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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음력 己亥 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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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장 신년사
- 지난해 시향에 불원천리하고 참석자에 감사
- 기해년에는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과 덕업을 계승하기 위한 기반환경 조성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종
원 여러분의 가내에 조상님의 음덕(蔭德)으로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
니다.
지난해 전서공(典書公) 휘 열(悅), 시정공(寺
正公) 휘 안(安), 정절공(貞節公) 어계선생(魚
溪先生) 휘 여(旅) 선조 등의 시향(時享)에 공
사다망(公私多忙)하신 가운데에도 불원천리
(不遠千里)하고 참석해 주신 종원 여러분께 지
면을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시향(時享)은 선조를 위선사(爲
先事)하는 집안의 축제로서 원근(遠近)을 불문
하고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고 참여하여 “백
세청풍(百世淸風) 숭조목종(崇祖睦宗)”의 고
귀한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실로 뜻 깊은 행사
였으나, 급변하는 시속의 탓인지, 조상을 추모
하고 덕업을 계승하는 집안의 대소사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 오랫
동안 이어왔던 아름다운 가풍이 앞으로 얼마
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같습니
다.
일찍이 유수공(留守公) 휘 영복(榮福 •1672
~1728) 선조께서는 1725년, 영남지방에 큰
흉년이 들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조정에
장계를 올려 경기도 각 읍에서 많은 곡식을 지
원받아 많은 백성들을 구휼하자, 대구 도처에
서 백성들이 공덕비를 세워 공의 은덕을 기렸
다고 하는데, 지금도 팔공문화원과 서변동 근
린공원에 영세불망비가 남아 있으며, 달성군

에 있는 모 학교에 있었던 공의 영세불망비는
몇 해 전에 환경정리를 하면서 사라져 그 행방
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간행된 함안루정록에는 채미
정과 원북재, 응암재 등 우리 함조(咸趙)의 선
적이 45개소가 수록되어 1985년 함안루정록
에는 54개소가 수록된 것과 비교할 때, 30여년
의 세월이 지나면서 9개소의 선적이 누락되었
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옥천공(玉川公) 휘 감(堪) 선조는 동
방십팔현(東邦十八賢)의 한분으로 문묘(文廟)
에 배향된 휴암(休庵) 백인걸(白仁傑) 선생의
사위가 되어 학문과 덕행이 고매(高邁)하여 많
은 문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전란으로
말미암아 단 한자의 문적(文籍)이 전하지 않아
애통하기가 그지없었는데, 2014년 문적총관
(文籍總觀) 편찬과정에서 공이 지은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ㆍ1536~1593)의 만시(輓詩) 한

수를 찾아낸 경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선조께서 남기신 선
적(先蹟)과 자취들이 후손의 불민(不敏) 함과
관심 소홀로 말미암아 나날이 민멸(泯滅)되고
있어 이를 조사, 발굴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여 선적도감(先蹟圖鑑)을 간행하고 보다 체
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야 합니다.또한 젊은 족친들의 말을 들어보면,
집안에 대해 알고자 해도, 족보는 한문이라 제
대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이끌어 주실 어르신들
또한 찾아뵙기 힘든 만큼, 보다 손쉽고 수월하
게 족보를 보고 보학(譜學)을 공부할 수 있도
록, 한글로 족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
다. 돌이켜 보면, 함안조씨 기미대동보를 간행
한 지도 어언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시대
적 요구에 따라 한글로 된 새로운 대동보의 간
행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해년을 맞아 대종회에서는 선조들의 자취
와 행적을 정리한 선적도감의 간행과 한글 중
심의 새로운 대동보 간행의 타당성를 검토하고,
우리 함안조씨(咸安趙氏)여러 문중에서 소장
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리텔
링과 만화, 동영상, 사진전 등과 같이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재탄생시켜 젊은이와 청소년
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어 선조들의 고
귀한 정신과 덕업을 계승하기 위한 기반과 환
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오니, 종원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관심과 후
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해년(己亥年), 올 한해에도 조상님의 음덕
으로 종원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두
루 성취하시기를 축원(祝願)하면서 새해 인사
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휘 대종회장 특별운영비 1,000만원 협찬

己亥年 신년 하례회 개최
2019년 2월 9일(음 1월 5일) 대종회
관 대회의실에서 종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己亥年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모든 종원들의
가정에 황금빛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한다는 東輝 대종회장의 신년사와 性勳

음료수
협찬자

서산서원 이사장, 根濟 함안군수의 축
원사에 이어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부르는 붉은 팥시루 떡케익을 절단한
후 준비된 떡국과 다과를 나누어 먹으
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덕담을 나누었
다.

趙 鏞 萬 (대소헌공파)

영진구론산 1박스

趙 顯 甲 (참의공파)

검은콩,참깨 1박스

趙 炳 宣 (집의공파)

영진구론산 1박스

謹 賀 新 年
己亥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요.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9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咸安趙氏大宗會 회
장 東 輝
수석 부회장 旭 來

대표고문 聖 來
사무총장 曉 濟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음력 己亥 1월 11일) <

문적총관 연재〈3〉
덕곡공(德谷公) 휘 승숙(承肅)
①鼎…④英俊…⑥大升…⑧灝秀
…⑨ 佺 … ⑩ 璥 … ⑪承肅
◐ 형부상서(刑部尙書) 휘(諱)영준(英俊)의 7
대손이며, 봉상대부 상서우복야(奉常大夫
尙書右僕射) 휘(諱) 수전(秀佺)의 손자이다.
◐ 자는 경부(敬夫)이며, 호는 덕곡(德谷)이다.
고려 공민왕6년 정유(1357)에 출생하였다.
우왕(禑王) 2년(1376)에 진사시에 합격하
고, 우왕 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부여감무
(扶餘監務)를 지냈다.
조선 태종 17년(1417)에 돌아가시니 향
수(享壽)는 61세이다. 두문동72현(杜門洞
七十二賢) 중의 한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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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후 낙화가 물에 떠 흐르니,
사람이 사는 곳 도원(桃源) 아닌 곳이 없다네.
◐ 회포를 풀다.
한 벼슬아치 흥망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
함양의 옛 풍물은 청산 뿐이었네.
석 달 동안 무군의 한탄
이 어찌 없으랴만,
명리(名利)를 구함이 걸번보다 부끄럽다네.
◐ 야은 길재에게 보내다.
산 아래 물가에다 그윽한 거처를 잡아,
달 밝은 밤 너울 짙은 아침 흥이 넉넉하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내 안부 묻거든,
죽림 깊은 곳에 누워서 책 읽는다 하게나.

◐ 견불사.
명산 속의 한 사찰,
태곳적부터 있어,
좌선하는 평상에 세월이 한가하고,
강론하는 자리엔 생도들이 줄지었네.
생사가 없다는 네 말을 듣자니,
◈ 행장(行狀)
신선을 배우지 않은 내가 안타깝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 문 담론 끝에 맑은 취향 있나니,
과에 급제 후 특별히 당후관(堂後官)에 제수 좋은 경치가 눈에 가득 하구나.
되어 충하사(充賀使)로 명(明)나라에 갔다가
황제로부터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고
◈ 부록(附錄) 중에서
귀국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야은(冶隱) 길재 중의「어사침향궤명(御賜沈香几銘)」
(吉再)와는 도의(道義)로 친교를 맺고 성리학 ▶나라에서 침향궤(沈香几)를 하사하였는데,
을 강론하였으며, 특히 길재(吉再)와 함께 수 거기에 새긴 명(銘).
창(酬唱)한 시는 유명하다. 성종(成宗)은 공의 너의 성품이 강직함은 마치 이 물건과 닮았기
높은 절의를 추모하여 유호인(兪好仁)으로 하 에 이에 닮은 것을 하사하노라. 명(銘)하노라.
여금 제문(祭文)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팔대(八代)의 쇠퇴한 문장을 일으켰고, 명망
묘소는 함양군 지곡면 신영촌 뒷산 자좌(子 (名望)은 나라에서 높았다. 성정(性情)은 본래
坐)이며, 배(配)는 숙부인(淑夫人) 보성선씨 곧아 위세와 무력에도 굴하지 않으니 당(唐)
(寶城宣氏)로 묘소는 합폄(合窆)이다.
나라의 위징(魏徵)과 한나라의 급암(汲黯) 같
함양(咸陽)의 도곡서원(道谷書院)에 봉향 구나. 귀감(龜鑑)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얻
(奉享)되었으며, 저서로는『덕곡집(德谷集)』 어 사직(社稷)의 힘이 되었도다. 금옥(金玉)을
1권 1책이 있다. □덕곡집(德谷集) 중에서
주려 하나 네가 받지 않으리라. 여기 한 물건
◐ 백사정에 노닐면서.
봄을 찾아 술을 싣고 외로운 마을 지나니,
뻐꾸기 우는 속에 낮인데도 문을 닫았네.

이 있어 서로 유사하기에, 닮은 것을 주어 그
곧음을 표창하노라. 비록 멀리 조정을 떠나
있더라도 나라 일을 잊지 말지어다.”

조소앙 선생‘대한독립선언서’육필 초고 공개

咸安趙氏大宗會報

◐ 고려 봉정대부 부여감무 덕곡 조공 묘갈기
(高麗奉正大夫扶餘監務德谷趙公墓碣記)
공의 성은 조씨(趙氏)이고 휘(諱)는 승숙
(承肅)이며 자는 경부(敬夫)이다. 함안이 관
향이니 형부상서(刑部尙書) 휘(諱) 영준(英
俊)의 후손이다. 고(考)의 휘(諱)는 경(璥)이
니 벼슬은 영돈정(領敦正)이다. 공은 공민왕
6년(1357)에 태어나 우왕 2년 홍무(洪武)병
진년(1376)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우
왕 3년(1377) 문과에 급제하여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황제께서 자금어대(紫金魚
袋)를 하사하심으로 공의 성명이 중국에서도
크게 드러났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
가 등극할 즈음에 부여감무(夫餘監務)의 관직
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서 벼슬하지 않고, 함
양(咸陽)의 덕곡촌(德谷村)에서여생을 마쳤다.
그의 시에 이르기를, “비온 뒷날 떨어진 꽃
이 물에 떠내려 오니 사람 사는 곳이 어디라
도 도원(桃園) 아닌 곳이 없구나”하였고, 또
이르기를, “석 달 동안 임금 없는 탄식(녹봉
없는 삶)이 어찌 없겠는가마는, 명리(名利)를
구하는 것이 장사(葬事) 집의 밥 빌어먹기보
다도 더 부끄럽구나.” 하였다.
공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뜻이 야은(冶
隱) 길재(吉再)와 방불하였는데, 자취를 감추
고 이름을 피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
고 후세에도 또한 공을 잘 알아보는 자가 없
었다. 덕곡문집(德谷文集)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
군북(郡北) 백암산(白巖山) 지내동(池內洞)
이 장지(葬地)였는데, 5대손 희문(希文)이 명
종 8년 문과에 급제하고 명종 16년에 경상도
도사(都事)가 되어 묘소를 참배하고 비를 세
워서 고려부여감무조공지묘(高麗扶餘監務趙
公之墓)라 하여 이로써 후세에 고하니, 선대
(先代)를 받들어 생각하는 뜻이 지극하였다.
통훈대부 행함양군수(通訓大夫 行咸陽郡守)
윤확(尹確) 짓다.
- 덕곡공(德谷公) 휘 승숙(承肅) -

19년 2월1일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는 이후 2·8 독립선언서와 3·
1운동 독립선언서에도 영향을 끼쳤다.
조소앙 선생의 대한독립선언서 육필 초고
는 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
로 기획중인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 전
시’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조소앙 선생 독립선언서

조소앙 선생 후손 조인래
조소앙 선생 후손인 조인래 기념사업회 사
무총장이 대한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월 1일 오전11시 서울도서관 서울기록
문화관에서 조소앙 선생의 대한독립선언서 육
필 초고를 공개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
상가로 삼균주의를 제창한 조소앙 선생(1887
~1958)의 대한독립선언서는 우리 겨레의 첫
번째 독립선언서다.
이번 행사는 (사)조소앙선생 기념사업회와
삼균학회의 주관으로 대한독립선언 100주년
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소앙 선생은 정치·경제·교
육의 균형을 통해 개인·민족·국가 간의 평등
을 이루는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제창, 이를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제정 당시 국가
이념으로삼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다.
대한독립선언서는 우리 겨레의 첫 번째 독
립선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비롯해 광복군 포고문과 대일본 선전포고문
등 우리 역사의 중요한 문서에 기초가 됐다.
조소앙선생을 비롯해 만주와 러시아 지역 독
립운동가 39명이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며 19

우리 대한동족의 남매 및 세계우방의 동포
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평등복
리를 대대로 자손만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에 이민족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해탈하고 대
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한다.
슬프도다. 일본 쪽발이들의 임진 이래 반도
에서의 적악은 만세에 감추지 못하며 갑오 이
후 대륙에서의 작죄는 만국에 허용치 못할 바
이다. 너희 싸움을 좋아하는 악습은 가로되
자신을 보전하고, 자신을 방위한다는 구실로
종래 하늘에 반하고 사람에 거역하는 보호합
병을 날조하고 너희 더러운 나라의 타락된 습
관은 가로되 영토, 문호, 기회의 균등을 빙자
하여 필경 의로움도 잊고 법도도 없는 비밀약
관과 위협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너희 요망
한 정책은 종교를 압박하여 신에 대한 믿음이
전달을 저해, 희롱하고 학문하는 이들을 제한
하여 문화의 유통을 방해하고 인권을 박탈하
고 졍제를 농락하고 군경이 무단과 이민의 음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음력 己亥 1월 11일) <
험한 계책으로써 한국을 멸하여 일본을 심고
자 하는 간악한 흉모를 실행하니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한족을 마멸함이 무릇 얼마나 되
는가? 10년 무단의 장난이 이에 극에 달함으
로써 하늘은 너희의 부덕을 제업하여 우리에
게 호기를 내리시니 하늘에 따르고 인간에 응
하여 대한독립을 선포하며 너희 합병의 죄악
을 선포, 징계한다.
1. 일본의 합방동기는 너희의 소위 범일본주
의를 아주에 펼치는 것으로 이는 동양의
적이다.
2. 일본의 합방수단은 사기, 강박불법, 무도의
무력, 폭행의 극으로 이는 국제법규의 악마
이다.
3. 일본의 합방 결과는 군경의 야만스런 권세
와 경제의 압박으로써 종족을 말살하고 종
교를 협박하고 교육을 제한하여 세계문화
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는 인류의 적이다.
이상으로써 하늘의 뜻과 인간의 도리와 정
의와 법리에 비추어 만국이 입증하여 합방
의 무효를 선언, 전파하여 너희의 죄악을
응징하여 우리의 권리를 회복한다.
하늘의 신이 살피고 세계만방이 간곡히 깨우
치는 우리의 독립은 하늘과 사람이 합응하는
순수한 동기로서 민족 자기보전의 정당한 권
리를 행사하는바 결코 눈앞의 이해에 우연히
충동됨이 아니며 원통한 생각에 얽힌 감정으
로써 비문명한 보복수단에 스스로 만족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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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실로 항구히 일관된 지극한 정성의
격렬한 발로로써 너희 이류로 하여금 감화되
어 깨달으며 스스로 고치도록 함이니 우리의
결실은 야비한 궤정을 초월하여 진정한 도의
를 실현함에 있다.
우리 대중들이여! 공의의 독립자는 공의로
써 진행할진대 일체의 방편을 다하여 군국전
제를 삭제하고 민족평등을 지구 전역에 보급,
실시함으로써 우리 독립의 제1의를 삼으며
무력겸병을 근절하고 평등하고 균등한 천하의
공도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독립의 본령을 삼
으며 비밀스런 동맹이나 사사로운 싸움을 엄
금하고 대동평화를 선전함으로써 우리의 나라
를 되찾는 사명으로 삼으며 동등한 권리와 동
등한 부로서 일체 동포에게 베풀고 남녀 빈부
를 정제하고 동등한 슬기와 동등한 목숨을 지
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노인, 어린이 모두에
게 고르게 하며 사해인류를 제도함으로써 우
리 입국의 기치를 삼으며 나아가 국제적인 불
의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를 체현코자 하
니 이는 우리 한국민족의 시의에 응해 부활코
자 하는 궁극적 의도이다.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덕망의 2천만 형제자
매여! 단군대황조는 상제에게 좌우로 하명하
고 우리들에게 기운을 내렸다. 세계와 시대는
우리에게 복리를 내리려 한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에 하늘에 거스르
는 마귀와 도국의 적을 한손에 도결하라! 이
로써 4천년 조종의 광휘를 드높이고 이로써
2천만 적자의 운명을 개척하라.
독립군아 일제히 봉기하라!
독립군은 천지를 휩쓸라!
한번 죽음은 인간의 면할 수 없는 바이니 개
돼지와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히 도모하겠는
가?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는 마음과 몸을
부활하니 어찌 일신을 아끼며, 집을 기울여
나라에 갚으면 3천리 옥토는 자가의 소유이
니 어찌 일가를 아끼랴.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덕망의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의 본령을 자
각한 독립임을 기억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장
하고 인류의 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임을
명심하여 황천의 명명을 받들고 일체의 못된
굴레에서 해탈하는 건국임을 확신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자.
단기 4252년 2월 일

= 만주, 노령 유지 =
김교헌,
박찬익,
이대위,
이 탁,

신규식,
손일민,
이동녕,
임 방,

김동삼,
신 성,
이동휘,
정재관,

김약연,
신채호,
이범윤,
조용은,

김좌진,
안정근,
이봉우,
조 욱,

김학만,
안창호,
이상룡,
최병학,

문창범,
윤세복,
이세영,
한 흥,

박성태,
여 준,
이승만,
허 혁,

박용만, 박은식,
유동열, 이 광,
이시영, 이종탁,
황상규,

서산서원 무술년 국천제 및 정기총회 개최
2018년 10월 17일(음9월9일) 수요일 10시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소재 서산서원에서 무
술년 국천제가 열렸다. 이날 화창한 가을 날
씨속에 100여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초헌관에
함안군수 조근제(趙根濟), 아헌관에 박용순
(함안군 의회의장), 종헌관에 성하국, 집례 남
상순등 5집사가 맡아 엄숙하고 성대하게 봉
향하였고, 특히 군북고등학교 학생 50여명이
참관하여 생육신의 절개와 충효사상을 배우
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제향을 마치고 서산서원 정기총회가 개최

국천제 및 묘향대비 대청소 실시
2018년 10월 13일(토) 함안
조씨 청장년협의회에서 국천제
및 묘향을 앞두고 원북재를 비롯
하여 서산서원,채미정 일원에 대
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날 함안조씨 청장년협의회
회장 조순제(참의공파) 외 진주,
부산, 구미, 대구, 함안등에서 20
여명의 회원과 서산서원 이사장
및 대종회 사무총장 등 많은 분들
이 수고 해 주셨다.

동양화학㈜유경

되었는데, 2018년도 결산서와 2019년도 예
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다.
이어서 2018년 10월 31일부로 임기만료
되는 임원에 대하여 선임이 있었는 바, 조성
훈(趙性勳) 이사장이 유임되었으며, 사망 또
는 사임으로 결원된 이사에 남상순(南相珣),
조문규(趙文奎, 도암공파), 조정웅(趙正雄,
참의공파)이 선임되었다. 또한 감사 조종래
(趙鍾來)가 사임함에 따라 조혁래(趙赫來,
군북농협장)가 선임되었으며, 나머지 임원
들은 유임되었다.

= 원 고 모 집 =
함안조씨대종회보는 년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원·지파 행사와 동정, 종원들의 소식, 시, 수필, 자유토론
이나 바라는 사항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필히 사진과 연락처 기재요)
※ 구독 신청과 원고 제출은 대종회보 담당자에게 송부
해 주십시요
H. P 010-9597-6258
TEL 055)585-6787~8
E-mail hamjo6787@daum.net

대표

조

정

제

주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북14길 35-9
TEL : 055) 293-6131~2, 010-6592-4252

취급품목 : 각종 화학제품

FAX : 0 5 5 ) 293-6133
E-mail y k2936133@naver.com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음력 己亥 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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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무술년 묘향 거행

원북 전서공(휘 悅) 묘향
제법 쌀쌀한 날씨속에 함안 3선소 묘향이
거행되었다.
11월 18일(음 10월11일) 원북 전서공(휘

悅) 묘향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하림 시정공(휘 安) 묘향, 19일
은 응암 정절공 (휘 旅) 묘향을
이틀에 걸쳐 종원 약 3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도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특히 원북 전서공 묘역에는
종원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부산, 대구 청년회에서 참례객
안내와 제찬 진설등 노고를 아
응암 정절공(휘 旅) 묘향
끼지 않았다. 앞으로 청장년들의 참여를 독려
하여 선조의 얼을 젊은 종원들에게 알려줌으 금으로 5,150,000원을 헌성해 주었으며, 대
로써 함안조씨의 기운을 면면히 이어가기를 구화수회 래진(來眞) 회장이 경주법주 24병을
염원해 본다. 이날 33명의 종원이 묘향 협찬 협찬해 주시어 제주로 헌작하였다.

황석산성 순국선열 순의 제421주년 추모제향
당시 황석산성에서 왜적 7만여명과 싸우다 장
렬하게 순국하신 충의공 조종도, 충열공 곽준,
등 함양, 안의, 거창, 산청, 합천, 초계, 삼가 7
개 고을 민·관 3,500여 선열들의 충절과 호국
정신을 추모하는 순국선열 순의 제421주년
추모제향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
서춘수 함양군수, 아헌관 임재구(도의원), 종
헌관 조형래 (충의공 조종도후손) 가 맡아 성
대하고 엄숙하게 추모제를 봉향했다.
이날 오후에는 경남 산청군 소남에서 일가
친척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초헌관에는 종손
2018년 9월 27일(목) 11시 황암사(경남 함 조동윤, 아헌관 조형래(종친회장), 종헌관 조 회 전 문화원장), 축 조현판(대소헌공파 종회
양군 서하면 육십령로 2989)에서 정유재란 동래(광양향교 전교), 집례 조종연(부산화수 장)께서 맡아 충의공 대소헌선조불천위 향례
가 엄숙하게 봉향되었다.

함안향교 추계석전대제 참례

완도군 금일읍화수회

2018년 9월 28일 (음 8월 19일) 함
안향교 추계석전대제에서 5집사중 3집
사에 문중 종원들이 선임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행사를 빛냈다.
아헌관 趙鏞萬(대소헌공파, 법수면유
도회회장)집례 趙文奎(대종회 전례분과
위원장) 축 趙曉濟(대종회사무총장)세분
이 수고하였고 현재 향교운영의 실무를
수행하는 총무장의 직을 趙魯濟(집의공
파) 종원이 맡고 있다.

조한규 서산서당 원장 취임
洙泉 조성래(聖
來, 斗巖公派)원장
후임으로 艅江 조
한규(漢奎, 大笑軒
公派)종원께서 20
19년 1월1일부로
서산서당 원장에
취임했다.
조한규 원장은
함안 법수 출신
으로 부산 부성
고등학교 교장으
로 퇴임하셨고 (사)대한사립중·고등학교 이
사, 서사서원 이사, 신산서원 도임, 부산시 사
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평화통
일정책자문을 역임하였으며 국민훈장 동백장
을 수상하신 분이다.

조갑제 동계공파
종회장 취임
내헌공 후 동계공
파 종회장 조장래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
임하고 조갑제 (49,
대구) 종원이 2019
년 1월 1일부로 신
임회장에 취임하였
다.

대소헌공 후 일족들이 세거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 금일읍 일가 들이 2018년 9월 30일
본향을 다녀갔다.
趙正哲 회장을 비롯한 26명의 회원들은 이
날 오전에 함양 황석산성 황암사와 대소헌 선
조 묘소, 산청 소남소재 대소헌공 선조 종택을
둘려보고 오후에 대종회에 도착하여 어계고
택, 대종회관,채미정, 서산서원, 정절공 묘소
를 두루 탐방하였다.
또한 대종회 운영협찬금 20만원을 헌성하기
도 했다.

- 행 사 알 림 ◆ 어계선조 조묘향례
2019년 4월 10일(음3월6일) 수요일
8시30분 어계고택
◆ 제44회기 정기총회
2019년 4월 10일 10시 30분 대종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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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음력 己亥 1월 11일) <
지난 12월 21일 『치악산제명록』의 연대
가 상이한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고자 강원도
영월에서 치악산제명록에 기록된 세분의 후
손 문중 대표(우리 문중에서는 조욱래 수석부
회장, 조용득 부회장, 조효제 사무총장 참석)
들이 모여 “단종이 병자년(1456년) 6월 28일
영월에 유배되었던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바로
잡을 것”을 영월군에 청원하였다.
『치악산제명록』은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
자 어계 선조께서 문후를 여쭙고 성수만세를
기원하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행하
신 불멸의 표시이다. 원호(元昊) 관란(觀瀾),
조려(趙旅) 어계(漁溪), 이수형(李秀亨) 도촌
(桃村) 세분 선생의 휘자와 호를 새기고, 왼쪽
아래에 작은 글씨로 ‘景泰□年 三月旣望書于
立 石 (경태□년 3 월 16 일에 쓰다)’라고 새
겼다.
목만중(睦萬中)은『제명록서문(題名錄序)』
에서 ‘연(年)자가 누락되어 연도를 알 수 없으
나, 눌옹(訥翁) 이광정(李光廷)공이 결론짓기
를 사육신이 죽음을 당하던 때라 하였으니,
이 말에 따른다면 경태(景泰) 7년 병자년(14
56년)이 된다’고 말했다.
‘경태(景泰)’는 명나라 제 7대 황제 경태제
(景泰帝,1450~1456)의 연호이다. 경태제는
형인 제6대 황제 정통제(正統帝)가 몽고의 야
선(也先)을 정벌하러 갔다가 토목보(土木堡)
싸움에서 패해 포로가 되자, 정통제를 태상황
제로 추대하고 제7대 황제로 즉위했다. 1450
년에 정통제가 풀려나서 귀국하자 남경(南京)
에 유폐시켰으나, 1457년 1월 경태제가 병을
얻자, 정통제는 환관의 도움으로 복위에 성공
하여 제8대 천순제(天順帝)가 되었고, 경태제
는 서원에 연금되었다가 1달 뒤에 30세의 나
이로 죽었던 까닭에 경태 8년은 성립하지 않
는다.
따라서 ‘景泰□年 三月旣望 ’이란 기록으로
보건데 , 『치악산제명록』은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다음해인 세조 3년 정축년(1457년)
3월 16일에 쓴 것이다. 만일에 ‘세조 3년 정
축년(1457년) 6월 21일 상왕(上王)을 노산군
(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寧越)에 거주시켰다’는『조선왕조실록』
의 기록에 따른다면,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기

고 조진규 선생 2018년
광복절 독립 유공자 선정
故 조진규(趙珍奎)
선생 (내헌공후 두암
공파, 전 부산교총회
장 조금세 종원의
조부)이 2018년 광
복절을 맞이하여 독
립유공자로 선정되
어 대통령 표창을 수
상하였다.
故 조진규 선생은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출신으로 초휘는 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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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457년까지의 여러 사실
들을 사실 그대로 예종1년
(1469년)에 기록한 것이다.
『계유실록』에는 ‘경태7년
병자년(세조 2년) 정월에 상
왕(단종)이 금성대군 유(瑜,
세종대왕 6자)의 집에 나가
있었고, 6월에 좌부승지 성
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김질, 권자
신 등이 상왕 복위를 모의했
으며, 6월 28일, 상왕은 노
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군
에 안치되었고, 금성대군은
순흥부에 안치되었다’고 기
록하고 있다 .
대한민국(大韓民國)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신편 한국사』에는
‘세조 2년 (1456년) 6월, 성삼문 등이 단종을
복위하려는 모의를 했으나 김질의 고변으로
좌절되었고, 이 여파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
봉되고 폐서인이 되어 영월에 유배되었다’고
하여『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잘못된 것임
을 명백하게 밝혔다.
『치악산제명록(雉嶽山題名錄)』은 단종이
병자년(1456년) 6월에 영월로 유배되었던
사실을 밝히는 영월에서 유일한 금석문(金石
文)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중요할 뿐 더
러, 어계선조(漁溪先祖)께서 몸소 행하셨던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忠節)이 기록된
성지(聖地)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
우 크다 하겠다.
현재, 영월군에서 장릉 입구에 있는 단종역
사관의 단종 역사자료의 진열과 설명 등에서
정축년(1457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2017년 12월 21일
『영월단종역사연구회』와『치악산제명록』
에 기록된 세분 선생의 후손문중 대표들이 모
여 이를 바로 잡기로 의견을 모으고, ‘단종이
병자년(1456년) 6월 28일 영월에 유배되었
던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바로 잡아 줄 것’을 영
월군에 청원하였다.
(조명래 ‘치악산제명록(雉嶽山題名錄)의 역
사적(歷史的) 가치(價値)와 의의(意義)’ 참조)

치악산제명록 기록변경 청원

이전에 『제명록』을 쓴 것이 되어 『치악산
제명록』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만큼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밝
혀야 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 단종이 병자년
(1456년) 6월 28일에 영월에 유배된 사실을
두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정축년(1457년)
으로 바꾸어 역사를 왜곡한것은 ‘세조가 조카
단종을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성의를 다
했다’는 후덕한 군주의 모습을 후세에 남기려
는 기도(企圖)였다. 1660년부터 1665년까지
영월군수를 지냈던 윤순거(尹舜擧)는 『노릉
지서문(魯陵君序)』에서 ‘단종이 세조에게 왕
위를 선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유
(緣由)와 단초(端初)를 바꾸었고, 단종을 영월
에 유배하면서 그 연월(年月)을 사실과 다르
게 고쳤으니, 이는 실기(實記)가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여우나 쥐새끼 같은 간교한 무리가
사실을 교란(交亂)시켜 놓았지만, 야사(野史)
나 쇄록(瑣錄)에는 진실을 많이 전하고 있으
니, 끝내 사실이 민멸(泯滅)되지 않았다’고 말
했다
윤순거(尹舜擧)의 말처럼 야사(野史)에는
그 진실이 오롯하게 새겨져 있었으니, 그 대
표적인 기록이 김길통(金吉通, 1408~1473)
의『계유실록(癸酉實錄)』이다.『계유실록』
은 1441년 단종의 출생부터 사약(賜藥)을 받

(漢奎), 자(字)는 국필(國弼) 호(號)는 퇴우
(退憂)이고 아들은 조용태이다. 조 선생은
1919년 3월 19일 함안읍 만세운동에 참여하
여 시위군중과 함께 함안경찰주재소, 함안등
기소등에 돌을 던지고 만세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1924년에는 청년단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벌렸고, 1926년 6·10 만세사건에
연루되어 검속당하고, 1927년에는 상해 독립
단 경남 대표로 선임되어 안재홍 지사와 독립
을 논하고, 이석근, 조한휘와 함께신간회 함안
지회를 결성하여 항일투쟁과 주민을 계도하기
도 했다. 조 선생은 1931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당에 입당하고, 1935년에 나진에서 노
동쟁의를 주도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귀국 다. 묘지는 칠원 무릉 선영에 있고, 1981년 4
하였으나, 옥고와 울분이 병이되어 1941년 월 함안 괴산리에 “퇴우 조진규 지사 추모비”
8월 10일 해방도 보지 못하고 38세로 작고했 가 건립되어 있다.

백  이  석  물 
취급품목 : 이장. 평장. 장의조경 장의비품
석물일체. 묘지철망. 납골묘

대표

조 현 석

H. 010-8820-7298
010-2581-9797
T. 055-585-9797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음력 己亥 1월 11일) <

6

>

咸安趙氏大宗會報

새로 단장한 院北齋

문화재 안내판 교체 설치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59호 원북재(院
北齋) 지붕이 누수로 인한 손상이 심하여 전
면적인 보수로 새롭게 단장했다.
문화재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1억2천만원
의 군비를 지원받아 지붕을 해체하여 손상된
추녀보, 석가래등 60%에 해당하는 목재를
교체하고 지붕 기와 전부를 교체하는 대대적
인 보수작업을 2018년5월1일 착공하여 11월
30일 완공하였다.

대종회관과 서산
서원을 중심으로 한
권역의 유적탐방객
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8년 2월 5일부
터 함안군 문화관광
해설사 8명이 윤번제
로 주말에 대종회관
소회의실에 상주하
면서 관광 접객을 시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되고 문맥이 불충분한
문화재 안내판을 보다 더 상세한 문맥으로 수
정하고 통일된 규격과 모형으로 교체되었다.
다. 이 사업 역시 군비지원 일천만원으로 20
18년 5월 4일 원북재, 서산서원, 채미정, 정
절공 묘역 4개소에 교체 설치하였다.

= 인 물 동 정 =

조명래(趙明來) 환경부 장관 취임
문재인 대통령
은 2018년 9월 5
일 환경부 장관후
보로 조명래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
원 원장을 지명하
였으며, 국회 청문
회를 무난하게 통
과하여 11월 5일
환경부장관에 임
명되었다.
조명래(참지공파) 환경부장관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안동고등학교와 단국대 지역개발학

과를 졸업하고, 이후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석사, 박사 학
위등을 취득하고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한
국공간환경 학회장,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
학부 교수등을 거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
원장을 역임했다.
*1955년 안동 출생 *안동고 졸업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졸업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석사,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現)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現)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장에 취임 대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했다.
경상북도 산하
기관인 한국국학
진흥원 제9대 원
장에 조현재(顯
宰, 58·대소헌공
파) 동양대 교수
가 2018년 9월
21일자로 임명됐
다. 조현재 신임
원장은 포항 출생
으로 연세대를 졸
업하고 서울대 행
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영국 브리스톨

제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화체육관광부 관
광산업국장, 기획조정실장, 제1차관을 역임
했다. 31여년 공직기간동안 대부분을 문화체
육관광부에서 보냈으며 특히, 관광산업국장
재직시 경상북도의 역점사업인 ‘3대문화권 사
업’을 최종 확정시키고‘ 경주-이스탄불 국제
문화엑스포 사업’의 정부지원을 주도했다.
조현재 신임 원장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 협력을 바탕으로 국학진흥을 위한 새로
운 아젠다를 개발하고 소장하고 있는 국학자
료의 세계화를 통해 국격을 제고하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현명 김해부시장 부임

조웅제 함안군 부군수 부임

김해시 부시장
으로 조현명 (57,
우후공 후 참의공
파) 경남도 행정국
장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부임했
다. 조 부시장은
지방행정고시 출
신으로 1996년 4
월 양산시에서 공
직을 시작해 경남
도 친환경에너지
과장, 고성군 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 2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한 후 경남도 도시교통국장, 환경산림국장,
행정국장 등 경남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함안 출신인 조 부시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서
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지방행정고시 1회 출
신으로 시군 부단체장과 경남도와 행정안전
부 근무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해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을 듣고 있으며 직원
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함안군 함안면 괴
산리 괴항마을 출신
조웅제(55, 趙雄濟,
내헌공후 두암공파)
종원이 경상남도 문
화예술과장으로 재
임중 2018년 12월
31일자로 함안군 부
군수로 부임했다.
함안 출신이 함안
군 부군수로 부임하
는 최초의 사례다.
조웅제 부군수는 함안초, 함성중, 마산용마
고, 창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치밀한 성
격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업무에 대한 집중력
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남의 말
을 귀담아 듣는 온화한 성품으로 공직사회서
도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
한편, 조 부군수는 함안우체국 영업과장을
지낸 조노제 마산우체국 영업과장의 동생이
기도 하다.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에 취임
2018년 9월 27
일 조세영(대소헌
공파)이 국립외교
원장에 취임했다.
조 원장은 동서
대 국제학부 특임
교수 겸 일본연구
센타 소장에 있으
면서 부름을 받
았다. 조 원장
은 함안 출신으
로 신일고와 고
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동북아 문제에 정통한 외교전문가로 외무
고시 18회로 입부해 외교통상부 주중국대사
관 공사참사관,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동
북아시아국장을 지냈다.
* 1961년 서울 출생
* 신일고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 동북아시아 국장
* 동서대 국제학부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소센
터소장

조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용
마산창신고등학
교를 졸업한 후 서
울대학교에서 경제
학을 전공, 동대학
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학중앙연구원 교수
로 재직하던 조영
준(趙映俊(來), 耐
軒公後 韜巖公派 45
세) 종원이 오는 3월
1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교수
로 임용될 예정이다. 종원은 창원시 마산회원
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훈제(趙焄濟 교장퇴임
76세) 종원과 어머니 강영자(晉州 姜榮子) 씨
의 2남중 장남이며, 부인은 숙명여대와 동대
학원을 졸업한 서양화가 박지혜(密陽 朴智慧)
씨이고, 슬하에 2녀 수빈(秀彬), 유빈(瑜彬)을
두고 있다.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음력 己亥 1월 11일) <

삼기마을 출신
조민철 경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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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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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선 함안군민상 수상

가야읍 도항리
삼기마을 출신 조
민철 (42세, 김해
장유, 집의공파)
이 경정 승진시험
에 합격하여 1월
25일자로 경남도
경 인사에서 창원
서부경찰서 정보
과장으로 임용 받
았다.
조 경정은 대종회 전례분과 위원이자 집의
공파 부회장인 조한제씨의 차남으로 경상고
등학교(19회)와 2001년 경상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경찰간부후보 54기로 임관
하여 양산경찰서에서 첫 발령을 받아 근무하
였다. 2011년 경감시험 승진으로 경남기동중
대장을 거쳐 502 의무경찰중대장으로 근무하
여오다 이번에 승진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인
배선영(교육행정직)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조 경정의 부친인 조한제씨는 함안군청 공
무원으로 재직하다 2007년 칠서면장으로 정
년퇴직하였으며 모친 이종정씨는 전의 이씨
로 의령군 지정면 두곡이 친정이며 슬하의 두
아들중 장남 조정환과 큰 자부 안형숙이도 부
부경찰공무원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8년 4월 20일 열
린 제31회 함안아라문
화제 개막식에서 제28
회 함안군민상 출향인
부문에 수상한 조용선
(趙鏞善,도암공파)씨는
군북면 출신으로 국제
로타리클럽 제3640지
구 회장, 전경련 이사
를 역임했고 현재 재경

= 출 간 =
조동수「대아비지」출간
조동수(신당공파, 52
세 경주출생)는 법명이
석우로 1987년 월간「소
설문학」의 제7회 1천
만원고료 장편소설문학
상에「토인부락」이 당
선된 이후 장편과 단편
소설을 계속 발표해 왔
으며 이번에「대아비지」
를 출간했다.

영남지역 화수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영남지역 화수회 (부산.대구.창원.진주) 친
선골프대회가 2018년 10월30일(화) 파미힐
스골프장(왜관소재) 동코스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봄.가을에 부산,대구,창원지역을 순회
하면서 개최되는 친선골프대회가 이번에는
다섯번째로 대구화수회(회장 조래진)에서 주
최하여 10팀(여성2팀포함) 총40명(부산16명,

함안군향우회장, ㈜유창 대표이사로 재직중
이다. 함안군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고 20여 년간 고향의 어려운 이웃돕기와 경
로잔치를 후원하기 위해 3억여원의 성금을
기탁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왔으며
모범 기업인으로 사회 공헌 활동과 나눔경영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 납세자 재경부장
관 표창, 47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전국경영인 연합회 대상 수상, 2017 품질경
영시스템 최우수 기업 선정등 남다른 고향 사
랑과 함안을 빛낸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訃音

의당(毅堂) 조일제 (남
계공후 대소헌공파) 고문
이 2018년 10월 19일 향
년 90세로 별세하셨다.
고인은 경남 함안ㆍ의
령ㆍ합천에서 제10대 제
1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민당 정책위의장을 역
임했다.일본 오사카총영
사와 해외교포문제연구
소 이사장, 해남장학문화
재단 이사장, 서산서원 초대 이사장, 화수회
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유족으로
는 아내 어복희씨와 자녀 조양익(SK브로드밴
드 차장)ㆍ윤진ㆍ연진ㆍ연수(마나스정신과 원
장)ㆍ어숙(아이피파트너스)씨 등이 있다.

이일회 게이트볼 친선대회 개최

대구16명,창원8명) 이 참석하여,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서 일가간에 친목을 다지는 의
미 있는 행사를 하였다.
대구화수회 조재태 사무총장
의 사회로 신페리오방식에 의한
성적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니어
리스트에 조제일(대구,청풍회회
장) 롱게스트에 조록래(부산), 3
위에 조용운 (부산,사무총장), 준
우승에 조형근(창원), 메달리스
트에 조철제(77타,창원) 여성우
승에 윤경희(부산),영광의 우승
에 조창제(부산,직전회장) 일가
님이 수상하였다. 다음 대회는
창원화수회에서 주최하여 내년
봄에 개최될 예정이다

함안조씨 이일회 게이트볼 1주년 기념 친선대회를 20
18년 12월 22일 함안군 법수면 게이트볼장에서 개최하
였다. 이날 대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조근제(趙根濟)함안
군수가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셨고, 조욱래(趙旭來)대종
회 수석부회장, 조효제(趙曉濟)사무총장과 함양군 게이
트볼 일가팀 조상래외 5명이 참석하여 일가간의 친목을
다지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많은 종원들의 참여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일회(21개 원
파를 뜻함)라는 명칭으로 출범한지 1주년이 되었으며 지
속적인 발전을 바란다.

함안조씨동지공파세보 발간안내
함안조씨 동지공파종중에서는 한자와 족보를 잘 모르는 젊은 후
손들에게 효(孝)와 뿌리교육, 인성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족보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족보는 한자와 족보를 잘 모르는 후손들을 위하
여 국한문 혼용 번역족보로 발간되며,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족보도 함께 구축됩니다.
종원 여러분들께서는 족보 등재신청서 견본 등을 잘 참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족보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가내별 수단위원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편찬사업 발간비용
(우송료제외)은 문중자금으로 충당합니다.

○ 수단기간 : 2019년 6월 30일까지 마감
○ 수단대상 : 국내외 거주 함안조씨동지공파 후손
○ 수단 접수 및 문의처 1. 함안조씨동지공파종중 사무실 :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70 (4층)
휴대폰 : 010-3583-4878 팩스 : 055-583-2100 홈페이지 : www.함안조씨동지공파.com
2. 가내별 편집위원 및 수단위원
• 운창공(함승)가내 : 조수제(010-5488-7632), 조흥제(010-4590-0514)
• 월창공(함번)가내 : 조성민(010-2943-3018), 조성삼(010-3583-4878)
• 계창공(함광)가내 : 조성기(010-8542-3838), 조성중(010-9235-4497)
• 오창공(함기)가내 : 조용목(010-2541-8830), 조재일(010-3857-7823)
• 백창공(함설)가내 : 조이제(010-9119-2573), 조용경(010-3837-3039)
3. 족보편찬 수탁 받는 서울사무소 :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704호
휴대폰 : 010-9275-5077
팩스 : 02-2633-4167

함안조씨동지공파종중 회 장

조

용

철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음력 己亥 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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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보
임원회비
협찬금
협찬금

입금순
趙東輝
趙顯峻
趙曉濟
趙明來
趙暎奎
趙榮奎
趙聖來
趙官濟
趙來眞
趙民濟
趙点來
趙容來
趙局來
趙鏞得
趙亨來
趙弘來
趙顯判
趙性勳
趙顯石
趙仲奎
趙顯旭
趙世濟
趙國濟

-2018년7월7일~2018년12월31일단위 仟원
대종회장
부 회 장
사무총장
운영위원
부 회 장
부 회 장
대표고문
부 회 장
부 회 장
부 회 장
운영위원
부 회 장
운영위원
부 회 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감
사
부 회 장
부 회 장
운영위원
부 회 장
운영위원

안동
부산
함안
대구
함안
부산
창원
서울
대구
함안
함안
대구
대구
함안
부산
대전
부산
함안
함안
대구
울산
함안
창원

1,000
500
200
200
200
200
300
300
200
200
200
200
100 (추가분)
200
300
200
200
200
200
100 (추가분)
100 (추가분)
200
100 (추가분)

원파 종회 부담금
(2018년7월7일~2018년12월3
입금순
禦侮公派
節度使公派
虞候公派
執義公派

(회장
(회장
(회장
(회장

趙弼權)
趙末來)
趙旭來)
趙民濟)

단위 仟원
1,000
500
500
500

종회운영 협찬
(2018년7월7일~ 2018년12월31일)
입금순
趙東輝
趙炳宣
趙鍊奎
趙鏞伯
趙性道
금일읍화수회
趙聖來
趙台東
趙성제
釜山花樹會
未 詳
未 詳
趙壽濟
趙漢奎
趙命來

10,000
100
150
300
100
200
100
200
500
500
200
100
100
100
1,000

단위 仟원
안동(대종회장)
함안(자문위원)
함안(고문)
서울
함안(고문)
완도(회장趙正哲)
함안(자문위원)
남해(자문위원)
주소불명
회장 趙亨來
未詳
창원 마산
함안(자문위원)
부산(자문위원)
함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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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회보
종회보 협찬금
협찬금

입금순
조현준
미 상
조흥제
조용범
조경문
조용만
조래훈
조현채
조중래
조성기
조말규
조정래
조왕제
조기성
조양제
조종규
조삼술
조길제
조해제
조영재
조성래
조금도
조재홍
조경래
조현철
조용균
조명철
조용가
조상제
조성양
조기래
조용태
조경제
조금제
미 상
조현정
조정웅
조광익
조현덕
조만수
조선제
조현갑
조강제
조덕래
조석규
조용찬
조갑제
조용근
조헌도
조용수
조용암
조용래
조재완
조성래
조석제
조현도
조우진
조문도
조충억
조동휘
불 명

-2018년7월7일~ 2019년 1월31일단위 仟원
부산 동래구 금강로
300
주소 불명
20
경남 함안군 군북면
50
부산 수영구 망미동
100
경남 고성군 고성읍
100
경남 함안군 법수면
50
경북 영양군 석보면
30
경남 함안군 군북면
20
경남 함안군 군북면
50
경남 합천군 초계면
50
대구 수성수 파동로
100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100
경북 청송군 파천면
50
전남 광양시 다압면
20
부산 수영구 망미동
50
경남 함안군 대산면
100
경남 합천군 가야면
100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0
경남 함안군 군북면
50
경남 합천군 가야면
50
충남 아산시 법곡동
50
부산 북구 봉덕천로
50
대구 북구 매천로
50
대구 달서구 와룡로
50
주소불명
100
경남 함안군 가야면
100
제주시 고마로
1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200
경남 함안군 칠원면
100
경남 거제시 연초면
50
대구 중구 남산로
20
주소불명
30
대구 서구 도마1동
50
경북 칠곡군 지천면
200
경남 창원시
100
경남 산청군 소남
2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
200
대구 남구 대명동
10
경남 창녕군 창녕읍
5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
대구 남구 이천동
30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50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
경남 함안군 가야읍
20
서울 송파구 중대로
5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50
서울 금천구 금하로
10
경남 창원시 내서읍
100
경북 안동시 풍산읍
50
경남 창원시 합포구
100
경남 창원시 합포구
100
경남 창원시 내서읍
100
경남 통영시 북신로
50
경남 함안군 산인면
50
경남 함안군 가야면
100
부산 북구 만덕로
5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
50
울산 남구 무거동
경북 문경 신기동
100
경북 안동(대원석유) 1,000 (광고료)
울산 남구 무거동
50

咸安趙氏大宗會報
조재태
조영래
조용래
조수제
조덕운
조창제
조익규
조한제
조현식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대구(원형건축)
대구(대천)
경남 함안군 산인면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부산 ㈜대성강재
경남 진주 진양호로
경남 함안(인사동정)
경남 함안(백이석물)

100
500 (광고료)
500 (광고료)
50
100
500 (광고료)
30
100
300 (광고료)

2018년 묘향 협찬자 명단
(2018년11월18일~19일-음10월11~12일)
단위 천원

5.150

임원회비·분담금 및 제반 협찬금을
헌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