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時 : 2017年 4月 4日(화) 11시 50분
場 所 :성균관 유림회관(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參席人員 : 554명

1. 연천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추진현황
2. 안성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 관련 소송 결과
3. 장학사업의 활성화

1.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
■ 2016년도 사업수지 총괄실적

2.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 2017년 예산안 총괄표

3. 정관 일부개정

4. 제6대 임원 선출
회장 심갑보, 부회장 11명(심의칠, 심상록, 심상식, 심상화, 심상국, 심현
근, 심찬구, 심일용,  심민섭, 심재면, 심정보), 감사 3명(심상렬, 심상현,
심현보) 
※ 이사 (250명 이내) : 이사선출은 정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회
장단에 위임

■ 유공자 표창수여
숭조돈목 정신함양과 종친 간 화합 및 대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심능윤(연고항존자), 심재영(대종회 고문), 심홍섭(대구종회 고문), 심우
정(대구종회 회장), 심규동(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 총무), 심재홍(청송회
관 관장), 심원섭(청송 유사), 심상철(청송 유사), 심홍섭(덕천 유사), 심
정수(함열 유사), 심철유(안성 유사), 심홍섭(연천 유사), 심상국(철원 유
사), 심재룡(청주 유사) 등 14명에게 공로패 등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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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7회 정기총회 결과보고

과목 비고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

수입 437 485 +48
①인터넷족보 수단금
②유형자산 처분익

지출 396 456 +60
①급여인상
②묘역관리비 증가
③인터넷족보 편집비

당기순이익 41 29 -12

주요 보고사항

의결사항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당 초 개 정 안

第14條(議決定足數)  

2. 定款改定 및 宗中財産의 處分에

關하여는 出席會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但 國家 또는

公共機關의 收用으로 因한 財産處

分權은 會長團會議에 委任한다.

第14條(議決定足數)  

2. 定款改定 및 宗中財産의 處分에

關하여는 出席會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但 國家 또는

公共機關의 收用 및 收益事業에 必

要한 경우 등으로 因한 財産處分權

은 會長團會議에 委任한다.

과목 비고2016년 실적 2017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수입 485 656 +171 고정자산 처분익 반영

지출 456 529 +73
세금과 공과 증가
(미지급 법인세 반영)

당기 순이익
일반 : 85백만원
특별 : 42백만원

당기순
이익

29 127 +98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고 문 :宜斗 相泳 相殷 相郁 晶求 榮燮 龍俊 載鴻
載榮 宇永 大平 漢埈 勳鍾

명예회장:宜洛
회 장 :甲輔
부 회 장 :宜七 相和 相錄 相植 相國 玄根 贊求 一用

敏燮 載冕 正輔
감 사 :相烈 相賢 賢輔
집 행 부 :彦泰(총무이사) 載緖(재무이사) 

甲澤(문화이사) 
유 사 :遠燮 相福 弘燮 正秀 哲裕 洪燮 載龍

(相國)

이 사 (가나다순) ※ 신규 임원 녹색 표시
서 울 :光燮 光燮 極澤 技燮 奉燮 三圭 相慶 相晩

相瑞 相祚 相學 相翰 錫希 成輔 英輔 旺燮

玉仁 完圭 勇鎭 佑燮 愚龍 雄燮 燮 元植
殷植 翊燮 寅燮 載求 載金 載德 載奉 在臣
載安 載 在雄 載崙 載正 正燮 種福 朱燮
俊輔 昌輔 春輔 春植 忠澤 亨求

경 기 :康燮 光輔 揆一 文錫 伯綱 相大 相英 相雨
上殷 相贊 相滸 相弘 相勳 瑞玲 錫南 錫鎔
洵燮 洋燮 良燮 彦村 榮燮 英燮 完輔 禹植
元輔 元輔 胤燮 應夏 載根 載萬 載文 載聖
載烈 載浩 鍾洪 振裕 昌輔 炯燦 玄週 弘燮
興周 熙週

부 산 :敬道 萬仁 成燮 載德 載榮
대 전 :揆善 奉燮 聖輔 宜哲 逸燮 載運 載重 喆用
인 천 :江水 揆成 大植 相圭 相振 錫文 應茂 彛燮

宜杓 載錫 載善 在安 駿求 炯茂
대 구 :相培 成澤 楨燮 賢錫 護雄 勳

광 주 :明燮 珉燮 相祐 在均 柾 鍾德 駿燮 鎭植
울 산 :隆求 英求 應輔
강 원 :東燮 東出 萬澤 茂植 尙求 相烈 相珉 相昭

相夏 成起 愚弘 載求 在澤 載鉉 春燮 夏燮
경 남 :揆實 東燮 明燮 茂燮 載廣 在模 載華 點輔
경 북 :能光 相國 相東 相完 相熺 琬澤 宜石 載根

載德 在叔 載玉 載浩 載洪
전 남 :棋官 棋柏 日燮 貞燮 正植 行燮
전 북 :大燮 斗燮 相根 尙道 相榮 相哲 相獻 秀永

秀一 載政 載學 鍾根 周燮
충 남 :甲澤 永鍾 完澤 雲澤 允澤 載令 仲根 仲燮

韓植 行根 泓植
충 북 :光輔 相榮 相鶴 成來 良燮 殷燮 仁輔 載福

載榮 載鈺 載赫 中來
해 외 :相昱 (캐나다)         

청송심씨대종회 임원 선임 명단

2017년 5월 12일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갑보

향후 3년간 갑보 회장님과함께 대종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신임 임원진

2017년도 제47회 정기총회에 554명이 참석하여 축제분위기로 성황리에 개최



日 時 : 2017年 5月 12日(금) 11시00분
場 所 : 동보성 중식당(서울 중구 퇴계로 18길5)
參席者 :
회 장 심갑보
부회장 심상화, 심의칠, 심상록, 심상식, 심상국, 심찬구, 심일용,

심민섭, 심재면, 심현근, 심정보
감 사 심상현
※ 배 석 : 총무이사 심언태, 재무이사 심재서, 문화이사 심갑택, 

관리부장 손인숙

다음과 같이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청주 4세조 배위(청주송씨)가 모
셔져 있는 잠두봉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4세조 청성백 재각명칭 공모
에 하여 보고하고, 제47회 정기총회에서 회장단 회의에 위임한 이사선
출 등 현안에 해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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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회장단회의 개최결과 보고

부의안건 및 의결내용

부의안건 2. 4세조 청성백 재각 헌성기념비 등재기준에 관한 건

의결내용 :당초 4세조 재각건립 기금을 5천만 원 이상 헌성한 종
회와 1천만 원 이상 헌성한 종원의 명단을 기록하여 후
세에 남길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해당되는 종회
(종원 포함) 수가 너무 적으므로 이를 1천만 원 이상
헌성한 종회와 1백만 원 이상 헌성한 종원을 헌성기념
비에 등재하여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 함

부의안건 3. 4세조 청성백 재각 준공식 버스 지원에 관한 건

의결내용 : 2017. 11. 3. 연천 4세조 청성백 추향일에 거행할 예정
인 재각 준공식에 많은 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
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비용(단, 당 40
명이상탑승할경우에한함)을지원하기로심의ㆍ의결함

1. 일 시: 2017년 7월 22일(토) 11:30~18:00(1일간)
2. 장 소: 주왕산온천관광호텔 전화 : (054)874-7000~6
3. 참가인원: 약 100명 내외
4. 참가비용: 전액무료
5. 참가범위: 2017년도 선발된 장학생 전원 및 일반 종인
6. 접수기간 : 장학생을 제외한 일반 종인은 참가신청서 양식을 종

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2017년 7월 10일
까지접수

* 접수기한내에 신청하여야 절버스 탑승배정(여행자 보험가입)
및 현지 식사 예약이 가능함
7. 교 통 편: 수도권 신청자는 7월 22일(토) 오전 7시 서울역 건너

편 남 문경찰서 앞 출발
(신청서에 버스탑승 여부 기재 선착순 40명에 한함)

* 버스 탑승자 외에 장학생 및 일반인은 각자 중교통 또는 자가용
으로 주왕산 관광호텔 집결(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315)
* 장학증서(장학금)는 뿌리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 
단, 질병이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

8. 행사일정: 11:30 집결
12:00 ~ 13:00 중식
13:00 ~ 16:00 시조묘소 참배, 사적지 만세루, 

보광사, 찬경루, 악은공단소, 송소고택
16:00 ~ 17:00 회장인사, 장학증서 수여
17:00 ~ 18:00 석식
18:00         해산
(본 행사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음) 

9. 행사문의 : 종회문화이사 갑택 (02)2267-7857 / 9339

매년마다 실시하는 뿌리교육은 심문의 젊은 세 들이 선조님의 훌륭한 행적과 문중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뿌리 교육을 통
하여 종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삼한갑족의 명문집안인 청송심문의 빛나는 전통이 후손 로 이어져 더 한층 빛날 수 있도록 전국 일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종회 주요기구 임원명단

명 칭 구 성 원 비 고

고문단 의두, 상영, 상은, 상욱, 정구, 영섭, 재영, 재홍, 용준, 훈종, 평, 한준, 우영 회장추

장학회 회장(갑보), 부회장(상화), 간사(갑택), 위원(상영, 상록, 현근, 우정, 재덕, 재룡, 정보, 언태, 재서) 회장위촉

종회 집행부 회장(갑보), 상임부회장(상화), 총무이사(언태), 재무이사(재서), 문화이사(갑택), 관리부장(손인숙) 회장위촉

재각건립추진위원회 고문(우영), 위원장(갑보), 부위원장(상화), 위원(정보, 상록, 민섭, 웅섭, 재면, 재서) 감사(상렬), 간사(언태) 회장위촉

종보편집 위원회 고문(상은), 위원장(갑보), 위원(성택, 상렬, 동섭, 민섭, 광섭, 일섭, 백강, 재혁, 재석, 규선, 수영, 성기), 왕섭, 간사(갑택) 회장위촉

재산관리 위원회 위원장(재면), 부위원장(상화), 위원(상국, 상록, 정보, 상렬, 광섭, 상현, 현보), 간사(언태) 회장위촉

회장단 명예회장(의락), 회장(갑보), 부회장(상화, 의칠, 상록, 상식, 상국, 찬구, 일용, 민섭, 재면, 현근, 정보), 감사(상렬, 현보, 상현) 총회선출

5처2단소 유사, 관장 청송유사(원섭, 상복), 덕천유사(홍섭), 함열유사(정수), 안성유사(철유), 연천유사(홍섭), 청주유사(재룡), 철원유사(상국), 청송회관관장(재홍) 회장위촉

2017년 5월 12일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갑보

2017년 5월 30일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갑보

회장단회의 개최 장면

2017년 대종회 뿌리교육

부의안건 및 의결내용

부의안건 1. 이사 선출에 관한 건

의결내용 :제5 이사 중 종회를 허위비방 또는 모략하여 명예
를 훼손시키거나 종중의 돈목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와 종회를 상 로 소송을 제기(또는 협조)하거나 소
송의 빌미를 제공한 이사 및 고령ㆍ사망(질병)ㆍ2회 이
상 회비를 미납한 이사 등은 이사 선출에서 제외하고, 
신임(추가)이사는 지역안배 및 종회 발전에 기여를
희망하는 종인 등을 추천받아 선출 (별도 명단 참조) 



눈이 수북이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사변을 맞아 1·4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번 놀란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꾸부려 아이를 끌어않은 채
얼어 죽고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 던 갓난아이를
데리고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눈이 수북이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 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 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 인터넷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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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
(무뢰배)에게 살해된 일이다.
명성황후가 살해되던 날 일본 낭인에게 길 안내를 한 사람은 조
선인 우범선이다. 
그는 당시 별기군 장이었는데 황궁을 지켜야 했던 군인이 오
히려 적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 일로 보복을 두려워한 그는 일본으로 망명해 일본여자와 결혼
을 하고 아들을 낳는다.
그러나 아들이 여섯 살 되던 해 조선인 자객에게 그는 피살된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은 그의 아들은 고된 생활 속에서도 어머
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을 졸업하고 농림성에 취직을 한다.
그러나 창씨개명과 일본 국적 취득을 반 하다 결국 사표를 내고
도키이 종묘회사의 농장장으로 직장을 옮긴다.
해방 뒤 일본에서 채소나 과일의 종자를 수입했던 우리나라는 우
범선의 아들이 육종학(종자개발) 전문가임을 알고 그의 귀국을 추
진한다.
그는 처자식 및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홀로 귀국해 한국농업과
학 연구소 소장에 취임한다.
그 뒤 제주도 감귤, 강원도 감자, 병충해에 강한 무와 배추의 종
자를 개발해 한국 농업의 근 화에 커다란 공을 세운다. 
정부에서 그에게 농림부장관직을 제안했으나 거절하고 종자개발
에만 헌신했다. 
농업근 화의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은 그는 1959년 한민국 문
화포장을 받는다. 
그는 씨 없는 수박으로 잘 알려진 우장춘 박사다. 

글 제공 : 상은 종보편집위원회 고문

아버지와 아들

돈을 좋아하는 어느 의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병원 입구에 이렇게 간판을 달았다. 

“단돈 100만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 1,000만원으로 돌려 드립니다.
한 엉큼한 사람이 1000만원을 쉽게 벌수 있을거란 생각에 방금 문을
연 이 병원에 들어갔다.
환자: “미각을 잃었어요"
의사: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 떨어뜨
리세요"
간호사는 의사의 말 로 했다.
환자: “웨~엑 휘발유잖아요~"
의사: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백만원 내세요"
짜증이 잔뜩 난 채로 백만원을 내고 갔다.
며칠 후 그는 변장하고 다시 이 병원을 찾았다.
환자: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의사: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환자: “22번? 그거 또 휘발유잖아요!"
의사: “축하합니다! 기억력이 되돌아왔네요! 치료비 백만원입니다.
이를 악물고 돈을 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다.
환자: “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윤곽밖에 보이질 않아요.
의사: “안타깝게도 적합한 약이 없네요. 못고칩니다. 1000만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의사는 천원짜리 지폐 한장을 내밀었다.
환자: “잠시만요! 이건 천원짜리잖아요!"
의사: “축하합니다! 시력이 돌아왔네요! 치료비 백만원 되겠습니다"

글 제공 : 대종회 관리부장

돈 잘버는 의사

교육
"문화코너 어머니의 모성애

(우장춘 박사 이야기)



자율화산중학교를 찾아서
전주에서 북동쪽으로 신록이 싱그러운 길을

30여Km를 달리다보니 가슴이 탁 트이며 산봉우
리에 걸친 흰 구름이 어깨위에 닿을 듯 다가온
다. 한 구비를 돌면 도로변에 핀 조팝나무 하얀
꽃이 정답게 맞이해 주고, 주마등처럼 다가오는
흐드러지게 핀 아카시아 꽃향기에 아침 일찍부
터 꿀벌들이 날아드는 광경이 평화롭기만 하다.
이윽고 심의두 이사장님이 맨손으로 일구었다
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 소재 자율화산중학교에
도착했다.
봉황산(鳳皇山) 아래 자리 잡은 화산중학교
앞으로 화평천(花平川)이 유유히 흐르고, 왼쪽
에는 왕수봉(王首峰) 오른쪽으로는 화산(花山)
이 내려다보고 있다.
화평천은 서쪽에서 발원(發源)하여 동쪽을 돌
아 다시 서쪽으로 흐른다. 우리나라에서는 5백
년 조선 왕업(王業)을 연 서울의 청계천과 전
의 계룡천을 포함하여 단 세 곳뿐이라고 한다.
이 곳 화산이 바로 文官 5천명과 武官 5천명
이 배출(輩出)된다는 전설처럼 구전된 길지(吉
地)로 화산중학교를 설립한 연유(緣由)다.
이윽고 11시 30분에 종회 문화이사님과 총
무이사님이 도착했다.
5백리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오느라 흘린 땀을
훔칠 겨를도 없이 수인사를 나누고 준비된 차를
마시며 이사장실에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어느 파 몇 대손이신지요?
안효공파의 16 손이며, 안효공의 현손(玄孫)
이신 경력공(諱 義儉)의 4남 영월공(諱 )의 11
손입니다.

성장과정과 배경에 대한 일화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8살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천자문을 배웠
습니다. 
이 곳 훈장님을 비롯하여 선비들께서 모이면
언필칭(言必稱) 문관 5천명과 무관 5천명이 배
출되는 명당자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5천명의 문관과 5천명의 무관
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듯이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을 겪으며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국권(國權)을
찾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인재가 필요하다

고 생각했지요.
1만 여명의 문관과 무관을 배출하려면 학교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것이 傳說의 꿈을 하
루라도 빨리 실현하는 첩경(捷徑)이라고 생각하
게 되었고, 학을 졸업하자마자 손수 리어카를
끌며 언덕진 비탈을 골라가며 운동장을 만들었
으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여 마침내 오
늘의 자율화산중학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청송심문의 종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렸을 때부터 유학자이신 선친과 백부님을
따라다니며 가계(家系)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
고, 성장해서는 영월공파보(상중하 세권)를 만
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종회 고문(顧問)으로 대종회 발전을
위하여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첫째,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가문의명예를지키는데앞장서야합니다.
셋째, 나보다 우리, 즉 공동체사회(국가)를 위
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율화산중학교의 자랑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율화산중학교는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
춘 계승(繼承), 개혁(改革), 창조(創造)의 지도
자교육을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10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
된 360여명(학년당 3학급 총 9학급)의 학생들이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자율중학교로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6년 연속 전국 단위 교과 교실제 최우
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만든 영어 논문
집을 본 분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경탄
(敬歎)을 금치 못합니다.

현재근황은?
첫째, 한글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제가 47년(1969년)전 뉴욕 리퍼블고등학교 세
미나에 참석하여 한글의 세계화를 선언하면서
한글 세계화 운동의 물고를 텄습니다. 
이제는 20여만명의 회원을 이끌어 가는 당당
한 한글 세계화 운동본부 총재로서 긍지와 자부
심을 가지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
습니다. 우리 심문들도 저와 함께 한글 세계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글세계화 운동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 국위(國
威)를 선양(宣揚)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둘째, 현재 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
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학교는 학생
들의 반발(反撥)로 학교가 마비된 상태에 있었
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도와달라는 이사장님

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당분간 그 곳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 시정(是正)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收
斂)하여 본교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
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화산중학교 주변에 한글고등학교와 한글세계
화 학을 설립하려고 부지(敷地)를 마련하여 놓
았습니다. 
준비는 되어있으나 인가가 나지 않아 답보(踏
步)상태에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때가 오
겠지요. 그날이 오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
학교와 모든 학과 연계하여 한글세계화운동에
전념하여 우리나라를 1등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
(寄與)하고 싶습니다.

종인들에게 하실 말씀은?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시 에 필요한
생각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하여 세계
에서 제일가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천년앞을
내다보는 사업으로 청송고등학교와 청송 학교
를 설립했으면 합니다.

대종회에 건의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종회를 잘 이끌어 주시는 심갑보 회장님과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청송심씨가
문과 종회가 날로 새롭게 번창하기를 기원합
니다.

종인탐방을 마치며…
의두이사장님께서는 항상 실 연령(年齡)에서

50을 뺀 나이로 살고 있습니다. 젊게 산다는 것
은 그 만큼 할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며 열정
이 뜨겁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일을 만들며 사사는 이사장님
의 진취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서 큰 성취가 있기
를 기원하며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이사장
님의 사상과 삶이 우리 종친들께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열어가는 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5월 17일
대담·글: 수영 편집위원

동 석: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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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인 소 개종 인 소 개

심의두

대종회 고문
한글세계화운동총재
전북교육위원회의장
자율화산중학교이사장
대전예지중·고등학교교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 2017년 7월(종보126호) 예정

차기종인탐방 : 경북선산故載東종인의妻

李玉仙(97세)

탐방일 : 6월초

탐방원 : 광섭편집위원, 갑택문화이사

언태총무이사, 재서재무이사

차기종인소개예정NEXT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특성화교육부문 한국최고브랜드상 수상 화산중학교를 배경으로 가운데가 의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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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 丁酉年 春享祭 奉行
大宗會 主管 享祀

文林郞公(諱 洪孚) 春享奉行
2017년 04월 05일(寒食)

始 祖 配 位
▶ 初獻 민섭(敏燮)부회장
▶ 亞獻 상철(相喆) 언태(彦泰)총무이사
▶ 終獻 상익(相益) 상소(相昭)
▶ 大祝 완택(琬澤)
▶ 執禮 상구(相九)

▶ 初獻
▶ 亞獻
▶ 終獻
▶ 大祝
▶ 執禮

中臺山墓所
인섭(寅燮)

홍섭(洪燮)유사

中臺山墓所 春享奉行
2017년 04월 05일(寒食)

閤門祗侯公 配 位
▶ 初獻 상화(相和)부회장
▶ 亞獻 재구(載求) 웅섭(雄燮)
▶ 終獻 형찬(炯燦) 재룡(載龍)유사
▶ 大祝 양섭(良燮)
▶ 執禮 언태(彦泰)총무이사

閤門祗侯公(諱 淵) 春享奉行
2017년 04월 7일(음력 03월 11일)

靑華府院君(諱 龍) 春享奉行
2017년 04월 09일(음력 03월 13일)

靑華府院君
▶ 初獻 무섭(茂燮)
▶ 亞獻 성보(聖輔)
▶ 終獻 종섭(鍾燮)
▶ 大祝 철유(哲裕)유사
▶ 執禮 언태(彦泰)총무이사

靑華府院君 配位
▶ 初獻 현근(玄根)부회장
▶ 亞獻 재룡(載龍)유사
▶ 終獻 효섭(孝燮)
▶ 大祝 철유(哲裕)유사
▶ 執禮 언태(彦泰)총무이사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春享奉行
2017년 04월 09일(음력 03월 13일)

靑城伯 配位
▶ 初獻 민섭(敏燮)부회장 무섭(茂燮)
▶ 亞獻 응식(應植) 상렬(相烈)
▶ 終獻 기섭(技燮) 재근(載根)
▶ 大祝 상홍(相弘) 상홍(相弘)
▶ 執禮 언태(彦泰) 총무이사 언태(彦泰)총무이사

靑城伯 (諱 德符)春享奉行
2017년 04월 11일(음력 03월 15일)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春享奉行 昭憲王后(世宗大王 妃) 春享奉行
2017년 04월 13일(음력 03월 17일)

靑城伯配位
▶ 初獻 재룡(載龍)유사
▶ 亞獻 상열(相烈)
▶ 終獻 명언(明彦)
▶ 大祝 철유(哲裕)유사
▶ 執禮 언태(彦泰)총무이사

岳隱公(諱 元符)
▶ 初獻 영섭(榮燮)
▶ 亞獻 의칠(宜七)우영(宇永)
▶ 終獻 갑택(甲澤)재화(載華)
▶ 大祝 수철(壽哲)
▶ 執禮 동섭(東燮)

岳隱公(諱 元符)  春享奉行
2017년 04월 21일(음력 03월 25일)

昭憲王后(世宗大王 妃)     
▶ 初獻
▶ 亞獻 석용(錫鎔)/
▶ 終獻
▶ 大祝
▶ 執禮

안효공
▶ 初獻 상직(相直)
▶ 亞獻 상국(相國)
▶ 終獻 영섭(榮燮)
▶ 大祝 홍섭(洪燮)
▶ 執禮 영섭(英燮) 

淑容沈氏(成宗大王 妃)
▶ 初獻
▶ 亞獻 상직(相直)
▶ 終獻
▶ 大祝
▶ 執禮

仁順王后(明宗大王 妃)
▶ 初獻
▶ 亞獻 언촌(彦村)
▶ 終獻
▶ 大祝
▶ 執禮

2017년 04월 28일

仁順王后(明宗大王 妃) 春享奉行
小宗會主管 享祀

5세조 안효공(諱 溫) 단오절사
2017년 04월 23일

淑容沈氏(成宗大王 妃)春享奉行
2017년 04월 16일 2017년 05월 30일

2017年 丁酉年 春享祭 獻誠金 接受 內譯

구 분 宗中(姓名) 金 額 宗中(姓名) 金 額 구 분 宗中(姓名) 金 額 宗中(姓名) 金 額

始 祖
(청송)

봉익공철원종회 200,000 구종회 200,000

二世祖
(함열)

도총제공 100,000 공숙공종회 2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상식 부회장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계 1,000,000

四世祖
(연천)

안효공종회100,000도총제공종회 300,000

도총제공종회 200,000 춘천종회 100,000

광주부윤공파 선산종회 200,000 신천공파 춘천 선종회 200,000

1,100,000

계300,000인수부윤총회 700,000

안효공종회200,000도총제공종회 300,000

계 500,000계

四世祖
악은공
壇所
(덕천)

四世祖配位
(청주)

영양 경보200,000구종회 50,000

경남 심택200,000현보 감사 50,000

100,000진택 100,000

2,300,000

우영 고문

서울 악은회 300,000 재환 100,000

주걸 100,000

경기 규철 100,000

의칠 고문 300,000

수곡 한택 300,000

구 상정 300,000

진주 동섭 100,000

三世祖
(안성)

도총제공종회 100,000 울산 내금위종회 2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진천월촌종회 효섭부회장 100,000

전, 충남, 세종종회 100,000

계 800,000 계

* 각처 제향 헌성금은 전액 각처 유사님께 전달하고 제향비로 대체 처리함



부산종회는 1945년에 설립하여 초 두섭
회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 전 상균 회장
에 이어 8 재덕 회장으로 72년간의 부산
청송심문의 역사를 자랑하며 올해 40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는 보기 드문 전통을 지닌 종
회이다.
회장은 인사말에서“영광과 명예만을 위한
자리였다면 수락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종회의 숙원사
업은 회관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임 중
회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1. 종회 구성원
종회 임원은 고문(4), 명회회장(1), 부회장

(13), 지도위원(6), 감사(3), 총무이사, 문화이
사, 재무이사, 조직이사, 홍보이사, 부녀이사
와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
로 부산종회 산하에는 청송회, 심우회(청년
회)가 있고 각 지역(화전문중회, 반송, 용호,
감전, 해심회 등) 종중회와 직장모임(경찰모
임인 경심회)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설립동기와 목적
초창기에는 경향 각지에서 부산으로 이주
한 일가 몇 명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소규
모 계모임 형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1968년도
정기총회를 계기로“청송심씨 부산종회”로서
의 본격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산종회는 선조의 덕업을 추모하며, 종회
재산관리와 일가간의 화목을 다지고 상부상
조 활동을 통하여 애족정신을 함양함에 있습
니다.

3. 부산종회 연혁
청송심씨 부산종회는 1945년 해방 후“심문
회”로 발족하여 초 회장에 독립운동가인 두
섭(斗燮) 종인이 맡아 오다가 1950년 총무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68년 5월“재부청송심씨 종친회”로 재결
성하여 2 회장에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
신 양섭(穰燮) 종인이 5년간 이끌어 왔으며

그 이후 3 회장에 남포극장 표인 동구
(東求) 종인, 제4 회장에 부산 부속학원
서무과장 상기(相麒) 종인, 5 회장에 사업
가인 길구(吉求) 종인, 6 회장에 송학제지
회장 재덕(在德) 종인, 7 회장에 에스피스
시스템스 회장 상균(相均) 종인이 역임 하였
으며, 금년 3월 25일 임원 회의에서 제8 회
장으로 재덕(載德) 종인을 추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청송심씨 부산
종회”는 해방이후 약 60년간을 지속되어 오
면서 일가 간 친목도모는 물론 화합과 숭조
정신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 부산종회는 타 종회에 비해
모범종회로 알고 있는데 비결은?

부산종회는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경향
각지에서 이주한 일가들로 구성되어 타향살
이에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우의를 다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부상조 정신이 이어져 종회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일가 간의 화목과
단합을 통해 숭조정신과 애족정신을 일깨워
모범 종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종회 자랑
부산종회 산하의 청송회는 매월 16일 모임
을 갖고 서로 간 친목도모는 물론 부산종회
의 운영과 발전에 한 의견들을 수시로 나
누고 있습니다.
청년회인 심우회는 부부 동반 모임으로 부
산종회의 정기총회 시 안내 등 각종 봉사활
동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화전, 반
송, 용호 등의 문중회와 직장모임인 경찰공무
원의 경심회 등이 부산종회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6. 종회의 앞으로 계획은
종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친목을 도
모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 건
립이 숙원 사업이며 이를 위한 기금조성사업
을 펼쳐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 종인들에게 바람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종회의 숙원 사
업인 회관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
산에 거주하는 종인 모두에게 이 사업의 취지
와 목적을 널리 홍보하여 기금 모금에 적극적
인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8. 일가 분들에게
우리 청송심문은“조선조 10 명문가”로

이름 높은 가문입니다. 우리 모두 훌륭하신
선조님의 덕업과 은공을 되새기며 명문가의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종중
일에 적극 참여 하고, 종회의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서 후손의 도리를 다하는데 다함께 힘
을 모아 갑시다.

9. 대종회에 바람
가. 부산종회 회관 마련을 위한 지원
부산종회는 수년에 걸쳐 종회 회관을 건립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정 사정으로 사업추
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산에 종회 명의의 건물을 마련하여 부
산종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나. 장학사업의 전환 검토
종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 사업은 1년

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
다. 따라서 시 에 맞게 전환이 요구됩니다. 
서울에 유학 하는 시골 후손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마련하여 실비로
임 해준다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큰 자부
심을 심어줄 것은 물론이고, 그 혜택을 받은
후손들은 또 다른 후손을 위하여 더 큰일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10. 탐방 후기
부산종회의 탐방을 위해 제40차 정기 총회
에 참석 하였다. 정기총회에는 200여명의 많
은 종인들이 참석하여 열기가 넘쳤으며, 회의
진행도 매우 짜임새 있게 잘 치러졌다. 2부
행사로 마련된 축하 공연도 참석자들에게 흥
을 돋우며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손색이 없었
다. 특히 재덕(載德) 신임 회장을 비롯한 종
인들의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모습에서 부산
종회가 더한층 단결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
된다. 

2017년 5월 20일
대담·글 : 성택 편집위원

참석자 : 상화 부회장, 갑택 문화이사

청 송 심 씨 종 보6 제125호 2017년 5월 30일

부산종회종회탐방
시리즈 
(33)

심재덕

부산종회장

대종회이사

차기 종회 탐방예정

탐방종회: 범제공종회(泛濟公宗會) 회장 심철유(沈哲裕) 

탐 방 일: 6월 중순

탐 방 원: 광섭 편집위원

동 석: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연설하는 재덕 회장 종회에 공로가 많은 종인에게 감사패를 전달 장면 대종회 상화 부회장 축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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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회비 3,000,000 갑보 회장
부회장 회비 300,000 일용 부회장, 상국 부회장, 정보 부회장, 상식부회장
이사회비 50,000 (부산)정섭, (서울)완규, (경기)상영, (대구)성택, (전남)정식, (전북)두섭, (서울)재덕
(경기)언촌, (전북)상근, (경기)상홍, (경기)석용, (경기)응하, (경기)석남, (인천)석문, (경기)종홍, (대구)정섭
(서울)우섭, (대전)규선, (대전)일섭, (경북)상희, (인천)의표, (경북)상완, (서울)준보, (서울)삼규, (서울)현보
(서울)창보, (서울)재구, (충남)중섭, (경기)윤섭, (경기)원보, (충북)재영, (충북)성래, (경기)우식, (경기)명섭
(경기)재문, (경기)영섭, (강원)상소, (서울)봉섭, (경북)재근, (서울)인섭, (서울)옥인, (경기)문석, (인천)상진
(경기)상찬, (광주)상우, (경북)재홍, (경북)원섭, (경북)상국, (경북)능광, (충북)상호, (충북)재복, (충북)재혁
(충북)재룡, (충북)중래, (경북)상복, (대구) 훈, (충남)홍식, (경북)재옥, (경북)재덕, (경북)재호, (서울)우용
(경기)순섭, (충북)명언, (과천)원보, (전북)상도, (강원)만택, (대구)홍섭, (대전)의철, (강원)상구, (경기)철유
(경기)진유, (강원)재택, (강원)상민, (서울)원식, (강원)상하, (서울)기섭, (광주)종덕, (광주)재익, (경북)홍섭
(강원)무식, (서울)영보, (경기)재성, (경기)홍섭
이사회비(2016년분) 50,000 (경기)강섭 (경기)창보 (경기)재성 (서울)상서 (강원)춘섭

임원회비
15,000,000 부사공종회(회장:영섭)
10,000,000 울산 내금위종회(회장:영구)

재덕(안동종회장)
악은공종회(회장:상화)

5,000,000 민섭 부회장
강서공파지평공종회(회장:행진)

3,000,000 신천공파지경종회(회장:상달)
신천공종회(회장:윤섭)

2,000,000 (구미)천석
1,550,000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1,000,000 곡산공제신공종회(회장:재갑)

시정공파종회(회장:익섭)
영섭(악은공종손)
정보 부회장
(파주)언녕

500,000 봉익대부공철원종회(회장:상국)
200,000 (수원)응식, (진안)재운
100,000 (수원)언촌, (서울)극택

(원주)상구
50,000 (충북)상만

재각헌성금

1,000,000 공숙공종중(회장:웅섭), 시정공파종회(회장:익섭)
500,000 어비리종회(회장:석문), 판사공종회(회장:상우)
300,000 신천공파지경종회(회장:상달), (진주)동섭
100,000 (고성)재열, (여수)천섭
60,000 (전남)강채
50,000 (광주)명기, (광주)우영, (부산)정섭, (서울)완규

(충남)종방, (당진)재철, 신일브레이크
40,000 (서울)은식
30,000 (인천)웅택 (경북)무수
15,000 (경기)덕구

종보찬조

1,000,000 공숙공종중(회장:웅섭)

장학찬조

200,000 대구종회(회장 우정)
부산종회(회장 재덕)

100,000 (진주종회)길수
안동종회(회장 재덕)

총회찬조

■ 재각 헌성금 1천만원 이상은 준공시까지 사진게재

안동종회장

(재덕개인)

1천만원
2017년 4월

악은공종회
회장

(상화)

1천만원
2017년 5월

내금위종회
회장

(영구)

1천만원
2017년 4월

부사공종회
회장

(영섭)

1천5백만원
2017년 3월

정량공파종회
회장

(재운)

1천만원
2017년 3월

정이공파어비리
종친회 회장

(석문)

1천만원
2016년 12월

안효공파종중회
회장

(명옥)

3억원
2016년 12월

찰방공종중
회장

(규일)

1천만원
2016년 11월

곡산공파종중
회장

(상영)

1천만원
2016년 11월

이경공파종중
회장

(주택)

1천만원
2016년 11월

창순공파종중
회장

(주택)

1천만원
2016년 11월

인수부윤공파
함흥공종회 회장

(장식)

1천만원
2015년 8월

안효공파
대종회 이사

(성보)

1천만원
2015년 7월

안효공파
대종회 이사

(광섭)

1천만원
2015년 2월

안효공파
대종회 고문

(재영)

1천만원
2015년 2월

안효공파
대종회 회장

(갑보개인)

1천만원
2015년 1월

안효공파
공숙공종중회장

(웅섭)

5천만원
2014년 11월

공숙공종중

(회장 : 웅섭)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7년 3월

심재서

(대종회재무이사)

종보·장학찬조
100만원

2017년 3월

어비리종회

(회장 : 석문)

종보찬조
50만원

2017년4월

판사공종회

(회장 : 상우)

종보찬조
50만원

2017년 5월

시정공파종회

(회장 : 익섭)

종보찬조
100만원

2017년 3월

부사공파종회

(회장 : 영섭)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7년 2월

심규현

(구미천석의子)

장학찬조
100만원

2017년 2월

심상렬

(대종회감사)

장학찬조
100만원

2017년 2월

각종 찬조현황 2017. 3. 13 ~ 2017. 5. 21

■ 종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1. 일시 : 2017. 3. 30(목) 오전 11시
2. 장소 : 연천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현장

(경기도연천군미산면아미리산110)

청송심문의 오랜 숙원사업인 4세조 청성백
재각 상량식을 7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
데 성황리에 봉행하였다. 상량식에는 시루떡,
돼지머리, 북어, 사과, 배, 감, 추, 밤 등 과
일과 전, 적류, 나물류 등을 진설하고 종회
갑보회장을 비롯하여 도총제공종회 민섭회장,
안효공파종회 명옥회장, 재각건립추진위원회
우영고문, 재각건축회사 한진석 표 등이 잔
을 올렸으며, 참석한 종친들의‘상량이오’하는
힘찬 구호와 함께 뜻 깊은 상량식을 마쳤다.
재각 준공식은 4세조 청성백 선조님의 추향일
인 11월 3일(금)에 전국의 많은 종친들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할 예정이다. 

祝 文

維 歲次
서기 2017년 3월 30일, 음력 정유년 3월 3일
병진일에 吉時를 택하여 청송심씨 종회 회장
심갑보는 여러 일가들과 함께 만물을 굽어 살
피시는 천지신명께 고하나이다.
오늘 여기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

110번지에 청송심씨 4세조 청성백 선조님의 재
각을 상량함에 있어, 맑은 술과 과포를 정성껏
마련하여 하늘과 땅의 신께 올리오니 부디 흠향
하시고, 여러 일가들의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의 준공까지 안전과 순조로운 공사를 다
함께 뜻을 모아 기원하오니, 부디 조상님의 隱
德으로 자손만 에 繁昌이 깃드는 재각이 되도
록 保佑하여 주시옵소서.  

尙饗

2017년 11월 3일 준공식 예정인 연천 4세조 청성백·정안공 재각에 한 명칭을 공모하오
니 아래 양식에 의거 2017년 7월 31일까지 종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각명칭은 공모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2017년 9월경 재각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
하여 확정할 예정이오니 전국의 많은 일가분들께서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세조 청성백 재각 상량식 봉행

대들보 상량을 축하하는
갑보 대종회장과 명옥 안효공종회장 등 종친 제위

상량문을 쓰는 재봉 대종회 이사

2017년 5월 30일 현재 재각 모습

■ 4세조 청성백·정안공 재각 명칭 공모

(공모 양식)

재각명칭 (한자) 재각명칭에 대한 해설 비고

원보 순식 정보 갑식 진용 영섭 군섭 일석 달수 상선 재영 동석 용보 형갑 환섭 상덕 상환 재운 상동 상준 정택 영보 영섭 재실 만복 걸 청택 재철 걸
채수 민성 상구 원섭배연옥재철 하흠 대택 길택 상숙 광보 원중 원 규환 보성 순보 행근 강북 상돈 재술 태식 재현 재숙 청송상회 상흠 도윤 원택 상규
하섭 상덕 재화 광섭 성용 상민 범구 해섭 병성 재일 상천 우채 종선 도섭 성섭 재균 호섭 재학 재동 관섭 규주 승식 기택 상옥 재호 재갑 재석 두섭 규섭
재형 홍섭 효진 영섭 상금 재덕 정택 상호 재덕 원선 묘택 남식 우섭 용섭 한옥 재복 현석 상의 광보 상원 길보 규대 성보 대식 흥보 문식 남섭 기창 세택
정철 원보 재웅 규훈 재기 원보 백규 상단 상선 규섭 옥택 주택 태섭 언촌 동섭 상복 재춘 재판 인보 칠섭 윤섭 길섭 교택 상선 완섭 상철 대택 기관 상만
진택 범섭 상원 성기 준 상은 홍식 재길 진유 창용 대섭 우만 상학 성섭 만택 종섭 건용 성보 경보 수섭 상한 홍구 용보 중섭 상복 우대 제갑 종래 창용
재해 창기 상화 남진 영희 정명 택기 송윤 도상 근희 보인 섭규 성정 선육 택영 섭능 봉일 정택 학섭 기석 규병 상근 재훈 재현 상구 수택 기보 문섭 상희
일택 영섭 조택 예섭 재석 용식 재홍 종선 준보 상민 란수 원보 상준 상선 영일 세근 재성 학민 평택 상호 상집 판섭 상엽 준식 영구 화섭 기연 문섭 규문
상철 기섭 상문 상헌 상영 명섭 재신 기성 상학 언희 정보 우섭 춘택 원식 재성 현섭 재국 재돈 영길 항래 재권 상운 태섭 상훈 선래 봉섭 재헌 종식 상은
병섭 종진 창섭 언수 용진 현보 규원 상곤 상훈 상중 기철 기섭 재호 우성 재흥 완택 상로 성규 상철 인섭 정자 의칠 오섭 상신 종식 재덕 재하 서섭 광평
의 재철 재구 윤섭 효식 민섭 태섭 상필 석방 상집 응호 영보 상복 태규 기보 기섭 영 만섭 재웅 재운 영보 춘길 영수 덕보 수용 재봉 재도 수호 상은
흥석 윤섭 상훈 재균 장식 문수 구형 대용 영섭 종식 재덕 무식 갑진 재인 용식 상봉 흥구 수보 은섭 진식 대섭 재길 수보 욱섭 영보 상호 석란 규석 욱섭
재규 재필 양섭 기석 규익 정보 영보 상호무명92명

지로종보찬조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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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송금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59-0778-41

송금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07-5873-71

1) 2017년 2차 회장단회의(5/12)에서 연천 청성백·정안공 재각 준공식(11/3) 참석에 버스를 지
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아래의 버스 절비용 지원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등은 양식에 명시 되었으며, 지원자금은 재각기금이 아닌 운영자금에서 지급합니다.

2) 종보(3월/5월/7월/9월/11월) 작정 헌성금을 공지합니다. 개인이나 종회에서 재각헌성금을
작정하시면 종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 작정하신 일자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12월3일(토) 종보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종회의 공지사항(총회공고 등)이나 종인
개인사업 광고 등의 광고료를 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광고료는 종보발행비로 충당합니다.

4) 종회를 빙자한 각종 보첩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회는 책자 등 구매를 전
화상으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요하지 않고 족보나 배지, 종보수첩 이외에는 판매하는 것
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책자나 가훈 등 판매물이 도착하면 뜯지
마시고 발송처로 착불 반송해 주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2017년도 장학금은 7월 청송에서 실시하는 뿌리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종보찬조금지로용지는연 2회(3월호와 9월호종보) 우송되며자발적참여임을알려드립니다. 
7) 124호수정사항 : 재각헌성금내역中 : 정랑공파함안청안재종회(회장재균) ⇒정랑공파종회(회장재운)

1백만원헌성자누락⇒원주종회(회장정보), 심재문(부사공종회장)

종묘제례(5월 7일) 인순왕후 아헌관 심기섭
( 종회 이사)   

지난 3월 28일시정공파(회장익섭)는 종회를
방문해재각헌성금및종보찬조금을전달하였다.

정이공파 부사공종회 신임회장(재문)과 임원
진께서 종회를 인사차 방문하여 종사발전에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
고, 당일 종회를 방문한 공숙공종회 집행부
임원진과 종회 집행부 등 20명에게 중식을
접하였다. 

부사공종회 임원진개선

회 장 : 재문
부회장 : 도섭, 윤섭
총 무 : 재근
재 무 : 재룡
감 사 : 형진, 상일

종회 갑보 회장은 제47회 정기총회에서 4월
4일 종사에 공로가 많은 종인에게 공로패 등을
수여하고기념촬영을하였다.

안효공파종회는 2017년 5월 30일 5세조 안효공
(諱 溫) 단오절사 제향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
다. 

진포 첩 기념동상 건립을 위한 사단법인 진
포 첩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지난 4월 27일
진포 첩기념동상 건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포 첩기념사업회 발기인( 표김청환)
은 군산지역 표적인 승전사인 진포 첩을 기
념하고, 당시 지휘관이었던 도원수 심덕부 장
군의 전승기념비를 설치하기 위한 건립위원회
를 지난해 구성 되었으나, 올해 2월 심덕부, 나
세, 최무선 장군의 기념동상을 세우자는데 뜻
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심덕부 장군 동상을
세우고 나세 장군비와 최무선 장군동상 등을
진포해양테마공원에 옮겨 세울 것을 목표로 하
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하여 진포 첩 기념동
상을 진포해양테마공원 일원에 세우기로 하고,

사단법인 진포 첩 기념사업회를 설립했다.
이에 청송심씨임피종회에서 덕부장군 동상건
립을 위해 후원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김청환 표는“그동안 황산 첩이나 홍산
첩 등에 비해 소홀히 여겨진 진포 첩의 역사
적 사실과 의의를 제 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 관련 교육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군산미래
신문 -

진포대첩 기념사업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① 40명 초과 시에도 1대만 지원 가능합니다.
② 2017년 10월 1일 ~ 10월 20일 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버스 대절료 지원신청 시 버스 대절 계약서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대종회 재무이사
발신 :OO 종회 총무
일자 : 2017년 10월 일 버스 대절료 지원 신청서

(4세조 청성백·정안공 재각 준공식(11/3) 단체 참석)

지 역 종회명 참석인원 신청액

1) 버스 절료 :
2) 왕복 통행료 :
3) 기사 수고료(고정) : 50,000원

OO OOO OO

2017년도 장학생 선정 명단

지 역 대학생(38명) 고등학생(31명)

경기·서울
형주, 남희, 석현, 아영, 현준
상연, 예진, 석용, 원태, 수진
이삭, 세은, 정현

하영, 재원

부산
진보, 예진, 다혜, 민수, 성완
정민

두현, 민경, 다연, 예린,
재혁, 유경, 현정, 효진

충남· 전 지수, 용 원보, 규원, 유나, 보연, 재민

경북· 구 경윤, 효영, 형섭, 지현, 규동, 준 지영, 재혁, 준걸, 윤주

전북·전주 수정, 은미, 현보, 규민

전남·광주 준상, 하나a, 하나b 보윤, 예은

강원·원주
찬보, (추가)홍섭
카나다 재성

규환a, 규환b, 예진, 혁
지현, 혜지

충북·청주 규영 수빈, 규정, 민규, 규승

청송심씨 종회장배 골프 회를 아
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는
일가분들의많은참석을바랍니다.

- 아래 -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12시이후
장 소 :안산제일컨트리클럽
문 의 : 청송회총무왕섭

(☎ 010-7235-9116)
* 트로피및상품(참가자)

청송골프회회장심상화

2017년청송심씨대종회장배

골프대회

안효공파종회 정기총회 개최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