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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수혜금액
- 공고일 현재(2015년 12월 1일)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단, 대입 재수생 및 대학 5학년생 해당 없음)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 장학생 우선 선발기준
-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성적이 우수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

■ 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한(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 대종회(문화이사)로 2016년 1월 30일까지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47 찬경회관 5층 우편번호 04547)

- 비수도권지역:학부모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관할 심사관 또는 장학위원에게
2016년도 1월 30일까지(송부처:관할지역 장학위원에게 문의) 

- 각 추천 종회는 2016년 2월 15일까지 연명부와 추천학생의 서류를 첨부해
대종회에 송부

■ 제출 서류

1. 장학금신청서 - (반드시 반명함판 컬러사진 2장 제출 종보 게재 시 필요)
2. 성적증명서 - 2015년도 1·2학기(2016년 1월초 발급 가능)
3. 추천서 - 학교장(고등학생), 지도교수(대학생)
4. 통장 사본 장학금 수령 학생 명의(가급적 농협계좌)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중복 수령 확인용)
6. 신청 양식은 청송심씨대종회 홈페이지(www.csshim.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장학금수여
- 장학금 지급은 각 지역 추천 관할 종회에서 2016년 2월 하순부터 수여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수혜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맞지 않는 지역은 각 추천 심사관이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
- 수도권 장학생 선발 심사 시 종회장(파종회. 지역종회)의 추천을 받은 학

생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2015년 11월 30일

2016년 장학금 신청 공고

지역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 8 20 대종회 갑택문화이사대행(02-2267-7857) 

부산, 울산, 경남 10 5 15 부산종회장(상균) 태섭(010-3551-7079)

장학위원(추천심사관) 장학위원 간사연락처
수혜인원

고 대 계

대구, 경북 8 4 12 대구종회장(우정) 상환(011-515-6694)

광주, 전남 4 2 6 대종회부회장(상록) 상우(010-7168-5710)

전주, 전북 4 2 6 전북, 익산종회장(상 ) 정수(010-8311-6429)

대전, 세종, 충남 4 1 5 대전, 충남종회총무(규선) 규선(010-5524-0908)

청주, 충북 4 1 5 청주종회회장(재룡) 재혁(010-6521-3104)

춘천, 강원 4 2 6 원주, 횡성종회장(정보) 상구(010-5464-5415)

합 계 50 25 75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沈 甲 輔

4세조 청성백·정안공 선조님은 조선 개국공신으로
좌정승을 지내시고, 슬하에 7형제를 두셨으며, 그 아
드님이신 안효공과 손자 공숙공께서 연이어 상에
오르시어 오늘날 우리 심문을 크게 번창시키고, 삼한
갑족(三韓甲族)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제2의 시조나
다름없는 훌륭하신 조상님이십니다.

그러나 심문의 자랑이신 정안공 할아버님의 묘소에
는 아직까지 재각이나 관리사가 없어 눈이나 비가 오
는 날에는 동네 마을회관을 임시로 빌려 초라하게 제
향을 모셔 왔으며, 묘역관리도 제대로 못하여 후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만 더해 왔
습니다.

대종회에서는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
부터라도 하루속히 재각을 마련하여 선조님의 제향
봉행(祭享奉行)과 묘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국
의 일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넉넉하지 못한 대종회 재정(財政)으로 재각건립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청송심문의 저력을 모운다면
능히 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종회에서 재각 건립
의 뜻을 이루고자 작년11월 재각건립위원회를 발족 하

으며, 그동안의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2014. 11. 1  재각건립위원회 발족
○ 2014. 11. 13 재각건립 위치선정

○ 2015.  4. 13 개발 인허가 업체, 재각설계업체, 
재각시행업체 선정

○ 2015. 7.   1 재각건립 신축허가
○ 2015. 10. 20 토목공사 및 주변 성토작업 완료
위에서와 같이 이미 기초공사까지 순조롭게 마무리

를 지었으나 반면, 재각건립 성금실적은 작년 11월부
터 현재까지 약 1년동안 1억여원에 불과하여 내년도
완공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됨에 따라 2015년 제3
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재각건립 소요자금(12억)
에 대한 자금마련 대책을 강구한 바, 전국 지파종회
와 종원들에게 성금모금 계획을 널리 알려 다함께 동
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결의하 습니다.

○ 2015. 12월중 대종회 등록 파종회와 지역종회에
성금 협조서한 전달

○ 2016. 1월 종보 발송시 재각건립 성금지로용지
(금액 미표시) 동봉
※ 지로에 의한 성금 외에 별도 계좌(농협 301-0159

-0778-41 청송심씨대종회)로 항시 성금 가능합니다. 
전국의 일가 여러분! 
선조님의 재각을 어느 특정 종회나 일부 종원이 도

맡아 마련하는 것보다 전국의 지파종회와 종원들이
다함께 십시일반 정성껏 재각을 마련해 후손들에 물
려줄 때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후손들도 선대의 돈목

과 단합된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심문의
자긍심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금모금기간은 2016년 6월 말까지로 정하고 7월에
재각건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각건립 본 공사 진행
시기 등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성백·정안공 선조님의 재각이 성공적으로 건립
될 수 있도록 전국 일가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 11월 30일
4세조청성백·정안공재각건립위원회

고문심우영 / 회장심갑보

4세조청성백(靑城伯)·정안공(定安公) 재각(齋閣)건립성금모금안내

청성백·정안공재각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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沈德符(1328~1401) 선조님 소개(3)

기고문

심재석

- 문학박사

- 대종회 이사

- 종보 편집위원

4세조 靑城伯·定安公

심덕부(1328~1401, 향년 74세) 年譜
서 기 나이 주요행적 비 고

1328년 1 경북 안동군 태현리 대능촌 출생 (충숙왕 15)

1346년 19 사온사직장을 거쳐 사온사정이 됨 (충목왕 2년)

1348년 21 사농포총제가 됨 (충목왕 4년)

1354년 25 부친 청화부원군 별세로 사임(?) (공민왕 3년)

1358년 31 중랑장 겸 합문인지부사 (공민왕 7년)

1360년 33 명순대부위위시주부 (공민왕 9년)

1362년 35 봉선대부합문부사 (공민왕 11년)

1364년 37 수원부사
최초로 목민관부임
(공민왕 13년)

1367년 40 형옥사를 거쳐 병마사가 됨
군 사령관
(공민왕 16년)

1369년 42 전리사와 판도사의 제거사가 됨 (공민왕 18년)

1375년 48 우상시/봉익대부예의판서/강계도만호/ 직부사/의주부원수 (우왕 1년)

1371년 44 통헌대부중추원도정 / 충주목사, 충주목사 임기 중 모친
상을 당해 사임, 복상 - 충주에서 안성까지 도보로 奔喪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임 (공민
왕 20년)

1381년 54 이성계가 남쪽으로 정벌할 때 심덕부에게 청원하자 같이
원정하여 동남지방에서 위덕을 떨침. (우왕 7년)

1377년 50

동지 직사사 겸 상호군 / 3월, 서해도부원수 겸 도순문
사 / 6월, 왜구가 신주 등에 침략하자 도순문사로서 양백
익과 함께 격퇴 / 9월, 조부 합문지후공(연)의 묘소를 경
남 산청에서 전북 익산의 남당산으로 천장

(우왕 3년)

1379년 52

3월, 명나라에서 귀국-- 명나라 황제가 고려에 과다한 공
물을 요구하는 조서를 가지고 옴. 지문하부사 / 상의회의
도감사 겸 상호군 / 휴가 얻어 선 에 성묘하고 이색과 해
후하여 詩를 지음 / 서해도 원수, 판 직사사, 지문하부사

(우왕 5년)

1344년 17 유학을 마치고 좌우위참군에 임명됨(<행장>) 
<열전>에는 司 直
長同正으로 나옴
(충혜왕 복위 5년) 

1340년 13 고려 말 성리학의 대가인 稼亭 李穀의 문하에서 수학 (충혜왕 복위 1년)

1347년 20 이색을 방문하고 시를 지음 (추목왕 3년)

1350년 23 감창부정 (충정왕 2년)

1357년 30 전농관학교수 (공민왕 6년)

1359년 32 통직랑추 원전리총랑 (공민왕 8년)

1361년 34 통선대부대명부판관 (공민왕 10년)

1363년 36 봉상대부전공총랑 / 중현대부소부윤 (공민왕 12년)

1366년 39 강화부윤 - 향교 진흥시킴 교육가 (공민왕 15년)

1368년 41 왜구 토벌 - 중문령에서 전공 (공민왕 17년)

1370년 43 추 원판지사 (공민왕 19년)

1373년 46 정순대부판위위시사 (공민왕 22년)

1376년 49 직부사 겸 상호군 (우왕 2년)

1378년 51 ‘추성협찬공신’호 받음 / 판 직사사 겸 상호군
10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감, 광정대부가 됨 - 하정사

외교관의 역할 -
하정사 공신칭호(1
차) (우왕 4년)

1380년 53 삼남도원수/왜구가 전함 500척으로 침략, 심덕부가 점함
40척으로 토벌하자 왕이 상금 50냥을 하사함.

왜구 토벌
(우왕 6년)

1384년 57 판개성부사 / 윤 11월, 찬성사 (우왕 10년)

1386년 59 명나라에서 귀국하여 청성부원군에 봉군됨 (우왕 12년)
1345년 18 이곡의 아들 이색이 동갑 동문으로 내방 (충목왕 1년)

서 기 나이 주요행적 비 고

1385년 58

4월, 찬성사로 동북면 상원수가 되어 북청, 함주 등지의
왜구를 토벌 / 7월, 단천에 침입한 왜구 격퇴, 150척의
왜선이 함주, 홍원, 북청, 합난북을 침략하자 왜구를 섬
멸하고 서울에 돌아오자 문하찬성사가 됨. 이해 명나라
에 사신으로 감 - 하정사

외교관의 역할- 하
정사 (우왕 11년)

1387년 60
2월, 오랑캐 합목아단이 6진을 공격하자, 심덕부가 출정
하여 섬멸하고 9월에‘광정공신’의 호를 받다.

공신칭호(2차) 
(우왕 13년)

1389년 62

11월, 廢假立眞하여 우왕을 폐위하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옹립함. 벽상삼한삼중대광 문하시중 겸 판도평
의사사 효사관사 팔위상호군 경연사에 제수됨.
12월, 심덕부를 비롯한 위화도 회군 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른 바‘9공신’에게‘분충정난광복섭리좌명공신’호
인 중흥공신 녹권이 하사됨. 그리고‘청성군개국충의백’
에 봉작되었다. 여기에 식읍 1,000호, 식실봉 300호가 내
려지고 전토 150결, 노비 15명이 하사됨. 이 공으로 심덕
부의 부친 심룡에게 문하시중이 증직되고, 청화부원군이
라는 작이 추봉되었다.  

공신칭호(4차)
* 토지 150결-전토
150결은 약 6만평
(공양왕 1년) 

1391년 64

1월, 억울함이 풀려 귀양에서 풀려남.
2월, 청성군충의백에 봉작되고, 토지를 받다.
9월, 문하좌시중이 되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감-賀正使,
이때‘安社功臣’의 호를 받음

*토지-액수미상
*외교관의역할 - 하
정사
*공신칭호(5차) 
(공양왕 3년)

1392년 65

3월, 환국
4월, 수시중 정몽주가 살해되자 도의적 책임을지고 판문
하부사가 되다. 
7월,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왕이 되자 판문하부사를
사직하고 은거

고려멸망 조선개창
(조선 태조1년)

1393년 66
7월, 위화도 회군에 대한‘회군일등공신’이 되다.
10월, 6남 淙이 태조의 딸 경선공주와 혼인하여 청원군이
됨.

*공신칭호(6차) 
*이성계와 사돈이 됨
으로써 왕실의 외척
이 되다 (태조 2년)

1395년 68

사직단과 종묘 완성, 390칸의 궁궐 조성하여 10월에 입궁
함. 잔여 공사는 계속됨.
* 청파동에 사저를 새로 짓고‘淸虛精舍’라 칭함. 이 사
저에서 유명한 성석린에게 준 시가 남아있다(“淸虛精舍
贈成獨谷石 ”).

* 개인 사저 - 淸虛
精舍를 지음, 이에
따라 서울 청파동을

‘靑松沈鄕’이라 일
컫게 됨(태조 4년)

1394년 67

1월, 신년 하례 차 태조 이성계를 만나 송도 수축의 총괄
책임을 맡음, 2월 말에 완성함. 
9월, 신도궁궐조성도감 판사가 되어, 도시 구획 정리, 사
직단, 종묘, 궁궐 조성 사업 착수

*한양건설의 총 책
임자
(태조 3년)

1397년 70 6월, 신도궁궐조성공사 끝나자 판문하부사가 됨. (태조 6년)

1399년 72 12월, 특진보국숭록대부 문하부좌정승 (정종 1년)

1401년 74

1월 14일 별세. 
태종이 조문, 조정의 의례를 3일간 정지하는 철조 3일,
미두 각 100석 부의, 시호 정안, 태종이 예조에 명하여 麻
田縣(지금의 연천)에 예의를 지켜 장례를 치르게 함.
* 부조의 교지가 내림

그동안 청성백·정안공 선조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재해 주신 재석
편집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30일

甲輔편집위원장

*不 의 교지-가문
의 광임. 4대 봉
사를 넘어 계속 제
사케 하는 것.
(태종 1년)

1398년 71 9월, 삼사사 (태조 7년)

1400년 73 3월, 병환으로 좌정승 사임 (정종 2년)

1388년 61

요동정벌 시에 좌군도통사 조민수 휘하의 서경도원수로
출정한 뒤, 위화도 회군 시 중심적인 역할을 함 (후에
‘회군 1등 공신’이 됨). 우왕을 몰아내고 창왕을 세움, 판
삼사사가 되고, ‘충근양절동덕안사공신’이 됨. 

공신칭호(3차) 
(창왕 1년)

1390년 63

4월, 말 1필과 은괴 한덩이, 비단 명주 각 5필, 금대 1개,
전토 100결이 하사됨.
8월, 이성계와 함께 한양 천도 이후 전제개혁 단행함. 
12월, 척질 김종연 사건에 관련돼 문하시중을 사퇴하고
황해도 兎山으로 귀양 감

* 토지 100결은 약 4
만 평
* 62~63세에 하사
받은 토지가 약 10만
평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공양왕 2년)

1382년 55 서북면도순문사 겸 평양윤이 되어 성곽을 보수. 표창을
받다

평양성 수축공로
세움 (우왕 8년)

1383년 56
오랑캐의 난이 있자, 심덕부에게 변방의 안전지책을 하문

하자, 좋은 방책을 상주할 때마다 채택됨
(우왕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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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建物)은 높아졌지만 인격(人格)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高速道路)는 넓어졌지만

시야(視野)는 더 좁아졌다.

소비(消費)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

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家族)은 더 적어졌

다.

생활(生活)은 편리(便利)해졌지만 시간(時

間)은 더 부족(不足)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所重)한 가치(價値)는 더 줄

어들었다.

학력(學力)은 높아졌지만 상식(相識)은 더

부족(不足)하고, 지식(知識)은 많아졌지만 판

단력(判斷力)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專門家)들은 늘어났지만 문제(問題)

는 더 많아졌고, 약(藥)은 많아졌지만 건강

(健康)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法)

은 잊어 버렸고, 평균수명(平均壽命)은 늘어

났지만 시간(時間) 속에 삶의 의미(意味)를

넣는 법(法)은 상실(喪失)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

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宇宙)를 향해 나아

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世界)는 잃어버렸다.

공기(空氣) 정화기(淨化器)는 갖고 있지만

혼(靈魂)은 더 오염(汚染)되었고, 원자(原

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偏見)을 부수지

는 못한다.

자유(自由)는 더 늘었지만 열정(熱情)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평화(世界平和)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

음의 평화(平和)는 더 줄어들었다.

예상가는 늘어났지만 적중률은 줄었구나?!  

- 글. 반기문 UN사무총장 -

제공 : 상은종보편집위원회고문

어느 호텔의 경고문

어느 유명호텔에 다음과 같은 경

고문이 붙었다. 

국인에게는 잘난 척하지 마시

오. 이탈리아인에게는 제발 도둑

질은 자국 안에서만 하시오. 러시

아인에게는 술 좀 작작 마시시오.

중국인에게는 떼거리로 몰려다니

며 아무 데서나 사진 찍지 마시오. 

셋이 모이면

미국 사람 셋이 모이면 줄이 생기

고, 이스라엘 사람 셋이 모이면 세

개의 정당이 생기고,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세 개의

상사(商社)가 생기고,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방석(고스톱)을 편다.

姓氏의 유래

중국 사람들의 성(姓)중에는 유독

주(朱)씨가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붉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국 사람들 중에는 유독 브라운

(Brown)이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갈색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한국

사람들 중에는 유독 김(金)씨가

많은데 그것은 그들이 돈을 좋아

하기 때문이다.

식성

일본인은 바다 속에 있는 것 중

잠수함만 빼고 다 먹고, 중국인들

은 날아다니는 것 중 비행기만 빼

고 다 먹고, 한국의 보신 주의자들

은 정력에 좋다면 자신의 신체를

제외하고는 뭐든 다 먹는다.

쇠고기 활용률

일본인은 소 한 마리를 19등분해

서 가려먹는데 전체 중의 절반 밖

에 먹지 못하고, 프랑스인은 소 한

마리를 25등분해서 가려먹는데 전

체의 60%밖에 먹지 못하고, 한국

인은 소 한 마리를 38등분해서 가

려먹는데 전체의 85%를 먹는다.

제공 : 대종회관리부장

인터넷 유모어
허허실실(虛虛實實)

퇴계선생의 맏아들이 2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한창 젊은 나이의 맏며느리는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되었다.

퇴계 선생은 홀로된 며느리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젊은 며느리가 어떻게 긴 세월을 홀

로 보낼까?'
그리고 혹여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집이나 사돈집 모두

에게 누(累)가 될 것이기에 한밤중이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
집안을 순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안을 둘러보던 퇴계선생은 며느리의 방으로
부터‘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퇴계 선생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점잖은 선비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며느리의

방을 엿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가 술상을 차려 놓고 짚으로 만든 선

비모양의 인형과 마주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형은 바로 남편의 모습이었다. 
인형 앞에 잔에 술을 가득 채운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여보, 한 잔 잡수세요."
그리고는 인형을 향해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가 흐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남편 인형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는 며느리…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흐느끼는 며느리…
퇴계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윤리는 무엇이고 도덕은 무엇이냐? 젊은 저 아이를 수절

시켜야 하다니… 저 아이를 윤리 도덕의 관습으로 묶어 수
절시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 인간의 고통을 몰라주는 이
짓이야말로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다. 여기에 인간이 구
속되어서는 안 된다. 저 아이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이튿날 퇴계 선생은 사돈을 불러 결론만 말했습니다. 
“자네, 딸을 데려가게."
“내 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잘못한 것 없네. 무조건 데려가게."
친구이면서 사돈관계 던 두 사람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데리
고 가면 두 사람의 친구 사이마저 절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계선생의 사돈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되네. 양반 가문에서 이 무슨 일인가?"
“나는 할 말이 없네. 자네 딸이 내 며느리로서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이지만 어쩔 수 없네. 데리고 가게."
이렇게 퇴계선생은 사돈과 절연하고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몇 년 후 퇴계선생은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조용하고 평화

스러운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날이 저물기 시작했으므로 한 집을 택하여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받아보니 반찬 하나하나가 퇴계선생이

좋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간까지 선생의 입맛에 딱
맞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집 주인도 나와 입맛이 비슷한가 보다.'
이튿날 아침상도 마찬가지 습니다. 반찬의 종류는 어제

저녁과 달랐지만 여전히 입맛에 딱 맞는 음식들만 올라온
것입니다.
‘나의 식성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이토록 음식들

이 입에 맞을까? 혹시 며느리가 이 집에 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퇴계선생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막 떠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버선 두 켤레를 가지고 와서‘한양 가시는 길에 신
으시라'며 주었습니다. 신어보니 퇴계선생의 발에 꼭 맞았습
니다.
‘아! 며느리가 이 집에 와서 사는구나.' 퇴계선생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보나 주인의 마음씨를 보나 내 며느리가 고생은

하지 않고 살겠구나.’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짐작만 하며 대문을 나서는

데 한 여인이 구석에 숨어 퇴계선생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었습니다.

퇴계선생은 이렇게 며느리를 개가시켰습니다.
이 일을 놓고 유가의 한 편에서는 오늘날까지 퇴계선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비의 법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윤리를 무시한 사

람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정반대로 퇴계선생을 칭송하

고 있습니다.
“퇴계선생이야말로 윤리와 도덕을 올바로 지킬 줄 아는

분이시다. 윤리를 깨뜨리면서까지 윤리를 지키셨다."며 현대
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 나라의 선구자가 아닌지요? 

-제공 : 대종회관리부장 -

교육"문화코너
퇴계선생 며느리 개가시키다!

시조묘소 입구 웅장한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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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年 乙未年 秋享祭 奉行

大宗會 主管 享祀
文林郞公(諱 洪孚) 秋享奉行

2015년 10월 21일(음력9월9일)

始 祖 配 位
▶ 初獻 載鉉(대종손)
▶ 亞獻 明玉(대종회부회장) 載龍(청주유사)
▶ 終獻 相直(대종회이사) 能光(대종회이사)
▶ 大祝 華燮(청송)
▶ 執禮 琬澤(청송)

▶ 初獻
▶ 亞獻
▶ 終獻
▶ 大祝
▶ 執禮

中臺山墓所
甲澤(대종회문화이사)

載洪(청송회관관장)

中臺山墓所 秋享奉行

2015년 10월 21일(음력9월9일)

閤門祗侯公 配 位
▶ 初獻 相和(대종회상임부회장)
▶ 亞獻 明玉(대종회부회장) 相綠(대종회부회장)
▶ 終獻 載政(청주) 載龍(청주유사)
▶ 大祝 相直(대종회이사)
▶ 執禮 彦泰(대종회총무이사)

閤門祗侯公(諱 淵) 秋享奉行

2015년 10월 23일(음력 9월11일)

大宗會 主管 享祀
奉翊大夫公(諱 晟)秋享奉行

2015년 11월 06일(음력 9월25일)

奉翊公 配位
▶ 初獻 相允(속초)
▶ 亞獻 相珪(철원)
▶ 終獻 棋仙(서울)
▶ 大祝 相國(대종회부회장)
▶ 執禮 彦泰(대종회총무이사)

靑華府院君
▶ 初獻 敏燮(대종회부회장)
▶ 亞獻 彦村(대종회이사)
▶ 終獻 相昊(대종회이사)
▶ 大祝 哲裕(안성유사)
▶ 執禮 彦泰(대종회총무이사)

靑華府院君(諱 龍) 秋享奉行

2015년 10월 25일(음력9월13일)

靑華府院君 配位:金氏 配 位
▶ 初獻 振裕(대종회이사)
▶ 亞獻 榮燮(대종회이사)
▶ 終獻 應植(수원)
▶ 大祝 相昊(대종회이사)
▶ 執禮 彦泰(대종회총무이사)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秋享奉行

2015년 10월 25일(음력9월13일)

大宗會 主管 秋享祀
靑城伯(諱 德符) 秋享奉行

2015년10월 27일(음력9월15일)

靑城伯 配 位
▶ 初獻 晶求(대종회고문)
▶ 亞獻 明玉(대종회부회장) 載冕(대종회부회장)
▶ 終獻 甲澤(대종회문화이사) 仁 輔(대종회이사)
▶ 大祝 相弘(대종회이사)
▶ 執禮 彦泰(대종회총무이사)

▶ 初獻 相昊(대종회이사)
▶ 亞獻 應琸(경기)
▶ 終獻 彦村(대종회이사)
▶ 大祝 哲裕(안성유사)
▶ 執禮 彦泰(대종회총무이사)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秋享奉行

2015년10월 29일(음력9월17일)

配位 淸州宋氏
▶ 初獻 이재용
▶ 亞獻 언태(대종회총무이사)
▶ 終獻 이환용
▶ 大祝 이재우
▶ 執禮 이종춘

(덕수李씨주관) 靑原君(諱:淙) 秋亨奉行

2015년11월19일(음력10월8일)

靑原君

2015年(乙未) 秋享獻誠金 接受 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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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총제공종회 200,000 악은공종회 상화회장 200,000

안효공종회 1,000,000 대구종회 200,000

공숙공종회 200,000

도총제공종회 100,000 전북종회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하남종회 200,000

공숙공종회 200,000

도총제공종회 100,000 부사공종회 2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울산내금위종회 200,000

공숙공종회 200,000

도총제공종회 100,000 철원봉익공종회 1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부사공종회 200,000

안효공종회 300,000 대전, 세종, 충남종회 200,000

공숙공종회 200,000 등포종친회 100,000

도총제공종회 200,000

안효공종회 300,000

단천종회 200,000

김화종회 100,000

상화(독산동) 30,000

1,800,000
1,500,000

500,000

330,000

900,000

1,000,000

四世祖
(연천)

四世祖 配位
(청주)

봉익대
부공단소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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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신도시 분당의 미금역 근처에서 대
종회 고문이신 심재홍 전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단정하신 용모에서 큰 인물의 품격을 느낄 수 있
었다. 심 지사님은 올해 83세로,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셨다. 총무처 사무관을 시작으로 31년 간
공직자로 일하셨는데, 38세에 대전시장(16대), 50
세에 전라북도지사(22대: 1983.10~1986.8), 56세에
인천직할시장(26대), 그리고 59세에 경기도지사(24
대: 1992.4~1993.3)를 지내면서 수많은 치적을 남
긴 정통 내무관료이시다. 

심문 종중산 묘역 보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아는데, 그경위는?

경기도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안성 3세조 묘소
가 극히 관리가 허술하여 비가 오면 유실될 위기
에 처해 있어 현지에 나가 사방막을 설치하여 묘
소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안효공 묘소
도 당시 광교신도시 개발 공사로 인하여 철거될
위기에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존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곧바로 경기도 문화재 위원들에게 문화재
로서의 가치를 설득시켜 안효공 묘소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안효공 묘역을 경
기도 문화재로 어렵게 지정하여 보존하게 된 것이
참 잘한 일로 보람을 느낀다.

대종회고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칭‘장학동문회’같은 모임을 만들어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대관계를 맺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한 번 장학금을 주고 잊어버리
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사후 모임을 통해 그들 간의 유대도 강화하고,
숭조돈목의 정신도 이어가며, 나아가 개인적인 일
도 서로 상의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장학동우회’

의 역할일 것이다. 
필자가 30여 년 전, 전주에 살고 있을 때 익산의

남당산소 2세조 합문지후공 시향에 참례한 바 있
었다. 그때 전북지사 던 고문께서는 모친을 모시
고 산소에 오셔서 배향하 다. 당시 문중의 일가
들이‘도백(道伯)’이 오셨다고 자부심을 느꼈다. 

전북지사재임시절기억에 남는 업적이있다면?
지방장관으로 처음 부임한 곳이 전북이었다. 그

지역은 향토색이 유난히 강했다. 부임하여 그 지
역 원로들의 모임인‘기로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
더니, “청송 심문의 양반가에서 도백이 왔다”고 큰
액자에‘13상신…’등의 글을 써서 선물하더라. 청
송 심문의 위상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
가 되었다. 전북지사로 부임한 심 고문님은‘약진
하는 새 전북’을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그 동안
전임 지사들이 쌓아 올린 바탕 위에 새 힘을 기르
는 전북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고문님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도정 전반을 무리 없이
이끌어가면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결코 조
급함이 없이 도정을 조감하면서 챙기는 스타일이
었다고 한다.

지방장관으로일하실때기억에남는일이있다면?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하라면 내 자랑이 되지만

(웃음), ‘전주권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그 일환
으로 이리공단을 만든 것이다. 현재 익산시로 바
뀐 이리시의“귀금속지대를 귀금속공단으로 만들
면 소득도 올라가고 고용도 좋아질 것”이라고 보
고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단이 설치
되었다.

전주~남원 간 도로를 확장한 것이다. 당시 그
도로는 비좁고 교통사고가 빈발하 다. 전두환 대
통령이 대구~담양 간 고속도로 준공식에 참여하
고 가는 길에 남원에 들렀다. 전 대통령에게 남원
~전주 간 도로를 가리키면서“유명한 춘향골의
도로가 비좁아 문제가 많다”고 보고하여“즉시 검
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결국 도로가 확장되었
다. 대전 시장으로 재직할 때, 현 대종회 심대평
고문의 부친께서 국민(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다.
인사를 드리고자 그 학교를 방문하자 교장 선생님
이 전 교직원을 대동하고 크게 환대한 일이 생각
난다. 나는 그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학
교에서는 아주 큰 사건으로 기록에 남기고 고마워
했다고 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덴마크
우유를 전북으로 유치한 일이다. 전북지사 시절,
직접 덴마크에 가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은 잘
정착이 되어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심 고문님은 직언을 서
슴지 않고, 일에 빈틈이 없으며, 주야로 열심히 일
했다는 평이 많다. 부하에게 무서운 상사라는 평가

도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말단 직원의 이름까
지 다 외우는 맏형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 만큼
업무에 철저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강했다. 재직
시나 퇴임 이후에도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
은 심 고문님은 1968년 국방대학원을 수료했고,
1989년 서울대 최고경 자 과정 수료, 1996년 연세
대 언론정보 대학원 최고위과정을 각각 수학했다.
그런 부지런함과 지적인 연마의 노력이 지금의 고
문님을 만든 것이다. 건강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심
고문님은 황옥희 여사와 사이에 1남 4녀를 두었으
며, 모두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셨다. 지방장관으
로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서울의 자녀들을 건사하
기 위해 사모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한다.
사모님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느라 구입한 차표를
펼치면 서울~부산 간 거리는 될 거라고 하신다. 

연세에 비하여 외모가 동안(童顔)이신데, 건강
관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나 걷기 5000보를 하고, 인근 체
육관에 들러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한다. 건강관리
에는 걷기가 최고다. 매일 꾸준히 걷다보면 건강
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요즘주로하시는사무는무엇인지? 
작년에 적십자중앙위원으로서 북한에 다녀왔다.

북한의 김일성 등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전
시한 전시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
었다. 심 고문님은 경기도민회장도 역임하고, 황조
근정훈장을 받으셨다. 본인이 쓴 어느 글에서“능
력에 비해 과분한 직을 수행했고, 또 복이 많은 공
무원이었다”고 한 바 있으나, 실은 능력에 비추어
보면‘국무총리’까지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대담 시간 내내 정정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
정적으로 일하 던 모습이 상상되었다. 

우리 심문의 자랑인 안효공 할아버님. 그 묘소
를 지금처럼 잘 보존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 바로
심재홍 전 경기도지사이다. 이는 우리들이 기억하
고 늘 감사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오래 오래 건강
하시어 우리 사회와 심문의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2015년 11월 20일
취재글 : 종보편집위원(대종회이사) 沈載錫박사

종 인 소 개종 인 소 개

◇ 대종회 고문

◇ 경력
의정부시장 / 대전직할시장
청와대정무제2수석비서관
내무부민방위본부장
전라북도지사 / 정무제1차관
인천직할시장 / 경기도지사

◇ 상훈
화랑무공훈장(55)
홍조근정훈장(76)
대통령표창(83) / 황조근정훈장(86)

■ 2016년 1월(종보117호) 예정
심무구 청송 보광사 주지스님
탐방자: 갑택 문화이사대행, 언태 총무이사

동섭 편집위원

차기종인소개예정NEXT

심재홍(沈載鴻)

황조근정훈장 수훈

전북도지사재임시

모범경기도치하노대통령방문

경기도지사임명장수여식

재홍고문과종인탐방원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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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종회 운영방침
안성거주 청송심문 일가 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대종회 소유인 3세조 (휘:용)묘역과 재산(건물·
위토) 관리에 협조해 심문의 융성에 일조한다. 

2. 안성종회 정기모임
연2회[봄(4월), 가을(10월)]모임을 갖고, 봄에는

결산보고와 함께 연간 계획을 회원들에게 보고
한다.

3. 연간 친목 활동계획
2016년부터 연1회 버스를 대절하여 선조묘소 참

배 및 단합대회 실시

4. 대종회와 유대강화
대종회에서 주관하는 연 2회, 3세조 (휘:용) 제

향 (춘·추)에 안성종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안성유사를 도와 묘역관리에도 협조하여 대
종회와의 유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5. 대종회에 바람
1) 빈약한 안성종회의 재정에 많은 지원과 함께,

대종회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제공
하여 회원들이 선조님에 대한 행적을 알 수 있도
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2) 대종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종회

임원(이사 등)을 증가 시켜주기 바란다.  

6. 일용 회장 : 안성종회 회원들에게 바람
우리는 한 할아버님의 자손으로 서로 화목하며,

선조님의 음덕을 잊지 말고 명문가의 자긍심을 갖
고 모범적인 행동을 해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자.  

탐방후기 : 안성종회 종회탐방에 20여 명의 안
성종회 회원들이 모여 안성종회 운 방침과 대종
회에 대한 건의사항 등 상호 발전적인 의견을 교
환하여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특히, 청송심

문 전체의 총유물(總遺物)인 대종회의 재산관리에
일조하겠다는 안성지역종회 회원들의 다짐에 마음
뿌듯함을 느끼며, 안성종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거듭 올립니다. 

안성종회의 발전과 종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
니다.      

2015년 10월 25일
갑택문화이사대행

안성종회 종회탐방종회탐방
시리즈 
(24)

차기 종회 탐방예정

2016년1월(종보117호) 예정 / 진사공종회(회장 중근)

탐방자: 갑택문화이사대행, 언태총무이사, 규선편집위원

심일용

대종회부회장
안성종회 회장
농학박사
전, 한경대학교 교수

임원구성

◇고 문 : 진유 ◇회 장 : 일용

◇부회장 : 철유 ◇감 사 : 흥주, 희주

◇총 무 : 현주 ◇회 원 : 병주 외 20명

세월은 흘러 이사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지 벌써 1
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오늘 공숙공종중

주관 참의공(휘:潾) 제향에
참례하시고, 대종회 사무실
에 들러 봉송(封送)을 전달
하시며 환담(歡談)을 나누신

뒤 귀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이사님의

별세(別世) 비보(悲報)에 우리 집행부는 큰 충격
에 휩싸 지요… 모두 허탈한 마음과 슬픔에 잠겨
한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님 !
이사님께서는 과묵(寡 )하시고, 종사(宗事)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셨기에, 모든 종인들로부터 존
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대종회 주관 행사에는 항상 다른 일가보다 먼
저 나오셔서 일일이 챙겨주셨으며, 보학(譜學)에
누구보다 밝으셔서 저희들을 친절히 지도해 주셨
고, 대종회 주관 5처 묘소 제향에는 빠지지 않고

참례 하시어 대축, 집례, 집사 등으로 봉사해주셨
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불의(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파(正義派)이셨기에 안성 일부 종인의 부정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시며, 총유
물(總遺物)을 잘 보존하도록 당부하신 올곧은 성
격의 소유자 습니다. 

대종회 고(故) 두섭 회장님, 재열 문화이사님과
는 형제 이상으로 친교(親交)를 나누시어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곤 하셨습니
다. 

이제는 두섭 회장님, 재열 문화이사님, 용규 이
사님 모두 대종회 사무실에서 그 인자하신 모습은
뵈올 수가 없지만, 천상에서도 늘 우리 대종회를
수호해주시고 감싸고 계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용규 이사님 !
이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 지도,

열정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님의 올
곧은 정신과 숭조돈목의 정신은 귀감이 되어, 저
희들은 본받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에 대한 끝없는 사모(思慕)의 정을 잊을

수 없어 이사님의 전에 주과포(酒果浦)로 예를
올리오니, 약소함을 허물치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흠향(歆饗)해 주십시오. 

천상(天上)에서 늘 평화(平和)를 누리시고 우리
청송심문에 강복(降福)을 빌어 주시옵소서…

2015년 11월 4일
대종회집행부일동배상

故용규(容圭) 이사님을기리며...

주과포로 예를 올린 후 묘전에서
(갑택 문화이사/봉섭 이사/삼규이사/재서 재무이사)

종회탐방전안성종회원과청화부원군묘소참배

올해 3세조 안성 청화부원군(휘:용) 추향제에
참례한 전국 종인들께서는 잘 관리된 묘역을 둘러
보고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새로 구성
된 현 안성종회 집행부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또한 대종회 소유인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관리
도 철저히 하여 위토수입금 전액을 누수 없이 대
종회로 입금시키고, 대종회에서는 제수를 종전 보
다 배로 풍성하게 준비하여 조상님께 대한 예를

다하 다.
대종회에서는 안성종회 새 집행부에 대하여 신

뢰와 격려를 보내며 최선을 다하여 힘껏 지원하기
로 약속하 다.                          -대종회-

안성종회 새롭게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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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극택(삼우중량물(주)대표이사) 

장학찬조

부회장 300,000 상록
감사 200,000 상렬
이사회비 50,000 (광주)우경, (서울은평)광섭, (서울)춘식, (서울)정섭

(서울)은식, (강원)동섭, (강원)성기, (김포)원보
(인천)형무, (전북)상철, (전북)종묵, (전북)수영

임원회비

서울 : 상묵, 원식, 재철 충남 : 규증 경기 : 재만(풍무)

2014년도이사회비미납종인명단

재덕해섭영섭길택점구정식재철보성상귀채수백섭재후정섭영섭상학길택기섭재학재옥진식규한종섭영섭인섭상화우관재덕문섭언도항래형태양섭상석
재문재복재충재동웅택기섭원섭상호완택우철 일 효섭왕섭의식경보영우상익재인상렬경구성보인옥운택규태재기재철재규문섭재복토남승규채수헌규
재길우권상의상은기성재성승관우성정철재웅완섭이섭의락재흥재환대규기연규진의석재선상익재구선종재도영섭수보상덕창석종익재안상구성기종택
영섭정구재하평택문환건섭상선재실상웅윤섭상훈동섭지보상국우석기관상흠선래래형재수상근재운재춘길섭현근재돈서섭홍섭선규재익상봉진유홍식
종식재원영희상덕상복재선응호종홍재석흥구재순구형상선성보능봉광섭윤선남진광은원택일석영섭우대재선상현용준재춘군보원석상현영보수무상순
윤근홍섭정자길섭상진상욱영섭재섭연성규실형무문식응식길섭인섭재필재범영만철보재화태식영보재현규성윤섭흥구하식상선명섭응래영보의순정섭
창호현보재화상한상오재오기섭우남세택광평준섭죽자진용규대태섭재현재명홍섭동출춘식의철재섭상호래식홍섭우삼현진흥보보임형갑경수상훈봉남
재만주섭용섭주섭성섭남섭천보상곤상은태규기봉영보정섭길보종식두용상호상돈봉도대용명섭만복성섭예섭용보우인상희형섭중석재문동섭삼기효섭
범구기보원보우만재룡창기종래세근석진재혁백규유정원식태섭기혁갑식외생재수재원규대규훈정섭민석재문종숙재영태섭도윤유성규선문섭재호규문
상두재희선보종묵상진욱섭흥섭기복재욱상학재복윤섭창보영섭성래언촌효진보근삼복규양상철상윤정택재선종섭재용용식재일상태원섭진섭성규무식
도섭성보윤규해수동석윤도재성한석동섭삼승상우영보광식재홍흥석갑진상하재신재붕진섭의식용택규원재돈대보재경준식육택경모광보

지로종보찬조 1만원

■ 개인 천만원, 종회 5천만원 이상은
재각완성시까지 사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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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숙공종중 회장
(웅섭)

5천만원
2014년 11월

■ 종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안효공파종회

(회장명옥)

종보찬조
500만원

2015년 9월

대종회재무이사

(재서)

종보찬조
100만원

2015년 1월 9월

곡산공종중

(회장상영)

종보,장학찬조
100만원

2015년 8월

대종회이사

(광섭)

장학찬조
50만원

2015년 8월

함흥공종회

(회장장식)

종보찬조
50만원

2015년 8월

공숙공종중

(회장웅섭)

종보,장학찬조
200만원

2015년 8월

악은공파
삼우중량물(주) 대표이사
(극택)

장학찬조
1천만원

2015년 11월

안효공파26대손
경기안양
(보석)

장학찬조
50만원

2015년 11월

종보찬조
500,000 보석(안양)
100,000 경보(영양), 유섭(서울), 재만(서울)

호섭(광주)
60,000 강채(전남)
50,000 종방(천안)
45,000 재흥(서울)
40,000 기보(서울)
30,000 수보(대구), 영식(인천), 성진(대구)

희보(경기), 상은(부산), 장규(충북)
20,000 재경(인천), 규환

청성백재각건립헌성금

1,000,000 의락 명예회장, 춘천종회(회장 희섭)
상돈(경기화성), 전북종회(회장 재정)
재문(부사공종회 부회장/대종회 이사)

300,000 종덕(광주)
150,000 백규(서울)
100,000 홍섭(연천), 언촌(경기), 응문, 재안(인천) 
50,000 갑식(파주)

각종 찬조현황 2015. 10. 1 ~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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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랑공파종회 11 智謙 ●

부평공종회 11 信謙

충익공종회 11 忠謙 ● ●

신천공종회 11 孝謙 ● ●

신천공파춘천종회 11 孝謙 ● ●

수운판관공종회 11 悌謙 ● ●

찰방공파종회 12 仁祺 ●

정언공파진천월촌종회 12 仁禧 ● ●

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회 12 協 ● ● ●

김포군수공파종회 12 慣 ●

감찰공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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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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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령공종회(회장:의조) 5 天柱 ● ●

현령공경남종회(회장:재화) 5 天柱 ● ●

묵곡판사공종회(회장: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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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종회 ● ●

청주청송회 ●

공주종회

당진종회 ● ●

부여종회

전북종회 ● ● ●

전북청송회 ●

익산종회 ● ● ●

정·고·부 화수회 ●

임·순·남종회

순천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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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 14년, 장학5년, 재각1년간) 찬조 현황
2002년 ~ 2015년 11월 25일 현재

중
추
공

공
숙
공
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해외

2015년예산대비실적

구 분 예 산 실 적 달성률(%)

임원회비 19,550 10,300 53

종보찬조 48,000 32,439 68

장학찬조 2,000,000 209,690 10

재각건립헌성금 1,200,000 304,266 25

2015.11.25현재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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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간

심재석 문학박사가 장대한 한국사의 흐름을 간단히 요
약하여, 바쁜 현대인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쉽게 읽을
수 있는 <주머니 교양 한국사>를 발간하 다.

신간서적 출판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34회
강원감 제가 열렸다. 

관찰사순력행차는 관찰사가 각 고을을
순찰하던 제도이며, 이조 500년 간 우리
청송심씨는 7분이 강원관찰사를 지내셨다.

강원감영문화재관찰사순력행차

2015년 10월 2일 열린 제22회 청송 문화제에서
조선시대 청송 도호부사 행차가 있었다.

우리 청송 심씨는 5분이 청송도호부사를 지내셨
다. 

2015년 청송 도호부사 행차 참석

2015년 11월 14일 경기도 파주읍 광
탄면 신산리에서 전국 일가 1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공(夷敬公:諱
瀚)의 재실(景夷齋) 준공식이 있었다.

이경공종중 재실 준공식

지난 10월 17일 강주부공봉양회 총
회 개최 신임회장에 공숙공종중 웅섭
회장 선출

강주부공봉양회총회개최

지난 10월 20일 경의재 사용에 대
한 대종회와 청송군 간의 협약 체결
식이 청송군청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경의재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2015年 乙未年 5세조 秋享祭 奉行

2015년 10월 29일(음9월17일)

都摠制公
▶ 初獻 相鶴(대종회이사)       
▶ 亞獻 玄根(대종회이사)  
▶ 終獻 喆用(대전)
▶ 大祝 哲裕(안성유사)               
▶ 執禮 彦泰(대종회총무이사)                

▶ 初獻 贊求(대종회부회장)
▶ 亞獻 英求(내금위종회회장)
▶ 終獻 榮燮(안효공종회총무)
▶ 大祝 愚慶(대종회이사)
▶ 執禮 載求(대종회이사)

仁壽府尹公 配位

仁壽府尹公(諱澄 ) 秋享奉行都摠制公(諱 仁鳳) 秋享奉行
2015년10월 29일9(음력9월17일)

顯令公 配 位
▶ 初獻 寧秀(종손)
▶ 亞獻 宇永(대종회고문)
▶ 終獻 龍泰(경남종회회장)
▶ 大祝 泳泰(합천)
▶ 執禮 東燮(대종회이사)  

顯令公(諱 天柱) 秋享奉行
2015년11월 8일(음력9월末週)

서울에서 삼우물량(주)이라는 중소기업을 (반도
체장비 반입설치) 운 하는 극택 일가께서 바쁘신
중에도 대종회를 직접 방문해 청송심문의 재 육
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극택 일가는“우리 청송심문이 명문가가 된 것은
선조님들께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활동하신
결과”라고 말씀하시면서“옛 명성을 되찾는 데는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力說)했다. 

또한“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먼 훗날 저

처럼 장학금 기탁을 위해 대종회를 방문하는 날을
기대해본다”고 덧붙 다.

대종회 집행부는 극택 일가님의 숭고한 뜻을 받
들어“대종회 장학금 제도가 길이 이어지도록 더
한층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극택 일가님
의 사업 번창을 기원하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2015년 11월 24일
- 대종회집행부일동 -

정성어린장학금전달

장학금을전달하는 삼우물량(주) 대표이사 심극택

심극택
고향 : 청송덕천마을 악은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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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종보에 재각건립 헌성금 지로 용지 배송 예정
● 2016년 5월, 9월(연 2회) 종보찬조 지로 용지 배송 예정

※ 지로 찬조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고, 찬조 의향이 있으신 종인께서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2. 2016년 종보에 과거 찬조실적은 3월호, 7월호, 11월호에 게시됩니다. (연 3회 게시)
3. 2015년 11월 30일 인터넷족보 등재신청 접수가 마감됐으며, 2016년 2월말 경에 등재 완료될 예정입니다.
4. 대종회에서는 책자 판매를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대종회명의로 책을

강매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그러한 전화를 받으시면
대종회로 즉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 종보에 공지되는 임원회비, 각종 찬조금 입금 내역에 착오가 있을 시는 필히 대종회 재무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년도 임원회비를 미납하신 분께서는 12월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임원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여 명단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7. 지난호 정정 : 재각건립헌성금 3,000,000 수은판관공파마산종회 → 수운판관공파마산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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