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 3일(음력 2월 1 7일 정
사丁巳), 음력 2월 중정中丁의
정일에 안동시 북문동의 태사
묘太師廟에서 안동권씨安東權
氏의 시조 권태사공權太師公
(휘 행幸)과 안동김씨安東金氏
의 시조 김태사공金太師公(휘
선평宣平)ㆍ안동장씨安東張氏
의 시조 장태사공張太師公(휘
정필貞弼) 3위의 기축년 춘계

향사가 봉행되었다. 이곳의 행
사는 봄ㆍ가을 두 차례로서 정
일定日이 음력 2월과 8월의 중
정일中丁日이다. 태사묘는 3위
태사의 후손 세 성씨문중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수호하며 제향을 받들고 있으
며 집사자도 세 성씨문중인을
균배하고 초헌관初獻官이 되는
수임 또한 매번 3성문중인이

갈마들어 맡고 있다.
이날 행사는 수임으로 작년

추향시에 천망된 안동장씨의
장삼덕張三德씨가초헌관이 되
어 행공하였다. 향사는 전석前
夕에 수임 이하가 입재入齋하
여 재숙하고 동재東齋에서의
시도時到는 이번 춘향의 재유
사齋有司인 안동권씨문중의 권
윤성權潤成씨가 맡아 도기到記
를 하였다. 당일 아침 참제원
이 모두 입재를 하자 1 0시에
강당 숭보당崇報堂에서집사분
방례執事分榜禮를행하여 행사
의 제집사가 다음과 같이 분정
되었다.
초헌관 : 장삼덕張三德
아헌관 : 김규현金奎顯
종헌관 : 권세원權世源
진설 : 장하진張河鎭ㆍ김승
진金昇鎭ㆍ권주연權宙衍ㆍ
김시현金時顯ㆍ권기락權奇
洛ㆍ장인표張仁杓
축 : 권영대權寧大ㆍ장인백
張仁伯ㆍ김재현金在顯
찬자 : 장규진張奎鎭

알자 : 김정한金政漢
찬인 : 권기도權奇鍍ㆍ장기
용張基鎔
봉향 : 김진한金進漢ㆍ권용
주權容柱ㆍ장상기張尙起
봉로 : 권환수權煥壽ㆍ장태
희張泰熙ㆍ김광억金光億
봉작 : 장동락張東洛ㆍ김비
현金丕顯ㆍ권순제權純濟
전작 : 김창한金昌漢ㆍ권윤
성權潤成ㆍ장수진張洙鎭
사준 : 권오석權五奭ㆍ장희
창張熙昌ㆍ김진구金振求
척기 : 장복규張福圭ㆍ김봉
동金鳳東ㆍ권영규權寧奎
장생 : 김주동金柱東ㆍ권오
인權五寅ㆍ장오규張五奎
공반 : 권기윤權奇允ㆍ장원
오張元五ㆍ김영현金永顯
학생 : 장성렬張性烈ㆍ김숙
동金淑東ㆍ권오극權五極
집사분정례를 행하고 나서

초헌관을 필두로 신문神門으로
들어가 사당의 내정에 도열하
여 본행례를 거행하는데 이날
은 비가 내려서 헌관 및 제집
사만 내삼문 처마 밑에 도열하
고 참제원은 숭보당에 배열하
여 예를 행했다.
사당 행례와 별묘 안묘당安

廟堂의 행사를 마치고 다시 숭
보당에 헌관 이하가 열좌하여
음복례를 행했다. 그 자리에서
연이어 관리위원회의 총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김영진金
寧鎭 관리위원장이 안동시 와
룡면 서지리에 있는 삼태사 병
산전투甁山戰鬪의 전적지에 기
적비紀績碑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하였다. 현재
2 0 0 9년도 안동시 예산으로 건
립비를 확보하고 태사묘의 관
리위원과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가 현장을 심방하여 답사를 마

쳤다 하였다. 작년 추계 행사
이후 반년 동안 1 0여회에 걸쳐
단체로만 4 0 0여명이 태사묘를
관람하였다. 또 안동시에서 파
견한 문화재해설사 3인이 3교
대로 근무하여 태사묘 보물각
에 소장된 국가문화재 등에 대
한 해설과 관람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태사묘에 대한 시의
보조금을 앞으로는 정규과목으
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
등의 일이 보고되었다. 이어
관리위원회의장희경張熙慶 사
무장이 2 0 0 8년 3월 1일부터
2 0 0 9년 2월 2 8일까지의 1회계
연도에 대한 운영 경과와 결산
보고를 하였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중식 음복을 하는 동안
수임실에서는 다음 가을 향사
의 도유사와 재유사를 천망하
는 망기望記가 작성되었는데
금년 추향은 순번에 따라 안동
권씨 문중인으로서 대종회 부
회장과 낭중공 봉암재사鳳巖齋
舍 수임 및 시조 태사공 능동
재사 수임을 지낸 중윤공파中
允公派 3 4세 권호순權鎬舜씨에
게 태사묘 도유사都有司의 망
기가 발부되었다.

<사진ㆍ글 權奇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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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陵洞 묘소에서 받드는 시조 태사공의 2 0 0 9년 기축년 춘계
향사春季享祀를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후손의 참제를 바랍니다.

일 시 : 4월 5일〔일요일ㆍ음력 3월 1 0일ㆍ한식〕0 9시~ 1 2시
행사과정 : 4월 4일 전석 1 8시 능동재사陵洞齋舍입재入齋, 석식후 대당회 참석 및

재숙齋宿. 4월 5일 당일 0 8시 조식, 09시집사분방례執事分榜禮, 10시~ 1 2
시 본향례.

연 락 처 : 태사묘 054) 857-7715ㆍ능동재사054) 954-0705

서울지역 : 종보사 서울분사, 종로구필운동 사직공원 앞에서 4월 4일 토요일 1 2시에
승합차량이 출발하오니 동행하실 분은 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4월 3일까
지 예약하시면됩니다. 연락전화는02) 723-4480이며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안동권씨종보사

시조 太師公 능동춘향 안내

태사묘太師廟 3위 태사공 춘향
안동장씨에서首任, 다음수임은 權鎬舜씨

▲ 태사묘의 숭보당에서 집사분방례를 행하고 있다.

▲ 3위 태사위에 초헌관이 동시 작헌을 행하고 있다.

▲ 예필후 초헌관이 음복을 행하고 있다.

▲ 제행사를 마치고 숭보당에서 태사묘관리위원회의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3월 2 0일 김포종심회金
浦宗心會(회장 權寧福)에
서 5만원을 협찬하여 주
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격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