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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심씨대종회 정관 17조 및 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 및 정
기총회를개최하오니임원과회원께서는모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이사회(10:40-11:30)- 유림회관 3층
총 회(11:40-12:30)- 유림회관지하 1층

장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 41, 파티움성균관
(구. 유림회관) 성균관대정문앞전화:02-744-0677

기타 : 4호선혜화역 1번출구→버스정류장마을버스 7번탑승후
성균관대정문앞하차
(셔틀버스이용시혜화역 4번출구우측베스킨라빈스앞
셔틀버스운영-사또안내자배치)

- 단체(버스)로참석할경우대종회로필히연락바랍니다.
(기념품및식사인원파악)

- 참석회원및회비 : 청송심씨성인각 1만원

- 참석회원 : 신분증지참(청송심씨성인외참석불가)
- 총회는개별통지가없으며문화일보에개최7일전에공고함

◇ 이사회(부의안건)
- 2015년도사업실적및결산승인의건
- 2016년도사업계획(안) 및예산(안) 승인의건
- 정관개정에관한건
- 기타사항

◇ 총회(부의안건)
- 2015년도사업실적및결산승인의건
- 2016년도사업계획(안) 및예산(안) 승인의건
- 정관개정에관한건
- 임원(부회장) 선임의건
- 기타사항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갑보

청송심씨대종회제64회이사회및제46회정기총회개최공 고

◎일시 : 2016년 3월 25일 (금) 오전 12시
◎장소 : 중구퇴계로 18길5(동보성)
◎참석 : 재적 16인중 11인참석

◎참석자 : 갑보회장, 부회장(상화, 상록, 상식, 상국, 명옥, 찬구, 일용, 
민섭, 재면), 상렬감사

1. 보고사항

2016년 3월 25일 오전 11시에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각건립 성금접수 및 기금현황을 보고받고 부족예산 확
보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며, 안효공과 인수부윤공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종회에 협조 서한문 등을 통해 재각건립 자금 지원을 적극 당부하기
로뜻을모았다.

제3차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추진위원회 개최

2016년도 제1차 회장단회의 개최결과 보고

구 분 내 용

전차 회장단회의(2015. 9. 9) 

의결사항

1. “안효공파종회 심명옥 회장을 대종회 부회장으로 선임”의결
2. 집행부가 지금까지 수행한 소송과 소송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추인하고, 향후 소송에 관한 일체를
회장단에서 집행부에 위임해 수행하기로 의결

3. 재각건립 성금모금 대책방안으로 지파종회에 협조 서한문을 전달하고, 전국 종인들이 성심 성의껏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지로용지를 발송하기로 의결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성금접수 및 기금현황

1. 2016. 3. 15 현재 성금접수 총금액 : 1억4천9백만원
2. 재각건립비 부족예산 : 약 8억원
○ 총 재각건립비 : 12억6천만원(증여세 2억원, 관리사 1억원등 3억원포함) 
○ 확보 가능예산 : 4억5천만원

- 성금접수금액 : 약 1억5천만원
- 대종회 예산 : 2억원
- 2016. 3. 16 이후 성금 예상금액 : 1억원(추산) 
※ 예상금 1억원에는 안효공종회와 인수부윤공종회는 미반영

장학금 지급 결과 ○ 총지급액 : 4천9백만원 (대학생 36명, 고등학생 26명)  
○ 지급일자 : 2016년 2월 23일

2. 주요의결사항

부의안건 의결내용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5처묘소 및 2단소 관리, 인터넷 족보 등재사업, 장학금 지급 등 사업실적 및 결산
(수입:4억3천8백, 지출:3억9천6백, 이익:4천2백 특별이익잉여금 4천만원 목적사업회계로 전입)을 원안대
로 의결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원안대로 의결

정관 일부개정안 개정내용은 금년 4월 정기총회 및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설명할 예정

임원(부회장) 선임에 관한 건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금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부회장 3인을 선출시 심의칠, 심상록, 심정보 일가를
추천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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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원래는 마전군 서면 장양리)에
있으니, 서남으로 서울까지의 거리가 120리이며, 묘소는 정동북쪽으로
뻗은 산맥의 축좌원이요, 배위 문 씨와 상하 봉이다. 
신도비명은 현손 우의정 통원(通源)이 지었고, 五대손 부윤 전(銓)이

글씨를 썼다. 
초배 송씨를 상분에 합장하였는지 의심되어 철마다 향사 때 양위합

설 하였더니, 영조기묘에 도총제공의 후손으로 원주에 사는 종인이 도
총제공 배위 동양군부인신씨 묘가 청주의 애동(지금의 분평동)에 상하
분으로 되어 있는 무덤을 찾았는데, 하분의 앞에 작은 비석이 있어 위
는 고묘이고, 아래는 동양군부인신씨(東陽郡夫人申氏)의 묘라고 되어
있었다. 
비석의 글씨가 마멸되어 겨우 자획을 구별할 만하므로 종중에서 재

차 유사를 보내어 증험하여 보았으나, 지석에 참고 될 만한 것이 없었
더니, 그 뒤 임진년에 후손 보국 수(  )가 경기감사로 재직 시에 청성
백 묘가 붕괴되어 족인 동은(東殷)으로 하여금 가서 봉축을 살피게 하
니, 동은이 그 합장여부를 살피고자 묘를 가로로 파서 봉심하였으나
합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송부인 묘가 청주 분동에 있음이 분명하므
로, 그 후부터 단설로 향사하였다. 
그 전에는 위전과 재각이 있어 4시 절사를 행하여 왔으나, 세상이 점

점 쇠퇴하고 의식도 절감되어, 매년 3월과 9월 15일 향사를 묘직이로
하여금 봉행하여 왔으나, 언제부터 정하여 행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번에 종중에서 제수의식을 다시 정하여 봉행하니, 안성산소의 예와
같이 따르게 하고 바꾸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연천 4세조 청성백 휘 덕부 산소사적(靑城伯諱德符山所事蹟)번역문

2016년도 춘계 향사일 안내(春季 享祀日 案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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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 휘(諱) 양 력 음 력 요 일 장 소

시조(始祖)
文林 公(諱:洪孚) 04. 05 한 식 화 경상북도 청송군 덕리 산33 보광사

二 閤門祗候公(諱:淵) 04. 17 03. 11 일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산64-1. 남당산

四

靑城伯(諱:德符) 04. 21 03. 15 목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04. 23 03. 17 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28. 계룡리슈빌아 204동104(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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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岳隱公(諱:元符) 05. 01 03. 25 일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景儀齎)

王后

昭憲王后(세종비)제4대 04. 28 양력고정 목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3 영능(英陵)

仁順王后(명종비)제13대 04. 24 4월넷째 일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강능(康陵)

端懿王后(경종비)제20대 03. 27 3월넷째 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23. 동구능 혜능(惠陵)

淑容沈氏 04. 17 4월셋째 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26(구 진관외동)

世宗大王 04. 08 양력고정 금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3영능(英陵)

宗廟大祭 05. 01 5월첫째 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157(종로3가종묘)

三
靑華府院君(諱:龍) 04. 19 03. 13 화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산19-6 묘전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04. 19 03. 13 화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64 묘전

◇ 대종회 주관

世 휘(諱) 양 력 음 력 요 일 장 소

五
安孝公(諱:溫) 04. 05 한 식 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401

三韓國大夫人(順興安氏) 04. 20 03. 14 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六
良惠公(諱:石寯) 04. 26 03. 20 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19

恭肅公(諱:澮) 04. 09 양력고정 토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종회로 문의바랍니다

◇ 소종회 주관

處(처) 職(직) 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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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철 010-7543-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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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섭 010-4056-8307

청송

4세조 청성백 정안공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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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젊은사형수가있었습니다.
사형을집행하던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分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
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어떻게쓸까?
그사형수는고민끝에결정을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

를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 마디씩 작
별인사를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

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있게 해준
땅에감사하기로마음을먹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인사와 기도
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
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 보려는 순간,
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 버린 28년이란 세월을 금쪽같이 아
껴쓰지못한것이정말후회되었습니다.
아~! 다시 한 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

다면…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
적적으로 사형집행 중지명령이 내려와 간
신히목숨을건지게되었다고합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 난 그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
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
고합니다. 
그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

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하
여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 문호로 성
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도스
토예프스키였습니다. 

자료제공 : 종보편집위원회상은고문

인생의 마지막 5分間

1) 컨셉(concept)= generalized idea(개념관념일반적인생각)
2) 아이템(item)=핵심내용.…품목종목항목
3) CEO= Chief Executive Officer(경영최고책임자)
4) 콘텐츠(Contents)= 내용, 목차. 한국=‘콘텐츠貧國’무선
통신망을통해제공되는디지털정보나내용물의총칭

5) 포럼(forum)= 대광장공개토론회
6) 로드맵(road map)= 도로지도방향제시도앞으로의계획
7) 키워드(Key Word)= 주요단어뜻을밝히는데
열쇠가되는중요하고핵심이되는말

8) 내비게이션(Navigation)
1. (선박항공기의)조종항해
2. 오늘날(자동차지도정보용어로쓰임
3. 인터넷용어로여러사이트를돌아다닌다는
의미로도쓰임

9)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약어는 wibro)= 개인 휴
대 단말기, 다양한 휴대 인터넷 단말을 이용하여
정지및 이동 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으로 무
선인터넷접속이가능한서비스

10)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오락 (연예)
11) 모니터링(monitoring)= 방송국 신문사 기업 등으

로부터 의뢰 받은 방송 프로그램 신문 기사 제품
등에대해의견을제출하는일

12) 컨설팅(consulting)=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
이나자문에응하는일

13) 매니페스터(manifester?)= 명백하게하는사람것
14) 퍼머먼트(Permanent:make-up)= 성형 수술, 반영구, 

화장빠마
15) 햇트릭(hat trick)= 축구에서 한 선수가 한 게임에서

3골이상득점하는것
16) 아우트쏘싱(outsourcing)= 자체의 인력 설비 부품

등을 이용해 하던 일을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를목적으로외부용역이나부품으로대체하는것

17)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
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환경

18) 콘써트(concert)= 연주회
19)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 지역 이기

주의현상혐오시설기피등
20) 그랜드슬램(grandslam)= 테니스 골프에 한 선수가

한 해에 4대타이틀 경기에서 모두 우승하는 것, 
야구에서타자가만루홈런을치는것

21) 카트리지(cartridge)= 탄약통, 바꿔 끼우기 간편한

작은용기, 프린터기의잉크롱
22) 버불(bubble)= 거품
23) UCC(User Created Content)= 이용자제작 콘텐츠 사

용자제작물
24) 패러디(parody)= 특정 작품의 소재나 문체를 흉내

내어익살스럽게표현하는수법또는그런작품
25) 메니페스토(Manifesto)운동= 선거공약검증운동
26)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컴퓨터에서신속한탐색

과검색을위해특별히조직된정보집합체
27) Take Out= 음식을싸갖고밖으로…도시락개념
28) 어젠다(agenda)= 의제협의사항의사일정
29)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고귀한 지위에

있는인사들에게상응하는사회적도덕적책무
30) 트랜스젠더(trans gender)= 성전환수술자
31) 패러다임(Paradigm)= 생각 인식의 틀, 또는 다양

한 관념을 서로 연관시켜 질서지우는 체계나 구
조를일컫는개념, 범례

32) 로밍(roaming)= 계약하지 않은 통신 회사의 통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것 국제통화기능 자동로
밍가능휴대폰출시

33) 프로슈머(prosumer)=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사람, 
기업 제품에 자기의견, 아이디어(소비자 조사해
서)를말해서개선 (푸로슈머전성시대)

34) 레밍= 나그네 쥐 앞만 보고 달린다 (레밍 정부
들쥐습관)

35) 스태크풀레이션= 고물가저성장(경제용어)
36) 시트콤= 시추에이션코메디의약자
37) 글로발 쏘싱(Global sourcing)= 세계적으로 싼 부품

을조합하여생산단가절약
38) 코스 등산= 여러개 산 등산(예: 불암, 수락, 사

패, 도봉, 북한산, 도봉근처에서하루자면서)
39) 일품등산= 한코스만등산 (주로 60대이상자들)
40) 디지털치매= 기억력 감소 뇌 파괴는 아니지만 모

든것을 PC나계산기등에의지하는사회적현상
41) SUV(Sport Utility Vehicle)= 스포츠차인데 중량이

무겁고 범퍼가 높으며 일반차와 충돌시 일반 승
용차는약 6~70%가더위험함

42) 매니페스터(manifester) = 명백하게하는사람(것)
43) 컨설팅(consulting) =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

담이나자문에응하는일
44) 사이코패스= 반사회적성격장애자

- 다음호에계속 -

교육"문화코너 누구나 꼭 알아야할 외래어 상식(1)

시조묘소 입구 웅장한 소나무

< 교통사고 >
·일본 -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와서 보험 약관과
보험지불내용을알려줍니다.
·미국 - 제일먼저교통경찰이달려와서사고경
위를조사하고처리결과를알려줍니다.
·한국 - 온동네를떠들면서렉카차가먼저달려
옵니다. 그것도 중앙선, 갓길 무시하고. 오고 또 오
고 또 옵니다. 아주 길이 막힐 때까지… 아주 신속
하게 옵니다. 그리고 어느 새 사람은 내동댕이치고
차만끌고번개같이사라집니다.

< 교통체증 >
·일본 - 교통체증이되면제일먼저기술자가달
려옵니다.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신호 체계를 바꿔
서작동시켜놓고갑니다.
·미국 - 교통경찰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신호를
무시하고수신호로교통체증을통제합니다.
·한국 - 제일먼저달려오는사람은

호두과자 ----> 3,000원
뻥튀기 ----> 1,000원
옥수수 ----> 2,000원

- 대종회관리부장 -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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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집안의 가풍에 따라 5형제 중 3형제
가 교수라고 하던데요?
선친은 영남대 사범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

임하신 국문학자 심재완(沈載完) 박사로서, 20여
년간대구종회회장으로봉직하셨다.  
선친의 영향을 받아 3형제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장남(홍필)은 ㈜택산 대표, 2남(정필)은 미
국 조지아대 교수, 3남(명필)은 인하대 명예교수,
4남(원필)은 안동대 교수, 5남(문필)은 프랑스에
서화가로활동중이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총
괄하셨지요?
2008년부터 회원 3천여 명이 넘는 한국수자원

학회 회장을 맡아 수자원 분야의 학문과 기술발
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던 차에 이명박 정
부가 들어서면서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장(장
관급)으로서‘4대강 살리기 사업(2009~2012)’을
처음부터끝까지총괄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가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수자원 분야 국책사업이었다. 이런
대형 국책사업의 장관급 추진본부장 자리에 고
위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수가 발탁 기용되어 약 4
년 간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끝까지 사업을 마무
리한것은유례가없는일이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때의 마음
가짐은?
4세조 청성백(휘:덕부) 할아버지께서는 1392년

조선 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가 즉위 3년째인
1394년에 한양에 천도하면서 신도궁궐조성도감
(新都宮闕造成都監)을 만들어 궁궐을 지을 때 총
책임자로서 성공리에 완공하셨다. 오늘날 경복궁
등 서울의 도성은 청성백 할아버지와 당시 많은
백성들의 노고 덕분이다.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총괄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
을 느꼈다. 훗날 후손들이 4대강을 지나며, “우리
몇 대 할아버지께서 이 사업을 주관하셨다”고 말
할 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모든 업무에
신중에신중을기하려고노력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지난 20세기가 검은 황금(black gold)인 석유 중

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푸른 황금(blue gold)인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한다.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대대적인 산림녹화를
통해 치산(治山)은 잘 했지만, 치수(治水)는 제
대로 해 본 적이 없다. 그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가뭄, 홍수로큰고통을겪었다. 우리나라는국제
인구행동단체(PAI)에서 정한‘물 부족 국가’이자
매년 홍수 피해 복구비용에만 4조원 넘게 지출해
왔다. 4대강사업은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洑) 건설과 대규모 준설, 그리고 둔치
에 공원 등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었다. 대운하
건설과는 무관한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고, 죽어
가는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는 정치도 이념도 아
닌강을살리는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에서 남산부피의 9배에

달하는 토사를 준설하고, 수백,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치워본 적이 없던 하천바닥과 고수부지에
쌓여있던 15톤 트럭 19만대 분량의 각종 쓰레기
와 폐기물을 제거했다. 이를 통해 큰 댐 5, 6개를
합친 정도인 11.7억㎥의 수자원을 확보했다. 4대
강 본류는 갈수위 대비 평균 약 1.77m 수위가 상
승해 홍수 예방은 물론 가뭄 시 수위 유지로 기
존취·양수장에안정적용수공급이가능해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
거듭 강조하지만, 4대강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홍수와 가뭄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이었다. 실제로 4
대강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가아니라다음정부일것이라고생각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라고 왜곡하며, 사사건건 억지주장을 펴면서 선
동적으로 흠집을 낼 때 정말 힘들었다. 그들은
수질 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 사실에 근거하
지않은우려와지엽적시각에서반대하였다.
하천공사는 단기간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강은 불확실한 기후, 강우 등의 자연현상과
밀접하고, 유역의 여러 요소와 복합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처음에 반대
가 많았던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철
도(KTX) 건설 등의 경우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높은평가를받을것이라고확신한다. 
이미 홍수 관리인 치수(治水)의 경우 최근 수

년간 4대강 인근 지역의 홍수 피해 소식이 끊겼
다. 또한 4대강 본류에 저장된 물을 활용하는 이
수(利水) 효과도 작년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때 입증되었다. 앞으로 4대강 친수공간(공원, 캠
핑장, 운동장 등) 활용도를 개선하면 4대강의 효
용성을 더욱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
을것이다. 
최근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간 도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우리나라는 10년만에 최악이라는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특히 충남 서부지역
은 더욱 심해 제한급수라는 최후 처방까지 내려
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충남도와 예산군의 긴급
건의에 따라 금강 공주보의 물을 끌어다 공주·
예산 지역의 농경지와 예당저수지로 흘려보내는
도수로(導水路) 공사를하고있다.
이 도수로 공사가 완공되면 충남 서부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

수로에 분기구(6개소)와 분기관로(2.1km)도 함께
설치됨으로써 부여군 등 도수로 주변 지역에 농
업용수 공급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역환경단체
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미 사업추진 절차상 법적
문제점이 없으며, 수질도 공주보 수질은 3등급으
로예당저수지수질 4~5등급보다깨끗한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 합리적
인 지적은 수용하되 객관적 사실과 전문성에 입
각해설득해나가면서추진해야할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11년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던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말 뒤늦게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
관리가 미흡하며, 준설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하
다”고 지적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
작년 12월 10일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또한 4대강 본류
(本流) 외에 지류(支流)에 대한 후속적인 집중
투자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태국, 모
로코 등 해외와의 4대강 시공경험과 기술 노하우
수출 프로젝트가 전담부서가 없어 제대로 진행
되지못한것은매우안타까운일이다. 

작년 인하대 정년퇴임 후 근황과 향후 계획은?
2012년 12월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장 임기

를 마치고 인하대로 복귀하였으며, 작년 8월 정
년퇴임하였다. 현재는 명예교수로서, 한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4대강 사업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수자원 분야의 산·학·연 협조
체제 구축 및 글로벌 물포럼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
한의 하천 정비를 통한 수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
축모델을연구하고싶다.
대종회에 대한 바람이나 건의가 있으시다면? 
종보와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장학

사업을 비롯하여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 사업 등
대종회의 활발한 활동과 종친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많은 소종회와 지역종회도 활발하게 활
동하고있는것이눈에띈다. 
심씨 종친들은 어느 성씨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반가워하며 결속이 되고 있다. 대종회에서
음악회, 문화강연 등의 행사를 매년 또는 격년으
로 주최하는 것은 어떨지? 이는 청소년과 종친들
의자부심을고양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2016년 3월 7일
대담/글상렬편집위원(광운대교수, 박사) 
동석 : 갑택문화이사, 언태총무이사

종 인 소 개종 인 소 개 심명필(沈名弼) 전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장

◇경력
경북선산출생(1950) 경북고, 서울대토목공학과
미국콜로라도대주립대토목공학박사
인하대사회시스템공학과교수(1986~2015)
인하대공대학장및공학대학원원장(2007~2009)
한국공학한림원정회원(2007~)
한국수자원학회회장(2007~2009)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장관급, 2009~2012)
대한토목학회회장(2014)
◇상훈
청조근정훈장(2012) / 홍조근정훈장(2007)
대통령표창(2002)
◇저서등
「사람과물」등저서 10여권, 논문 60여편
연구보고서 50여권, 학술발표 150여편등

심명필(沈名弼)

좌측부터상렬편집위원, 명필교수, 언태 총무이사 4대강전시장에서전이명박대통령께설명 양락태국수상이포교방문시설명과안내

■ 2016년 5월(종보119호) 예정
종인소개예정자 : 상은대종회고문
탐방일자 : 2016년 5월초
탐방원 : 광섭편집위원

갑택문화이사, 언태총무이사

차기종인소개예정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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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청송심씨대종회장학생

대 학 생

심승현
세명대

심준용
부산대

심도현
서울과학기술대

심헌규
대구예술대

고등학생

심규리
신일여고

심재윤
청원고

심수민
국제고

심미정
한양대

심종훈
계명대

심규현
군산대

심현진
카도릭대

심무경
민속사관고

심성용
오창고

심도현
사직고

심세리
백석대

심형진
웅지세무대

심예은
영남대

심선주
전주대

심보라
마산대

심우현
청송고

심정훈
인성고

심재혁
대진정보고

심재혁
장유고

심재성
한양대

심혜진
카도릭상지대

심용준
경북대

심윤보
전주교대

심정인
청송여고

심 훈
대동고

심유진
혜화여고

심은정
신선여고

심진용
연세대

심병수
강원대

심민준
고려대

심장헌
강원대

심재현
장훈고

심보성
광주전자고

심규보
중앙고

심현아
덕성여대

심근희
외국어대

심지현
한밭대

심재국
부산카도릭대

심지원
성산고

심재형
전남대부속고

심연하
제일여고

심아람
남서울대

심영선
숙명여대

심인보
광주대

심응국
강원대

심보경
우송고

심소연
세명고

심영림
예문여고

심지인
인천대

심재헌
고려대

심보형
조선대

심민현
한림대

심다은
동아대

심지용
계명대

심형준
부산대

심다영
충남여고

심재원
제천고

심세영
애니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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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淸安齋(청안재)를 찾아서
正郞公 11世 諱:智謙 以下 14世 宣傳官公

諱:槻(휘:규) 入漆祖 司僕寺正 諱:鏞(18世) 祖
上님을뵙기위하여 3월 8일오전 8시 40분서
울역에서 KTX에 승차하였다. KTX는 타임머
신을 탄 듯 미동도 없이 약 250여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서기 1700년대에 祖上님께서 사셨던
경남 함안군 漆原縣(칠원현-현재 함안군 칠서
면)을 향해 달린지 3시간 만에 역사 깊은 민
주의 성지 마산역에 도착하였다. 載運 정랑공
파 종회장님과 일가 어른들의 안내를 받으며
迎仁門을들어서니, 조상님의遺訓(유훈)을지
켜온 장엄한 淸安齋(청안재)가 반겨주어 가슴
뿌듯했다. 磅 (방전)한 安國山이 우뚝 솟아있
고, 풍기가 온순하고 洞天이 幽璲(유수)하며,
淸活한 匡廬川(광려천)이 南北으로 감돌아 勝
區落地(승구락지)를 이루었으니, 여기가 安基
洞이며 靑松沈門의 소거지로 崇祖敦睦의 산실
淸安齋다. 조상님께서 반기는 듯 온화한 숨결
을 느끼며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숙여 조상님
의명복을빌었다.
- 宗會設立 動機와 目的(종회설립 동기와
목적)
조상님의 묘소수호와 祭享奉行 및 종중재산

관리를 통하여 崇祖情神을 함양하고, 門中의
團合과 敦睦 번영을 위하여 행의를 실천 하고
자아실현하는데진력하기위함이다.
- 宗會의 現況(종회의 현황)
翼孝公 諱: 鋼(10世의) 넷째 아드님인 正郞

公 諱: 智謙(11世)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입월
조 司僕寺正 諱: 鏞(18世) 할아버지를 섬기는
分派로서宣傳官 14世諱: 槻할아버지의자손
으로 종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213가구
(450餘名)이다. 1982년 淸安齋 중건 후 齋室에
서 時享을 모시고 있으며, 2002년 함안군 산인
면 先塋(선영)에 210기를 安葬(안장)할 수 있
는崇祖堂(숭조당)을건립하여運營하고있다.
- 宗中略史 및 派系圖(종중약사 및 파계도)
宣傳官公(14世 諱: 槻)의 父는 藝文官(예문

관) 檢閱(검열) 尋陞(심승) 宣敎郞(선교랑)(13
世 諱: 廷熙)이시며, 母는 陜川李氏이시다. 公
께서는 1626년에 5男 中 3男으로 태어나셨으
며, 敎官公(12世) 諱(휘): 憬(경)의 孫이시며,
正郞公(11世) 諱: 智謙(一名 四源 八謙 中 넷
째)의曾孫이시다. 翼孝公(10世) 諱: 鋼의玄孫

(현손)이시며, 領議政 忠惠公(9세) 諱: 連源의
5代孫이시다. 宣傳官公의 字는 子旼(자민) 號
는 東隱(동은)으로 幼年期에 經史(경사)에 통
달하고 활쏘기에 두각을 나타내셨으며, 尤庵
宋時烈의 門下에서 학문과 경제를 自得하셨다.
尤庵의 薦擧(천거)로 宣傳官으로 활약했으나
孝宗의崩御(붕어)로북벌정책의뜻을펴지못
하시고, 疫病(역병)으로 1664년哀惜(애석)하게
도 39歲의 젊은 나이로 서거하시었다. 그 후
宣傳官公의 玄孫이신 司僕寺正(사복시정) 諱:
鏞(18世)께서 250여 년 전에 安基洞에 전거한
入漆祖이시다. 公께서는 淳厚寬仁(순후관인)한
資稟(자품)으로 草野에 蟄居(칩거)하여, 耕讀
(경독)으로 業을 삼고 孝敬(효경)으로 家範(가
범)을 세워 不求聞達하고, 곡은 이라 自號하여
悠悠自樂(유유자락)하며 선비로서의 德業을
베풀어 子姓이 日蕃(일번)하고, 門戶가 漸昌
(점창)해 家閥(가벌)을 이뤘으니 그 洪福(홍
복)이모두조상님의蔭德(음덕)일것이다.
- 宗中의 자랑
- 松山處士忠燮(1918년 7월生~1994년 5월卒)
公께서는 유년부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정도로 그 재능이 비범하였다. 주경야독으로
經書(경서)를 익혔으며 先代의 遺訓인 학문과
덕망을 쌓고 수신제가에 진력하였으며, 지극
한효성으로鄕里人들의칭송을받았다.
1949년 靑雲의 원대한 꿈을 안고 孑孑單身

渡日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금의환양 하였으
며, 1964년 松山建設株式會社를 設立하고 대표
이사에 취임하였다. 언제나 국가와 지역발전
을 위해 헌신했으며 每事 先公後私의 정신으
로 회사를 운영하셨다. 1974년 安基洞의 전화
사업을 추진하여 內線工事費 전액을 부담하였
으며, 마을회관 부지 450평과 건립자금 전액을
기부하셨다. 淸安齋舍 건립 공사비를 쾌척하
여 1982년 4월 竣工, 正郞公宗門의 숙원적 위
업을 이룩하였다. 1982년 2월 마산시에 학교법
인 義信學園을 설립하여 마산의신여자중학교
(15학급,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21)를
세워 마산의 여성 영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
성하였다. 公께서는 1994년 향년 77세의 노환
으로 仙化하여 安國山 貴人峰 先塋에 안장되
었으며, 處士의令息載廣이대를이어학교법
인이사장으로育英事業에전력하고있다.
- 漆西面長 相協(1882년 9월 生~1944년 4
월 卒) 功績碑
相協公은漆西面의面長으로서克勤(극근)하

고 稅收를 청렴하게 관리하고 따뜻한 성품으
로 면민과 同居同樂하며 善政을 베푼 공적을
기리기위하여 1920년면민이功績碑세웠다.
- 山仁面長 相鍊(1900년 5월 生~1967년 9
월 卒) 功績碑
匡廬川(광려천)이 해마다 범람하여 농토가

훼손되어 걱정이 많을 때 600여 미터의 제방
을 쌓아 自然災害를 根本的으로 예방한 공로
를 기념하기 위하여 長釜洑作人(장부보작인)
들이 1964년功績碑를세웠다.
- 慶州崔氏(1912년12월 生~1975년 1월 卒)

表烈碑
慶州崔氏 順任은 奎燮(24世)의 妻로 夫君이

만주 빈강성 파현학교에 奉職하게 되자 媤父
母를 奉養하면서 子女를 養育했다. 1941년 夫
君의 病報를 받고 만주로 가서 無不求進(무불
구진) 精誠을 다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사망했다. 고국으로 돌아와 살다 1945
년 單身 여자의 몸으로 만주로 건너가 夫君의
유해를 수습해 고향 安基洞에 안장했다. 이곳
鄕里의 漆原鄕校(칠원향교)에서 孝烈의 龜鑑
(귀감)으로삼고자表彰하고表烈碑를세웠다.
- 昌原黃氏(1928년 4월생~2004년 10월 卒)
孝烈 表蹟碑
昌原黃氏 養順은 本燮公(24世)의 妻로 시부

모에 대한 효심이 깊고 부군을 정성으로 받들
고 六親간에 화의가 돈독하여 인근에서 賢婦
라 칭했다. 夫君이 6.25 參戰 中 戰死한 후에
도 변함없이 媤父母를 봉양하고, 자녀교육에
진력한 공으로 漆原鄕校에서 후세의 龜鑑(귀
감)으로 삼고자 孝烈表彰과 碑文을 내려 表蹟
碑(표적비)를세웠다.
- 宗員에 대한 바람
우리는 三韓甲族의 후손입니다. 선조님들의

삶을 龜鑑으로 삼아 나를 닦는데 게을리 하지
말고 顯達(현달)하는 후손이 되어 조상님의
명예를 빛내고 나라의 棟梁之材(동량지재)가
되어주기를바랍니다.
- 大宗會에 대한 提言(제안)
吾子孫世世勿與朴氏相婚也(오자손세세물여

박씨상혼야라)
내자손은대대로박씨와혼인하지말라!
5世祖 安孝公 할아버지께서 死藥을 받으며

남긴遺訓입니다. 그동안우리후손들이잘지
켜왔다고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는 가치관의 변화 속

에서 살고 있으며,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
니다. 이제 遺訓의 족쇄를 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容恕로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大
人의 寬容(관용)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
종회 차원에서 두 家門의 解寃(해결)의 方案
을강구해주셨으면합니다.
맺는 말 : 지면관계로 조상님의 발자취와

업적을 요약한 부분과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
구관(정랑공파회장載運) 고위직공무원, 교육
계, 중소기업 등 경향각지에서 국가의 百年大
計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후손들의
활동상을 記述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貴 宗中의 閥閱(벌열)과 發展
을衷心으로祈願합니다.       2016년 3월 8일

대담/글 秀永종보편집위원
同席: 甲澤문화이사

正郞公派咸安淸安齋宗會 探訪
(정랑공파함안청안재종회 탐방)

종회탐방
시리즈 
(26)

심재균

정랑공파함안청안재종회회장

會長:沈載均 顧問:相守

理事:承璟, 載術, 士燮, 相龍, 載龍 副會長:  燮

監事:昌燮, 載 總務:載廣

차기 종회 탐방예정

인수부윤공파 광주광산정랑공종회 (회장:재웅)

탐방일자 : 2016년 4월 2일

탐 방 원 : 수영 편집위원, 갑택 문화이사

정랑공파종인과 청안재에서 대를 이은 재광 학교법인 이사장 공덕비 및 표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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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안효공파종회(회장:명옥)
2,420,000 이세기
1,000,000 청헌공파공주종회(회장:명용)
500,000 정이공파어비리종회(회장:석문), 5세조판사공파종회(회장:상우), 정랑공파함안청안재종회, 광섭(은평구)
300,000 수운판관공파마산종회(회장:규실), 봉익공철원종회(회장:상하)
100,000 신천공파종회(회장:윤섭), (서울)유섭, (인천)재경, 김포종회(양섭)
60,000 (전남)강채
50,000 (경북)재덕, (경기)상경, (서울)훈, (천안)종방, (서울)관식
30,000 (수원)재홍
20,000 (양주)영보
10,000 도사공종회(회장남섭), 재숙, 필보, 재운, 민성, 상연, 남섭

종보찬조
3,000,000 갑보회장
300,000 일용부회장 상국부회장

이사회비 50,000 (충북)성래, (충북)재영, (경북)재덕, (대전)의철, (강원)무식, (광주)상우
(서울)석희, (인천)석문, (경기)응하, (경기)석용, (서울)상경, (서울)봉섭
(서울)옥인, (서울)인섭, (전북)주섭, (강원)상하, (강원)재택, (강원)상민

임원회비

5,000,000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회장:우정)
1,000,000 청헌공파공주종회(회장:명용)
100,000 신천공파종회(회장:윤섭)

김포종회(회장:양섭)

장학찬조

5,000,000 광주부윤공파선산종회(회장:우정)
2,000,000 (울산)규선, 판사공종회(회장:상우)
1,000,000 재홍고문, 재웅(광주정랑공종회), 광주정랑공종회(회장은구), 무숙공파종회(회장:길섭), 상렬감사, 대전화수회(회장:성보), 의칠부회장, 상국부회장
500,000 충주종친회(회장:성래), 감찰공충주종회(회장:성래), 상은고문, (서울)상철, 신천공춘천팔원공파종회(회장화섭), 길섭(무숙공파종회장)
300,000 (대전)의철, (수원)응진, (서울)재금, 은구(광주정랑공종회장), 정고부화수회(회장:재오), (곡성)상온, (수원)효섭, (강원)정보
200,000 (전남)현태, (전남)강채, (서울)영일, (서울)일섭, (대구)훈택, (이천)용준, (경기)우식, 주섭감사
150,000 (전남)우섭, (서울)윤근
145,790 (대전)재운
100,000 (인천)웅택, (순천)명섭, (인천)창용, (대전)재명, (경기)수영, 재영고문, (강원)재구, (경남)순보, (당진)천보, (경기)찬보, (용인)흥구, (장성)정섭, (전남)태식, (서울)영섭, (수원)언촌, (당진)상하, (양주)영보, (서울)유섭

(순천)학촌, (경기)태섭, (서울)재덕, (서울)유섭, (전북)상만, (서울)윤도, (강원)승권, (경기)연식, (충북)경보, (충남)윤식, (대전)건섭, (경기)영섭, (서울)학길, (경기)영희, (경북)정자, (경기)극택, (경기)서섭, 영등포
종회(회장:경용), (용인)영보, (연천)재일, (서울)상한, (부안)재오, (부산)우익, (대구)응호, (진주)재문, (경남)정건, (화성)완섭, (인천)흥보, (수원)태식, (구례)왕섭, (춘천)준섭, (공주)재희

50,000 (창원)원섭, (서울)대섭, (광주)재익, (수원)재동, (인천)원보, (충남)재은, (안양)흥섭, (강원)무식, (전북)상영, (충북)광섭, (대전)규일, (대전)정학, (강원)하식, (강원)상집, (경기)이섭, (인천)진택, (충북)광섭, (대전)원중, (서울)호근
(경북)기송, (경북)상덕, (경기)상봉, (경기)원섭, (서울)종익, (부산)종태, (서울)현진, (경기)상복, (경기)근택, (인천)평택, 경용(영등포종회장), (경북)상압, (서울)승보, (함안군북) 택, (전주)재열, (청송) 종보, (부산)준보, (대전)재웅

40,000 (경기)필보, (경기)영
30,000 경섭/상경, (서울)창보, (서울)상만, (부산)문환, (충주)상래, (청송)원택, (구미)재홍, (경기)도섭, (경기)상기, (부산)상영, (수원)재수, (광명)계택, (충남)성근, (분당)기천
20,000 (청송)완섭, (서울)백규, (경기)상국, (경기)종래, (서울)두용, (서울)정식, (서울)기봉, (서울)재관
10,000 (대전)성보, (부산)상협, (서울)영구, (대구)우정, (경기)태섭, (서울)상복, 상연, (인천)규주, (원주)상학, (부산)석란, 대전, (서울)재운, (부산)무택, (충주)도진, (경남 )승길, 김포, 김포, (홍천)재순

재각헌성금

■개인천만원, 종회 5천만원이상은재각완성시까지사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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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회 이사

(광섭)

종보찬조
50만원

2016년 3월

5세조판사
공종회

(회장상우)
종보찬조
50만원

2016년 2월

정랑공파
함안청안재종회
(회장 재균)

종보찬조
50만원

2016년 3월

정이공파
어비리종회

(회장석문)

종보찬조
50만원

2016년 2월

수운판관공파
마산종회

(회장규실)
장학찬조
80만원

2016년 1·3월

청헌공파
공주종회

(회장 명용)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6년 3월

인천종회

(회장응무)

종보·장학찬조
60만원

2016년 1월

안동오평종친회

(회장용락)

종보·장학찬조
50만원

2015년 12월

부사공종회

(회장영섭)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6년 1월

광주부윤
공파선산종회
(회장 우정)

장학찬조
500만원
2016년 2월

안효공파종회

(회장 명옥)

종보찬조
500만원
2016년 2월

각종 찬조현황 2016. 1. 26 ~ 2016. 3. 25

안
효
공
파

효창공종회 9 逢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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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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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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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중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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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령공종회(회장:동섭) 5 天柱 ● ●

현령공경남종회(회장:용해) 5 天柱 ● ●

묵곡판사공종회(회장:재환) 8 襲 ● ● ●

가곡당종회(회장:한섭) 8 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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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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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터넷 인터넷종친회

장학 종보 재각

종회별 과거(종보 15년, 장학5년, 재각2년간) 찬조 현황 2002년 ~ 2016년 3월 25일 현재

영
중
추
공

공
숙
공
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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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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족보등재가 2월 29일자로완료되었습니다. 수단신청을하신종원께서는바르게등재되
었는지확인하시고, 이상이있을경우총무이사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인터넷족보수단은 2020년접수예정입니다.
(인터넷족보수단은 5년마다실시예정)

2. 종보에종회별각종찬조현황은연 3회(3월/7월/11월)게재합니다.
3. 2016년 지방순회 뿌리교육과 교양강좌는 관향 청송에서 7월(여름 방학기간)에 1박 2일로 개최
예정이며, 대종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5월 종보에
게시합니다.

4. 종회탐방을원하시는종회는문화이사에게신청바랍니다.
5. 종인소개를추천하실분이있으면문화이사에게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종인중종보에사업광고를희망하실경우문화이사와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7. 지역종회(시·군·구이상의종회)와파종회(11세까지의종회)는조직운영상황을
매년 3월말까지대종회로보고바랍니다.(정관제22조에의거)

제9회뿌리교육및교양강좌를아래와같이실시하오니많은참석바랍니다.
1. 일시 : 2016년 7월 23일(토) 오전 11시~ 24(일) 오후 4시 30분 (1박2일)
2. 장소 :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금월로 244-30 청송문화예술회관
3. 참가인원:약100-150명
4. 참가비용:전액무료
5. 참가방법:참가희망자는홈페이지에서신청서를다운로드받아작성해대종회에접수후참가가

능여부를확인해야현지숙식이준비됨
·1차접수 2014년도부터 2016년도대종회장학생만우선접수(장학생접수기간 2016. 6. 15-6. 30)
·2차접수일반학생및일반인(청송심씨와그가족에한함)
·일반학생및일반인접수기간 2016. 7. 1-7. 15

6. 교통편 :수도권 신청자는 7월 23일 오전 7시 서울역 건너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버스 탑승가능
(신청서에버스탑승기재선착순 40명에한함) 버스탑승자외신청자와수도권외지역의
신청자는대중교통또는자가용으로청송문화예술회관으로집결.

7. 교육일정:차후확정하여 5월종보또는홈페이지에게재
8. 행사취지 :뿌리교육 및 교양강좌는 청송심문의 젊은 학생들에게 선조님에 대한 행적과 그

은덕을 배울 기회를 부여해 청송심씨로서의 긍지를 심어 주어 올바른 가치관으
로 국가번영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진행하는 대종회의 중요 사업 중 하
나이므로많은참석바랍니다.

9. 본행사일정은현지의사정이나천재지변으로변경될수도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10. 지정신청일내에신청하여야여행자보험에가입가능합니다.    
·행사문의:대종회문화이사 (02)2267-9339

제9회 뿌리교육 및 교양강좌

·고 문 : 호섭, 양섭
기조, 재화

·회 장 : 윤수
·부회장 : 원택
·감 사 : 만용
·총 무 : 길수

청송심씨진주종회 임원개선

◇ 임원개선
회장 : 희수
고문 : 재동 등 회원51명

◇ 협의사항
1. 소통방안
2. 콜 운영 등 회원지원 방안
3. 신규 회원 모집 방안
4. 대종회 장학금 지원 방안 등 심도 있는
발전방향 논의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기금 현황

(2014. 11. 1.〜2016. 3. 15현재)

■ 재각건립 기금 내역
1. 재각 건립비
총 재각건립비 1,265,000,000
기 집행금액 ▼75,000,000

---------------------------------------
소 계 1,190,000,000 

(재각건립 필요자금)

2. 수입 및 지출
대종회 예산 200,000,000
현재까지 헌성금 149,060,000
잡 수 입 1,630,000
기 집행금액 ▼ 86,200,000
---------------------------------------
소 계 264,490,000 

(대종회 현 보유액)

3. 추가 헌성금 예상액 100,000,000  
(2016. 3. 16이후)

* 안효공종회와 인수부윤공종회는
예상액에 미반영

▣ 현재 예산부족 금액 825,510,000원
* 산출근거
1,190,000,000 - 264,490,000 - 100,000,000  

심갑보 대종회 회장이
며 삼익KHT(주) 상임고
문의「심갑보의 경영 및
대외활동 보도기록」책
발간이 우리시대의 평생
경영자요, 경영혁신 구루
(guru)요, 노사관계 멘토
요, 나아가서 우리시대
최고경영의전범(典範)으
로존경받는경영자로재

계에서잔잔한화제라는내용으로현대경영 2
월호와영남대동창회보에보도되었다.

청송심씨 대구개인택시종친회 개최

·춘향일시 : 2016년 4월 29일
(음력 3월 23일) 11:00
(제향후총회를개최합니다)

- 일시 : 2016년 4월 29일(금) 12:00
- 장 소 : 남양주시오남읍양지리 319 망세정공재실
- 안건
2015년도결산및 2016년도예산안승인건
임원개선및기타종무에관한건

- 전화 : 02-401-7377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종회회장심정구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정기총회

단의왕후 제향(3월 27일)  아헌관 : 기섭

갑보 회장

신간

지성주사공 24대 명섭 일가가 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대학
도서관 생활, 소중한 인연들 등을
모아 [못 재 너머 사래 긴 밭을]이란
제목으로 자전에세이 책을 발간하
였다.

‘못 재 너머 사래 긴 밭을’발간

심명섭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