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1�0월� �3일�(수�)� 음력� �8

월� 중정일�(中丁日�)� �1�1시� 태사묘우

�(太師廟宇�)에서� 태사묘관리위원회

�(太師廟管理委員會�)가� 주관�(主管�)

하여� �<권씨�(權氏�)�,� 장씨�(張氏�)�,� 김

씨�(金氏�)�>인� 삼성�(三姓�)의� 참제원

�(參祭員�)� �1�3�0여명이� 참례한� 가운데� 

임진년�(壬辰年�)� 추향대제�(秋享大

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참제�(參祭�)�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장호락�(張鎬洛�)�,� 

아헌관�(亞獻官�)� 김순현�(金舜顯�)�,� 

종헌관�(終獻官�)� 권오수�(權五秀�)�,� 

축�(祝�)은� 장은주�(張銀周�)�,� 김요한

�(金堯漢�)�,� 권영억�(權寧億�)씨� 등이�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추향제례�(秋享祭禮�)를� 마치고� 

숭보당�(崇報堂�)에서� 음복례�(飮福

禮�)가� 끝난� 후� 장희경�(張熙慶�)� 태

사묘관리위원장�(太師廟管理委員

長�)의� 인사와� 권오익�(權五翼�)� 사무

장의� 경과보고�(經過報告�)를� 끝으

로� 추향제례�(秋享祭禮�)� 행사를� 모

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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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師廟管理委員會 事務長 權五翼>

太師廟秋享大祭 奉行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부터� �1

시간동안�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문

화체육관광부� 주최�,� 임진난정신문

화선양회� 주관으로� 임진란� 제�7주

갑� 승전기념� 사제사를� 봉행하였다�.� 

올해는�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4�2�0년

�(�7주갑�)이� 되는� 해로서� 정부는� 문

무굛공신� �9인을� 선정하여� 매�6�0차� 임

진년마다� 왜란� 승전을� 이끈� 공신의� 

위업을� 추모하기� 위하여� 국가제향

의� 사제관을� 보내� 치제케� 하고� 있

다�.

사제사는� 초헌관� 김태원�(金兌

原�)국회의원�,� 아헌관� 이세준�(李世

濬�)� 고양향교전교�,� 종헌관� 권오갑

�(權五甲�)� 사제사봉행위원장�,� 감찰� 

이충구�(李忠九�)� 충장사제전위원

장�,� 집례� 김광주�(金光柱�)� 충장사제

전위원�,� 대축� 권정택�(權貞澤�)� 충장

사제전위원이� 전폐례�,� 초헌례�,� 아

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요례� 순으

로� 봉행하였다�.� 문무� �9공신중� 사제

사�(�5인�)은� 권율�(안동�)�.� 윤두수�(해

평�)�.� 유성용�(풍산�)�.� 이항복�(경주�)�.� 

정권수�(청주�)이며� 단제사�(�4인�)은� 

송상현�(여산�)�.조헌�(백천�)�.고경명

�(장명�)�.이순신�(덕수�)이다�.

제례� 후� 권정달� 대종원총재는� 축

사에서� 행주대첩� 승전� 제� �7주갑� 사

제사를� 봉행하는� 김태원국회의원�,� 

이세준� 고양향교전교�,� 권오갑� 사제

사봉행위원장께� 감사를� 드리며� 아

울러� 유림�,� 시민� 여러분께� 안동권

씨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하

고� 안동권씨는� �1�0�8�3년� 전에� 시조께

서� 개국공신으로� 고려태조로부터� 

권씨로� 사성을� 받았으며�,� 권율도원

수는� 조선조� 개국공신인� 양촌� 문충

공의� �6세손으로� 행주대첩의� 대승

으로� 한성을� 수복하고� 왜적을� 몰아

낸� �1등공신임은� 주지의� 사실로� 오

늘� 사제사를� 올림은� 너무나도� 당

연한� 일로� 권율도원수의� 공업을� 찬

양하고� 이를� 교훈삼아� 우리는� 일치� 

단합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어서� 김태원� 의원�,� 권오갑�(權五甲�)� 

사제사봉행위원장의� 인사가� 있었

고� 헌관� 기념촬영� 후� 중식을� 하고� 

산회하였다�.� � <편. 사진 권범준기자>

이날� 권정택� 축관이� 읽은� 축문을� 

소개한다�.

忠莊公權慄都元帥賜祭祀致祭 祝文

維� 임진란�(壬辰亂�)� 칠주갑�(七

周甲歲次�)� 서기이천십이년�(西紀

二千十二年�)� 임진십월이십일�(壬辰

十月二十日�)� 대한민국�(大韓民國�)� 

대통령�(大統領�)� 이명박�(李明博�)을� 

대신하여� 김태원�(金兌原�)국회의원

은� 고�(故�)� 증영의정�(贈領議政�)� 영

가부원군�(永嘉府院君�)� 충장공�(忠

莊公�)� 만취당� 권선생�(晩翠當權先

生�)의� 영위전에� 공경�(恭敬�)히� 국가

제향�(國家祭享�)을� 올리나이다�.� 아

울러� 여러� 전투와� 행주산성�(幸州

山城�)에서� 함께� 싸워� 순국하신� 장

수와� 이름이� 전�(傳�)하지� 않은� 군사

�(軍士�)의� 영령�(英靈�)을� 위해� 국가

제향�(國家祭享�)을� 올리나이다�.� 선

생�(先生�)의� 국왕사제�(國王賜祭�)는� 

임진란� 구공신�(壬辰亂九功臣�)을� 

위한� 데에� 비롯되는데� 임진란�(壬

辰亂�)후� 사주갑�(四周甲�)인� 순조� 삼

십이년�(純祖三十二年�)� 임진이월

육일�(壬辰二月六日�)에� 하교�(下敎�)

하사� 임진국란�(壬辰國亂�)에� 목숨

을� 바쳐� 순국�(殉國�)한� 분으로� 충성

�(忠誠�)과� 노고�(勞苦�)가� 우뚝� 드러

난� �9분� 중� 충렬공� 송중현�(忠列公宋

衆賢�)� 문렬공� 조헌�(文列公趙憲�)� 충

렬공� 고경명�(忠列公高敬命�)� 충무

공� 이순신�(忠武公李舜臣�)은� 순국

�(殉國�)한� 곳에� 설단�(設壇�)하여� 본

도�(本道�)의� 질고수금�(秩高守今�)이� 

순국장병�(殉國將兵�)과� 아울러� 치

제�(致祭�)하고� 문충공� 이항복�(文忠

公李恒福�)� 문정공� 윤두수�(文靖公

尹斗壽�)� 충익공� 정곤수�(忠翼公鄭

崑壽�)� 문충공� 유성용�(文忠公柳成

龍�)� 충장공� 권율�(忠莊公權慄�)의� 가

묘�(家廟�)에는� 승지�(承旨�)를� 보내

어� 치제�(致祭�)하게� 하신바� 동� 이월

십팔일�(同二月十八日�)� 가묘�(家廟�)

에� 치제�(致祭�)를� 하였습니다�.� 오주

갑� 고종�(五周甲高宗�)인� 삼십삼년

임진�(三三年壬辰�)에� 구공신치제

�(九功臣致祭�)가� 있었사오며� 육주

갑�(六周甲�)인� 일천구백오십이년임

진�(一千九百五十二年壬辰�)에는� 북

괴�(北傀�)의� 남침동란�(南侵動亂�)중

으로� 경황이� 없던� 중이나� 오월이십

사일�(五月二十四日�)에� 전대�(前代�)

의� 국왕사제�(國王賜祭�)를� 계승하

여� 국가사제�(國家賜祭�)로서� 대한

민국�(大韓民國�)� 초대대통령�(初代

大統領�)� 이승만�(李承晩�)을� 대신하

여� 경상북도지사로� 하여금� 서애유

성용�(西厓柳成龍先生�)의� 사당�(祠

堂�)에서� 제향�(祭享�)함에� 그첬습니

다�.� 금차� 칠주갑임진년�(七周甲壬辰

年�)에는�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

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社團法

人�)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壬辰亂

精神文化宣揚會�)가� 구공신제향업

무�(九功臣祭享業務�)를� 주관�(主管�)

하여� 치제�(致祭�)하게� 되었사온데� 

돌이켜� 오주갑임진년치제�(五周甲

壬辰年致祭�)후에는� 국운�(國運�)이� 

쇄�(衰�)하고� 천도�(天道�)가� 무심�(無

心�)하여� 강희사년칠월�(降熙四年七

月�)에� 다시� 철천지원수인� 왜적�(倭

敵�)의� 침략�(侵略�)으로� 나라를� 잃

는� 미증유�(未曾有�)의� 천액�(天厄�)

을� 겪고� 일천구백사십오년팔월광

복�(一千九百四十五年八月� 光復�)을� 

맞아� 오늘에� 이르렀음은� 임진왜란

�(壬辰倭亂�)� 순국영령�(殉國英靈�)의� 

충절�(忠節�)을� 계승하지� 못한� 죄과

�(罪過�)임을� 삼가� 고�(告�)하옵고� 사

죄�(謝罪�)하오며� 망극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 � <2면에 계속>

태사 묘우 추향제에서 권영억씨가 축문을 읽고 있다.태사 묘우 추향제를 봉행하기 위해 헌 관, 참제원 등이 도열하고 있다.

권율 도원수 임진난 7주갑 사제사 헌관 기념촬영충장공 도원수 7주갑 사제사에 권정택 축관이 독축하고 있다.

忠莊公 權慄都元帥 壬辰亂 七周甲 賜祭祀奉行
태사묘추행대제 봉행

충장공 권율도원수 칠주갑임진난 사제사봉행

 ▣日    時 : 2012년 12월2일(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場    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大堂會 : 2012년 12월1일(토) 오후7시

 ※버스대절해 오시는 문중은 안동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02-2695-2483/4(대종원사무소)    054-854-2256(안동사무소)

2012년 11월1일

始祖� 太師公굛郞中公 秋享祭 案內

安東權氏大宗院 總裁 權 正 達

太師公.郞中公 秋享祭를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追遠報本의 精誠으로 많이 參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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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고려역사� 선양회�(차화

준� 총재�)는� 지난� �1�0월� �6일�(토요일�)� 

오전�1�1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

동리� 소재한� 고려대전에서는� 전국

의� 유관단체� 인사와� 각� 문중� 후손� 

등� �8�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제�6회� 

고려대전� 대제가� 엄숙하게� 봉행되

었다�.

이날� 제례는� 사회� 우관제� 선양회

이사의� 진행으로�,� 국민의례로부터� 

헌관� 및� 내빈소개가� 있었고� 이어� 차

화준�(車和俊�)총재의� 인사� 후� 전재환

�(田在桓�)� 부총재가� 대전�(大殿�)영정

을� 향하여

룕오호고려� 제국의� 성�.충현공열사

�(聖�.忠賢功烈士�)의� 영령이시여�!� 천

운�(天運�)은� 어찌� 하여� 이신벌군�(以

臣伐君�)을� 막지� 못하여� 고려의� 국

운을� 거두었는가�!� 산하�(山河�)도� 비

분�(悲憤�)하여� 그� 탄성이� 충천하였

도다�.� 정충대절�(精忠大節�)로� 신명을� 

다� 바치신� 승국제현�(勝國諸賢�)의� 배

사�(配祀�)를� 위하여� 천만예손�(千萬

裔孫�)은� 송악산� 푸른빛이� 한강수와� 

협화�(協和�)하는� 고려대전� 전당에� 왕

위� �3�4위�(位�)�,� 충현공열사�(忠賢功烈

士�)�3�5�6位의� 존령�(尊靈�)을� 배향하고� 

재간원진�(載揀元辰�)에� 고례�(古禮�)

를� 정결한� 예제�(禮齊�)를� 갖추어� 임

진년� 제�6회� 향축의� 추계대제를� �6�3개

�(個�)� 성씨�(姓氏�)�,� �2�4�0個� 대소문중� 예

손�(裔孫�)히� 천신�(薦新�)하나이다�.룖� 

라고� 告하였다�.

이어� 제례의식으로� 김면기� 집례� 

및� 이정례� 해설로� 영신례�(迎神禮�)로

부터� 신라례�(晨祼禮�)순으로� 제례의

식이� 진행되었으며� 제례의� 헌관� 분

정은� 초헌관�(初獻官�)� 석대봉� 부총

재�,� 아헌관�(亞獻官�)� 우관제� 파주시

문화원장�,� 종헌관�(終獻官�)� 오지영� 

고창�(高敞�)� 오씨� 대종회장�,� 태축�(太

祝�)� 차동욱� 씨� 등이며� 이어� 분향되

는� 전당� 내� 봉안�(奉安�)된� 우리� 권문

�(權門�)선조님은� 내당� 중앙� 태조왕건� 

영정으로부터� 서배향위� 맨� 앞열� �6위

�(位�)부터� �1�1位� 까지� 배열되어있다�.� 

맨� 먼저� �6位에� 시조�(始祖�)님으로부

터� 삼중대광태사� 안동권행선생�(三

重大匡太師安東權幸先生�)�,� 도첨의

사사영가군국재공안동권보�(都僉議

司事永嘉君菊齌公安東權溥�)�,� 도첨

의정승정헌공안동권재�(都僉議政丞

正獻公安東權載�)�,� 좌사간사복재안

동권정�(左司諫思復齋安東權定�)�,� 동

지밀직사사안동권중귀�(同知密直司

事安東權重貴�)�,� 상호군영가군안동

권상좌�(上護軍永嘉郡安東權上佐�)등� 

고려제국의� 성충현공으로� 여섯� 분

이� 배향되어있다�.

이날� 권문에서는� 추밀공파� 정헌

공의� 후손문중에서� 권준식� 정헌공� 

회장을� 비롯� 정택� 화산부원군� 회장�,� 

영철� 부총재�,� 병선� 창화공종회장�,� 우

식� 목사공� 회장� 등이� 참제하여� 제례� 

후� 전당� 내� 문중� 대표에� 한해서� 직

접� 선조님� 배향에� 분향을� 할� 수� 있

도록� 선양회� 주최� 측이� 특별히� 배려

해주어� 뜻� 깊은� 숭조의� 마음으로� 봉

행�,� 후손으로써� 선조님� 위업에� 드높

은�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권범준 본원기자>

제6회 고려대전 대제봉행

지난 10월 6일 제6회 고려대전 대제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서 봉행되었다.

전당내 배향되어 있는 선조님의 6위 봉안위패 우측부터 

시조태사공, 13세 국재공, 14세 정헌공, 14세 사복재, 15

세 밀직공, 15세 영가군 순으로 배향되어 있다.
태조왕건 영정에서 초헌제를 올리는 석

대봉 초헌관 및 제관의 헌향모습

추밀공파대종회�(회장� 권혁승�)는�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 �1�7�7번지� 

樞密公� 諱� 水平�,� 忠憲公� 諱� 韙� 단소

에서� 참제원� �2�1�0여명이� 참제한� 가

운데� 추향� 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관광버스

�(서울� �2대� 혁채�,� 영록씨� 인솔�,� 대전� 

�1대�)� 부산�,� 강릉�,� 원주�,� 수원�,� 화성� 

등� 전국� 각지에서� 후손들이� 참제한� 

가운데� 제례의식� 전� 혁승회장은� 참

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최근� 

추밀공파대종회사무실을� 공평동

에서� 용두동으로� 이전했으며�,� 또한� 

오늘� 향사� 제례의식을� 집례에� 따라� � 

예행연습을� 하고� 엄숙한� 가운데� 봉

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예행연습

을� 한� 후�,� �2시간여에� 걸쳐� 제례를� 

봉행하였다�.

집사� 분정은� 다음과� 같다�.

▣ 樞密公 :� △초헌관�:권선각�(善

珏�)� △아헌관�:권오석�(五石�)� △종

헌관�:권오정�(五丁�)� △집례�:권태안

�(泰安�)� △축관�:권공범�(公範�)� △진

설�:권백원�(洦遠�)� △봉향�:권주원

�(炷遠�)� △봉로�:권호일�(鎬一�)� △봉

작�:�(권종호�(鍾浩�)�,� �(권동원�(東遠�)� 

△전작�:左� 권태우�(泰佑�)� 권오근�(五

根�)� △호창�:권정택�(貞澤�)� △사준�:

권호춘�(鎬春�)� △찬자�:권일원�(壹

遠�)

▣� 忠憲公� �:� △초헌관�:권만집�(晩

集�)� △아헌관�:권동화�(東和�)� △종헌

관�:권혁동�(赫東�)� △집례�:권태안�(泰

安�)� △축관�:권공범�(公範�)� ※이하는� 

추밀공과� 同一함

樞密公, 忠憲公 추향제 봉행

高麗大殿  大祭奉行

추밀공 추향제 권선각 초헌관이 초헌례를 올리고 있다. 충헌공 추향제에 권공범 축관이 독축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