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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年 2月 24日(金) 11:30
■ 장 소 : 롯데호텔 본관 37층. 도림중식당(서울 중구 을지로 20)
■ 참석자 : 대종회 고문

대종회는 원로님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4세조 청성백 재각 건립 추진사항(경과보고, 성금내역,
기금현황 등)과 안성 소송 건 및 장학사업 활성화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
명하 으며, 이에 대하여 고문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 다. 

청송심씨대종회 정관 제17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임원과 회원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4월 4일 (화)
이사회(10:40-11:20) 지하 2층
총회(11:30-12:30) 지하 1층

■ 장 소 : 성균관파티움(구, 유림회관) (서울종로구성균관로 31) 
■ 전 화 : 02-744-0677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7번 마을버스 이용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하차)
■ 회원자격 및 회비 : 청송심씨 성인, 각 1만원
■ 지참물 : 신분증 (청송심씨 성인 외 참석 불가)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에 관한 건
·기타사항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임원 선임의 건
·기타사항

靑松沈氏大宗會 顧問團會議 開催

청송심씨대종회제65회이사회및제47회정기총회소집공고

* 재각헌성금1백만원이상헌성내역보고(2013년~2017년3월)

제 목 자문내용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그동안 재각건립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안효공종회를 비롯
한 지파종회와 종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각이 완공될
때까지 가능한 많은 일가 분들이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도
록 숭조돈목의 미덕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고, 재각건
립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함.  

안성
소송 건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
를 가져온 대종회 집행부의 수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일가
간 화합과 친목도모에 더욱 힘써주길 바람. 

제 목 자문내용

장학
사업
활성화

재산관리
및 수익사업

장학생은 장학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심문의 뿌리와 선조님들
의 아름다운 음덕과 훌륭한 업적을 배울 수 있는 뿌리교육을
이수한학생으로선발하는것이바람직함.

매년 종재실사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익사업을 증진하여 대종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2017년 3월 24일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 갑 보

◇ 이사회 부의안건

◇ 총회 부의안건

종회명의 헌성내역

헌성금 종회명 헌성금 성명

개인명의 헌성내역

300,000,000 안효공파종회(회장 명옥)
50,000,000 공숙공종중(회장 웅섭)
10,000,000 함흥공종회(회장 장식), 이경공파종중(회장주택), 곡산공파종중(회장상 )

창순공파종중(회장주택), 찰방공종중(회장규일), 정이공파어비리종친회(회장석문)
정랑공파함안청안재종회(회장 재균)

5,000,000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회장 우정)
3,000,000 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회장 규실), 대선공파중휘철의손종중(회장 상소)

대전세종충남지구종회(회장 현근), 온양사복시정공종친회(회장 재봉)
2,000,000 판사공파종회(회장 상우), 장령공파종회(회장 양평), 지성주사공파(회장 기찬)
1,200,000 진천월촌종회(회장 상 )
1,000,000 익산종회(회장 상 ), 도정공파곡성종회(회장 상온), 춘천종회(회장 희섭) 

전북종회(회장 재정), 장성돈목회(회장 정섭), 광주정랑공종회(회장 은구)
풍덕공파종회(회장 재 ), 무숙공파종회(회장 길섭), 대전화수회(회장 성보)
사어공종회(회장 인섭), 수사공종회(회장 재복), 청주종회청송회(회장 규 )

10,000,000 심갑보 대종회회장, 심재 대종회고문

심광섭 대종회이사, 심성보 대종회이사

3,000,000 심상렬 대종회감사

2,000,000 심규선(울산)

1,000,000 심상식 대종회부회장

심의락(대종회명예회장), 심상돈(화성)

심기백(전남), 심상헌(전북)

심재홍 대종회고문, 심재웅(서울)

심의칠대종회부회장, 심상국대종회부회장

심회섭(거창), 이옥선(구미)

심철유 안성 유사, 심재동(구미)

심규진(구미), 심재서 대종회재무이사

고문단 회의 개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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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춘계 향사일 안내(春季 享祀日 案內)

5處 2壇所 유사·관장 및 연락처
정성껏 선조님 제향을 모시고 총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5처 2단소 유사 및 관장

대종회 주관

世

文林 公(諱:洪孚) 04. 05 한 식 수 경상북도 청송군 덕리 산33, 보광사(시조 묘전)

中臺山墓所 04. 05 한 식 수 경상북도 청송군 부곡리 산1, 중대산

二 閤門祗候公(諱:淵) 04. 07 03. 11 금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산64-1, 남당산

靑華府院君(諱:龍) 04. 09 03. 13 일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산19-6, 묘전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04, 09 03. 13 일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64, 묘전

靑城伯(諱:德符) 04. 11 03. 15 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04. 13 03. 17 목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28, 계룡리슈빌 204동 104재실

岳隱公(諱:元符) 04. 21 03. 25 금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景儀齎)

昭憲王后(세종비) 제4대 04. 28 양력고정 금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3, 능(英陵)

仁順王后(명종비) 제13대 04. 23 4월넷째 일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강능(康陵)

端懿王后(경종비) 제20대 03. 08 02. 11 수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동구능내 (惠陵)

淑容沈氏 04. 16 4월셋째 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126

世宗大王 04. 08 양력고정 토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릉로 269-50

宗廟大祭 05. 07 5월첫째 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종로3가 종묘)

시조(始祖)

三

四

王后

휘(諱)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소종회 주관

世

五
안효공(諱:溫) 04. 05 한 식 수 경기도 수원시 통구 이의동 401

三韓國大夫人(順興安氏) 04. 10 03. 14 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良惠公(諱:石寯) 04. 16 03. 20 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19

恭肅公(諱:澮) 04. 09 양력고정 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태리 1-1

휘(諱)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處(처) 職(직) 명(名) 핸드폰 사무실 處(처) 職(직) 名(명) 핸드폰 사무실

유사 원섭 011-9008-6648 054-874-6648 청주 유사 재룡 011-8847-1589 043-256-1589

유사 상복 010-8702-4247 054-872-3592 덕천 유사 홍섭 011-7194-0956 054-873-0956

함열 유사 정수 010-8311-6429 063-858-5008 청송 관장 재홍 018-505-7611 054-873-6502

철원 유사 상국 010-3247-9933 033-455-2011 안성 관장 흥주 010-8334-9845

안성 유사 철유 010-3399-2586 031-677-2586 청주 관장 재혁 010-6521-3104 043-286-7857

연천 유사 흥섭 010-4056-8307

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종회로 문의바랍니다

2017年度 安孝公(諱:溫)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은 參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日 時 : 2017年 5月 30日(火)

(午前 10時 - 端午節祀奉行,  11時 - 定期總會開催)
나. 場 所 : 수원시 통구 이의동 401番地(安孝公 墓前 및 齋室)
다. 主要內容(附議案件)

1. 2016年度 決算(案) 承認의 件

2. 2016年度 利益剩餘金 處分(案) 承認의 件
3. 2017年度 事業計劃(案) 承認의 件
4. 2017年度 收支豫算(案) 承認의 件
5. 議決權 委任承認의 件

라. 其 他 : 전국 각 지역 및 지파종회에서 단체로 참여하실 경우는
참석 인원을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31-253-8040, 253-8060, 팩스 031-254-8066)

2017年度 安孝公(諱:溫)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 開催 公告

청송

청송유사
상복

청송유사
원섭

덕천유사
홍섭

함열유사
정수

철원유사
상국

안성유사
철유

연천유사
홍섭

청주유사
재룡

청송관장
재홍

안성관장
흥주

청주관장
재혁

2017年 3月 24日
靑松沈氏安孝公派宗會 會 長 沈 明 玉



각국의 보첩을 보면 한국은‘족보(族譜)’, 중국은
‘종보(宗譜)’, 일본은‘가보(家譜)’, 서양은‘가족의
수형도(樹型圖 : Tree of Family)’라 쓰고 있다. 족보란
시조부터 현재 자손까지 계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가
문의 역사책이다. 이는 혈연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
이 속한 일가의 명예와 조상의 업적을 알게 함으로써,
그 가문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려는 것이다. 최초
의 족보는 고려 왕실을 기록한‘왕대종록(王代宗錄)’
이 있다. 이는 고려 의종 때 김관의(金寬毅)가 편찬했
으나 전하지 않고, 책명은‘삼국유사’나‘익재난고(益
齋亂藁)’에 전하고 있다.
일반 가문의 족보는 세종 5년(1423)에 간행된 문화유
씨‘ 락보(永樂譜)’이나 전하지 않고, 현존하는 것은
성종 7년(1476)에 편찬된‘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
化譜)’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돼 있다.
다음으로 명종 20년(1565) ‘문화유씨가정보(文化柳氏
嘉靖譜)’가 있고, 17세기 이후에는 각 가문마다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거의 다 출판하고 있다.
족보(보첩)의 종류는 대동보(大同譜), 종보(宗譜),
족보(族譜), 세보(世譜), 파보(派譜), 가승보(家乘譜),
계보(系譜), 가첩(家牒), 만성보(萬姓譜) 등이 있다. ①
대동보(大同譜)는 본관은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편찬한 것이며, 종보는 본관을
단위로 해 수록 ②족보는 관향을 단위로 하는 씨족의
계통을 기록 ③세보(世譜)는 두 개 이상의 종파가 모
여 합보로 편찬 ④파보(派譜)는 어느 한 파만의 계보
와 사적을 기록 ⑤가승보(家乘譜)는 본인을 중심으로
시조에서 직계존비속까지 기록 ⑥계보(系譜)는 한 가
문의 혈통관계를 계통적으로 기록 ⑦가첩은 집안에 소
장돼 있는 모든 보첩을 기록 ⑧만성보는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성한 책이다. 
항렬(行列)은 친족집단 내에서 계보상의 종적인 세
대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이같이 혈족사이에 세계위치
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중의 법이며, 항렬자(行列字)

란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혈통이 같은 세대
임을 나타내는 것으로‘돌림자’라고도 한다. 종적인
세대에서 형제관계에 있을 때는 동항(同行), 위로 아
버지와 같은 세대는 숙항(叔行), 조부와 같은 세대는
조항(祖行)이라 한다. 또 아래로 아들과 같은 세대는
질항(姪行), 손자와 같은 세대는 손항(孫行)이라 한다.
따라서 전통적 친족관계에서 항렬을 특히 강조하고 각
세대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름 가운데 한 자를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호 간의 세대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같이 한 친족집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
름자를 항렬자라고 한다.
이때 항렬자는 조상의 이름으로 사용된 글자는 되풀
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름을 한자(외자ㆍ一字)
로 하는 친족집단은 이름자의 일부만을 같이 사용함으
로써 항렬자를 대신한다. 또 이름을 두 글자로 하는
친족관계는 한 세대씩 항렬자의 위치를 아래와 위로
바꾸어가면서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
고 앞으로 사용할 항렬자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족보의
첫머리에 밝혀두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족보와 항렬은 남자 위주로 돼 있었으나, 요
즘은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이름
도 한글로 짓기 때
문에 갈수록 족보
와 항렬의 존재
가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뿌리
가 있는 가보(家譜)를
갖추어 조상과 친인척
을 확고히 하는 것이
현대판 인성교육의 첩
경이라 본다.  
- 경남매일신문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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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1955~2011)가 췌장암으로
병상에 누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
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
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
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
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
했다.
어두운 방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
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
웅거리는 그 기계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
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
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
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
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
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
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
에 없다. 바로 나 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
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
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
요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
더라도 전할 수 있다"

글 제공: 상은 종보편집위원회 고문

스티브 잡스

기차 여행 중이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기차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 차장이 승객들의 승차권을 검사하고 있었다. 
표를 검사하던 차장이 아인슈타인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틀림없이 표를 사셨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인슈타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떡이며
고맙다는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물리학자는 바닥에 엎드려
좌석 아래를 살피기 시작했다.
차장은“박사님, 걱정하실 것 없다니까요. 
전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내가 누군지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은 표가 없다는
직설적인 말보다 얼마나 솔직한 자백인가요.

- 글 제공 : 대종회 관리부장 -

아인슈타인의 유머

시조묘소 입구 웅장한 소나무

교육
"문화코너 족보, 항렬은 왜 생겼을까



옷깃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기운
이 느껴지는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하니 대전종회 규선
총무께서 차를 몰고 마중 나와 계셨다. 대전·
세종·충남종회 사무실이 있는 2층 양옥집의 현
근 회장 댁에는 이른 아침부터 89세임에도 불구
하고 6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대종회 재
고문, 대전지역 청송심문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
는 대전화수회 성보 회장님, 봉섭 총무님 등 많
은 종인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종인탐방이 진행된 현근 회장님의 넓은 서재
는 청송심문 관련 각종 다양한 사료(史料), 유
물(遺物) 및 40년 간 대전·충남 지역 교육계에
봉직하면서 받은 훈장, 표창장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작은 역사박물관이었다. 현근 회장님께서
준비한 차를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시작하 다.

청송심문의 종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안효공파 24세로서 1936년 충남 예산에서 태
어났으며, 충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대
전·충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40년 간 배우고 가
르치는 것을 천직(天職)으로 여기며, 열심히 살
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로부터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명문가인 청송심씨 후손
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
씀을 듣고 자란 탓에 매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감표창(7회), 교육부장관표창(3회)
등 많은 상을 받았으며, 1999년 신탄진고등학교
교장을 정년퇴임할 때에는 예로운 국민훈장목
련장을 수상했습니다.
정년퇴임 후“여생(餘生)을 보람 있게 보내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숭조돈목(崇祖敦
睦)을 몸소 실천하고, 선조들의 유적 답사 및
사료 탐구를 통해 후손에게 올바른 선비 정신과
전통을 계승해 주는 것이 삼한갑족의 후손으로
대우(待遇) 받으며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도리라
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처 묘소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시향제(時享祭)를 비롯하
여 대종회, 안효공종회 등의 정기총회와‘뿌리
교육’행사에 모두 빠짐없이 개근(皆勤) 참석하
습니다. 앞으로도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계

속 종사(宗嗣)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대종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셨는데요?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간헐적으로 종
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
을 달래고자 정년퇴임 이후 열심히 종사에 참여
하고, 유적 답사, 사료 탐구에 몰두하 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 서재는 정유보(1957),
무술보(1972), 경진보(2000) 등의 족보(族譜)를
비롯하여 대전종회 종인들이 한정판으로 제작한
2세조 유시(遺詩)가 적힌 백자(白瓷) 항아리, 청
송심씨 계파도(系派圖), 청송심문의 주요 유적
지를 수록한 대종회 발간 대형 사진첩, 2세조
유시(遺詩) 및 4세조 유훈(遺訓)이 담긴 액자
등 각종 사료와 유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세조 안효공종회 운 위원 및 고문, 6
세조 중추공종회 부회장. 11세조 청계부원군
파종회 고문, 대종회 이사 등의 직책과 역할을
맡아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스럽게도 대종회 부회장으
로 선임되었는데, 앞으로 대종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전국문중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
셨는데요?
전국문중협의회(全國門中協議會)는 1998년부터
조성된‘대전뿌리공원’에 각 문중을 상징하는 조
형물을 설치한 전국 224개 문중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각 문중의 대종회 회장 또는 대종회
회장의 위임을 받은 지역종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중이 건립한 조형물을 관리 감독하
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금
년 1월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청송심문의 명예
와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송심문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2004년 대종회 정
기총회 때 제가 건의하여 추후 공원부지가 확장
될때건립하기로결의하 습니다. 
그리고 2008년 봄 공원부지가 확장될 때 대종
회 주관으로 2008년 9월 하순 추첨을 통해‘대
전뿌리공원’중앙의 명당자리에 조형물을 세우
고, 10월 1일 전국에서 250명이 넘는 많은 일가
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제막식을 거행하
습니다. 현재 저는 매주 2회 이상 조형물을 살
피고 있으며, 전국에서 단체, 개인으로 청송심씨
조형물을 찾아오는 많은 일가들의 가이드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일가들은 언제든
지 미리 연락주시면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청성백 재각 건립 등 대종회 사업에 대한 의
견은?
4세조 청성백 할아버지는 청송심문을 삼한갑
족의 반열에 올려놓은 분이 아니십니까? 예전
에 청성백 재각 건립을 추진하다가 실현이 되
지 못해 늘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갑보 회장님을 비롯한 대종회 집행부가
굳은 의지로 전국 종인들의 참여 하에 금년 11
월 제향일에 준공식을 갖는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장학 제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갑보 회장님이 중심을 잡고 지속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기금 마련에
더 많은 종인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종보 발행과 관련하여 기사 내용이나 수준은

한층 높아졌으나, 관직과 이름 표기 통일, 오탈
자 정정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성 소재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位土)를 둘러싼 소유권 및 보상금과 관련
하여 대종회가 모두 승소(勝訴)한 것은 사필귀
정(事必歸正)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현
장 중심의 실사(實査)를 통해 선조들이 물려주
신 총유물(總遺物)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종재(宗財) 운 과
수익사업 발굴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회 및 전국 종인들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예전에 유명한 한글학자이신 고(故) 한갑수
선생의 대중강연(大衆講演)을 들은 적이 있습
니다. 그 분은 대중 강연에서“우리나라에서 가
장 실속 있는 양반은 바로 청송심씨 문중이다.
청송심씨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개국
(開國)하 으며, 왕후(王后) 3명, 부마(駙馬) 4
명, 봉군(封君) 34명, 정승(政丞) 13명, 증 상
(贈領相) 21명, 판서(判書) 33명, 도승지(都承
旨) 22명,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32명, 사간원
대사간(大司諫) 8명, 감사(監司) 75명, 공신(功
臣) 8명, 원종공신(原從功臣) 302명을 배출하
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대종회의 장학기금 조성 및 운 , 3세
조 청화부원군 위토의 대종회 명의이전, 4세조
청성백 재각 건립 등을 둘러싸고 일부 종회와
종인들이 음해성(陰害性) 소문을 퍼뜨리고 집
단행동에 나서면서 많은 우려(憂慮)를 자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대종회가 화합 차원에서
일가 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전국의
시·도 단위 지역종회 회장, 5세조 등 7개 파종
회 회장과 연 1회 정도 선대 유적지 탐방을 겸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종회와 지역종회, 파종
회와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종인탐방을 마치며…
인터뷰를 마친 후‘대전뿌리공원’으로 이동
하여 명당(明堂) 자리에 위치한 청송심씨 조형
물(造形物)을 둘러보며 선조들의 위업(偉業)을
기렸다. 현근 회장님은 평생을 교육계에서 헌신
하다 정년퇴임 후 종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시
면서 숭조돈목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다.
또한 작은 역사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청송심문
관련 각종 사료와 유물을 보관하고 계시다. 절
로 고개가 숙여진다. ‘대전뿌리공원’내 22개
문중 대표로 구성된 전국문중협의회 회장으로
청송심문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계신 현근
회장님과 대전·세종·충남종회 종인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대담 글 : 상렬 종보편집위원
배석 :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재서 재무이사, 광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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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인 소 개종 인 소 개

심현근(沈玄根)

대종회 부회장

대전·세종·충남종회 회장

대전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 회장

◇ 경력
충남대국어국문학과졸업 / 대전·충남지역교육계 40년봉직

◇ 상훈
국민훈장동백장 / 교육부장관표장(3회) / 교육감표창(7회)
청송심씨대종회장 표창

■ 2017년 5월(종보125호) 예정
차기종인탐방 : 심의두고문
탐방일 : 5월초
탐방원 : 수 편집위원

갑택문화이사, 언태총무이사

차기종인소개예정NEXT

우측부터 재영 고문, 현근 회장, 상렬 감사, 규선 총무 현근 회장 국민훈장동백장 수상 장면 대전뿌리공원 청송심씨 유래비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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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王后)는 대왕(大王)의 왕비(王妃)로서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는 대왕 27명에 38명의 왕후가 있었는데 추존(追尊)된 왕후 5명까지
합치면 모두 43명이 된다.
우리 청송심문(靑松沈門)에서 배출된 왕후는 다음 세 분이다.

■ 네 분의 駙馬
왕(王)의 사위를 부마(駙馬)라고 하는데 우리 문중에는 부마가 네
분이다.

왕 후

소헌왕후

(昭憲王后)
1395-1446

4대

세종대왕비

여주의

능

5세조안효공, 청천부원

군(諱:溫)의따님

생졸년도 왕조 능 계보

인순왕후

(仁順王后)
1532-1575

13대

명종대왕비

태능의 강

능

10세조익효공, 청눙부

원군(諱:鋼)의따님

단의왕후

(端懿王后)
1686-1718

20대

경종대왕비

동구능의

혜능

16세조 증 의정공청은부

원군(諱:浩)의 따님

부마

5세조 청원군

(淸原君 諱: 淙)

1代太祖大王 : 2女
경선공주(慶善公主)
신의왕후 韓氏 소생

4세조 청성백(靑城伯 諱:

德符)의여섯째아들

배위 계보

8세조청성위
(靑城尉諱:安義)

4代 世宗大王 2女
정안옹주(貞安翁主)
숙원 李氏 소생

5세조 인수부윤공(人壽府

尹公諱:澄)의증손

15세 청평도위
(淸平都尉諱:益顯)

(1641-1683)

17代 孝宗大王 3女
숙명공주(淑明公主)
인선왕후 張氏소생

14세조 만사상공(晩沙相

公 諱:之源)의 셋째아들

20세조 청성위
(靑城尉諱:能建)

(1752-1817)

21代 英祖大王 11女
화령옹주(和寧翁主)
숙의 文氏 소생

5세조 안효공(安孝公 諱;

溫)의 15대손

門中의 자랑인 세 분의 왕후(王后)와 네 분의 부마(駙馬)

정승(政丞)이란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최고지위인 의
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을 말한다.
이를 3정승이라고도 말하는데 정승의 위계는 정1품으로서 국가 통치
의 최고 의결권자로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던 지
위이다. 
조선조 시대 5백여 년 동안에 정승의 지위에 오른 분은 모두 366명
이었는데 우리 청송심씨가문에서 정승의 지위에 오르신 분은 13분이

며 이 어른들은 모두 우리 가문을 빛낸 분들이시다. 4세조 청성백, 5세
조 안효공, 6세조 공숙공께서 3대에 걸처 정승을 역임하셨으니 참으로
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대 정승을 지낸 가문은 달성서씨, 청풍김씨와 더불어 오직 세 가문
뿐이며, 9세조 충혜공과 좌의정공 형제분이 정승의 지위에 오른 일도
매우 유명한 일이다.
참고로 정승을 다수 배출한 성씨별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청송심씨(靑松沈氏)의 시조(始祖)는 문림랑공(文林 公)이며, 공
(公)의 휘(諱)는 홍자부자(洪字孚字)이시다. 
휘(諱)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웃어른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자(字)자를 넣어서 부르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문림랑공께서는 13세기 말엽 고려(高麗) 25대 충렬왕(忠烈王)시대에 문
림랑 벼슬에 등용되시고, 그 후 승인을 거듭하시어 위위시(衛尉寺)에서
승(丞) 벼슬을 역임(歷任)하셨다.
문림랑(文林 )은 종9품의 문관계급 명칭이며, 위위시(衛尉寺)는 궁중

(宮中)에서 의전(儀典)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의 명칭이고, 승(丞)이란 종6
품으로서 현재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볼 수 있다.
청기세고(靑己世稿) 책자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문림랑공께서는 청기군

(靑己君)에 봉군(封君)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증손(曾孫)되는
청성백(靑城伯=諱德符)께서 우리나라에 침입(侵入)한 왜구(倭寇)를 격퇴
(擊退)하는데 공훈(功勳)을 세우시고 또한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 후에 창왕(昌王)을 옹립하는데 공훈이 인정되어 공신
(功臣)으로 추대되셨을 때 봉군(封君)되신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靑松沈門을 빛낸 13정승(政丞)

◇ 13정승

◇ 성씨별 정승 대비표

4세조 청성백(德符) 1328-1401 좌정승 2대 정종
5세조 안효공(溫) 1375-1418 의정 3대 태종
6세조 공숙공(澮) 1418-1493 의정 7대 세조
9세조 충혜공(連源) 1491-1558 의정 13대 명종
9세조 좌의정공(通源) 1499-1572 좌의정 13대 명종
11세 문정공(喜壽) 1548-1622 좌의정 14대 선조
12세조 충정공(悅) 1569-1646 의정 16대 인조

이 름

성씨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계
전주이씨 11 6 4 21
안동김씨 10 6 3 19
동래정씨 5 6 5 16
청송심씨 9   4 - 13
청주한씨 6 2 4 12
파평윤씨 4 2 5 11
여흥민씨 - 4 7 11
달성서씨 7 1 1 9

성씨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계
남향홍씨 6 2 1 9
연안이씨 3 6 - 9
청풍김씨 4 2 2 8
문화유씨 4 2 2 8
양주조씨 2 2 4 8
평산신씨 5 1 1 7
경주이씨 4 2 1 7

성씨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계
덕수이씨 3 4 - 7
풍양조씨 2 2 3 7
의령남씨 4 2 - 6
연안김씨 4 1 1 6
광주이씨 3 2 1 6
경주김씨 2 4 - 6
반남박씨 - 4 2 6

생졸연도 최고관직 시대

13세조 청원부원군(器遠) 1587-1644 좌의정 16대 인조
14세조 만사상공(之源) 1593-1662 의정 17대 효종
17세조 지산상공(壽賢) 1663-1736 의정 21대 조
19세조 문충공(煥之) 1730-1802 의정 22대 정조
20세조 문숙공(象奎) 1766-1838 의정 23대 순조
22세조 청녕공(舜澤) 1824-1906 의정 26대 고종

이 름 생졸연도 최고관직 시대

顯祖발자취

始祖할아버지 文林 公



대동강이 풀린다는 우수경칩이 지났는데도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아침 7시 서울을
출발하여 울산 내금위종회를 탐방하는 대종
회의 彦泰 총무이사, 甲澤 문화이사의 마음은
찬바람의 날씨와는 관계없이 일가들을 만난
다는 마음에 훈훈한 봄기운이 가득하다. KTX
에 몸을 싣고 잠깐이다 싶었는데 울산역이다.
정 많던 숙모님 댁을 찾는 기분으로 내금위
종회를 찾으니 應輔 고문님과 英求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환대하며 반겨주신다. 오랜
대수(代數)가 지나도 한 핏줄 일가간의 정은
10년 지기나 다름없이 따스하고 정겨운 것인
가 보다.
내금위종회 사무실에 들어서니 회장단 인
물사진 대신 시조묘소를 비롯한 선대유적사
진과 2세조의「(안분음)安分吟」詩가 눈에 들
어와 옷깃을 여미게 하며 내금위종회원들의
숭조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진주에서 달려온
東燮 편집위원과 합류하여 종회에 대한 인터
뷰를 시작하 다.
1. 종회조직(기구)은?
종회 구성은 청송심씨 시조로부터 11세조
이신 內禁衛公(諱 滉)의 후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방 이전부터 조직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56년까지 유사(有司) 형태로 운
하다가 1957년부터 門長제도로 바꾸어 운
하 다. 그러다가 1973년부터 宗會로 이름

을 바꾸고 회장 제도로 운 해오고 있다.
집행부는 고문 應輔, 회장 英求, 부회장 揆
華, 총무 彦輔, 재무 光輔이며, 감사는 喜求,
松이며 이사는 隆求 외 12명이 맡아 알뜰히
운 하고 있다.
2. 입향 선조는 누구이며 입향 선조의
행적은?
내금위종회의 입향조는 시조 문림랑의 10
세손으로 정3품 예문관 학사를 지낸 학사공
휘: 광형(諱 光衡)과 학사공의 장남 내금위
공 (諱 滉) 父子이시다. 학사공은 연산군이
사초를 열람하려 하여‘역대 어느 왕조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반대를 하자 연산군의 노
여움을 사 당시 내금위장이던 아들 滉과 함
께 울산지역으로 귀양살이를 하게 되니 연산
군 4년(1498)에 일어난 무오사화에 연루된 것
이다. 후일 중종반정으로 신원되었으나 끝내

벼슬을 사양하고 울산에 정착하 으며, 학사
공의 차남 훈도공(諱 洸)께서도 울산으로 이
주하여 이후 500년 넘게 집성촌을 이루며 세
거하게 되었다.
3. 종회의 주요 활동사항 (연중행사
등)은?
1998년에 입향 500주년을 기념하여 입항조

(入鄕祖)의 재실인 갈현재(葛峴齋)에서 큰
행사를 치룬 바 있다. 한 지역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500년을 세거하며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일가 간에 화합단결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후손이 더욱 번창할 수 있
기를 기원하는 행사 다. 
또 하나의 큰 행사는 지난해 파보인 병신보

(丙申譜)를 35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간행하
다. 수단명부에 등재된 내금위공의 후손은 15
세조를 기준으로 5파에 5,800명에 이르며 현
제 30세손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파
보는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현대화
하 다연례행사로는 5처산소를 비롯하여 선
대산소를 방문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숭조정
신을 고취하는 한편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종재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꼭 써야할 데는
종의를 거쳐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5파종회장의 추천을 받아 1년에 대학생 2명
과 고등학생 2명을 선발하여 1명당 백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나 3급 이상 승진자, 교장이
나 선출직으로 당선되어, 문중의 이름을 빛낸
일가에게는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여 사기
를 돋우고 있다.
4. 종회의 자랑
입향 선조의 증손으로 울산향교 교수 던
천재공(휘 渙)선조께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
을 창의하여 나라를 지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여 지금까지 울산의 큰 인물로 추앙받고
있어 우리 후손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울산시가 건립한 충의사와 창표당에 임란공
신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추모제가 있어
큰 자랑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는 전 국회의
원과 울산광역시장을 지낸 完求 시장을 비롯
하여 관직은 물론 학계, 법조계 등에 두루 진
출한 일가들이 많아 울산의 명문거족으로 당
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종회사
무실을 확장 건립하고 장학금 지원확대, 선조
들의 공적이나 문중 역사 등을 재조명하는
문집을 발간하여 미래지향적인 종무수행을
계획하고 있다.
5. 대종회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종보, 장학사업, 재각건립)는?
현재 대종회가 운 하고 있는 종보나 장학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운 하고
있다. 청성백 재각건립 사업은 만시지탄의 감
이 있으나, 전국의 모든 일가들이 십시일반으
로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 잘 건립
했으면 한다. 우리 내금위종회도 동참하여 성
의를 표시할 것이다.
6. 대종회 건의사항
5처산소에 분포되어 있는 대종회 소유 토
지가 개발로 인해 가끔 보상금을 받고 매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을 두지 말고 부동
산을 매수하여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돈
을 예치해두면 인플레로 인한 가치가 떨어지
므로 종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그리고 2세조(諱 淵)의 유허지인 경남 합천
(산청)의 杜山亭이나 4세조(諱 德符)를 모신
전남 장성의 양계사(陽溪祠) 같은 사당의 제
수비는 큰돈이 아니므로 대종회 사정이 어렵
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조상을 섬기는
후손들의 정성을 장려했으면 한다. 

맺는말
내금위종회를 방문해보니 應輔 고문이나
英求 회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화기애애
하고 일사 분란한 운 을 엿볼 수 있었다. 경
이스러운 일은 10세조 이하 30세에 이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종중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 관리해 오며, 모든 회
계는 일반회계와 법인회계로 처리하여 그 누
구도 개인욕심 없이 잘 보존해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종회를 운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의 종중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헛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면
서 후손을 위한 장학 사업이나 문중을 빛낸
인물에게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기본 덕목
인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양자손
(養子孫)의 가도(家道)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더구나 應輔 고문은 노구에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기꺼이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
주셨고, 英求 회장과 함께 끝까지 손수 승용
차로 전송해주던 따뜻한 인정은 돌아오는 길
내내 흐뭇한 일가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울산내금위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

대담, 글 : 東燮 편집위원(진주향교전교)
동석 : 甲澤 문화이사, 彦泰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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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내금위공종회(蔚山內禁衛公宗會)종회탐방
시리즈 
(32)

심영구

울산내금위공종회회장

대종회이사

차기 종회 탐방예정

탐방종회: 청주종회

탐 방 일: 5월 중순

탐 방 원: 재혁 편집위원,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입향조 10세조 휘 光衡, 11세조 내금위공 휘 滉 묘소전경 종회탐방 모습 내금위공종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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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사회비(50,000) (부산)만인
'16년 이사회비(50,000) (부산)만인, (경기)상훈

(과천)양섭, (경남)재모
'17년 감사회비(200,000) 현보감사
'17년 이사회비(50,000) (부산)만인, (대구)현석
(충남)재중, (전북)재정, (경기)완보, (경기)재열
(경기)규일, (서울)재봉

임원회비

10,000,000 정랑공파종회(회장 재운)
2,000,000 상렬감사
1,000,000 재서재무이사, 진사공종회(회장 중근)
500,000 (청주)재복
200,000 (부산)달보
100,000 (여주)영섭, (전북)광보
50,000 (삼척)재구

재각헌성금

1,000,000 부사공종회(회장:영섭) 
철유안성유사

500,000 재서재무이사
200,000 울산내금위종회(회장 영구)

대전.충남세종지역종회
100,000 신천공파종회(회장:윤섭)
60,000 (전남)강채
50,000 (서울)요섭, (마산)홍보

(서울)재휴, (파주)재학

종보찬조

1,000,000 (구미)규현
부사공파종회(회장영섭)
상렬감사

500,000 재서재무이사
100,000 신천공파종회(회장윤섭)

장학찬조

■ 재각 헌성금 1천만원 이상은 준공시까지 사진게재

정이공파어비리
종친회 회장

(석문)

1천만원
2016년 12월

정량공파종회
회장

(재운)

1천만원
2017년 3월

안효공파종중회
회장

(명옥)

3억원
2016년 12월

찰방공종중
회장

(규일)

1천만원
2016년 11월

곡산공파종중
회장

(상영)

1천만원
2016년 11월

창순공파종중
회장

(주택)

1천만원
2016년 11월

이경공파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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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현

(구미천석의子)

장학찬조
100만원

2017년 2월

심상렬

(대종회감사)

장학찬조
100만원

2017년 2월

심재서

(대종회재무이사)

종보·장학찬조
100만원

2017년 3월

심철유

(대종회이사)

종보찬조
100만원

2017년 3월

부사공파종회

(회장 : 영섭)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7년 2월

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

(회장 : 심규실)

종보찬조
8십만원

2016년 12월

심강채

(전남보길도)

종보찬조
5십만원

2016년 12월

심춘보

(대종회이사)

장학·종보찬조
6십만원

2016년 11월

각종 찬조현황 2017. 1. 31 ~ 2017. 3. 12

■ 종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상학 재철 재훈 창래 재춘 재학 재학 재운 석천 정섭 주섭
재동 공구 종식 대평 재복 춘길 운택 중식 병섭 극택 재국
의식 윤섭 해섭 대섭 정택 무성 상압

지로종보찬조 1만원

1천만원 악은공종회(회장 : 상화)  
2017년 5월납부예정

작정헌성금

안
효
공
파

좌의정공종회 9 通源 ●

정수종회 10 ●

첨정공종회 10 ●

곡산공종회 10 ● ● ●

청양군종회 11 義謙

풍덕공파종회 11 筍 ● ●

●

생원공파 11 蓉 ●

선무공신종회 11 友信 ●

선무공신파포천종회 11 友信 ● ●

사어공파종회 11 友寬 ●

도사공파종회 11 友仁 ●

성천부사공종회 11 禮謙 ●

정랑공파종회 11 智謙 ●

정랑공파함안청안재종회 11 智謙 ●

부평공종회 11 信謙

충익공종회 11 忠謙 ● ●

신천공종회 11 孝謙 ● ●

신청공파춘천팔원공파종회 11 孝謙

신천공파춘천대선종회 11 孝謙 ● ● ●

●

수운판관공종회 11 悌謙 ● ●

찰방공파종회 12 仁祺 ● ●

곡성고달종회 11 荀

정언공파진천월촌종회 12 仁禧 ● ●

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회 12 協 ● ● ●

김포군수공파종회 12 慣 ●

감찰공충주종회 12 暾 ● ●

참판공종회 13 廷世

선교랑파 13 廷熙

정강공마산종회 13 廷江 ●

광주부윤공선산종회 14 총 ● ● ●

장사랑공파종회 14 松直 ●

신천공김포현공종회 14 현 ●

무숙공파종회 14 松茂 ● ●

●

증참판공종회 15 漢弼

신천공지경종회 15 壽漸

창순공파종중 16 昌淳 ● ● ●

양순공파종회 16 養淳

청헌공종회 17 宅賢 ● ●

사복시정공 18 鐥 ● ● ●

만중공종회 18 萬衆 ●

통훈대부공종회 18 鎰

생원공파법곳종중 19 燁之 ● ●

정랑공마산종회

정이공종회

19 宣之

정이공(어비리)종회 6

6

決

決

● ●

정이공파부사공종회 11 源海 ● ●

광주금당산종회 11 友賢 ●

공
숙
공
파

정이
공파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종보

봉익공

악은공

봉익공철원종회(회장:상하) 2 晟 ● ●

악은공종회(회장:상화) 4 元符 ● ●

재각

도총제공파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5 仁鳳 ● ●

판사공파 판사공종회(회장:상우) 5 義龜 ● ● ●

지성주사공파 지성주사공종회(회장:기찬) 5 繼年 ● ● ●

인수부윤공파 인수부윤공종회(회장:정구) 5 澄

인
수
부
윤
공
파

도정공파곡성종회 9 淳 ●

정랑공종회 9 澧 ●

내금위종회 11 滉 ● ●

절도사공원강종회 12 元剛 ● ●

군수공종회 13 俠

우발종회 13

참판공종회 14 之治

적공파종회 15

청평도위공종회 15 益顯

좌승지공종회 15

통천공종회 16 廷로

동지돈령공종회 16 廷紀

함흥공종회 16 廷最 ● ● ●

●

현재공종회 17 師正

성천공파오남종회 18 謙鎭

익모공종회 20 益模 ●

노학공종회 21 魯學

청만공파성신공종회 22 遠朋

안효공파 안효공종회(회장:명옥) 5 溫 ● ●

안
효
공
파

중추공 6 濬

수사공종회 10 巖 ● ●

임천공종회 10 鎭

진사공파종회 11 友俊 ●

청계부원군 11 友勝

군자감주부공파종회 12 沃

좌승지공파임피종회 12 淑 ● ●

수찬공파고척종회 12 譚 ●

용난재공종회 13 得進

공숙공종중 6 澮 ● ● ●

이경공종회 7 瀚 ● ●

판관공종회 7 湲 ● ●

사인공종회 8 順門

수찬공종회 9 達源 ●

효창공종회 9 逢源 ●

현령공종회(회장:동섭) 5 天柱 ● ●

현령공경남종회(회장:용태) 5 天柱 ● ●

묵곡판사공종회(회장:재화) 8 襲 ● ● ●

가곡당종회(회장:한섭) 8 遇明 ●

▶ 파종회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종보 재각

▶ 지역종회·종친회

지 역 종회명
찬조여부

서서울종회 ●
동서울종회 ●
영등포종친회 ● ●
청송골프회 ●
청심회 ● ●
부산종회 ● ●
부산청송회 ●
부산청년회 ●
대구종회 ● ●
대구 청·장년회 ●
인천종회 ● ●
청인회 ●

광주 광주청광회 ● ●
대전·충남지구종회 ● ●
대전화수회 ● ● ●
울산청년회
울산청송회 ●
삼척종회 ●
원주·횡성종회 ● ●
금화종회
춘천종회 ● ●
김포종회 ● ●
김포하성종회 ●
가평두밀리종회 ● ●
부천종회
성남종회
안성종회 ●
장호원종회
이천종회 ● ● ●
용인종회 ● ● ●
제천·단양종회
증평종회 ● ●
진천월촌종회 ● ● ●
충주종친회 ●
청주종회 ● ●
청주청송회 ● ●
공주종회
당진종회 ● ●
부여종회
전북종회 ● ● ●
전북청송회 ● ●
익산종회 ● ● ●
정·고·부 화수회 ● ●
임·순·남종회
순천종회 ● ●
장성돈목회 ●
함평종회 ●
여수종친회 ● ● ●
구미종회 ● ● ●
성주종회 ●
안동종친회 ● ●
안동청년회 ●
안동오평종친회 ●
김천지역종회 ● ●
청송청년회 ● ●
고성군종친회 ● ●
진주종회 ●
통영종회 ●
함안종회 ●
합천종회 ●

제주 제주종회
미주종회
일본종회 ●

캐나다종회 ● ●

장학 종보 재각

종회별 과거(종보 16년, 장학6년, 재각3년간) 찬조 현황
(2002년 ~ 2017년 3월 12일 현재)

중
추
공

공
숙
공
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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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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임원(이사)회비 미납 시는 2017년 4월 정기총회 임원 개선 시 임원에서 제외됨을 재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 종보(3월/5월/7월/9월/11월) 작정 헌성금을 공지합니다. 개인이나 종회에서 재각헌성금을 작정
하시면 대종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 작정하신 일자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종보에작정헌성금을 5월중헌성하는계획으로악은공종회(회장: 상화)가게시되었습니다.

3) 2016년 12월 3일(토) 종보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종회의 공지사항(총회공고 등), 종인개
인사업 광고 등의 광고료를 수납하기로 하 습니다. 광고료는 종보발행비로 충당합니다.

4) 대종회를 빙자한 각종 보첩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종회에서 수차례 공지한바
있었음에도 피해를 보는 종인들이 있어 재공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회는
책자 등 구매를 전화상으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요하지 않고 족보나 배지, 종보수첩 이
외에는 판매하는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책자나 가훈 등 판매
물이 도착하면 뜯지 마시고 발송처로 착불 반송해 주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2017년도 장학금 지급은 7월 청송에서 실시하는 뿌리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장학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각종 찬조금 명세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종회 재무이사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모범 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 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
망 시 대종회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바랍니다.

8)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 11권)에 6만원에 보급합니다.
9) 2017년 지로종보찬조 용지는 3월, 9월(연2회) 종보와 함께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간

2017년 3월 8일 299주기 경종대왕비 단의왕후
기신제향
아헌관 : 同燮

대종회 고문이신
대전 재 일가께서
보사상식집을 발간하
다.

역사상식

대전화수회 심재영
(대종회 고문)

·춘향일시 : 2017년4월19일(음력 3월23일) 
11:00 제향 후 총회를
개최 합니다.

- 총 회 : 2017년 4월 19일(수) 12:00
-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19, 망세정공 재실
- 안 건 : 2016년도 결산보고 승인

2017년도사업계획및예산승인의건
기타 종무에 관한 건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종회
회장 심 정 구

- 문의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42-4 
(☎:401-7377  팩스:404-7377)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정기총회

대종회에서 발간한 大同世譜(庚辰譜)와
首卷續編을 대폭 할인하여 보급합니다. 一
家여러분께는 널리 알려주시고 이 기회에
1질씩 모시기 바랍니다.

대동세보(경진보)와 수권속편 할인 보급안내

구 분 판매가격

대동세보 경진보 1질
대동세보 수권 1권

60,000원

수권속편 1질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1권
종보축쇄판 1권
제향홀기(휴대용) 1개
종사수첩(휴대용) 1권
배지 1개

50,000원

충북 진사공종회(회장 중근)는 3월 15일 대종
회를방문해청성백재각건립헌성금을전달했다.

연천청성백재각건립공사진척사진(2017년 3월 21일현재)

청송심문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천 4세조 청
성백·정안공 재각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
어 2017년 3월 30일(목)에 상량식을 갖고, 2017
년 11월 3일(금) 청성백 추향일에 재각 준공식
을 거행하게 됩니다. 

청송심씨 안
효공파종회에
서는 2월 28일
안효공종회
명옥 회장, 상
화 대종회 부
회장 및 각 지
파종회장과
일가 200여 명
이 참석한 가
운데 성대히 준공식을 거행하 다.
안효빌딩은 대지 2,203㎡ 건평 21,723㎡에 지하

5층과 지상 13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안효공파종
회는 물론 종인을 위한 유용한 재원이 될 것이
다. 안효공종회는 대종회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발전적인 조언을 하고 있으며, 특히 종원
들 간에 화합을 잘 이루며 재산관리도 효율적으
로 잘하고 있는 모범종회이다.

대종회 정관 제28조2항에 의거 2016년 회계연
도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 다.
일 시 : 2017년 2월 28일(화) 오후 4시
장 소 : 대종회 회의실
참석자 : 감사 3인(상렬/주섭/현보)외집행부전원
각 부문별(청성백재각 건립회계) 예산과 실적
을 확인하고, 향후 유동자산 확보, 수익사업 활
성화 등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상호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 다.

6세조 공숙공(諱澮)선조님의 직계 손
이신 9세조 진사공(諱幹), 10세조제천공
(諱宗元), 11세조정언공(諱岺), 풍덕공
(諱荀), 생원공(諱蓉), 13세조 어모장군
(諱量) 6위의 묘소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2017년 3월 6일 공숙공 묘하로 천장(遷
葬)하여 모셨습니다.

청송유사 : 심상복
발령일 : 2017년 3월 1일

-청송심씨대종회-

청송심씨 5세조 안효공(諱 溫)파종회

안효빌딩 준공식 거행

2016 회계년도정기감사실시

정감사기수검장면 (2017년 2월 28일)

안효빌딩준공식장면

천장(遷葬)후의묘소전경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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