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母에게 孝道하고 兄弟間
에 友愛있으며, 忠誠을 다하
여 節介와 義理를 지킴을 말함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음력 丁酉 1월 19일) <

1

제69호

>

발행처 咸安趙氏大宗會| 발행인 趙東輝| 편집인 趙鏞得| 함안군 군북면 명관로 4 TEL.055-585-6787~8. FAX.055-585-6869| www.hamanjo.net www.hamanjo.co.kr

신 년 사
宗員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 丁酉年의 붉은 닭이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새
벽을 알렸습니다. 宗員 여
러분께서는 희망찬 丁酉年
의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계
획과 설계를 마련하여 힘찬
새출발을 하고 있으리라 믿
습니다.
우리 대종회에서는 힘든
시련속에서도 종원 여러분
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
여해 주신 덕분에 대종회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日新 日
新 又 日新하는 유연한 자세
로 지난 한 해 어려웠던 일
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宿願 사업이었던 대종회
관 건립을 由緖깊은 원북동
에 터를잡아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그 준공을 보게 되
었습니다.

대지 1.071평 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
시켜 사무실, 연수
실 그리고 전시실등
을 갖추고, 지상 1
층과 지하 1층으로
연면적 187.6평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
물을 완성시켜 갑니
다. 그리고 경내에
는 우리들의 자랑스
런 선조님들 가운데서도 나
라가 어지러웠을때 忠節을
지키신 13忠 선조님을 기리
는 공적비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조
님들을 기리는 독립유공자
님들의 조형물도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龜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경에는 전문가들의 의
견을 반영하여 아름다우면
서도 우리 대종회의 정신적

원 개인과 우리 대
종회가 더욱 발전
해서,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랑스런 咸
安趙氏의 기상이 널
리 퍼져 나가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단합
했기 때문에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 변천과 발
전으로 사람들의 활
동범위가 넓어져서
인 상징성이 충분히 반영되
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주차공간도 넉넉하게 마련
하여 대종회 회관을 이용하
는 교통편의시설도 마련하
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
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서
완성되어 가는 대종회 회관
은 우리 후손들이 선조님들
의 휼륭하셨던 얼을 계승 발
전시켜 보다 건설적이고 창조
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종

세계화로 지향하였으나, 개
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
되어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
실하기 쉬운 현대사회의 병
리현상을 혈연적인 유대감
으로 탈피하고, 인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일에도 대종
회관 건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宗員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대종회 회관건립정
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관계
를 형성하여 더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참여로 오늘
에 사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
에게 자랑스런 선배가 되어
야 하겠습니다.
종원여러분 !
지난해에 보내주신 협조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희망찬 丁酉年 새해에는
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
득하시어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대종회도 더 큰 발
전이 이루어져서 飛翔하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
아 노력해 나갑시다.

大宗會 會長: 趙 東 輝

정 유 년(丁酉年) 단배식(團拜式)
2017년 2월 1일(음 정월 고 했다.
초닷새) 오전 11시 법수면

특히 회장님께서 올해는

응암재에서 신년 단배식을 붉은 닭의 해로써 닭이 가
지고 있는 좋은 기운을 받

거행했다.

趙東輝 會長, 在宇 宗孫 아 우리 함안조씨대종회가
을 비롯하여 61명의 종원 더욱 발전하고 종원간 화목
이 참석하였으며, 車政燮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
함안군수도 참석하시어 함 다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
안의 전통있는 문중의 신 셨다. 이후 준비된 떡국을
년 단배식에 참석하게 되 먹으면서 상호 덕담을 나누
어 뜻 깊었다며, 함안군의 고,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발전에 전력을 다하시겠다

謹

賀

新

年

종원 여러분, 丁酉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7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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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조씨 대종회 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우리 함안조씨의 숙원사
업이었던 ‘대종회관’ 건립사
업이 2016년 8월 5일 착공
하여 종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차질없이 공
사가 진행되어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회관건립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운영위원회
에서 실천방안을 조사ㆍ검
토하고 2012년 6월 종론
(宗論)으로 채미정 앞 부지
를 취득하여 회관건립계획
을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에 전임 聖來회장
이 마련한 부지 1,071평에
연건평 240평을 건립할 계
획을 세웠으나, 문화재보호
법에 따라 어계생가(경상남
도유형문화재 제159호)와
채미정 그리고 서산서원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
당하여 함안군청의 검토에
따라 4번의 설계변경과 3차
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당초보다 축소된
187.6평(619.54㎡)으로 확
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채미정
과의 조화를 위해 지상건물
은 60평 이하로 축소되고
127.6평은 지하로 건축하게
되어 당초 계획보다 건축
비용도 늘어나고 완공도 늦
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종회관 건립과 아울러
회관 경내에「함안조씨십삼
충공적비(咸安趙氏十三忠功
蹟碑)」와「함안조씨독립유
공자비 (咸安趙氏獨立有功
者碑)」를 수비(竪碑)하여
충절의 가문 함안조씨를 널
리 현창(顯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안조씨는 ‘십삼충
(十三忠)’을 배출한 충절의
가문이라 자랑하고 있으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열세분의 선조 가운데 함양
의 황석사(黃石祠)에 충의
공(忠毅公) 대소헌선생(大
笑軒先生) 휘(諱) 종도(宗
道)와 사도곡 삼충사(三忠
祠)에서 참판공(參判公) 휘
(諱) 붕(鵬) 고성공(固城公)
휘(諱) 응도(凝道) 참의공
(參議公) 휘(諱) 익도(益道)
의 삼숙질(三叔侄)을 배향
(配享)하였을 뿐 13충신을
기리는 작은 표석(標石) 조
차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2017년 정유년(丁
酉年)은 1597년 정유재란
(丁酉再亂)이 일어난지 7
주갑(周甲) 4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함안조씨십
삼충공적비(咸安趙氏十三忠
功蹟碑)’를 수비하고, 또한
어계선조의 절의(節義)와 십
삼충의 충절(忠節)정신을
이어받아 일제에 빼앗긴 국
권을 되찾아 광복을 위해

위국헌신(爲國獻身)하여 우
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으신 소앙(素昻) 휘(諱)
용은(鏞殷)선생과 명하(明
河)의사를 비롯한 독립유
공자들의 위대한 공적을 청
사(靑史)에 길이 빛내고자
‘함안조씨독립유공자비(咸
安趙氏獨立有功者碑)’를 함
께 세우기로 하고 전문가에
게 의뢰하여 조형물 모형을
설계하고 비문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우리 함안조씨의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이 될 회관건
립에 14억원, 대표적인 숭
조목종(崇祖睦宗) 사업인
십삼충공적비와 독립유공
자비 수비(竪碑)에 2억9백
만원, 설단조성 5억원, 회
관준공 및 수비제막 등의행
사에 3천만원 등모두 21억
3천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大宗會館 建立 및 竪碑 豫算(案)

(단원 : 천원)

대종회 보유토지 가운데 소
유권 유지에 문제가 있는 부
실종토를 매각한 대금 9억5
천9백만원과 원파 및 종중
분담금과 종원들의 협찬금
2억5천9백만원을 합한 12
억1천8백만원을 확보하였
으나, 소요예산에 비하면 많
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 함안조씨의 숙원사
업인 ‘대종회관’ 건립과 숭
조목종을 상징하는 십삼충
공적비와 독립유공자비 수
비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부
탁드립니다.
일가 여러분이 십시일반
(十匙一飯)으로 모은 벽돌
한 장, 모래 한줌의 정성이
야말로 선조를 현창하고 일
족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
는 숭조목종(崇祖睦宗) 정
신의 위대한 실천이라고 생
각합니다. 대종회관에는
대강당과 내외빈숙소, 식당,
사무실, 문서고 등이 완비
되어 있어 앞으로, ① 훌륭
한 선조들의 얼과 자취를
계승하고, ② 미래세대에
대한 집안과 예절에 대한
교육장, ③ 원근의 종원 간
의 화합과 만남의 장소, ④
선조들의 선적관리와 제향
의 구심점, ⑤ 함안조씨 발
전을 위한 여론의 수렴장소
가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관
건립등의 사업을 성공적으
로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 함
안조씨의 시조(始祖) 원윤
공(元尹公) 휘(諱) 정(鼎)
의 ‘시조단(始祖壇)’과 8대
까지의 ‘단(壇)’을 마련하여
함안조씨의 대동단결과

화합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대종
회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
여 기미대동보 범례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설단(設壇)의
위치 선정과 추진을 결의하
고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설단장소는 원북 곡
내(谷內)로 풍수지리학상
방어산 용맥이 멈추는 곳으
로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며
함안조씨의 상징인 백이산
의 백이봉과 숙제봉이 마주
하는 곳으로 지관들마다 ‘이
런 장소에 어찌 이러한 명당
이 숨겨져 있었던가’고 감탄
하는 명소를 내정해 두었습
니다. 앞으로 어계 생가와
서산서원, 그리고 채미정과
대종회관이 어우러진 명실
상부한 함안조씨의 성지가
될 것이며, 함안군에서 추진
하고 있는 충의문화체험관
과 더불어 문화벨트가 형성
되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종원 여러분 !
저와 우리 문중의 추진위원
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후손
들에게 물려줄 숙원사업 달
성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
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
서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보내주신 종원 여러분께 다
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2월 일
함안조씨 대종회
회장 조동휘(趙東輝) 배상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음력 丁酉 1월 19일) <

3>

咸安趙氏大宗會報

회 관 위 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372-1 (명관로 4)
부 지 면 적 : 998.0㎡(302坪)
건 축 면 적 : 617.5㎡(186.8坪)
준공예정일 : 2017年 2月 20日경
사무실이전 : 2017年 3月 3日
준 공 식 : 2017年 4月 15日

회관 전경 조감도

◆기단위에 좌측 전통배훌림 기법의 기둥을 통해 우국
충정의 기상을 상징하고, 오른쪽 하단부는 전설과 같
은 설화에 등장하는 호피의 문양을 넣었음.
◆훌륭한 조상의 정신아래 하나로 모여 미래를 준비하
는 함안조씨의 단합을 상징하는 둥근 원, 그 속에 충
신의 공적을 소개하는 면을 갖는다.
◆13분의이력을 담은 비석(800X200X2.000)13기를
주탑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규격 : 8.000×3.000×5.000
재료 : 오석, 화강석, 스테인레스

13충 공적비 조감도

◆ 31운동에 앞서 대한독립운동서의 기초를 세우고 의거의 중심에 섰던
70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스토리보드형 조형물이다.
◆기단과 탑신과의 간격을 두어 공간감 확보로 주목성을 높이고 탑신 사
면에는 영원한 안식과 후세의 장수와 재물을 상징하는 붉은거북으로 조
각했다.
◆하단부터 상륜부로 오르는 삼각구도는 시각적으로 일시성을 높이는 안
정감 구도와 천운상승을 표현하는 거대한 오석을 사용하였다.
규격 : 3.000×3.000×4.000
재료 : 오석, 화강석
독립유공자비 조감도

인

물

동

정

조 용 현

조 현 배

조 현 명

조 현 욱

◉ 1968년생
◉ 경남 함안 출신
◉ 2017년 2월 9일
부산시 고등법원 부장
판사로 전보발령

◉1960년생
◉경남 창원 출신
◉경상남도 경찰청장에서
경찰청 기획조정관
으로 전보발령

◉1962년생
◉경남 함안 출신
◉도 국장에서
양산시 부시장으로
전보발령

◉1983년 생
◉경북 상주 출신
◉서울행정법원에서 대구
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로 전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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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조씨문중의 숙원사업에 일가님들의 적극작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송금처 : (농협) 351-0867-7339-13 함안조씨 대종회

※ 협찬송금자는 꼭 전화하시어 주소 및 소속 종파를 알려주십시요.

연락처 : 사무총장 조효제 010-4309-3989, 055) 585-6788

貞節公 漁溪先祖 祧廟祭

2017년 3월 31일(음 3월 4일) 08시

함안조씨 대종회 회관준공식

2017년 4월 15일 오전 11시 (토요일)

=======================================================================

제 42회 함안조씨 대종회 정기총회 당일 오후 1시
함안조씨 화수회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당일 오후 2시
※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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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有功者 名單
2008년 咸安趙氏 釜山花樹會 發刊冊 基準

趙順玉(濟)

咸安趙氏大宗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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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6 年 墓享

전서공(典書公 휘 悅) 묘향

예년에 비하여 훨신 포
근한 날씨속에서 함안 3선
소 묘향이 거행되었다.
11월 10일(음 10월 11일)
군북면 원북리 전서공(典書
公 휘 悅) 묘위를 시작으로
이틀동안 하림 시정공(寺正
公 휘 安) 응암 정절공(貞節
公 휘 旅) 묘향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며, 이틀간에 걸
친 3선소를 참례한 연인원
이 400여명으로 성황을 이
루었고, 넓고 포근한 성지
(聖地)에서 제복을 갖추고
두손 모아 절을 올리는 후손
들의 모습이 장엄했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뿌듯하고 훈
훈하게 하였다.

趙性一
100
趙忠檍
100
趙井奎
100
趙炳宣
50
趙鏞岩
100
趙在成
200
趙鏞洙
100
趙官來
100
趙栢濟
200
趙雄濟
100
趙官濟
100
趙倉濟
100
趙虎濟
100
趙成濟
200
趙洪來
300
趙末來
100
趙聖來
100
趙旭來
100
趙亨來
200
趙顯祚
100
趙顯峻
200
趙顯日
350
趙顯逸
100
趙顯道
50
參判公派 300
判決事公派 200
同知公派 500
散員公派 100
三樹會
100

정절공(貞節公 휘 旅) 묘향

丙申年 함안3선소 묘향 執事分定
執

함안 3선소 묘향
협찬자 명단
(2016년 11월 10,11일)

시정공(寺正公 휘 安) 묘향

祝

21원파(原派) 선 조 묘 향 일 정 표

단위 : 천원

대구 서구(執義公派)
경북 예천(禦侮公派)
경남 함안(節度使公派)
경남 함안(執義公派)
대구 수성구(東溪公派)
충남 공주(府使公派)
울산 중구(固城公派)
경남 창녕(司果公派)
부산 동래구(大笑軒公派)
경북 청송(東溪公派)
경기 용인(東溪公派)
부산 남구(大笑軒公派)
경남 마산(節度使公派)
경남 창원(固城公派)
경기 의정부(執義公派)
부산 해운대(節度使公派)
경남 마산(韜巖公派)
경남 김해(參議公派)
부산 북구(參議公派)
서울 (參判公派)
부산 금정구(斗巖公派)
부산 사상구(東隱公派)
대구 북구(司果公派)
부산 북구(參議公派)
서울(종회장 趙薰濟)
대구(종회장 趙仲奎)
부산(종회장 趙鏞哲)
경남 합천(종회장趙正源)
부산(회장 趙鏞範)

통판공파
충순공파
사인공파
고죽재공파
산원공파
참지공파
참판공파
어모공파
집의공파
판결사공파
사과공파
우후공파
내헌공파
남계공파
절도사공파
현감공파
참봉공파
소윤공파
제학공파
덕곡공파
전서공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10월 10일전후일요일
10월 10일
10월 15일전후일요일
9월 15일전후주말
10월 1일
9월 15일전후주말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1일
10월 15일
10월 11일
10월 5일
10월 12일
10월 11일
10월 15일전후일요일
10월 10일
10월 1일
10월 15일전후일요일
10월 15일
4월 첫주

경남
서울
경남
경기
경남
경북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북
경남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
추모공원
함안군 대산면 귀동
연천군 왕장면
합천군 묘산면 반포
안동시 풍산읍 막곡
함안군 군북면 하림
함안군 산인면 내인
함안군 함안면 괴항
함안군 군북면 원북
창녕군 명리
함안군 군북면 하림
구미 신동 영모재
함안군 군북면 하림
함안군 군북면 원북

충북
경남
충남
경남
전북

진천군
함안군
공주시
함양군
남원시

오감
군북면 서촌
주봉재
지면곡 보산
운봉

제68호 정정보도

등록번호 : 함안 바, 00001

등록일자 : 2012년 8월 16일

4면, 5면 진주화수회장 趙 庠濟→相濟
5면
望雲亭公 휘 地→ 址
손자 咸洙→ 咸遂
6면
인물동정 조경태의원
토막공학박사→ 토목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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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암공(无庵公) 휘 야(壄)
공은 1679년 숙종 기미
년에 태어나 1760년 영조
임신년에 돌아가셨다. 공의
휘는 야(壄)요 호는 무암
(无庵)이며 자는 사여(史汝)
이시고 초휘는 계(桂)이시
다. 공의 증조부는 선전관
으로 참의공파의 파조이신
도곡(道谷)휘 익도(益道)이
시며, 조부는 함형(咸亨)이
시고 부는 효자공 휘 영(瑛)
이시고 삼남이다. 공은 학문
을 즐겨 탐구하여 책을 노
후까지 벗 삼았었다.
사서오경 제자백가등 여
러경전을 섭득하신 학자이
셨다. 공은 이지당 조영복
공이 영남 관찰사를 하실 때
관직에 보낼려고 하니 공이
관직에 나가는 것은 나를 속
이는 일이라 하시며 사양하
셨다. 또한 공은 어계(漁溪)
선조의 유집이 돌아가신 28
년 후 판서 강훈선생이 서문
하고 발간되었으나 임란에
소실되었다. 이에 어계선조
의 유집을 재 발간하기 위하
여 가지고 있던 많은 자료를
관아재 조영석공에게 주어
보정 편찬케 하였다.
공의 언행록을 보면「공
은 늠름한 기품과 뛰어난 학
식 그리고 극진히 부모님을
봉양하시고 언제나 부모님
의 뜻에 따른 효자이시다.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을 접고 일가

어른의 옛 터에 암자를
짓고 무암(无 庵)이라 하고
서책을 벗삼고 지내셨다. 관
아재 영석공이 보시고 수려
한 암자라고 칭미하셨다.」
무암공께서 덕유산을 유람
하시고 함양의 어느 골짜기

300년전 그림에 새겨진
무암공(无庵公)사여(史汝)와 관아재(觀我齋)의 友誼

에서 잠시 휴식을 하시다가
쓴 시를 소개한다.
醉倚層巖上 高聲責地靈
何心忠孝毓 底事逆凶生
山帶羞顔默 溪含恨意嗚
飄然忽飛去 山外夕陽橫
층층 바위에 취한 몸 기대어
지신에게 고함질러 책망하
노라
무슨 마음에 충과 효를
기르며 한편으론 역적을 기
르는가, 산은 부끄러워 말
이 없고 개울은 한을 품고
흐르네 한가닥 회오리 바람
표연히 일어나니 산마루엔
석양만 걸려있네.
대종회보 제66호(2015.10.
20)에 소개되었던 관아재공

帆谷齋 新築 起工式

(觀我齋公 宗甫 휘 榮祏)의
친필 화제(畵題)가 세조(世
祖)의 영정을 그리라는 영
조(英祖)의 명을 거절하고
옥고를 치른 후, 다시는 그
림을 그리지 않게다던 뜻을
접고 다시 붓를 들게 한 화
폭속의 무암공(无庵公 史汝
휘 야(壄)과의 애틋한 사연
이 오늘날 후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감싸주고 있어 원
문과 번역문을 소개한다.
乙卯夏 余爲宜寧 无庵史汝
氏院北溪堂 菫三十里 余則
有職事 雖不得以時往 史汝
氏數來余室 輒與論文賦詩
間以諧謔 余奪其手中扇 以
破筆作寫意人物 故多鬣 擬

모아 대종회 신축회관 부근
원북리 378번지 대지 268
평을 구입하여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6년 11
월 5일 신축현장에서 많은
일가분들의 축하를 받으면
서 기공식을 하였다.
參奉公의 후예는 都事公
派, 通政公派, 忠節公派, 都
正公派, 承議公派, 僉正公派
6개 지파가 있다. 신축비용
은 일가분들의 협찬으로 진
행되고 있으니 관계되는 일
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으로 협찬을 바라
고 있다.
帆谷齋 신축추진위원장
趙 鏞 邦
010-8829-5644
기공식 광경(종회장 趙末來)
재무 趙晎來
節度使公派의 큰아드님이 있었으나, 너무 오래되고 허
010-9882-4688
신 參奉公(휘 應世)의 재실 물어져 보수가 어렵고 관리 협찬계좌 : 농협 조홍래
이 군북면 원북리 선산밑에 도 어려워 종원들의 의견을
302-1110-8944-51

史汝氏之象以戱之 未幾 余
以光廟影幀時 不應命 就獄
兩月 罷官 不得復往宜寧 後
四年 余來安陰 去咸安 亦一
宿而近 史汝氏又來訪 出其
畵示 余見之 依俙已如夢中
事 而史汝氏 長髥幾盡白 余
亦眼暗齒落 且自影幀事 不
復作畵矣 三復摩挲 爲之悵
然也扇去竹爲小障 而未及
成 史汝氏請余改粧 且要一
語 余旣思前日之事 又歎史
汝氏之有心 遂命工精飾 書
此於上方 以歸之 時 癸亥
五月望日戊戌宗甫題
을묘(乙卯 1735)년 여름
내가 의령(宜寧)고을 원이
되었다. 무암(无庵) 사여(史
汝)씨의 원북(院北) 시냇가
집과는 겨우 30리 거리였다.
나는 직무가 있어 비록 때때
로 갈 수가 없었지만, 사여
씨는 자주 내 집에 왔었는데
오면 곧 글을 논하고 시를
읊었고, 중간 중간에 우스개
도 했다. 내가 그의 손에 든
부채를 빼앗아 모자라진 붓
을 가지고 의미를 담은 인물
화를 그렸는데 일부러 수염
을 많게 해서 사여씨의 모
습과 비슷하게 만들어 장난
스럽게 했다. 얼마 있지 않
아 나는 세조(世祖) 임금님
의 영정(影幀) 그리는 일에
있어 영조(英祖) 임금님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다. 두 달
있다가 관직에서 파면되어
다시는 의령에 갈 수가 없었
다. 그 4년 뒤 내가 안음〔
安陰 : 安義(안의), 지금의
함양(咸陽)과 거창(居昌)에
속함〕고을원이 되어 왔다.
함안(咸安)과는 하룻밤 자
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였다. 사여씨가 또 내방(來
訪)하였는데 그 그림을 내

어 보여 주었다.
내가 보니 아련히 꿈 속의
일 같았다. 사여씨의 긴 수
염도 거의 허옇게 되었고,
나도 눈이 어둡고 이빨도 빠
져 나갔다. 또 영정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는 그림
을 그리지 않았다. 세 번 거
듭해서 만지다가 그로 인해
구슬퍼졌다. 그는 부채의
대를 제거하고 조그만 가리
개로 만들려 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사여씨
가 나에게 다시 손질해 주
고, 또 한 마디 말을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내가 전날
의 일을 생각하고 또 사여
(史汝)께서 마음이 있는것
에 감탄하여 이에 기술자에
게 정교하게 꾸미라고 하
고, 그 위에다 이 글을 써서
돌려준다.
그 때는 계해(癸亥 1743)
년 음력 5월 보름 무술(戊
戌)일에 종보는 쓴다.
禿髮長髥 厥弁有頍
樹下巖邊 坐看流水
無思無慮 且無所事
抑自號謂 無庵居士歟
宗甫題
대머리에 긴 수염 상투에
비단 고깔하고 나무아래 바
위에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
라 보누나. 아무런 고민과
염려도 없고 사소한 걱정도
없어 스스로 무암거사라고
호를 지었구나. 종보 쓴다.
小眞亦當日閑中戱作 而邂
逅之間 若有彷佛者 幷付於
此畵 而望子孫看之
이 조그만 초상화도 그 당
시 한가한 속에서 되는대로
완성한 것이다.
뜻 밖에 만났는데 그럴 듯
하다. 아울러 이 부채 그림
에 붙이노니
자손들은 보기 바란다

출 판

거울안의 자존심

조용범(靜山, 절도사공 후 첨
정공파) 시인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위치를 함축하고, 물
명상(2013.12.16)」「후회는 질 만능주의에서 파생되는 여
먼저오지 않는다(2015.3.21)」 러 근원적인 문제들을 비판하
에 이어 세 번째 시집「거울안 고 그러나 현실에 순응하여 주
의 자존심」을 출판하였다.
어진 여건을 극복하며 목표지
총 81편의 서정시가 수록된 향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극
이 시집에 대하여 시인 최창도 명한 의지가 보이고 있다.」고
는 「이 시대를 방황하는 모든 평하였다.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음력 丁酉 1월 19일) <

임원•이사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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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1일~
2017년 1월 31일까지 입금순>

조용하 울산 남구 수암로
조무제 부산 동아대학교
조현도 부산 북구 만덕동
조연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조석래 대전 유성구
조상래 경남 산청군 삼장면
조현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조점제 경남 통영시
조규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조상은 경북 안동시 서경지
조범래 경북 고령군 개진면
조태규 경남 의령군 부림면
조용이 창원 마산합포구 진전면
조용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조용철 부산 수영구 수영로
조두규 경북 청송군 안덕면
조득래 경남 진주시 본성동
조연호 경남 통영시 미수동
조용태 경북 포항시 북구
조일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조만수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조의제 경남 함안군 군북면
(미 상) (불 명)
조병규 (불 명)
조경래 (불 명)
조동지 경남 합천군 대양면
조태준 경북 청송군 현서면
조선제 부산 중구 보동
조용완 대구 달서구 원남로
(미 상) (불 명)
조기성 전남 광양시 다압면
조암종중 (판결사후 참봉공파)
조우제 부산
조정번 경남 함안군 가야읍
조형구 경남 함안군
조동제 창원 마산합포구
조삼현 경남 함안군 가야읍
미 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조직현 충북 충주시 살미면
조헌배 경북 청도군 풍각면
조용해 경남 함안군 군북면
조을제 경북 구미시
조영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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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千원)
<2016년 7월 21일~
2017년 1월 31일까지 입금순>

함안 법수(응암재유사)
30
부산 보국빌딩
300
벌초대(회장 趙相殷)
200

조연규 경남 함안군 가야동
조재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조창제 경남 창원시 마산
조경문 경남 고성읍 송학동
조동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조명선 강원 원주시 판부면
조래영 대구 수성구 만촌동
조내관 서울 마포구 임정로
조경제 대전 서구 도마1동
조경제 경북 경주시 외동읍
조문제 경북 경주시 황성동
조승래 경남 함안군 칠북면
조현도 경북 고령군 덕곡면
조용래 대구 수성구 신천로
조용암 창원 마산합포구
조양래 경기 평택 진위면
조성만 창원 마산회원구
조병수 경북 안동시 길안면
조병선 경남 함안군 산인면
조현호 경북 고령군 개진면
조수래 서울 송파구 풍납동
조용수 창원 마산합포구
조명제 경북 영천시 화북면
조재완 경남 통영시 원문로
조재성 경남 의령읍 남강로
조문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조성래 울산 중구 우정동
조흥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조주락 대구
조용우 경남 함안군 함안면
조남식 경북 포항시 남구
조경제 경기 의왕시 오전동
조진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조용근 경남 창원시 내서읍
조정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조인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조병규 경남 함안군 대산면
조익규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조수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조익규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조수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조석조 경기 파주
조래홍 경남 함양 지곡
조용후 서울 동대문구
조 준 대전 유성구

대종회 전례위원장 겸 서산서당 원
장 조영제(榮濟, 耐軒公후 斗巖公派)
翁이 2016년 12월 10일 향년 80세
로 작고하셨다. 일찍부터 몸담아온
교육계를 정퇴(停退)하시고 본향(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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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하례회 협찬금
<2017년 2월 1일. 음 1. 5.> (단위 : 천원)

100 함 안 (도암공파)
100 會長 趙 英 濟
100 會長 趙 根 濟

安) 화수회 회장직과 함안향교
유도(儒道) 회장직을 역임하면
서 종회의 크고 작은 모든 향례
를 집례해 오시던 분이셨다.

위탁전시 유물 접수

문중이나 개인 종원께서 소장하고 계

대종회신운영비
협찬금
유물(그림,글씨,등등)을
대종회 회관

趙
顯 化
執義公派宗會
咸安花樹會

(단위:千원)

부 음 (訃 音)

대종회운영협찬금

趙鏞玉
姓名未詳
參知公派

咸安趙氏大宗會報

종회보 협찬금

(단위:千원)
<2016년 7월 21일 ~
2017년 1월 31일까지 입금순>

趙宗浩 대구동구(고문)
趙鏞夏 울산남구(부회장)
趙國濟 경남 창원마산(이사)
趙顯道 부산 북구(이사)
趙鍊奎 경남 함안군(고문)
趙錫奎 서울 송파구(자문위원)
趙相濟 경남 진주시(부회장)
趙榮濟 경남 함안군(부회장)
趙赫來 서울 강서구(고문)
趙鏞均 경남 함안군(이사)
趙平濟 경남 함안군(이사)
趙仁奎 울산 남구(부회장)
趙順濟 대구 달서구(고문)
趙暎奎 경남 함안군(고문)
趙正雄 창원마산(자문위원)
趙魯濟 경남 함안군(이사)
趙來榮 대구 수성구(부회장)
趙在守 창원마산(자문위원)
趙明哲 제주 고마로(고문)
趙喆濟 대구 달서구(자문위원)
趙寧來 경남 함안군(이사)
趙鏞可 경기 안양시(부회장)
趙容來 대구 수성구(부회장)
趙文奎 경남 함안군(자문위원)
趙仲奎 대구 달서구(부회장)
趙聖來 경남 함안군(이사)
趙來奉 경남 함양군(부회장)
趙鏞洙 부산 북구(고문)
趙局來 대구 수성구(자문위원)
趙聖來 경남 창원마산(고문)
趙昌來 경북 청송군(고문)
趙鏞敬 경북 청송군(이사)
趙雄濟 경북 청송군(이사)
趙炳來 경북 청송군(자문위원)
趙鳳來 경남 합천군(자문위원)
趙正仲 전북 남원시(부회장)
趙政奎 경남 창원합포구(고문)
趙炳奎 경남 함안군(이사)
趙鏞賢 충북 진천읍(부회장)
趙壽濟 경남 함안군(자문위원)
趙平來 경남 함안군(이사)
趙英濟 경남 함안군(고문)
趙 濬 대전 유성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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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에 게재된 명단에서 누락된 분이 있
을 시 국가유공자증 및 훈장증 사본 및 기
타 자료를 정리하여 2017년 3월말까지 대
종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식에 즈음하여 위탁전시하실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비 건립을 위한 독립유공자 명단
대종회사무실 TEL : 055) 585-6788
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집
FAX : 055) 585-6869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H.P : 010-4309-3989
편집위원
: 010-9597-6258
Email : 56cho5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