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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46회 정기총회 결과보고
日時 : 2016年 4月 12日(화) 11시 40분
場所 : 성균관 유림회관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 결 의 내 용 -
제1호 의안 :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 2015년도 사업수지 총괄실적

* 이익잉여금처분 : 특별회계 4천만원→ 목적사업(일반)회계 전입

제2호 의안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2016년도 예산 총괄표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개정
■ 제15차 정관 개정내용

제4호 의안 : 임원(부회장) 선임
심의칠, 심상록, 심정보 등 3인을 부회장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내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함

과 목 2015년 실적 2014년 실적 전년대비증감
수 입 438 476 △38
지 출 389 407 △18

법인세 차감전이익 49 69 △20
법인세 7 13 △6

당기순이익 42 56 △14

(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6년 예산 2015년 실적 전년대비증감

수 입 439 438 1

지 출 400 389 11

법인세 차감전이익 39 49 △10

법인세 7 7 -

당기순이익 32 42 △10

(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당 초 개정안

第10條(任員의 職務) 本會 任員은 다
음의 職務를 擔當한다.
1. 顧問 및 指導委員은 宗務全般에 關
하여 助言한다. 但 指導委員會規定은
會長團會議에서 定한다.

第10條(任員의 職務) 本會 任員은 다음의
職務를 擔當한다.
1. 顧問은 宗務全般에 關하여 助言한다.
단서규정 (삭제)

第8條(任員의 任期)
2. 任員 中 副會長 監事의 缺員이 생

길 때에는 會長團 會議에서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但 任期는 前
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9條(任員의 任期)
2. 제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補選된 任員
의任期는前任者의殘餘期間으로한다.

第13條(總會 召集) 
2.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

定할 때 또는 理事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第13條(總會 召集) 
2.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會長이 召集한다.

第16條(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改定 및 諸規定 認准에 關한 事項

第16條(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
다.
1. 定款改定에關한事項

第20條(機能) 會長團 會議는 本宗會
運營의 中樞的인 機關으로서(이하생
략)
7. (신 설)

第20條(機能) 會長團 會議는 本宗會 運營의
中樞的인 機關으로서(이하생략)
7. 기타 總會 또는 理事會에 상정할 案件에
關한事項

第23條(業務部署)
③ 文化部는 先祖德業宣揚 等 文化

·敎育에 關한 業務

第23條(業務部署)
③ 文化部는 先祖德業宣揚 等 文化·敎育

· 學에 關한 業務

第25條(諸規定) 本 定款 運用에 必要한 諸
規定은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 施行한다. 

第25條(諸規定) 本 定款 運用에 必要한 諸規
定은會長團會議에서決議하여施行한다. 

부칙
第19條 : (신 설)

부칙
第19條(15次 改正) 本 定款은 2016年 4月12
日 第46回 定期總會에서 一部를 改正하고,
同日字로施行한다.

第29條(宗中財産의 定義와 實地調査 確認)
1. 宗中財産이란 제3條 2項에서 規正 한

五處墓所의 位土 目錄에 登載된 財産으로
서 垈地, 田, 畓, 林野와 建物 等을 말한다.

第29條(宗中財産의 定義와 實地調査 確認)
1. 宗中財産이란 제3條 2項에서 規正 한 五處墓

所의 位土 目錄에 登載된 財産과二壇所의재산
으로서垈地, 田, 畓, 林野와 建物 等을 말한다.

第21條(會議)
2.會議는 在籍會員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하고, 案件은 出席會員 過半數贊
成으로 議決한다. (단서규정 신설)

第21條(會議)
2.會議는 在籍會員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하

고, 案件은 出席會員 過半數贊成으로 議決
한다. 단, 監事는 案件에 대한 意見陳述을
할수있으나議決權이없다. 

第11條(任員의 解任) 5. (신 설) 第11條(任員의 解任) 5. 任員의 義務를 履行
하지않았을때

第9條(任員의 選出)
2. 指導委員은 會長이 推戴한다. 
4. 正·副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
한다

第8條(任員의 選出)
2. (삭제)
4. 正·副會長, 監事는 會長團 會議에서
推薦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되, 解任·職務停
止·有故 등의 事由로 缺員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發生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會長
團會議에서代行者를補選한다.

당 초 개정안

第3條(事業)
2. 五處墓所 및 二壇所의 財産 管理
(중략) 五處墓所와 二壇所 收入金은

原則的으로 五處墓所와 二壇所의 關
聯事業에 限하여 活用한다. 

第3條(事業)
2. 五處墓所 및 二壇所의 財産 管理
(중략)五處墓所와 二壇所 收入金은 五處

墓所와 二壇所의 關聯事業 및 대종회의 發
展을위한事業에活用한다.

第6條(權利와 義務) 本會의 會員은
定款에서 定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
다.
1. ~3.호 : (신 설)

第6條(權利와 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 각
호의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1. 會員은選擧權과被選擧權을갖는다.
2. 會員은 總會에 參席하여 發言權 및 議決
權을行使할수있다. 
3. 회원 중 任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
야한다.  

第7條(任員)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
다. 1. 顧 問 若干 名
2. 指導委員 20人 內

第7條(任員)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 問 20인이내
2. 삭제

■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성균관 유림회관(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31) 

성균관대 정문 옆 (전화: 02-744-0677)
〔교통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10분)〕

■ 대상 : 청송심씨3세조청화부원군(휘:용) 후손 중 성인

◇ 부의안건
1) 정관 개정의 건 2) 임원 선출의 건
3) 소송행위 추인 및 종중명의 재산 관련 결의의 건
4) 수권 결의의 건 5) 기타사항

◇ 소집자
심능윤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장원길 378-45 
심상화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93번길 35, 반도보라빌@103동 105호
심일용 : 경기도 안성시 월덕천길 17, 한주@ 101동 601호(봉산동)
심철유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로 330-92 (사흥리 201번지)
심재현 :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67, 현신에버빌2차201동405호
심상렬 :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63길 10, 이문 e편한세상@108동-202호
심 섭 :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102번길 24-9(옥천동)  
※ 위 임시총회에 사정상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께서는 의결권한

(임원선출 제외)을 위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송심씨청화부원군파종중임시총회소집공고

2016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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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여러 아드님에게 벼슬이 제수되면 평생을 왜구의 토벌과 격무에 시

달려 동상을 입어 얼어터진 손발을 내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가나 들어오나 손발이 이렇도록 부지런히 노력했어도 겨우
이렇게 지내는데 너희들은 어찌 편안히 앉아서 벼슬을 받는단 말이
냐"라고 훈계하셨다.

(제 자 제 관 첩 출 수 족 시 기 군 전 왈)

(아 출 입 근 노 방 능 진 차 여 조 하 이 좌 형 작 위 호)

1. 일시:2016년 7월 23일 오전 12시 30분 ~ 24일 오후 2시 (1박 2일)
2. 장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5  

주왕산온천관광호텔 ☎(054)874-7000~6  

3. 참가인원 :약 100명 내외
4. 참가비용 :전액무료
5. 참가방법 : 참가희망자는 대종회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

아 작성하여 대종회에 접수 후 참가가능여부 확인해
야 현지 숙식이 준비됨

·1차 접수 : 2014부터 2016년도까지 대종회에서 선발된 장학생
우선 접수(장학생 접수기간 2016. 6. 15~6. 30 )

·2차 접수 :일반학생 및 일반인(청송심씨와 그 가족에 한함) 
(일반학생 및 일반인 접수기간: 2016. 7. 1~7. 15 )

*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기일
지켜 신청바람

6. 교통편 : 수도권 신청자는 7월 23일 오전 7시 서울역 건너편 남
대문경찰서 앞에서 버스 탑승가능(신청서에 버스 탑승
여부 기재, 선착순 40명에 한함) 

* 버스 탑승자 외 신청자와, 수도권 외 지역의 신청자는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청송교육장소로 집결

7. 본 행사일정은 현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행사문의 :대종회문화이사 갑택 (02)2267-7857, 9339)

■ 행사진행 일정표
◎ 서울출발 : 23일 오전 7시 서울역 건너편 남대문경찰서 앞 (정시출발)
◎ 행사 일정표
첫째날(23일)
1) 12:00  집결(청송 주왕산온천관광호텔)
2) 12:30~13:30 중식
3) 14:00~17:30 시조묘소 참배 및 사적 답사, 보광사, 만세루, 송소고택방문, 

악은공단소 참배, 중대묘소 참배, 만지송, 찬경루, 현비암
4) 18:00~19:00 석식
5) 19:30~21:30 동 상(용의 눈물)
6) 21:30~       자유시간 및 취침

둘째날(24일)
1) 06:30~07:30 조식
2) 08:30~09:20 회장인사 및 대종회 소개
3) 09:30~10:20 심후섭박사 강의(튼튼한 우리뿌리)
4) 10:30~11:20 동 상(선대사적)
5) 11:30~12:20 심상철교수 강의(개천에서 용 났네)
6) 12:30~13:40 중식 및 짐정리
7) 14:00        귀가

제9회 뿌리교육 및 교양강좌 실시

1392년 왕위(王位)에 올라 조선조(朝鮮朝)를 개국한 이태조(李太祖)
는 새 도읍지의 선정과 궁궐(宮闕)의 건설, 그리고 도성(道成)의 축조
에 적지 않게 심혈(心血)을 기울 다. 당초에는 계룡산(鷄龍山)에서
기초공사를 착수했다가 포기하고, 1394년(太祖3年) 친히 중신(重臣)들
을 거느리고 지금의 서울인 한양(漢陽)을 답사하고는 마침내 수도(首
都)를 한양으로 결정했다. 조선조(朝鮮朝)의 새 서울 한양의 궁궐(宮
闕)과 도성(都城)을 창건(創建)함에 있어서 청성백(靑城伯) 할아버지
께서는 총책임자(總責任者)로서 대역사(大役事)를 이룩하셨다. 

궁궐조성도감의 총책(宮闕造成都監의 總責)
개경(開京)에 돌아온 태조는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

을 설치하 는데, 이때 청성백(靑城伯) 할아버지께서 총책임자로 선
임되셨다. 1394년10월 왕실과 조정중신들은 한양에 도착하여 고려 때
세워진 한양부객사(漢陽府客舍)를 이궁(離宮)으로 삼아 천도(遷都)를
하고 정무(政務)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효시(都市計劃의 嚆矢)
먼저 정도전(鄭道傳)과 권중하(權仲和) 등이 공동으로 궁궐(宮闕)

종묘(宗廟) 사직(社稷) 관아(官衙) 도로(道路) 시장(市場), 그리고 성
곽(城廓) 등을 건설하기 위한 측량(測量)과 설계(設計)를 담당 하
다. 그해 11월에 경복궁(景福宮) 건립공사를 착수하 는데, 당초에 산
사의 승도들을 동원하 으며, 이듬해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1만
명의 장정 을 동원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1395년 9월에는 궁궐의 준공
을 보았다. 이때 건립된 건물은 정전을 위시하여 10여 채, 390여 간에
이르렀으며, 조정은 그해 12월에 새 궁궐로 옮겼으며, 이해부터 한양
을 한성이라고 고쳐부르게 되었다.

경복궁과 심문의 인연
1553년(명종8년)에 경복궁에 화재가 일어나 소실된 일이 있었는데,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12월에 완공을 보았다. 이때 선수
도감의 도제조(총책임자)로 당시 의정직에 계셨던 9세조 충혜공
(휘:연원)께서 담당하셨으니, 경복궁과 우리 심문과는 깊은 인연과 관
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 고종 초기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을 중건한 일이 있었는데, 준공되었을 때 고종은 개국 초
경복궁창건에 공로가 큰 청성백 등 여러분에 대해는 지방 관원에게
명해 그분들의 묘소에 특별히 제사를 드리게 한일이 있었다.

조선조 개국(朝鮮朝 開國) 때 새 서울 창건(創建)의 주역(主役) 청성백·정안공

顧問 宇永 委員長 甲輔 副委員長 相和 監事 相烈 委員 敏燮 委員 載緖委員 相植 委員 相錄 委員 載冕 委員 茂燮 委員 雄燮 幹事 總務理事 彦泰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재각건립추진위원

뿌리교육 및 교양강좌는 청송심문의 후손에게 선조님에 대한 행적과 그 은덕을 배울 기회를 부여해 청송심씨로서의 긍지를 심어주어 올바른 가
치관으로 국가번 에 이바지 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2016. 5. 30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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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 같은 이름의 물건이라도 그 품질
(品質)에 상하(上下)가 있듯이, 사람의 품
격(品格)에도 상하(上下)가 있지 않습니
까?"

“그러하지.”

“하오면, 어떠한 사람의 품격을 하(下)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짧아 언행(言行)이 경망(輕妄)스
럽고 욕심(慾心)에 따라 사는 사람을 하지
하(下之下)라 할 수 있지”

“하오면,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옵니까?”

“재물(財物)과 지위(地位)에 의존(依存)하
여 사는 사람의 품격(品格)은 하(下)라 할
수 있고, 지식(知識)과 기술(技術)에 의지
(依支)하여 사는 사람은 중(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니…”
“상(上)의 품격을 지닌 사람은 어떠한 사
람입니까?”

“자신(自身)의 분복(分福)에 만족(滿足)하고
정직(正直)하게 사는 사람의 품격(品格)을
중상(中上)이라 할 수 있으며, 덕(德)과 정
(情)을 지니고 지혜(智慧)롭게 사는 사람의
품격(品格)을 상(上)이라 할 수 있으리라.”

“그러하오면, 상지상(上之上)의 품격(品
格)을 지닌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옵니까?”

“살아 있음을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
이 목전(目前)에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거
나 슬퍼하지 않으며, 그것이 천명(天命)이
라 여기고 겸허(謙虛)하게 받아들일 수 있
는 사람이라면 가(可)히 상지상(上之上)의
품격(品格)을 지닌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제공 : 상은종보편집위원회고문

품격(品格) 있는 삶

1) 가톨릭(Catholic) : 가톨릭이란 말은‘일반적인’, ‘보
편적인’이란 뜻을 지닌 고대 그리스어 카톨리코스
(Katholikos)에서 나온 말
2) 게릴라(guerrilia) : 게릴라는‘작은 전쟁’이란 뜻의
스페인어로, 정면에서 싸워 승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될 때 몇몇 소부대로 하여금 적의 허를 찔러 기습적
으로 공격하거나 교란시키는 전법 또는 그 부대를 말
한다. 
3) 게이트(gate) :정치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 의혹사
건이나 스캔들을 이르는 말로 게이트(gate)는 1972년 6
월 발생한 미국의‘워터게이트사건(Watergate Affair)’에
서 유래했다. 
4) 나르시시즘(Narcissism) :나르시시즘을 정신분석학에
서는‘자기애(自己愛)’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애
착하는 일 또는 자신이 리비도(Libido), 즉 성적 에너지
의 대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네티즌(netizen) : 네티즌은 인터넷(lnternet)의‘네트
(net)’와‘시티즌(citizen)’의‘이즌(izen)’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로, 인터넷망을 하나의 사회로 보고 그 사회에
속한 시민, 즉 그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6) 노블레스(noblesse) :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 노블레스(noblesse)는 프랑스어‘노블레스 오블
리주(noblesse oblige)’의 준말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역하면‘귀족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되며, 이는 고
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뜻한다. 
7) 니힐리즘(Nihilism) : 니힐리즘은‘무(無)’를 뜻하는
라틴어 니힐(nihil)에‘주의(主義)’를 나타내는 어미 이
즘(ism)을 붙여서 만든 말로‘허무주의(虛無主義)’를
이르는 말이다. 
8) 돔(dome) :돔이라는 말은‘신의 집’이란 뜻의 라틴
어 도무스 데이(domus dei)에서 유래했다. 이탈리아에
서는 주교(主敎)가 살고 있는 교회를 두오모(duomo)라
하는데, 교회의 지붕을 원형으로 덮는 경우가 많았으
므로 원형지붕을 돔이라 부르게 되었다. 
9) 딜레마(dilemma) :딜레마는 원래 그리스어로‘둘’을
뜻하는 디(di)와‘명제’를 뜻하는 레마(lemma)가 합쳐
져서 만들어진 말로,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상황’을 일컫는 논리학 용어 다. 이것이 차츰 일
상용어로 쓰이면서‘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10) 랑데부(rendezvous) : 랑데부는 원래 프랑스어로
‘만나는’이란 뜻의 랑데즈(rendez)와‘지점’이란 뜻
의 부스(vous)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그래서
‘만나는 지점’이란 본뜻을 지니고 있지만, 그보다는
‘남녀 간의 회’를 일컫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
다. 이것은‘날짜’라는 뜻의 어 데이트(date)가‘남
녀 간의 만남’을 일컫는 말로 더 많이 쓰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1) 레임덕(lame duck) :레임덕은 말 그대로‘절름발이
오리’란 뜻이다.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 집행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과‘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총선
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
서 잘 관철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다.
12) 린치(lynch) : 린치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
고 개인이 멋대로 가하는 형벌이나 제재를 말한다. 때
론‘린치’란 말은 오늘날 개인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13) 메카(mecca) :‘그곳은 화 산업의 메카이다’처럼
메카(mecca)라는 말은 종종‘어떤 분야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곳’또는‘무엇의 본거지가 되
는 곳’을 뜻한다. 
14) 멘토(mentor) : 개인적인 지도자 또는 스승, 후원자
를 일컫는 말
15) 보이콧(boycott) :‘거부’, ‘배척’을 뜻하는 말로,

‘소비자가 일치단결하여 어떤 상품을 사지 않는 불매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노동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펼쳐지는‘거부운동’을 보이콧이
라 한다.
16) 사보타주(sabotage) : 사보타주란 말은 프랑스어로
‘나막신’을 뜻하는 사보트(sabot)에서 유래했다. 중세
유럽의 농민들은 여주의 부당한 처사가 있으면 이에
항의하여 나막신으로 수확물을 마구 짓밟았는데, 여기
서‘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다’라는 뜻의
동사 사보타주(sabotage)가 생겨났다.  사보타주는 태업
보다는 적극적이고 파업보다는 소극적인 노동쟁의라
할 수 있다.
17) 스토킹(stalking)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
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
로써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
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교육"문화코너 누구나 꼭 알아야할 외래어 상식(2)

시조묘소 입구 웅장한 소나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대식가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2인분의 음식을 혼자서 먹고 있었다.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혼자서 2인분의 밥을 먹다니…" 

라며 비웃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류 사회에서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전 늘 2인분의 밥을 먹습니다.

1인분만 먹고 1인분의 생각만 하는 것보다

2인분을 먹고 2인분의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자신이 정말 톡톡히 밥값을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한 사람이죠.

- 대종회관리부장 -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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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은 어디이며 무슨파 몇 대손인지요?
강원도 원주에서 둘째아들로 태어났으며, 都摠

制公의 18대손(23세)으로 고향에서 8대가 그 고
장에서 살았지요.
- 오랫동안 대종회의 감사와 부회장으로
봉사한 소감은?
1993년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 한번 유임

하여 1999년 6월 감사직을 끝냈습니다. 그간 회
계처리의 조직과 정관일부의 개정 및 종재실사
촉구 등 환골탈퇴(換骨脫退)하는 궤도에 올려놓
음으로써 지금이 있지 않나 자부심이 생깁니다.
2013년까지 12년의 부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부
회장 재임기간 중 조직내부의 전격적인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회장단과 집행부임원들의 노력으
로 인해 대종회는 승승장구의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 20년 전 대종회(집행부)와 현재의 대종회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1) 종재관리
방만한 관리에서 체계 있는 관리로 전환됐다

고 봅니다. 특정임원 마음대로 절차 없이 종재
를 임대하거나 무단사용의 방치로 그 수입의 누
락 및 횡령 등으로 종재의 관리에 있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5처 묘소
주위에 산재한 종재의 등기부등본, 지적대장 등
을 징구하여 종재관리대장을 비치케 하 고, 매
년 의무적으로 실사를 하여 그 실태를 정기총회
에 보고토록 정관에 의무화 하는 등 종재의 무
단사용을 단속하고 종재관리 운 수입의 증가로
대종회의 재정에 기여 하 다고 봅니다.
2)부동산특별법의 좋은 기회 상실
현재 종재의 명의가 차명(借名)으로 등기가

돼있는 상태에서 그 관리와 공과금부담은 대종
회에서 부담하면서 대종회명의로 변경하지 못하
고 있는 부동산이 여러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25일 법률 제7500호로
공포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
도된 부동산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
월 31일까지 사이에 물건지 관할 자치단체로 부
터 사실상 명의자와 다르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부동산등기법에 불구하고, 청송심씨대종회 명의
로 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별법조치법은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공포
될 때 실명화로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담하고
실명화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농지의 경작자명의 등기에 대하여 관계당
국에 건의 예외규정에 종친회명의 부동산에 대
하여는 경작자가 아니라도 종친회명의로 등기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토지공개념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아닌 종친
회 또는 임의단체 등의 소유 부동산이 있을 때
에는 종전에는 개인 또는 공동명의 만으로 소유
권등기를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지방 자치단
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그 단체의 명칭으로 부동산 보전등기
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종전 대종회의 편파적 운영에 대하여
단체에 규율인 정관이 있게 마련이지요. 종전

의 정관은 청송심씨 대종회의 명분이 명기되지
않은 불합리한 정관에서 비롯된 분열의 분위기
를 자아냈지만, 이의 해소를 위해 정관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어 있어 이의 불씨는 운 만 잘
하면 명실공이 대종회의 명분이 갖추어 지리라
믿습니다.
4) 종보 운영에 대하여
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친족 간에 소통의 매

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종보야말로 대종회의 신뢰
를 구축하고 종인들의 긍지를 심어주는 매개지
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내용이 충
실한 지면으로 채워줬으면 합니다.
5) 종인 종회탐방에 대하여
종인, 종회탐방은 종인 간 친목을 돈독히 한다

는 면에서 종인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좋
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6) 회장단의 운영에 대하여
대종회의 회장단 운 은 정관상 사실상의 의

결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명실공히 집행부의 합
리적인 업무수행을 돕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제
대로 운 되는 것 같습니다.

- 대종회 뿌리교육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시대로 가족 간 친인척

간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세상이 되었으
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할지 모르나 유교사상
에서 기본이 되는 삼강(三綱)중 부위자강(父爲
子綱)은 부자지간에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도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핵가족시대에는 부모와 자식 간 멀어져
만 가고 있어 도덕관이 허물어져가는 시점에 과
연 뿌리교육의 실효성문제도 생각해봐야 할 문
제라 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제례마저 간소화 또는 없어져가는 과도
기현상이라는 거지요. 
- 남다른 건강을 유지하면서 회계사로서 현
재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지요?

저는 한참 배워야 할 때 소년병으로 6.25참전
5년이라는 공백으로 배우지 못했다는 강박관념
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남보다 더 노력하여
야 한다는 신념이 건강유지도 되고 이상(理想)
을 추구하기 위한 열정(熱情)을 발휘하며 살아

가고 있지요. 
- 뿌리교육 시 <행복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강연을했는데행복이란한마디로요약하면?

행복이란 삶의 질이 흐뭇한 상태(기쁨과 만족
등)라 말 할 수 있으며, 즉 행복이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利他心)에서오고, 반대로 모든
괴로움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利己心))에서
온다고 했지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양지심(辭讓之心)사랑, 자비,(慈悲)와 보시(報
施) 봉사(奉仕)등은 복을 짓는 길이라 봅니다.
- 소년병의 실상과 나라로부터 보훈보상은
이루어졌는지요?

저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원주농업중학교 4학
년 재학 중 16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 5년간 군
대생활을 하고 제대한 소년병입니다. 6.25후퇴와
1.4후퇴를 전후 위급한시기 입대한 소년병이
29,622명이고, 이중 전사자가 2.573명입니다. 국
군의 병력 20%에 해당하며 최후보류 낙동강 방
어와 수도 서울 탈환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
다. 1953년 7.27 휴전과 동시 소년병을 귀가 복
교초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3년1개월간 전쟁을
치르고도 2~3년 후에 전역을 시켜, 소년병들의
회생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대국회(김
대중 정권)에서 19대국회(현 정권)를 걸쳐 국가
유공자로 예우해 달라는 입법발의를 했는데도,
소년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6.25참전 소년지원병들의 보훈보상과 명예회복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종회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대종회 홈페이지는 제가 건의해서 설치

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종회의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 등 후손에게 종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선조님의 좋은 글이나 심씨의
뿌리에 대해 게재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둘째, 우리 5처산소의 위토(종재)가 많습니다.
위토로서의 명분을 상실한지도 오래 됐고, 춘

추향제를 모시는 제사비용도 대종회에서 부담한
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결산내용에
위토의 임대(경작)수익은 4천만원에 불과하고,
금융수익을 기대한다는 것도 저금리 정책으로
불가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작료를 받고 임대하
는 것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저조한 수익실현이
고, 위탁을 하려고 해도 경작자가 없는 실정이
어서, 효율적인 종재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
다. 전국에 산재한 종재부동산에 대한 엄정한
현실파악을 한 다음, 산소의 관리상 불필요한
부동산은 매각하여 임대수익 부동산으로 전환함
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종인 탐방을 마치며…
적지 않은 연세에도 노익장을 자랑하시며, 젊

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사고를 가지신 고문님의
건강을 기원하오며, 대종회에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대담/글: 광섭 편집위원
동석: 갑택 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차기종인소개 : 극택삼우중량물(주) 대표이사

종 인 소 개종 인 소 개 심상은(沈相殷) 종보 편집위원회 고문

◇ 경력

강원도 원주출생

국민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감사원 부감사관

공인회계사

일봉세무회계사무소사 대표심상은(沈相殷)

대종회 고문

국민라이온스클럽 지대위원장 순국소년병위령제 좌로부터언태총무이사, 상은고문, 광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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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 丙申年 大宗會 主管 春享祭 奉行
文林郞公(諱 洪孚) 春享奉行

2016년 04월 05일(寒食)

始 祖 配 位
▶ 初獻 敏 燮
▶ 亞獻 載 鑛 宇 正
▶ 終獻 鎭 澤 世 求
▶ 大祝 華 燮
▶ 執禮 琬 澤

▶ 初獻
▶ 亞獻
▶ 終獻
▶ 大祝
▶ 執禮

中臺山墓所
載 春

載洪(청송회관관장)

中臺山墓所 春享奉行
2016년 04월 05일(寒食)

閤門祗侯公 配 位
▶ 初獻 敏 燮
▶ 亞獻 載 求 茂 燮
▶ 終獻 相 弘 相 植
▶ 大祝 玄 根
▶ 執禮 彦 泰

閤門祗侯公(諱 淵) 春享奉行
2016년 04월 17일(음력 03월 11일)

靑華府院君(諱 龍) 春享奉行
2016년 04월 19일(음력 03월 13일)

靑華府院君
▶ 初獻 振 裕
▶ 亞獻 相 植
▶ 終獻 榮 燮
▶ 大祝 哲 裕
▶ 執禮 彦 泰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 初獻 應 鎭
▶ 亞獻 彦 村
▶ 終獻 鍾 燮
▶ 大祝 哲 裕
▶ 執禮 彦 泰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春享奉行
2016년 04월 19일(음력 03월 13일)

靑城伯 配 位
▶ 初獻 敏 燮
▶ 亞獻 彦 村 彦 村
▶ 終獻 雄 輔 雄 輔
▶ 大祝 相 弘
▶ 執禮 彦 泰

靑城伯(諱 德符)春享奉行
2016년 04월 21일(음력 03월 15일)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春享奉行
2016년 04월 23일(음력 03월 17일)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 初獻 載 龍
▶ 亞獻 相 植
▶ 終獻 鍾 燮
▶ 大祝 相 昊
▶ 執禮 彦 泰

▶ 初獻 榮 燮
▶ 亞獻 宜 七 相 和
▶ 終獻 宇 永 聖 輔
▶ 大祝 華 燮
▶ 執禮 相 九

岳隱公(諱 元符) 壇享奉行
2016년 05월 01일(음력 03월 25일)

岳隱公(諱 元符) 配位
▶ 初獻 相 錄
▶ 亞獻 義 輔
▶ 終獻 相 弘
▶ 大祝 相 昊
▶ 執禮 彦 泰

都摠制公(諱 仁鳳)春享奉行
2016년 04월 23일(음력 03월 17일)

都摠制公(諱 仁鳳)

昭憲王后(世宗大王 妃) 春享奉行
2016년 04월 28일

昭憲王后
▶ 亞獻 相 國 ▶ 亞獻 甲 澤

仁順王后(明宗大王妃)春享奉行
2016년 04월 24일

仁順王后
▶ 亞獻 榮 燮

淑容沈氏(成宗大王 妃)春享奉行
2016년 04월 17일

淑容沈氏

구 분

始祖
(청송)

二世祖
(함열)

三世祖
(안성)

宗中(姓名) 金 額 宗中(姓名) 金 額 합계(원) 구 분 종중(성명) 금액(원) 종중(성명) 금액(원) 합계(원)

봉익공철원종회 200,000 선산종회 200,000

도총제공종회 200,000 대구 후섭 100,000

울산내금위종회 200,000 초대회장 장녀 윤경 200,000

대구종회 200,000 초대회장 차녀 선경 100,000

도총제공종회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상식 부회장 100,000

도총제공종회 100,000 상식 부회장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도총제공종회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인수부윤종회 300,000 파주 웅보 100,000

도총제공종회 2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상식 부회장 100,000
악은공회장 1,000,00 서울 욱섭 200,000
서울 극택 300,000 고문 우 100,000
대구 상하 300,000 대구 상정 100,000
서울 악은회 300,000 봉화 성규 100,000
수곡 한택 300,000 대구 상순 100,000
수곡 구택 300,000 봉화 태섭 100,000
대구종회 200,000 양 경보 50,000
의칠 고문 200,000 청송 홍섭 50,000
대전 화수회 200,000 대구 상철 200,000

1,400,000

600,000

4,100,000

800,000

500,000

800,000四世祖
(연천)

四世祖 配位
(청주)

四世祖
元符壇
(덕천)

2016年(丙申) 春享獻誠金 接受 內譯

※ 헌성금 전액 현지 제향비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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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사를 찾아서
4월 2일(음력 2월 25일) 사우(祠宇) 東湖祠

에서 지내는 五顯祖의 제향참사에 대종회 문
화이사님과 함께 大山타워 대표이사이신 在雄
종친의 안내를 받아 도착했다. 조선조말 서화
가 해관(海觀) 尹用求의 판서(板書)와 해강
(海崗) 金圭鎭이 쓴 만취정(晩翠亭) 현판과,
왕실화가 던 채용신이 그린 晩翠 沈遠杓公의
초상화, 그리고 이 고장 선비들의 詩文이 걸려
있는 팔각지붕(晩翠亭-광주시 문화재 자료 제
26호)과 솟을 대문이 우뚝 선 위풍당당한 동
호사 경내에 잘 가꾸어진 오래된 수목들을 바
라보니, 면면히 뿌리의 연원(淵源)을 지켜 온
이곳 후손들의 숭조상문(崇祖尙門)의 신념과
의지를 엿볼 수 있어 가슴 뿌듯했다.

세계도 및 입향 유래(世系圖 및 入鄕 由來)
시향조 이신 정랑공 九世祖 휘(諱) 풍(  )님

은 해주목사公 八世祖 휘 안지(安智)님의 五
男이시며, 망세정公 七世祖 諱 선(璿)님의 孫
이시며, 양혜공 六世祖 諱 석준(石雋)님의 曾
孫이시며, 인수부윤공 五世祖 諱 징(澄)님의
玄孫이시고, 청석백 정안공 四世祖 諱 덕부(德
符)님의 5대손이시다. 公께서는 어머니가 두
분으로서 贊成 경주 金從直의 따님과 군수를
역임한 四川 睦哲成의 따님이신데, 1482년에
睦氏 所生으로 태어나셨다. 관례(冠禮) 후 조
정에 出仕했으나, 1519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철산 지금의 암 월출산 부근에서 귀양살이
를 하다가 신면(伸免)된 후 나주군 노안면 기
만동에 이거 나주 나씨를 배필로 맞아 살게
된 것이 入鄕의 시원(始原)이라 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약 100여 년 후 그 현손에 이르러서
야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本村, 楠洞, 旺
洞)에 정착하여 세거지(世居地)를 비로소 이
루게 됐다고 한다.

종회의 구성
청송심씨광주광산정랑공종회는 六小門中

호당문중(諱 풍( ))님의 曾孫인 (12世祖 예

걸(  傑)님의 후손) 석계문중(12世祖 무경(武
敬)님의 후손)과, 암문중(12세 무동(武東)
님의 孫이신 14世祖 (해)님의 후손) 남동문
중 (12世祖 武東님의 玄孫이신 16世祖 萬信님
의 후손) 본촌문중(16世祖 萬伯님의 후손) 동
산문중(16世祖 萬紀님의 후손)으로 구성(構
成)되어 있으며, 본 문중에서 수단을 제출해
2000년 대종회에서 발간한 경진보에 등재된
宗人은 2,188명이나, 지금은 수많은 후손들이
동서남북 경향 각처에서 진취적인 도약의 후
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동호사 제향(東湖祠 祭享)
동호사는 구국 및 국난극복에 공훈이 크고,

치세관과 절의(治世觀과 節義)가 굳은 다섯
선조님들의 훈업을 현창추모(顯彰 追慕)함으
로써 호국 및 애민 정신의 의지와 절의 등 정
신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 귀감으로 삼기위
하여 지역사회의 유림과 종회의 立祠 환호이
찬(歡呼以贊)에 의거 창건되었으며, 주벽(主
壁) 靑城伯 左議政 四世祖 德符. 配享 仁壽府
尹 上將軍 五世祖 沈 징(澄). 忘世亭 觀察使
沈 선(璿). 己卯名賢 묵헌(默軒)公 沈 풍(  ).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삼암(三巖)公 沈
광헌(光憲)님의 위패를 봉안(奉安)한 사우(祠
宇)이며, 每年 位牌 陰曆 2월 25일 유교전통예
법에 의거 유림과 종친들이 모여 올리는 제향
이다.

제복을 단정히 입은 12諸官 都有司 장의(掌
儀) 자손, 광주지역과 인근 유림 등 50여명이
行祀場에 도열하여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집
례의 호창(呼唱)에 따른 폐례(幣禮) 삼헌례와
음복(飮福) 망예(望 )의 절차가 자못 엄숙하
고 경건하다. 조상님들의 위대한 발자취가 남
긴 가문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깨
닫게 되었다.

1956년 東湖祠 창건이후 문답 10마지기를
장만하여 제향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1963
년부터 설 향(享)을 연례행사로 정성껏 지내
오고 있다하니 문중의 조상숭배의 정성과 노
력은 숭조돈목의 본이 될 것이다.

명현의 업적(名賢의 業績)
沈德符: 작위는 靑城伯, 시호는 定安公, 號

는 허강(虛江) 字는 得之이시다. 고려 말 진포
대첩을 이룬 서해도 원수와 고려조 문하시중
을 역임하시고, 조선 개국 후에는 도성축성과
좌의정으로서 조선 개국의 기틀을 닦으셨다.

沈 징(澄): 字는 靑玉 仁壽府尹과 上將軍을
역임하셨으며, 世子교육과 上王殿 관리 및 국
방에 전념하셨다.

沈 선(璿): 字는 윤부(潤夫)이며 號는 忘世
亭이시다. 경기도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시
고, 단종조 절의공신(節義功臣)이시며, 世祖朝
에는 누소불기(累召不起)하고 낙향하여 忘世
亭을 짓고 풍류를 즐긴 處士이시다.

沈 풍(  ): 字는 호보(浩甫)이고 호는 묵헌

(默軒)이시다. 천자고명(天資高明)하시고, 학
문은 숙성하 으며, 趙光祖 개혁 정책에 동조
참여했다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곤장의 화를
입고 철산 지금의 암 월출산으로 유배 되었
으며, 유배지에서도 정암(靜菴) 趙光祖 선생의
방면상소를 올린 의인이셨다. (金堉이 쓴 己卯
名賢錄에 沈 광헌(光憲): 字는 彦章 號는 삼
암(三巖)이시며, 임진왜란 시 의병을 모집하여
李舜臣 막하에 들어가 옥포, 노량 해전에서 수
많은 적선을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으며, 강릉
전에서 명나라 장수 宋大贇(빈)을 위기에서
구하고, 김해 부사에 제수되었으며, 선무원종
공신이 되었다.(宣祖38년 宣武功臣都監褒賞
宣武原從功臣錄券, 李舜臣 全書-同義錄, 羅州)

경모재(敬慕齋): 1918년 선무원종공신 10世
祖 諱 광헌(光憲)님의 전공을 기리고 현창하
고자 전 종원이 합심갈역 하여 광산군 동호동
(삼암공묘소 옆)에 창건하 다.

보현재(寶賢齋): 1947년 始鄕祖이신 己卯名
賢 9世組 諱 풍(  )님의 묘전(나주시 보산동)
에 제례 행사를 통하여 유훈을 선양하기 위하
여 건립하 다.

종원에 당부
인수부윤공종회의 제향행사 지원금 30만원

과 광산구청 문화재 관리 지원금 15만원 및
종답에서 나오는 도조만으로는 선조님이 닦아
놓은 門事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출
향한 후손들이 조상님을 제대로 받들 수 있도
록 자주 찾아주시고, 성원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회에 대한 제언
서해도 원수 4世祖 청성백 할아버지의 진포

대첩은 청사에 빛나는 업적입니다. 진포(현 군
산)유적지에 세워진 공적비에는 최무선의 업
적은 자세히 기록되어있으나, 진포대첩의 위
업을 이룬 서해도원수이신 정안공의 업적은
겨우 諱字만 기록되어있다고 합니다. 임진왜
란 시 거북선을 만든 나대용의 업적보다는 聖
雄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또한 羅氏 문중에서
는 羅世 장군의 대형 공적비를 1996년에 금강
하구(장항읍)에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4세
조 할아버지의 업적을 현창할 수 있도록 진포
유적지에 공적비를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충심으로 제언합니다.     2016. 4. 2

대담/글: 秀永종보편집위원
동석: 甲澤문화이사

靑松沈氏 光州光山正郞公宗會 탐방
(청송심씨 광주광산정랑공종회)

종회탐방
시리즈 
(27)

심은구(沈垠求)

광주광산정랑공종회會長

·부회장: 保求, 載均, 遠杜, 澈求, 愚倫

·총무이사: 在煥

·재무이사: 在文

·경모재 관리이사: 在源

·관리유사: 在源. 愚悅

·보현재 관리유사: 在元, 在源, 在益, 愚悅

차기 종회 탐방예정

대구청년회

탐방일자 : 2016년 7월 2일

탐 방 원 : 성택 편집위원

갑택문화이사, 언태 총무이사

동호사 제향 경모재 만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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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공숙공종중(회장웅섭), 사어공종회(회장:인섭)
60,000 (전남)강채
50,000 (고양)문석, (서울)석열

종보찬조

200,000 대구종회(회장 :우정)
100,000 (대구)현석, 안동종회(회장:재덕), 진주종회(회장:윤수), 12세절도사공종회
10,000 (전남)기백

총회찬조

·종보찬조 경기상경 →서울상경

·재각헌성금 강원정보 →대전정보

118호 수정사항

50,000 15년분 (청주)명언, (안양)순섭, (경기)상찬
16년분 (대구)현석, (전남)정식, (경기)상영, (광주)종덕, (인천)준구, (안양)순섭, (경기)상찬, (경북)재숙, (경북)의석, (서울)재덕, (경기)철유, (경기)흥주, (대전)규찬, (서울)웅섭

(경기)진유, (대전)규선, (대전)일섭, (전북)상도, (인천)응무, (경기)언촌, (경기)명석, (서울)상한, (경북)상완, (전북)두섭, (경기)우식, (전북)상근, (경북)재근, (인천)재안
(경기)종흥, (서울)창보, (서울)재구, (경기)문석, (서울)준보, (경기)재문, (경기)영섭, (서울)용진, (연천)양섭, (대구)훈, (서울)은식, (서울)삼규, (충남)재중, (강원)정보
(서울)원섭, (경북)재옥, (경북)재홍, (경북)상국, (경북)상희, (강원)희섭, (경북)원섭, (경북)상철, (충북)재용, (충북)재복, (충북)상호, (충북)명언, (서울)우섭, (인천)대식
(인천)재석, (김포)상홍, (경기)재서, (경기)재열, (경기)완보, (전북)재정

임원회비

3,000,000 대전세종충남종회(회장:현근)
2,000,000 장령공파종회(회장:양평)
1,000,000 원주종회(회장:정보), (거창)회섭, 사어공종회(회장:인섭), (경북)이옥선
500,000 전북청송회(회장:재기), 고성군청송심씨종친회(회장:재화), 법곳종회(회장:재인)
200,000 (용인)규원, (김포)남섭, (무주)창호
100,000 (서울)란수, (전북)봉남, (김포)상훈, (고양)인보, (고양)문석, (강원)청택, (마산)영섭

(무주)정호, (수원)언촌, (남양주)홍섭, (시흥)희보
90,000 (전북)형섭
50,000 (서울)재도
30,000 (광명)동택
20,000 무명
10,000 (인천)구섭, (수원)상렬, (광주)현구

재각헌성금

■개인천만원, 종회 5천만원이상은준공까지사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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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청헌공파
공주종회

(회장 명용)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6년 3월

정랑공파
함안청안재종회
(회장 재균)

종보찬조
50만원

2016년 3월

대종회 이사

(광섭)

종보찬조
50만원

2016년 3월

5세조판사
공종회

(회장상우)
종보찬조
50만원

2016년 2월

사어공종회

(회장 인섭)

종보찬조
100만원
2016년 5월

수운판관공파마
산종회

(회장규실)
장학찬조
80만원

2016년 1·3월

안효공파종회

(회장 명옥)

종보찬조
500만원
2016년 2월

정이공파
어비리종회

(회장석문)

종보찬조
50만원

2016년 2월

광주부윤
공파선산종회
(회장 우정)
장학찬조
500만원
2016년 2월

각종 찬조현황 2016. 3. 26 ~ 2016. 5. 22

2016年度 安孝公(諱:溫)派宗會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은 參席 바랍니다.
- 다 음 -
가. 日 時 : 2016年6月9日(목) 

(午前10時-端午節祀奉行. 11時-定期總會開催)
나. 場 所 : 수원시 통구 이의동401번지(安孝公 墓前 및 齋室)
다. 主要內容(附議案件)

1. 2015년도 決算(案) 承認의 件
2. 2015년도 利益剩餘金 處分(案)承認의 件

3. 2016년도 事業計劃(案)承認의 件
4. 2016년도 收支豫算(案)承認의 件
5. 議決權 委任承認의 件
6. 4世祖 靑城伯 齋閣建立誠金(3억)協助 同意의 件

라. 其他 : 전국 각 지역 및 지파종회에서 단체로 참여하실 경우는
참석 인원을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31-253-8060 팩스031-254-8066)

2016年 5月 30日
靑松沈氏安孝公派宗會 會長 沈 明 玉

가. 日 時 : 2016年 6月 9日(목) 
(午前10時-端午節祀奉行. 11時- 定期總會開催)

나. 場 所 : 수원시 통구 이의동401번지(安孝公 墓前 및 齋室)
다. 主要內容(附議案件)

1. 2015년도 決算(案) 承認의 件
2. 2015년도 利益剩餘金 處分(案)承認의 件
3. 2016년도 事業計劃(案)承認의 件

4. 2016년도 收支豫算(案)承認의 件
5. 議決權 委任承認의 件
6. 4世祖 靑城伯 齋閣建立誠金(3억)協助 同意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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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年 5月 30日

靑松沈氏安孝公派宗會 會長 沈 明 玉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 開催 公告

2016年度 安孝公(諱:溫)派宗會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은 參席 바랍니다.

- 다 음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에 소재한 주왕산은 원래 우리시조
문림랑공의 보광산소 정면 안산(案山)으로 우리 종중 소유 임야 는
바, 1919년에 일제(日帝)에 의하여 시행된 산야구분 측량 시에 일제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측량하는 것이라는 풍문에 의하여, 현지 종중에서
는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다만 주왕산 내 하
천변 암벽에다가 큰 글씨로{周房洞天文林泉石} 경치좋은 주왕산은 문림
랑공의 샘과 돌(즉 소유이다)라는 8자를 새기고, 그 옆에다 소자로 {宗
有司 沈能昌:沈琥澤}이라 9자를 각자하는 암벽의 선택이 잘못되어 불
과 85년이 지난 현재에는 근년의 대홍수(大洪水)로 암석이 떠내려 오
면서 글씨를 쓴 암석을 때려서 각자된 암석이 파괴되어 멀지 않아서
또 한 번 홍수가 지면 완전히 파괴 붕괴되어 유실될 처지에 있어서 다
른 곳의 암벽에다 다시 각자 하 으며, 주왕산은 현재 국유지이고 국
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왕산 내의 절승지(絶勝地)인 옥녀탕에서 동쪽으로 약4Km 들어가

면 내원동에 우리 종중 소유의 위
토인 전6필지 3.697평과 대지 4필
지 1.043평이 주왕산의 한가운데
있어서 주왕산은 우리 종중 소유

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주왕산 입구에 소재한 대전

사(大典事)에도 다른 사찰에는 불상
을 봉안(奉安)하는 정전(正殿)은 대
웅전(大雄殿)이라 현판(懸板)되 으
나, 대전사정전만은 보광전(普光殿)
이라 현판되어 있으며, 역대(歷代)왕조(王朝)의 예조판서(禮曹判書)로부터
성급(成給)된 완문(完文)에도 명백하게 경상도 청송부의 보광산 대전사와
보광사는 소헌·인순양성모(昭憲仁順兩聖母)의 시조산소를 수호하는 제궁
(齊宮)이라는 완문이 8통이나 성급되어 현재종중에서 보관하고 있다.

청 송 주 왕 산 (周 王 山)

주왕산 대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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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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성백·정안공 재각건립에 관한 사항
○ 재각건립헌성금 지로모금은 2016년 6월 30일자로 마감합니다.

(단, 재각건립헌성금 계좌로 직접입금은 계속유지)
○ 2016년 7월 종보 2면에 그동안 재각건립헌성금 접수내역을 게재합니다.

(2014년~2016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헌성금 내역)
○ 2016년 7월에 개최하는 재각건립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는 2016년 9월 종보에 게재합니다.

2) 2016년 뿌리교육 및 교양강좌〔7월 23일(토) ~ 24일(일)〕에 청소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대종회 문화이사에게 참가신청

3) 각종 찬조금 명세에 착오가 있을시 필히 대종회 재무이사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종보찬조 지로용지는 7월과 11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5) 모범 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 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 시 대종회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바랍니다.
6)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신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 11권)에 6만원에 보급합니다. 

신간

대종회 종보편집위원인 동섭 일가가 지도교수인 許淃洙 한문학과 교수와
의 서신 중 교육적인 내용을 모아 수상집 [푸른솔의 氣像처럼]을 발간하 다.

‘푸른솔의 氣像처럼’발간

종회별 임원개선 명단

종회명 / 직함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 구석, 우정, 태 무석

載福

천석, 충현 형주, 진호

고 문 회 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수사공파 함안종회 碩輔, 炯輔 揆碩 喜輔 洪輔仁輔

정구인수부윤공파종회 완구 재구 창보 종혁, 대식찬구, 진식

안녕하십니까? 
청송심씨 곡산공파 세보 편찬위원

장 심 주택입니다. 종친님 댁내 건강
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곡산공파족보는 서기 1983년
(癸亥譜)가 발간된 이후로 어느덧 33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우리
곡산공파 종중은 여러 차례 종중회의
를 거쳐‘청송심씨 곡산공파 세보’를
편찬하기로 결의 되었습니다.

새롭게 편찬될 족보는 향후 우리 후
손들이 조상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
한 숭조사상을 고취하는데 훌륭한 지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
구나 어려움 없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한자와 한글을 병기합니다. 

특히 1983년(癸亥譜) 발간된 족보를 기준으로 편찬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역사인식
의 지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족보 소식을 알게 된 종인들께서는 주위에 연락되는 종인들에게도 소식을 전
하여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참여하여 자랑스러운 곡산공파족보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족보가 편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족보 편찬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내 유일의 수단전문 회사인
‘한국족보편찬위원회’에 수단(자료수집)을 대행하기로 계약하 습니다. 

과거 문중 유사 어른들이 하시던 수단을 전문회사에서 대행을 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단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편찬위원 또는 한국족보편찬위원회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심씨곡산공파세보편찬안내문

2016년 3월 18일 세보 편찬 계약 기념 사진

곡산공파 종중 족보편찬위원분들과

한국족보편찬위원회 장호익 실장

청송심씨 곡산공파 세보편찬위원장 심 주 택 배상

·준비서류 :결혼하신 종인(본인, 아들, 딸)의“가족
관계증명서”각각 1통씩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발
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 송부 시 서류 상단에 발송인의“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수단비용 :등재 비용은 종중에서 일괄 지원합니다.
·보첩비용 : 300질은 종중에서 일괄 부담하며 초과
부분은 추후 논의 후 결정합니다. 
5개 지파별(문의공, 훈도공, 선무공, 사어공, 도사

공) 누락되는 종인이 없도록 하기위해 수단비용은
일체 종중에서 지원하오니, 적극 참여바라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타인의 각종 유언비어에 현혹되 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주소 : (우.05737)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40(마천2동 32-2) 석일빌딩 6층 청송심씨 곡산공파
담당자 앞 (위탁회사:한국족보편찬위원회)
·문 의 : (02)403-9884 / (02)420-2675    
·팩 스 : (02)406-7664

<종중 임원> 
세보편찬위원장 심 주택 010-3228-3959
곡산공파종회장 심 상영 010-5288-3004

청송심씨 곡산공파 세보편찬위원회

<준비서류 안내>

청주종회는 2016년 정기총회에서 공로패 수여
및 총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사어공종회는(회장 인섭) 대종회를 방문하여
재각건립기금과 종보찬조 2백만원을 헌성하 다. 

◇ 임원개선 명단
·고문 : 우영, 의칠 ·회장 : 상화
·부회장 : 원섭, 욱섭, 동섭, 상목
·총무 : 홍섭(유사) ·감사 : 상철, 의보

악은공종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상화 대
종회부회장의 종회장 수락 인사장면

악은공종회 정기총회(2016. 5. 1)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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