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母에게 孝道하고 兄弟間
에 友愛있으며, 孝誠을 다하
여 節介와 義理를 지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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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東輝 會長
인사말씀

지난 여름은 일찍이 겪지 못했던 극심한 무
더위로 한동안 밤잠을 설쳤고, 무더위 끝자락
에는 태풍 솔릭이 몰고 온 폭풍우가 전국을 물
바다로 만들어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던 만큼,
종원 여러분의 가내에 별고는 없으셨는지요?
저는 종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후

원에 힘입어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대
종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대종회 회장을 재임하면
서, 종원 여러분께서 열화(熱火)와 같이 보내
주신 성원과 헌성,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 13충
비와 독립유공자비를 건립하였고, 오랜 숙원
이었던 대종회 회관의 낙성을 보았던 것은 모
두 종원 여러분의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숭조목
종(崇祖睦宗)’과 ‘충효(忠孝)’의 전통적인 가치
관은 핵가족화와 개인화의 시대적 조류에 떠
밀려 나날이 희석되고 있으며, 일가공동체의
전통문화는 도시화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고
령화로 전승과 보존이 이제 한계점으로 내몰
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일가공동체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 그리고 ‘숭조목종(崇祖睦宗) 백
세청풍(百世淸風)’의 시대정신을 계승ㆍ발전
하기 위하여 청장년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들에게 함안조씨의 역사와 문화, 현조(顯祖)를
널리 알려 자신이 함안조씨의 한사람이란 사
실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사

제44회기 정기총회 개최

정기총회 회의광경

조묘제의 봉향에 이어 대종회관에서 제43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기 및 제45회기를 이끌
어갈 회장 선출 및 임원진의 선출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동회(趙東輝 어모공파) 會長이 연임되었다.
임원진 구성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임하기로 하였다.

=알

(享祀)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대종회 사업을
이제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
보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대종회관 교육장의
첨단교육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대종회를 비롯한 원ㆍ지파, 그리고 화수회
운영에 젊은 청장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
호를 넓혀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누구든지 함
안조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이
나 스마트폰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
지와 스마트 폰 앱 등에 자료의 확충과 정비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대종회에서는 원로세대와 젊은 세대
를 잇는 다리가 되어 선조로부터 이어 온 ‘숭조
목종(崇祖睦宗) 백세청풍(百世淸風)’, 그리고
‘충효(忠孝)’의 정신을 후손들이 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제안(提案)과 뜨거
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거듭 당
부 드리며,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종원
여러분의 가내에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
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조묘제 봉향

지난 4월 25일(음 3월 10일 初丁)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원
북재 조묘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묘제가 봉향되었다.
이날 봉향은 초헌관 종손 재우(在宇)를 비롯하여 아헌관 정규(政
奎, 斗巖公派), 종헌관 용수(鏞秀, 節度使公派), 집례 동제(東濟, 斗
巖公派), 축 호래(昊來, 韜巖公派) 종원이 맡아 추원(追遠)의 예를 다
하였다.

림=

□ 함안조씨대종회 e-mail : hamjo6787@daum.net
향후 자료를 송부할 시는 본 메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원 명부 정비
종사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대한히 감사드립니다.
종원 명부를 재 정비중이오니 주소와
우편번호,연락처가 잘못된분은 알려주시기 바라며, 자녀와 주변 종원들에게도 대종회보를 받아
볼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우편 :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명관로 4
함안조씨대종회관 조용래
전 화 : 055-585-6787~8 팩스 : 055-585-6869
E-mail : hamjo6787@daum.net 또는 56cho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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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조씨 회관건립 및 13충비·독립유공자비 수비
헌성록비 건립

대종회관 건립 및 13충비·독립유공자비 수
비에 협조해 주신 많은 종원들의 성원을 길이
보전하는 헌성록비가 2018년 3월 13일 대종
회관 경내에 건립되었다.

咸安趙氏大宗會報

院北齋 지붕 改補修
工事 착수

총390명의 명단과 헌성금 6억6,523만원을
원북재 지붕이 노후로 누수가 발생함에 지
원파, 지파별, 금액순으로 수록하였고, 제작 난 5월 1일 함안군 문화관광과에서 전면적인
비와 토목비등, 1,894만원의 건립비용이 소 개보수 공사를 착수하였다. 당초 계획은 일부
요되었다.
보수로 7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지
붕을 해체해 본 결과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
피하여 완공기간을 연장하여 공사 진행중이다.

함 조 지 파 소 식
판결사공파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지난 5월 26일(토) 10시 경북 고령군 성산
면 오곡리 오봉재 판결사공 재실에서 판결사
공파 제20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80여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
리에 개최되었으며, 임기만료된 중규 회장의
후임으로 상제(오곡, 진주 법무사)님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사무총장으로는 상
제(인안)님이 선출되었다.

내헌공후 함안 4파총회

지난 4월 18일(수요일) 10시, 함안군 대산
면 장암리 소재 합강정(合江亭)에서 내헌공 후
함안 세거 四派(栗軒, 立巖 , 韜巖, 斗巖)화수
회 총회가 열렸다. 윤번으로 치루어지는 금
년행사는 입암공파(立巖公派) 주관으로 유서
깊은 간송당(澗松堂) 선조의 합강정(合江亭)
에서 100여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여 성대하
게 치루어졌다.

절 도 사 공 파 제12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6월 2일 토요일 함안조씨대종회관 회
의실에서 절도사공파 정기총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절도사공파의 10개 지파 회장분들과 전국
각지에서 80여명 일가분들이 참석하셨고,말
래(末來, 四味堂公派)회장께서 인사말씀으로
1)숭조목종의 정신으로 지켜나가자
2)후손에게 仁義禮智信의 교육의 씨앗을 기
르자.
3)살아가는 데의 최소한의 경제 수준을 지
킬 수 있는 경제의 씨앗을 갖도록하여 다
음 세대는 국가를 위하고 사회에 봉사하
는 후손들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13충신과 63분의 독립유공자를 모시는
자랑스러운 씨족임에 자부심을 갖자는
말씀이 있었다.
이어 경과보고를 한 후 의안심의에서 “결산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하였
다. 임원선임으로 회장에 말래 회장이 유임되
셨고 감사는 용삼(도정공파)신임으로 봉래(인
계공파)가 유임으로 만장일치 추인하였다.

참의공파(參議公派) 정기총회 겸 한마음 행사
2018년 3월31일 참의공파 정기총회 겸 새
봄맞이 한마음행사가 있었다.
참의공(參議公) 휘 익도(益道)의 선영(先塋)
아래 유경재(逌敬齋) 일원에서 치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조동휘(趙東輝) 대종회 회장님을 비
롯하여 예천, 안동, 청송. 부산, 울산, 창원 각
지에서 오신 각 종파의 원로들과 지역 화수회
회장단등 50여명의 내빈이 자리를 빛내 주셨
고, 참의공파(회장 趙 旭來) 종원 200여명이
모여 1부 정기총회, 2부 예술단공연 및 종원
노래자랑등, 성대한 단합잔치를 열어 평소 칭
송받던 모범지파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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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고, 부의 안건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무
진정(無盡亭) 종합정비 계획’에 대한 심의였
다. 무진정 정비를 위해 도비와 군비를 합해
11억 14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다른 안건으로는 괴산재에 흰 개미가 여러
기둥을 훼손해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훈증
방제하자는 주장에 종원들이 동의하여 시행
하기로 결정했다.

집의공파 총회개최
지난 5월 19일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괴산
재에서 종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의공
파(執義公派, 회장 趙民濟) 정기총회가 개최
되었다. 함안 외 부산, 대구, 청송, 의령에 사
는 집의공파 종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
석해 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회의는
감사보고, 결산보고, 예산 심의가 순조롭게 진

함조 화수회 소식
부산화수회 69주년 총회 및 회장 이ㆍ취임식

부산 화수회는 지난 5월 26일 (토) 12:00

부산 서면 유원 오피스텔 20층 터존 뷔페에
서 창립 69주년 정기 총회 및 회장 이ㆍ취임
식을 거행하였다.
창제 회장을 비롯하여 서산서원 성훈 이사
장, 대종회 동휘 회장 대신 부회장 욱래, 종친
회 고문 용완, 대구 화수회장 용래 등 인접한
창원, 울산, 진주 화수회 회장을 비롯한 350
여 명의 일가님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행하
였다.
이임하는 창제 회장은 인사말에서
4년간 재직 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일가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한 훌륭한 일가를 많이 만나 친분을 쌓고 지
식도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피력하였고,
취임하는 형래 회장은 70여년의 세월 동안
부산 화수회를 반듯하게 키워 오신 역대 회장
님과 일가님들의 헌신적인 마음에 감사하며
‘백세청풍 숭조목종’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는 제1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하였
으며 3부에서는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즐거
운 분위기 속에 경품도 추점하였으며, 오후
4시경에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대구화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ㆍ취임식
대구화수회는 지난 6월23일(토) 오전11시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제
52주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는 容來회장을 비롯하여 東輝 대종회 회장을
대신하여 旭來 우후공파종회장이 참석하였으
며, 性勳 서산서원 이사장, 亨來 부산회수회
회장, 정웅 창원화수회 회장, 正來 동계공파
종회장, 필권 어모공파 종회장 등 250여명의
일가분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는 在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
된 가운데 容來 회장의 인사말(이임사)과 대
종회장을 대신하여 旭來 우후공파종회장이
축사를 대독하였으며, 서산서원 性勳 이사장
의 축사와 대구화수회 鏞守 고문이 격려사를
하였다.
이어 福濟 부회장과 明來 감사에 대한 공로
패수여와 6.13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청장에 당선된 在九 이사와 수성구의원에 당
선된 鏞成 이사에대한 당선축하패 수여가 있
었다. 容來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간
대구화수회를 이끌어오면서 일가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대구화수회가
더욱 활성화 될수있었으며, 특히 부산, 창원,
진주화수회와 골프모임,선적지순례등 공동행
사를 개최하므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신임회장님이 대구화수회를 더욱 발전시키
는데 전임 來榮 회장과 함께 적극 힘을 보태
다“고 하였다.
이어 경과보고와 감사보고를 한 후 의안심

의에서 "결산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
대로 통과되었으며,“임원승인의 건”은 신임
회장에 來眞 수석부회장을 감사에는 明來 현
감사와 英來 이사를 승인하고, 容來 회장님의
제안으로 청년회발전을 위하여 대구청년회에
5백만원을 지원키로 결의하였다.
신구회장의 회기이양에 이어 신임 來眞 회
장은 취임사에서 “전임회장님들께서 일구어
놓은 대구화수회를 여러일가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의 대구
화수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각오를 다짐하였다.

容來 회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한후
내빈여러분과 함께 케익절단을 하고 來榮 명
예회장이 건배제의를 하였다. 점심식사를 한
후 화합의시간에는 일가님들의 멋진 노래솜
씨와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
면서 흥겹고 보람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함안조씨 종회보
등록번호 : 함안 바, 00001
등록일자 : 2012년 8월 16일

화수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종사의 발전에
항상 힘쓰시는 모든 화수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화수회 회장 조 형 래(우후공후 참의공파)

대구화수회 회장 조 래 진(참판공파)

울산화수회 회장 조 현 욱(우후공후 참의공파)

창원화수회 회장 조 정 웅(우후공후 참의공파)

함안조씨대종회 회장 조

동 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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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수회 정기총회
함안조씨 울산화수회 2018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 취임식이 6월
30일 11시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목
화웨딩홀에서 대종회 조동휘 회장을
대신하여 욱래 대종회 수석부회장,
효제 사무총장, 부산화수회 형래 회
장, 홍래 재무국장, 용운 사무국장,
울산광역시 법무부 보호복지 김홍종
부회장, 송병철 부회장, 울산대학 사
회교육원 김명정 회장과 동기생, 스
포츠 동호인 전태만 회장, 그리고 본
회 조용수 회장, 문도 초대회장, 종래
회장, 인규 직전회장, 현욱 취임회장을 포함하
여 부회장, 이사, 그리고 일가 200여 분이 참
석한 가운데 광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
었다. 용수회장의 이임사, 현욱 회장의 취임
사, 용하 회장의 격려사, 욱래 대종회 수석부
회장의 축사, 형래 부산화수회장의 축사로 주
옥같은 덕담과 더불어 양반의 정신 충효사상,
숭조목종 백세청풍의 정신을 유감없이 들을

제44회기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진주 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임하는 용수 회장
은 이임사에서 4년 동안 함께한 역대회장, 임
원, 그리고 일가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의 반구동 화수회관이 있기까지 무거동
화수회관의 매매와 반구동 회관구입에 보증까
지 해주신 임원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선 적 탐 방
안동(安東)청년회 관향(貫鄕) 탐방
경북 안동청년회(회장 조재환) 회원 40여
이 2018년 3월 24일 봄맞이 선적지 순회를
다녀갔다.
이날 11시에 대종회 회관에 도착하여 대강
당에서 한시간 가량 『가문의 내력과 현황』

(강사 旭來 상임부회장)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자리에서 점심을 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漁溪 古宅』 - 『採薇停』 - 『西山書院』
-『鷹巖 趙旅 墓域』-『無盡亭』을 순방하
고 돌아갔다.

2018년 3월 23일(금) 44회기 제1차 운영
위원회가 대종회 회의실에서 조동휘 회장을
비롯하여 40여명의 운영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결산심의, 2018년도 예산
심의등을 심의하였다.

전례위원회 개최

2018년도 제40회 진주화수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7일(일)10시 진주남중학교 체육관
에서 내.외빈 및 진주지역 함안조씨 종원 70
여명이 참석한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산 청 화 수 회
관향(貫鄕) 탐방
2018년 5월 11일 산청화수회(회장 趙璋
來,대소헌공파) 회원 53명이 관향 탐방차 대
종회관을 순방했다.
이날 무진정에서 준비해 온 식사를 하고 함
안 관내의 선적을 둘려볼 예정이라고 했다.

창원화수회 골프대회 개최
2018년 4월 16일(월) 조묘제와 서산서당
채례 준비를 위한 전례위원회가 조동휘 대종
회장과 10여명의 전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되었다. 이날 조묘제의 초헌관에 趙在
宇 宗孫, 아헌관에 趙政奎(내헌공후 두암공파
종회장), 종헌관에 趙鏞秀(절도사공후 충절공
파), 집례에 趙東濟(내헌공후 두암공파) 축은
趙昊來(내헌공후 도암공파)로 정했으며, 서산
서당 채례의 헌관에 南相珣, 집례에 李吉宰,
지난 7월 13일(금) 창원화수회 골프모임(회장 조
축에 郭喆允을 정하고 참례통문 발송준비를
정제(우후공 후 참의공파), 총무 조영식(덕곡공 후
하였다.

후 제학공파)에서 골프친선대회를 개
최하였다
이날 화창한 여름날씨에 노벨CC에
서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화기애애
하게 행사를 치루었다.

회 장 조청제
총 무 조영식

조성호
조국제
조형길
조창제
조철현
조복남
조용래

조홍제
조욱래
조철제
조계증
조연희
조선자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음력 戊戌 8월 11일) <

5

>

咸安趙氏大宗會報

교수는 함안군 함안면 대사마을에서 태어나
명문고등학교인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해 과학을 공부하다가, 석사
과정부터는 과학철학을 공부했다. 조 교수는
미국 켄트 주립대학에서 철학자 플라톤, 보에
티우스, 흄, 니체, 토머스 쿤을 공부하다 당시
주류 과학철학자들이 토마스 쿤을 현대의 가
장 영향력 있는 과학철학자 중 한 명으로 언
급하면서도 독자적 유산이 없다고 평가받는
것을 알게 된다.
쿤은 1922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1943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우등 ~ 5으로
ience) 연작 중 하나로《과학 혁명의 구》조
를 출판한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패
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책에서
유래 한다. 조인래 교수는 켄트 주립대학에서
쿤에 관심을 가지다가 존스 홈킨스 대학으로
옮겨 석 ∙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잠시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 귀국 후 카이스트에서 과학철
학과 과학사를 강의하면서 다시 쿤에 본격적
저자인 서울대 철학과 조인래(執義公派) 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때 쓴 연구 논문

과 강의를 토대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된다.
졸업으로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
다. 당시 하버드대 총장이던 제임스 코넌트
는 인문계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이 부족하다
고 생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사 교
육을 생각해냈다. 하버드대 학술회 Society
of Fellows에 뽑히는 등, 촉망받는 인재이던
쿤은 젊은 나이에 이 과정의 강의를 맡게 되
고, 그 후 1962년에 국제 통일과학 백과사전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
토머스 쿤과 조인래 교수는 대학에서 물리
학에서 시작해 과학철학을 하게 된 점도 독자
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한다. 쿤이 독자적 유
산이 없다는 평가에 대해 이 책에서는 우호적
인 비판자 입장에서 쟁점별로 하나하나 다루
고 있다. 조인래 교수는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홍래 종원의 막내 동생
이고, 변호사 조세경의 부친이다.
2018년 2월 23일 소천 출판사에서 간행했
고 책값은 25,000원이다.

다. 대개 한(漢)과 당(唐)나라 이래로 전쟁(戰
爭)이 잦았다. 옛 나라를 위하여 의리(義理)를
세워 밝고도 맑게 신념을 변치 않고 고수한
자 한 두 사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작디작은
바다 밖 고려의 말엽에, 절의를 환하게 지켜
벼슬살이를 끊은 자 천고에 몇 사람이며, 백
이(伯夷)를 집 삼고, 왕촉(王蠋)을 호구(戶口)
삼은 자 얼마더냐 ? 아아 ! 성대한지고.
포은 정몽주(鄭夢周)와 송산(松山) 조견(趙狷)
조견(趙狷) : 두문동 72현 가운데 한 분의 호
(號)임. 소나무는 시들지 않고, 산은 옮길 수
없다는 뜻으로 호를 송산(松山)이라 지었다.
같은 여러 분은 진실로 해와 별이 우뚝하듯
사람들의 귀와 눈에 비친다.
두문동 칠십 한 분의 명함(名銜)은 비록 나
타나지 않아도, 의리로 다같이 조선의 신하가
되지 않았고, 또 여덟 전서(典書)는 한 때 벽
난(碧瀾)의 나루를 건넜으니, 곧 변숙(邊肅),
채귀하(蔡貴河), 이맹운(李孟芸), 서보(徐輔),
박심(朴諶), 박령(朴寧), 박침(朴忱)이며, 공은
그 중의 한 분이다. 오직 그 의리는 스스로 평
안히 했기에 물을 건너 산에 들어가, 모습을
숨기고 행적을 감추어도 그 사건(事件)은 더
욱 더 높고 높아 그 의지(意志) 볼 수 있었으
나, 사실이 있었음에도 마침내 어둡게 없어지
는 것은 정상적 이치(理致)가 아니다.
변공(邊公)의『서행록(西行錄)』을 살펴보
면 이르기를 “조안경(趙安卿)은 함안인(咸安
人) 인계(仁啓)의 아들이요, 조승숙(趙承肅)
의 족당(族黨)이다. 관직(官職)은 전서(典書)
로 고려가 망하자 절통(切痛)하여 눈물을 흠
치고 벽난의 나루를 건넜으며, 수양산의 동쪽
에 숨어 종신토록 세상에 다시 출입하지 않았
다. 채귀하(蔡貴河), 이맹운(李孟芸)과 더불어
이웃에 살며 서로 사이좋게 지내니, 사람들이
일컫기를 천산전서(泉山典書)”라 하였다. 승
숙(承肅)은 여말에 정치가 혼란한 것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함양(咸陽)으로 돌아가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종형 열(悅) 또한
전서로 재직하고 있다가 벼슬을 버리고 함안
으로 돌아왔다.
조선의 태조(太祖)가 역성혁명(易姓革命)
으로 나라를 일으켜 옛날의 관작(官爵)으로
불렀으나 듣지 않았으니, 절의는 아마도 그
집안의 규율과 풍습인 것 같다. 변공(邊公)도
이미 거취를 함께 했고, 기록도 저와 같으니
믿을 만하다.
삼가 율곡선생의『고죽지(孤竹誌)』를 상
고해 보면 이르기를 “조안경(趙安卿)은 감찰

(鑑察) 인계의(仁啓)의 아들이요, 또 전서였
다. 여말에 세상을 피해 동쪽의 태공리(太公
里)에 거주하니, 자손이 인하여 거기에 살게
되었다.” 했으니, 대개 어찌 선생이 기술한 바
를 의심하랴마는 이 또한 문헌의 증거가 충족
된다는 것이다. 오직 그 세대가 너무나도 오
래 지났고, 또 자손들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공의 관력의 본말이나, 생졸의 해나 나이는
한가지도 전래되는 기록이 없으니 참으로 애
석하기 끝이 없는 지고!
원조(遠祖) 정(鼎)은 고려의 대장군(大將軍)
이요, 간(幹)은 중랑장(中郞將)이며, 단석(丹
碩)은 장군 원윤(元尹)이요, 시우(時雨)는 오
위도령장(五衛都領將)이며, 석화(錫和)는 군
보랑(軍保郞)이다. 휘 열(烈)은 정당문학(政
堂文學)으로 이 분이 공의 고조(高祖)요, 증조
의 휘는 희(禧)로 밀직사(密直司)였으며, 조부
의 휘는 지흥(之興)으로 계림참군(鷄林參軍)
이었다.
공의 묘소는 해주 태공갑(太公甲) 덕달산
(德達山) 을좌(乙座)의 언덕에 있다. 아들 성
옥(成玉)은 참판(參判)이요, 손자 유(瑜)는 사
인(舍人)이며, 증손 득벽(得璧)은 좌랑(佐郞)
이요, 현손(玄孫) 형(珩)은 사인(舍人)이었는
데, 무오사화에 점필재(佔畢齋 : 金宗直)의 문
인이라 하여 종성(鍾城)에서 귀양살이 중 운
명(殞命)하였다.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해주에 사는 후손들이 모여 상의(相議)하기
를 “선조(先祖)의 청풍고절(淸風高節)을 보면
옛날의 백이숙제에 부끄럽지 않은데, 세상에
역사가(歷史家)가 얼마 되지 않아 이름이 인
몰(湮沒)되어 표창(表彰)되지 않았고, 자손이
가는 실처럼 영락하여, 400여 년 동안 묘소에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바뀌어 묘역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돌을 다듬어 묘소를 치장(治粧)하
려고, 발을 싸매고 찾아와 못난 나에게 묘비
문을 청문하니, 그 뜻이 참으로 슬플 따름이
었다. 또한 나타내지 못한 덕과 행실을 밝히
고, 숨은 빛을 들어나게 해야 한다는 옛 군자
의 남긴 의지를 어찌 마다 할쏜가? 마침내 졸
열(拙劣)함을 잊고 분필(奮筆) 특서(特書)하
여 천하 후세의 신하된 자를 격려(激勵)하는
바이다.
안동후인(安東后人) 김이양(金履陽 ; 1755
- 1845년) : 본관(本貫)은 안동(安東), 자는
명여(命汝). 문과 등제 후 홍문관 제학, 한성부
판윤, 좌참찬 등을 역임하고 봉조하(奉朝賀)
가 되었다. 은 삼가 짓다.

=인 물 탐 구=

문적총관 연재〈2〉
천산공(泉山公, 孤竹齋公)
휘 안경(安卿)
○ 삼사정당문학(三司政堂文學) 휘(諱) 열(烈)
의 현손이요, 계림부 참군(雞林府叅軍) 휘(諱)
지흥(之興)의 손자이며, 호조전서(戶曹典書)
휘(諱) 인계(仁啓)의 아들이다.
○ 자(字)는 경밀(景謐)이며 호는 천산(泉山)
이다. 고려 충정왕 때 벼슬이 호조전서(戶曹
典書)에 이르렀으나, 조선의 태조가 공양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니, 공은 부조현(不朝
峴)에 올라서 비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때는
이미 잘못되었도다. 벼슬을 버리지 않고 무엇
을 구할 소냐?(時已非矣 不去何求)(邊胤宗 著
『不朝峴言志錄』에서)하면서 벼슬을 버리
고 두문동에 들어가 숨었다.
○ 이후 두문동에 살 수 없게 되자, 벽란진(碧
浪津)을 건너 수양산(首陽山) 동쪽 천산(泉山)
에 숨어 스스로 고사리를 캐서 먹고 살았으며,
그 지명을 따서 호를 천산(泉山)이라 하고, 평
생 다시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다.(趙泉山, 咸
安人, 官戶曺典書, 麗朝運訖, 登不朝峴言志涕
淚, 渡碧浪津, 居首陽之東, 採薇於泉山, 因爲
號, 終身不出)(『勝國名流標榜錄 中 八高士
篇 中)
○ 공민왕 시절 요승(妖僧) 신돈(辛旽)이 궁중
에 들어와 안팎의 사랑을 받았다. 왕이 그를
진평후(眞平侯)로 봉하여 공신의 호를 수여하
고 잔치를 베풀 때, 공은 병을 핑계하여 축하
하지 않았더니, 신돈이 왕에게 참소하여 파직
시켜, 먼 섬에 귀양을 보냈는데, 신돈이 죽은
후에야 풀려났다.
○ 명나라 건국 초에 북원(北元)이 사신을 보
내오자, 이인임(李仁任)과 지대연(池大淵) 등
권신(權臣)들이 다시 원(元)을 가깝게 하려는
계책으로 사신을 크게 환영하려 하자, 정포은
(鄭圃隱) 선생이 공과 십여 명의 문신(文臣)과
함께 그들을 배격하고, 명나라와 친교할 것을
주장하니, 매우 적절한 의견이었다.
○ 두문동 72현의 한 분이다. 배(配)는 개성
왕씨(開城王氏)요, 묘소는 해주 태공리 덕달
산 을좌(乙坐)며, 합부(合祔)이다.
○ 고려 전서 조공 묘표(高麗典書趙公墓表)
고려(高麗) 때의 호조전서(戶曹典書) 조공(趙
公)의 휘는 안경(安卿)이며 함안인(咸安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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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安趙氏大宗會報

조소앙 선생 추모식
조소앙(趙素昻, 참판공파) 선생 서거 60주
기 추모행사가 지난 9월 10일(월) 서울 동작
동 국립묘지 현충관 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 연구소장
의 사회로 삼균학회 임형진 회장의 약력보
고에 이어 이종걸 국회의원의 추모사, 강경
화 외교부장관 외 많은 내외빈의 추모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김초혜 시인이 헌시를 낭독하고 유족
대표 조인래 조소앙선생 기념사업회 후손의
감사말씀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함안조씨대종회에서는 대종회장이 헌화를

= 인 물 동 정 =

근정하고, 조현준(趙顯峻, 내헌공 후 두암공
파)부회장 외 4명이 참석하여 선생을 추모하
였다.

이혜영 변호사
북콘셔트 개최

조근제(趙根濟) 함안군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당 선
재 선
조근제(根濟,節度
使公派) 본향 화수
회 회장이 6.13 제
7 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천
을 받아 함안군수에
출마하여 더불어민
주당의 거센 돌풍에
도 불구하고 당당히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경력과
뚝심으로 치열한 접전을 펼쳐 값진 승리을 얻
어 보수지역의 자존심을 지켰다.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동물 소재학 학사
•제13대14대 함안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제 8대 경남도의원. 예·결산특위 위원장
•제 9대 경남도의원. 부의장 겸 농 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장
• (현)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농림축산
분과 부위원장

조 규 현(趙規顯)
耐軒公 后 芝嶽公
派 趙忠來 (구미 한
일산부인과의원 원
장)의 장자 規顯(19
86년생) 군이 제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
했다.
規顯군은 대구 대
륜고등학교와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
과, 충남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금번 변호사 시험
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規顯군은 한국외대 외국인 관광안내동아리
‘KR BUDDY’ 회장을 지냈고, 2009년 한국
투자자보호협회 인턴 수료와 2010년 교환학
생 American UV(워싱턴 DC)으로 다녀 왔다.

조은희(恩姬, 執
義公派) 서울 서초
구청장이 탄탄한
관록으로 6.13 제
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되었다.
당선자는 경북
청송에서 본회 조
용수(趙鏞守)고문
의 따님으로 태어
나 이화여대 영문
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문학 석사, 단국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서울시 가족정책관
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 8월 1일 여성 최초
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되었으며, 2014
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청장
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었다.

조현주 대통령 표창
경남 창원 내
서읍에 사는 조
성래 (우후공후
부사공파)의 아
들 조현주 종원
이 2018 모범
국가보훈대상
등 정부 포상식
에서 대통령 표
창을 받는 영광
을 안았다.
표창자는 군
특수부대에서 복
무중에 다쳐 국
가유공자이면서 전남 여수 산단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에 다녔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여수지역회장으로 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회
관 건립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이 인정되어 여수시에
서 모범국가유공자로 선정하여 국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서 받게되었다.

지난 4월 20일 20시 창원시 소재씨티세븐
43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북콘셔트를 가졌
다.
이날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을 발간하
게 된 경위와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법의 상식과
괴리되는 부분에 대하여TV 연속극을 기초하
여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 이혜영 변호사는 38세에 자녀 둘을
두고 로서쿨에 수석 졸업한 분으로 우후공후
참의공파 조정제 창원화수회 전 회장의 질부
이기도 하다.

〈발 간〉
담재(淡齋) 조상래(趙相來)
담재문고 발간
대종회 고문이신
담재(淡齋) 조상래(趙
相來, 우후공후 참의
공파) 옹이 문집을 발
간하였다.
시회(詩會)나 음사
(吟祀) 여행에서 관감
(觀感)한 시(詩) 200
여수와 가간(家間)의
행록 서술과 족당(族
黨)의 제기(祭記)와
묘갈(墓碣) 및 가보(家報)에 게재한 기고(寄
稿)등을 수록한 담재문고를 발간하였다.
2018년 3월 31일 참의공파 한마음행사시
아들 내외가 참석하여 종원들에게 조촐한 출
판기념회를 갖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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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비

협 찬 자 금 액
200
趙 鏞 哲
100
趙 鏞 成
50
趙 鏞 秀
100
趙 煐 來
100
趙 洪 來
30
조 현 진
100
參判公 派
100
宗 親 會
蔚山花樹會 200
100
淸 風 會
합 계
1,080

협 찬 자 금 액
趙 允 來 3,000
200
조 인 규
50
趙 英 濟
50
趙 魯 濟
安東 靑年會 300
山淸 花樹會 100
節度使 公派 100
300
미 상
합 계

단위 :仟원

비
고
부산(동지공파 회장)
서울(참의공파)
창원(절도사공파)
안동(소윤공파)
서울(집의공파)
군북(양정떡방앗간)
파주(회장 趙薰濟)
서울(회장 趙炯來)
울산(회장 趙顯旭)
함안(회장 趙道濟)

종회운영 협찬자

>

종회보
종회보 협찬금
협찬금

〈2018년 3월 1일~ 2018년 7월 6일까지
입금순〉
단위 : 仟원
趙鏞夏 자문위원 울산 남구
200
趙鏞範 자문위원 부산 수영구
100
趙國濟 자문위원 경남 창원시
100
趙貞濟 자문위원 경남 창원시
100
趙顯旭 자문위원 울산 중구
100
趙顯讚 자문위원 경남 창원시
100
趙仲奎 부 회 장 대구 달서구
100
趙官來 부 회 장 경남 창녕군
100
趙大濟 자문위원 경남 창녕군
100
趙萬濟 자문위원 경남 창원시
100
趙顯國 자문위원 서울 서초구
100
趙鏞秀 자문위원 경남 창원시
100
趙性纘 고 문 서울 강남구
100
趙魯濟 자문위원 경남 함안군
100
趙炯來 고 문 서울 서대문구
100
趙文奎 자문위원 경남 함안군
100
趙鍾洙 자문위원 경남 합천군
100
趙義濟 자문위원 경기 용인시
100
趙伯濟 고 문 서울 강남구
100
趙鏞賢 부 회 장 충북 진천군
100
趙忠億 자문위원 경북 문경시
100
趙在鴻 자문위원 대구 북구
100
趙局來 자문위원 대구 수성구
100
趙鏞哲 고 문 부산 부산진구
300
趙虎濟 자문위원 경남 창원시
100
趙昊來 자문위원 경남 함안군
100
趙顯益 자문위원 대구 남구
100
趙政奎 감 사 경남 창원시
200
趙廣濟 자문위원 울산 남구
100
趙東輝 회 장 경북 안동시
1,000

조묘향례 협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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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仟원

〈2018년 3월 1일~ 2018년 7월 6일까지
입금순〉 단위 : 仟원
조대헌 울산 남구 무거
50
조원제 주소불명
100
조용하 울산 남구 수암로
50
조헌배 주소불명
10
조형규 경남 함안 가야
50
조현준 부산 동래 금강로
100
조해제 경남 함안 군북
50
조영제 대구 달서 월배
50
조경제 경남 함안 가야
50
조기성 전남 광양 다암
20
조현서 전남대학교
200
조준영 서울 관악 신림
30
조출래 대구 수성 동원로
100
조명래 경북 상주
50
조백규 경남 함안 군북
30
조을제 경북 구미 산림
100
조인제 경기 수원 영통
50
조상술 경남 함안 가야
100
조재완 경남 통영 원문로
50
조정제 창원 마산회원
100
조용래 창원 마산
100
조갑술 경남 밀양 삼량진
100
조정범 창원 마산회원
100
조상규 부산
30
조병선 경남 함안 산인
50
조만제 창원 마산회원
100
조세진 대구 달서 한실로
20
조주호 경북 안동 옥동
20
조주호 경북 안동 옥동
20
조현관 경남 진주 새평거로
50
조래윤 주소불명
100
조현욱 울산 중구 유곡로
50
조중규 대구 달서 월서로
50
조상제 경남 합천 합천읍
30
조상래 경기 화성 장안
100
조민제 울산 중구 구교동
50
조기래 대구
20
조용백 경남 함안 군북
50
조영래 경북 고령 성산
50
조명제 경북 영천 화북
30
조직현 충북 충주 살미
30
조경문 경남 고성 고성읍
100
조용철 부산 수영 수영로
50
조현국 서울 서초 사임당로
100
조인남 경남 거창 웅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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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경북 안동 새골길
조윤제 경남 창녕 남지
조동제 경남 합천 대양
조용수 창원 마산합포
조성래 주소불명
조성기 주소불명
조성찬 서울 강동 압구정
조상제 경남 함안 대산
조성제 대구 달성 호산
조선제 대구 남구 이천
조만수 부산 사하 낙동대로
조광익 대구 남구 대명
조성양 경남 거제 연초
조형래 서울 서대문 연희
조용태 경북 포항 북구
조정호 경기 안양 만안
조춘래 대구 남구 봉덕3동
조관제 서울 서초 서초3동
조경제 충남 대전 도마1동
(미상) 경남 거제 현대@
(미상) 주소불명
조봉래 경남 함안 가야
조양제 경기 평택 고려포장
대구 판결사공후 참봉공파
조억래 경북 안동 퇴계
조인제 서울 송파 송파동
조형래 부산 연제 법조타운
조용돈 창원 마산회원
조화제 충북 진천 진천읍
조재성 경북 고령 대가야읍
조종선 경남 산청 단성
조호창 대구 수성 신천4동
조용철 부산 진구 엄광로
조재성 경남 의령 의령읍
조재범 대구 남구 봉덕로
조호래 경남 함안 산인
조재원 대구 남구 봉덕로
조병구 대구 남구 봉벅로
조 준 대전 유성 엑스포로
조 은 경남 거제시청

종

회

보

계좌번호 : 농협 351-0703-4075-73
함안조씨 대종회
임원•이사회
계좌번호 : 농협 177441-51-001861

비
고
파주 (참판공파)
부산 (서당채례 협찬)
함안 (서당채례 협찬)
함안 (서당채례 협찬)
본향방문(회장 趙在煥)
본향방문(회장 趙璋來)
定期總會後 淸掃費
KTO부산네트웨크

4,100

2018년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21원파 및 임원등의 년회비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1원 파 종 회 년 회비 ------------------------ 50만원 이상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회 위원 년회비 ---------------------- 20만원 이상
입금 계좌번호 : 농협 1 7 7 4 4 1 - 5 1 - 0 0 1 8 6 1

50
50
50
100
50
50
100
50
50
20
30
10
50
100
30
30
30
50
50
50
50
30
200
100
50
20
100
50
100
100
50
20
100
100
100
50
100
100
200
100

함안조씨 대종회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음력 戊戌 8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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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로 36- 9
대표

조

재

환

명

륜 주유소 (명륜동) 859-8251

(구, 온&청)
안동역 앞
Tel : 054) 857-81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58 2F
TEL : 053) 761-2081
FAX : 053) 76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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