5�,�6�0�0만원� 

太師廟 管理委員會 運營의 實際
▣ 태사묘 관리위원장  權 世 源

享祀 奉行 節次

時 間 推  進

前日 ＊首任� 別有司� 委員� 齋有司� 入齋

�0�8�:�0�0� �~� �1�0�:�0�0 ＊參祭員時到� 別有司祭需陳設

�1�0�:�0�0� �~� �1�1�:�0�0

＊別有司� � 皆座아뢰오� 복창

＊參祭員� 崇報堂� 序立� 相揖禮� 皆座

＊首任訓示� 執事分定� 畢

＊分定�7床� →� 序立� →� 揖禮� →� 諸行事臨

�1�0�:�3�0 ＊祝官�3人� 廟宇入� 祝文執筆

�1�1�:�1�0� �~� �1�2�:�1�0 ＊贊者分定唱笏� 및� 笏記唱笏

�1�1�:�3�0� �~� �1�1�:�5�0 ＊安廟堂� 祭享

�1�2�:�3�0� �~� �1�2�:�5�0 ＊別有司� 飮福禮� 準備

�1�2�:�3�0� �~� �1�3�:�0�0

＊飮福禮� �=� 謁� 贊引三人曹司員

＊贊者命受獻官告함

＊초헌관� 巡杯� 아헌�,� 종헌� 上同

�1�3�:�2�0 ＊飮福禮� 畢� 有司�1人� 罷座아뢰오� 복창

�1�3�:�2�0� �~� �1�3�:�5�0 ＊次期享祀� →� 首任�.� 齋有司� �4人薦望

�1�4�:�0�0 ＊行事終了� 및� 中食

昌和公의 가계도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16世 17世

守平 韙 㫜 溥 準 衡 鏞 定柱·演

鉉 壽安·景

鎬 澄·澣湛

鈞 弘·幹 

鑄 壎·增·

適 顯 遜·選·

▣ 대행사는 한국 뿌리정보사 대표 권석원

  011-289-3856 (02)2234-0045

2011년 10월 1일

安東權氏 昌和公宗會 會長  權  炳  善

(추밀공) (국재공) (창화공)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

시� 북구� 화암동에� 소재한� 雲巖書院에서� 

해광� 송제민� �(海狂� 宋齋民�)선생과� 석주� 

권필�(石洲� 權韠권필�(石洲� 權韠권필�(石洲� 權 �)선생�,� 화암� 송타� �(花蓭�)선생�,� 화암� 송타� �(花蓭�)선생�,� 화암� 송타� �(花 � 宋蓭� 宋蓭

柁�)선생의� 추향제가� 안동권씨� 후손과� 홍柁�)선생의� 추향제가� 안동권씨� 후손과� 홍柁

주� 송씨� 후손� 그리고� 광주시� 유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운암서원은� 숙종�3�4년� �(서기� �1�7�0�8년�)� 해

광� 송제민선생과� 석주� 권필선생과� 화암� 

송타선생� �3위의� 유덕을� 숭모하기� 위하여� 

호남의� 사림� �3�0�0여명의� 발의로� 창건되었

으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가� 

�1�9�9�8년에� 광주시� 북구� 화암동에� 중건하였

으며�,� 운암서원은� 본손회장� 송영수선생과� 

운암서원� 박종달원장�(전� 광주� 향교재단

이사장�)의� 정성스런� 관리로� 잘� 보존되고� 

있었다�.

석주 권필 (石洲 權韠)선생은� 추밀공파� 

�2�2세로�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습제공� 권

벽� �(習齊公� 權擘�)의� 다섯째� 아들로써� 선

조�2년�(서기� �1�5�0�9년�)에� 태어났다�.� 공은� 선

조� �2�0년� �1�9세에도� 司馬試의� 壯元에� 올랐

으나� 한자� 誤書로� 출방되자�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詩酒로� 낙을� 삼고� 가난하게� 지

내다� 예조판서� 이정구의� 추천으로� 童蒙

敎官에� 제수되어� 강화도� 오류천에서� 제

자들을� 가르쳤다�.� 공은� 詩文으로� 명성이� 

一世를� 뒤덮고� 그의� 節義는� 뭇사람의� 師

表가� 되었다�.� 선생은� 두보�(杜甫�)를� 祖宗

으로� 唐詩에� 능하였으며�,� 허균�(許筠�)은� 

詩가� 淸妙하다� 하였으며�,� 남용익�(南龍翼�)

은� 익제� 이제현� �(益齊� 李齊賢�)에� 비견하

였다�.� 공은� 시문집� �1�2권을� 남겼으며� 詩家

를� 감동� 시켰다�.

해광 송제민 (海狂 宋齋民)선생은� 석

주� 권필의� 장인으로� 명종�4년� 담양� 홍주� 

송씨� 가문에서� 출생하였고�,� 천생의� 효자

로� 불리웠고� 성리학에� 심취하고� 토정� 이

지함� �(土亭� 李芝函�)선생을� 師事하였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파죽지세

로� 도성이� 함락되고�,� 왕이� 의주로� 파천하

자� 공은� 김천일� 의병대장의� 종사관이� 되

어� 발산성� 혈전에서� 왜적의� 간담을� 서늘

하게� 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우암� 송시열

은� 그의� 묘표문에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세상에� 등용되었다면� 큰� 공업을� 이룰� 것

이라고� 찬양하였으며�,� 정종� 무신년에� 공

의� 학덕과� 충절을� 가상히� 여겨� 朝奉大夫� 

司憲府� 持平을� 내렸다�.

추향제� 제례는� △초헌관� 박태상� △아헌

관� 변동혁� △� 종헌관� 정환담� △� 집례� 정

채호� △축� 최기호� 등이� 엄숙하게� 거행하

였다�.

△이날� 운암서원은� 석주공종회� 권오진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권오철사무국장을� 

운암서원의� 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다�.� 

(권경일기자)

 石洲公宗會 雲巖書院 秋享祭 奉行

추향제에 박태상 초헌관이 부복하고 최기호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권, 김, 장 삼태사 묘(안동시 태사길13)

지난� �9월� �9일� 오전� �1�1시�.� 안동시� 북문동� 

태사묘에서� 權�,� 金�,� 張씨� 삼태사� 후손� �7�0

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향제를� 봉행했

다�.

이날� 권영대�(權寧大�)씨의� 집례로� 뀬초

헌관�:權重銖� 뀬아헌관�:金榮漢� 뀬종헌관�:

張河鎭� 씨로� �1시간여에� 걸쳐� 봉행하고� 이

어서� 숭보당에서� 음복례를� 올렸으며� 권

세원� 관리위원장의� 인사로� 제전의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였다�.

<권혁세 기자> 태사묘 추향제에 제관들이 도열하고 있다.

태사묘 추향제 봉행

안동권씨대종원� 전국� 파친회장님�,� 전국종친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문사에� 수

고� 많으십니다�.

�1�.� 인터넷을� 통하여� 송고된� 메일을� 접수하는데� 있어� 제목을� 명확히� 써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내용이� 애매한� 경우� 잘못� 열면� 스팸메일로� 컴퓨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

니다�.

�3�.� 따라서� 상호�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6�H원칙에� 의거� 명확히�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내는 메일 발신처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보내는� 사람� 이름이� 별명으로� �/룕제목없음룖� 으로� 보낸� 경우

②� 종친회� 또는� 파종회� 명칭도� 없이� 룕종친회� �0�0�0룖� �/� 룕종친회� 행사룖� �/� 룕안동권

씨� 종친회� 총회룖� 룕안동권씨� 탐방룖� �/� 룕�0�0회사� 사장� 동정� �/� 사진룖� �/� 룕기사송고룖� 룕원

고룖� 룕종보자료룖

③� 활동� 내용도� 없이� 룕�0�0� 청장년회룖

④�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송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제목으로� 송고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내용을� 열어�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문건이� 많아�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보낸 원고가 불분명 하지 않도록

누가�(�0�0종친회�)� 언제�,� 어디서�,� 몇� 명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명확한� 원

고를� 보내주셔야� 편집국에서� 질의� 전화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종보원고 송고를 위한 유의사항

안동권씨대종원 사무총장 겸 편집인 권경석

창화공 추향 안내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 내 창화공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14世 贊成事 昌和公 諱 準)의 

추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본 손은 물론 방손 여러분의 많은 參祭 바랍니다.

□ 일　자 : 2011년 10월 23일　          12시

□ 교통편 : 서울 세종로 세종로문화회관 앞에서 09시 전세버스가 출발함.

그밖에 승용차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분은 파주시 임진강 북진교(리비교) 광장에 10시30분까지 도

착하실 것.

□ 지참물 : 주민등록증 지참

□ 연락처 : 창화공종회장 권병선 02)957-8822， 011-273-7475

2011년 10월 1일

(每年 10월 넷째 日曜日) 

안동권씨 창화공종회 회장 권 병 선

尹�)이요�,� 종헌�(終獻�)은� 사인�(舍人�)이� 하

고� 대축�(大祝�)은� 도사�(都事�)� 김혜�(金혜�)

요�,� 집례�(執禮�)는� 생원�(生員�)� 권종윤�(權

終允�)이요�,� 여러� 집사�(執事�)� 또한� 다� 성

손�(姓孫�)으로� 나누어� 정하였다�.� 참제�(參

祭�)한� 사람은� 상주목사�(尙州牧使�)� 한술

�(韓述�)�,� 청송부사�(靑松府使�)� 강복성�(康

復誠�)�,� 대구부사�(大邱府使�)� 김윤안�(金允

安�)�,� 인동부사�(仁同府使�)� 권경�(權暻�)�,� 전

첨지�(前僉知�)� 김계신�(金繼信�)�,� 초계군수

�(草溪郡守�)� 이윤�(李胤�)�,� 영천군수�(永川郡

守�)� 오여발�(吳汝撥�)�,� 예천군수�(醴泉郡守�)� 

황입중�(黃立中�)�,� 함안군수�(咸安郡守�)� 엄

황�(嚴愰�)�,� 울산판관�(蔚山判官�)� 신의립�(辛

義立�)�,� 경산현령�(慶山縣令�)� 이변�(李忭義立�)�,� 경산현령�(慶山縣令�)� 이변�(李忭義立�)�,� 경산현령�(慶山縣令�)� 이변�(李 �)�,� 

의흥현감�(義興縣監�)� 이유청�(李幼淸�)�,� 연

일현감�(延日縣監�)� 권경중�(權景中�)�,� 군위

현감�(軍威縣監�)� 임길준�(任吉浚�)�,� 고령현

감�(高靈縣監�)� 유직�(柳稙�)�,� 전현감�(前縣

監�)� 이명신�(李明新�)� 등인데�,� 헌관의� 뒤

에� 두� 줄로� 차례로� 서고� 참봉�(參奉�)� 권몽

삼�(權夢參�)� 이하가� 두� 줄을� 지어� 수령들� 

뒤에� 서고� 기타� 삼백여인은� 내정�(內庭�)

에� 들일� 수� 없어� 신문�(神門�)� 밖에� 섰으

니�,� 기명록�(記名錄�)은� 묘현록�(廟見錄�)에� 

있으므로�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집사�(諸

執事�)가� 행사에� 분주했으나� 조금도� 실례

�(失禮�)� 없이� 제사를� 마친� 뒤에� 차례로� 물

러나와� 장차� 음복연�(飮福宴�)을� 시작할새� 

마침� 비가� 와서� 중지하고� �2�4일에� 객사�(客

舍�)� 대문밖에� 자리를� 베풀고� 정자�(正字�)

의� 축하연�(祝賀宴�)을� 겸하여� 거행하니� 장

막�(帳幕�)은� 구름같고� 구경하는� 사람은� 담

장과� 같았다�.� 관찰사가� 북벽�(北壁�)을� 사

양하고� 동편에� 좌정하니� 감히� 작위�(爵位�)

로써� 종족�(宗族�)을� 누를� 수� 없다는� 뜻이

다�.� 사인�(舍人�)과� 도사�(都事�)가� 그� 다음� 

자리에� 앉고� 상주목사� 이하� 당상관�(堂上

官�)� 수령�(守令�)들이� 한자리에� 앉고� 당하

관�(堂下官�)들은� 또� 한자리를� 차지하고� 종

중�(宗中�)의� 노인� 권몽삼이� 서편에� 좌정

하니� 나이가� �8�6세였다�.� 제종족�(諸宗族�)이� 

모두� 연치�(年齒�)와� 항렬�(行列�)을� 따라� 종

각� 앞까지� 열좌�(列坐�)하여도� 오히려� 부족

하여� 수령들� 아랫자리에� 분좌�(分坐�)하였

다�.� 원근간�(遠近間�)에서� 모여든� 구경군이� 

어깨를� 갈아부치며� 진남문�(鎭南門�)� 안으

로� 밀려� 들어오니� 다� 기록할� 수� 없다�.� 경

주� 제독�(提督�)� 이삼성�(李三省�)과� 학유�(學

諭�)� 권성오�(權省吾�)와� 신홍립�(辛弘立�)이� 

동서간�(東西間�)에� 가로앉아� 집을� 돌며� 신

귀�(新鬼�)의� 희극�(戱劇�)을� 시작하니� 신은

�(新恩�)� 김시주�(金是柱�)가� 또한� 같이� 하였

다�.� 순영�(巡營�)으로부터� 재료를� 노나주어� 

참석한� 수령들에게� 수를� 정하여� 공급하

니� 진수성찬�(珍羞盛饌�)과� 여럿이� 즐기는� 

놀이는� 인간의� 영화를� 다하였고� 밤이� 되

어� 파연�(罷宴�)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