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북문동 2 4 - 1번지에
소재한태사묘太師廟에서2 0 0 7

년, 정해년丁亥年 봄 향사가 4
월 2일 입재入齋하여 4월 3일,

음력 2월 1 6일, 정묘일丁卯日
평명平明에봉행되었다. 태사묘
의 연례 행사인 세2사歲二事는
음력 2월·8월의 중정일中丁日
[일진에 정丁자가 한 달에 두번
째로서 가운데에 드는 날]을 정
일定日로 하여 행하고 있다. 태
사묘의 사당에는 우리 권씨의
시조 권태사공權太師公이 중위
中位에, 안동김씨安東金氏의시
조 김태사공이 동위東位에, 안
동장씨安東張氏의 시조 장태사
공이 서위西位에 열배列配되어
있고, 제향은 권김장 3성씨의
유사有司가 합동으로 받들고
있다.

당일9시3 0분에태사묘강당
講堂의 정당正堂 숭보당崇報堂
에서 집사분방례執事分榜禮가
개좌開坐되면서 행례가 시작되
었다. 세차례 술잔을 각 신위전
神位前에 올리는 3헌三獻을 권
김장태사 3위에 작헌爵獻하고,
독축讀祝도 3위에 동시에 하며
초헌관인 수임首任 이하 헌관
과 제집사諸執事를 3개 성씨가
순번으로 맡아 행공行公한다.
금년 춘향은 안동장씨 문중에
서 순차에 따라 수임을 맡게 되

었다. 그리하여 이하 제집사가
분정分定되었는데 분방판分榜
板에 오른 그 명단은 다음과 같
았다.

초헌관初獻官: 장원덕張元德
아헌관亞獻官: 김욱년金旭年
종헌관終獻官: 권오만權五萬
진설陳設: 김창년金昌年·권
영환權塋煥·김상기金尙
起·권기화權奇和·장성렬
張性烈·김정동金定東
축祝: 장영길張永吉·김숙동
金淑東ㆍ권창룡權滄龍
찬자贊者: 장하진張河鎭
알자謁者: 김만기金滿基
찬인贊引: 권재동權在東·장
기용張基鎔
봉향奉香: 장경락張景洛·김
중동金重東·권오석權五奭
봉로奉爐: 김수원金壽源·권
돈갑權焞甲·장기호張基鎬
봉작奉爵: 권영문權寧文·장
응섭張應燮·김재현金在顯
전작奠爵: 장수진張洙鎭·김
시일金時鎰·권오득權五得
사준司尊: 김경진金慶鎭·권
주연權宙衍·장경팔張景八
척기滌器: 권오문權五文·장
성관張聖寬·김비현金丕顯
장생掌牲: 장원오張元五·김
철규金哲圭·권정오權正五
공반供飯: 김정한金政漢·권
승환權升煥·장동락張東洛
학생學生: 권재우權在禹·장
인표張仁杓·김태년金泰年

이상과같은집사분정으로사
당에서 본행례를 마치고 나온
수임 이하 제집사·제관은 다
시 숭보당에 열좌하여 음복례
飮福禮를 행한 다음 같은 자리
에서 당회堂會를 열었다. 당회
에서는 예산·결산 보고가 있
었고 제의祭儀 사항에 대한 토
의가 있었다. 토의 내용은 태사
묘의 춘추 세이사 행사를 계속
해서 권김장 3성씨 후손 유사
주관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
더라도 춘추향사 중 한 차례 수
임은 고을 성주城主인 안동시
장安東市長으로 고정할 것인지
를 의논하였으나 또한 결론을
내지 못하여 향후에 다시 협의
하기로하였다.

<사진및보도자료 權升煥>

32 0 0 7년 5월 1일화요일 제101호

안동太師廟3위태사공춘향
4월3일, 음력2월1 6일중정일

▲태사묘의춘향례가봉행되고있다.

▲태사묘신위전에축문이봉독되고있다.

그렇게 이것을 짰는데 여기에
대해 의의가 없는가? 그럼박수
로 아주 환영을 해달라. (박수)
다음에 마지막 안건이다. 대당
회에서앞으로이런이런문제를
종무위원회에다 위임해 달라는
것이다. 오늘 통과 인준된 정관
이 1월 3 1일 통과되고 오늘 소
급 인준이 된 내용이 읽어보면
법체계도안맞고내용도불합리
하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제
정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다. 5월 1 4일부터 내가 임기가
시작되면 정관개정위원회를 구
성해서 새로 만드는 정관도 또
이 대당회에 와 가지고 인준받
지않아도되도록종무위원회에
위임해 달라는 내용이다. 위임
해 주시겠는가? (박수) 오늘 중
요하게 해결해야 할 안건 네 가
지가 원만하게 통과되었다. 모
두 이렇게 협조해 주어 감사하
다. 앞으로 내가 대종회장에 취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도
바꾸고 절차도 바꾸고 우리 문
중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최
선을다하겠다.

사회 : 이어서 신임임원이 인
사를 드리겠다. (선임된 회장ㆍ
부회장ㆍ감사중 권주연씨만제
외하고 모두 나와서 인사) 다음
은기타토의사항이다.

권영률權寧律 : 나는 부정공
파 3 4세손이다. 5월부터 신임
회장이취임하시면부탁드릴말
씀이 있다. 조상을 빙자해 모금
을 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
하지 말고 목적 그대로 사용토

록 해주기 바란다. 예를들어외
국 가 가지고 조상 제사지내려
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모금해 왔으면 그런 데 써야지
이를 달리 써서는 안될 것이다.
회장님이직접말씀했듯이우리
종친회와대종회를 어떻게해서
든지 하나로 통합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 종론도 통일하고
종보도 통일해 주시고 종재도
통일해주셔야 한다. 그 세 가지
만부탁드리겠다.

사회 : 늦게 성금을 낸 사람을
말씀드리겠다. (제수비 헌성자
추가 발표) 이상으로 정해년 춘
향대당회를마치겠다.

당일인 4월 6일 아침 조식을
마치고 능동재사의 추원루追遠
樓에서 9시경에 집사분방례執
事分榜禮를행했다. 분정分定되
어 분방판에 내걸린 정해년 음
2월1 9일 향례享禮의집사자명
단은다음과같았다.

초헌관初獻官: 유학幼學권우
철權宇哲
아헌관亞獻官: 권태원權泰元
종헌관終獻官: 권기용權奇瑢
진설陳設: 권영필權寧弼ㆍ권
선경權善慶ㆍ권영빈權寧斌
ㆍ권태명權泰明ㆍ권영항權
寧恒ㆍ권혁빈權赫斌
축祝: 권경웅權敬雄
찬자贊者: 권오만權五萬
봉향奉香: 권혁태權赫台ㆍ권
오숙權五淑ㆍ권재종權在琮
봉로奉爐: 권륭權隆ㆍ권국현
權國鉉ㆍ권오창權五蒼
봉작奉爵: 권오균權五均ㆍ권
혁철權赫哲ㆍ권태직權泰稷

ㆍ권오덕權五德ㆍ권영준權
榮俊ㆍ권오운權五雲
전작奠爵 : 권영복權寧福ㆍ권
영목權寧穆ㆍ권혁윤權赫潤
ㆍ권기범權奇範ㆍ권오태權
五台ㆍ권맹안權孟眼
사준司尊 : 권오우權五宇ㆍ권
오현權五鉉ㆍ권혁동權赫東
ㆍ권기용權奇用ㆍ권오희權
五熙ㆍ권성오權聖五
분방례를 마치고 주관유사의

호명에 따라 초헌관 이하가 차
서로 재사 누문을 나가 연도에
도열하여 제물祭物을 봉송하며
그 뒤를 따라 묘소로 오르는 긴
행렬을 이루었다. 묘소에 올라
가서의 본행례가 1시간 내외로
끝이 나고 하산하여서는 다시
추원루에수임이하가열좌하여
음복례飮福禮를거행하였다. 음
복례후에는재사의수임실首任
室에서 차기 가을 향사의 유사
有司망기望記가작성발부되었
다. 정해년능동추향陵洞秋享의
유사천망자薦望者 명단은다음
과 같다.

도유사都有司[초헌관] : 권헌
조權憲祖[봉화읍 석평리ㆍ검교
공파3 4世]

재유사齋有司: 권영문權寧文
ㆍ권만집權晩集ㆍ권기원權奇
遠ㆍ권상현權相玄ㆍ권갑수權
甲守ㆍ권재혁權載赫

한편이날제수비祭需費는모
두 5 0 6만원이 헌성되어 예년의
헌성액을 다소 상회하였다. 그
헌성자와헌성금내역은다음과
같았다.

도유사 권우철權宇哲[예천상
동] 10만원

재유사 권오우權五宇[안동시
북후도촌] 10만원
재유사 권오균權五均[안동시
서후성곡] 10만원
재유사 권륭權隆[봉화읍 유
곡] 10만원
재유사 권영복權寧福[서울
용산구이촌동] 10만원
재유사권오범權五範5만원
권정달權正達[중앙종친회장]
5 0만원
권중도權重燾[서울] 20만원
권승찬權勝燦[별장공파] 10만
원
권봉도權鳳道[별장공파ㆍ서
울] 10만원
권기용權奇瑢[안동 예안] 10
만원
권세목權世穆[의성읍 후죽]
1 0만원
권경웅權敬雄[안동시 삼산
동] 10만원
권주연權宙衍[안동시 금곡]
5만원
권오숙權五淑[김천시 조마
면] 5만원
권오섭權五燮[김천시 조마
면] 5만원
권성오權聖五[경남진해] 5만
원
권상운權相云[문경시 산양]
5만원
권태원權泰元[안동남후] 5만
원
권재종權在琮[예천군 용문]
5만원
권기용權奇用[문경시 영순]
5만원
권오운權五雲[예천군 호명]
3만원

권영근[추밀공파 정간공계]
3만원
권혁승權赫昇[정간공종회장]
5 0만원
중앙종친회3 0만원
참의공종회[대전 서구 괴정
동] 20만원
마산ㆍ창원청년회1 5만원
매헌공종회[추밀공파ㆍ서울]
1 0만원
안동청장년회1 0만원
정조공파종회[權奇滿] 10만
원
서울청장년회[권기욱] 10만
원
수원화성오산종친회[회장權寧
甲] 10만원
부산종친회1 0만원
추밀공파종회1 0만원
복야공파종회[회장 權禹根]
1 0만원
복야공파청장년회[회장 權寧
華] 10만원
문충공종회1 0만원
대구종친회1 0만원
안동능곡회1 0만원
영천청년회[회장 권혁윤] 10
만원
석주공파종회[회장 權景晳]
1 0만원
동정공파종회5만원
청송청년회[회장권병섭] 5만
원
영덕청년회5만원
부산청년회5만원
예천청장년회5만원

<사진ㆍ글權奇允>

2면에서계속

4월 1일 충남 한산
수화파首和派종중[대
표 權炳洪]에서 5만원
을, 4월 1 9일 양주시
은현면 목사공종중에
서 1 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격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