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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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인 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종
원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기
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9년 기해년(己亥年) 6월에는 우리
함안조씨(咸安趙氏)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진심진력(盡心盡力) 하시던 중산(中山) 동휘
(東輝) 회장님께서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2014년 4월에 대종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중
산(中山) 동휘(東輝) 회장님께서는『함안조씨
문적총관(咸安趙氏文籍總觀)』간행사업을 마
무리하셨고, 우리 함안조씨의 오랜 숙원이었
던 대종회 회관을 30만 종원들의 힘을 모아 채
미정 옆에 신축하여 조상대대로 이어온 ‘백세
청풍(百世淸風) 숭조목종(崇祖穆宗)’의 정신
을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
하셨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충(忠)과 의(義)
을 다하여 우리 함안조문(咸安趙門)을 널리 빛
낸 열 세분 선조의『십삼충비(十三忠碑)』와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독립운동에
신명(身命)을 다하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서훈하신 소앙(素昻) 조용은(趙鏞殷)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유공자들의 청사(靑史)에 빛
나는 공적을 기린『독립유공자비』를 건립
하여 함안조씨가 충성(忠誠)과 절의(節義) 의
가문임을 세상에 널리 현창하고 후손들의 귀감
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종회가 선조의

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일족간의 대동화합(大
同和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원지파(原支派) 회장단과 상의하여 대동보(大
同譜) 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선조들의 행적
과 발자취를 널리 조사 수집하여 목록을 만들
고 선적도감(先蹟圖鑑)의 간행을 통해 선조들
의 빛나는 정신과 행적을 널리 현창하고, 어
계종가를 증,개축하여 우리 함안조씨의 전통
문화와 정신을 확립하고 후손들이 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래에는 젊은 청년세대 일부가 조상과 문
중 일에 무관심하다보니 어느 집안을 막론하
고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어 모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젊
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상의 자
취와 덕행을 널리 조사하고 발굴하여「스토리
대종회 수석부회장 조욱래
텔링」과 만화, 동영상, 사진 등과 같이 재미
있고 다양한「콘텐츠」로 재탄생시켜 선조들
회장 직무대행
의 고귀한 정신과 덕업을 계승할 수 있는 기
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얼을 현창하고 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합니다. 젊은 청년세대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무엇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중 있는 기회와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中山) 회장님의 뜻에 따라 강주리 종토를 만큼, 전통예절과 문화를 무조건 고집하지 말
매각한 자금으로 대체 건물을 지난 연말에 매 고, 요즘 시대적 흐름과 사조(思潮)에 융화될
입하였으며, 영월 어계비원을 새롭게 재 정비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하여 승화시켜 나갈 수
하여 앞으로는 단종문화제 사업에 포함시켜 있도록 종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을
관리예산을 지원하기로 영월군청과 협의되었 당부드립니다.
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자년 올 한해에도 조상님의 음덕으로 종
2020년 경자년에는 중산(中山) 회장님께서 원 여러분께서 바라는 모든 일이 두루 성취하
평소 강조하셨던 ‘백세청풍 숭조목종’의 정신 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庚子年 신년하례회 개최

년사와 한규 서산서당 원장. 성훈 서산서원 이
사장의 축사에 이어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흰 쥐해를 맞이하여 모든 종원들의 부른다는 붉은 팥 시루떡을 절단한 후 준비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 떡국과 다과를 나누어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
원한다는 욱래 대종회장 직무대행의 신 하는 덕담을 나누었다.

함안조씨대종회 선조향례 일정
음력

2020년 1월 29일(음 1월 5일) 11시 대종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종원 8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경자년(庚子年)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謹

묘향

賀

新

年

庚子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요.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咸 安 趙 氏 大宗會 회장직무대행
사무총장

旭 來
曉 濟

대표고문 聖 來
서산서당원장 漢 奎

社團法人 西山書院 이 사 장

性 勳

사무총장 性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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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9 년 己亥年 墓享 거행

원북 전서공(휘 悅)묘향

예년에 비해 따뜻하고 청명한 가을날씨 속
에서 咸安 3先所 묘향이 거행되었다. 11월 7
일(음10월 11일) 원북 전서공(휘 悅) 묘향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하림 시정공(휘 安) 묘향,
8일에는 정절공(휘 旅) 묘향을 이틀간 연 280
여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성대
하게 치루어졌다. 예년과 다름없이 서울과 대
구에서 대형버스로 많은 종원들이 동참해 주

헌관 및 집례자

하림 시정공(휘 安) 묘향

응암 정절공(휘 旅) 묘향

셨고, 특히 대구화수회 來眞 회장이 올해에
도 작년처럼 제주에 쓰라고 경주법주 2박스
를 협찬해 주었으며, 28명의 종원이 350만원
에 달하는 제수대를 헌성해 주었다.
참고로 정절공(휘 旅) 손자들 중, 참판공(휘
舜), 어모공(휘 昌), 판결사공(휘 績), 우후공
(휘 騫) 남계공(휘 壽萬), 절도사공(휘 壽千)

선조들은 3先所 묘향일과 8일 오후에 모셨
고 집의공(휘 參)은 음력 10월 13일 함안
군 함안면 괴산리에서, 사과공(휘 發)은 음력
10월 15일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서, 내헌공
(휘 淵)은 음력 10월 5일 구미시 신동에서 받
들었다.

3先所 墓享 獻誠金 (단위 : 천원)

2019년도 국천제 및 서산서원 정기총회 개최
지난 10월 7일(음 9월9일) 10시 중양절에
서산서원에서 생육신을 기리는 국천제가 종
원과 생육신 후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고 엄숙하게 봉향되었다. 이날 초헌관
李淙榮(眞城人) 아헌관 全瑛秀(慶山人) 종헌
관 南基淸(宜寧人) 집례 趙文奎(咸安人) 축
李在敎(永川人)가 맡아 주었으며, 이어서 11
시에 2019년도 (사)서산서원 정기총회가 숭
의당(崇義堂)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전 회기 결산 및 금 회기 예산안
이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 천 제

서산서원 정기총회

忠毅公 大笑軒 휘 宗道
殉義 추모제 및 불천위제
2019년 9월 16일(월) 함양군
황석산성 황암사에서 순국선열 순
의 제 422주년 추모제가 봉행되
었다.
충의공 조종도, 충열공 곽준을
비롯하여 함양, 안의, 거창, 산청,
합천, 초계, 삼가 7개 고을 민·관인
3,500여 선열들의 충절과 호국 정
신을 추모하는 이 날 행사에 함양

군수, 지역 국회의원 등 내외빈 25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거행되었고, 본
문중에서는 旭來 수석부회장을 비롯
한 대소헌공파 종원들이 많이 참석하
여 제향을 끝낸 후 산청군 단성면 소남
의 대소헌공 종택으로 자리를 옮겨 공
의 불천위(不遷位)제를 모셨다. 이어
서 대소헌공파(회장 顯判)의 2019년
도 정기총회도 성황리에 치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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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고 소리 질러 백수(百獸)를 떨게 함은 호
(虎)의 장(壯)함이나, 이 삼호(三虎)가 아니
다. 복희(伏羲)의 역(易)에 대인(大人)의 변
(變)을 삼호(三虎)로 비유했고, 당(唐)나라의
鼎-烈- 之興-天啓
현인은 소인(小人)의 악행을 삼호(三虎)에 견
-悅-  寧 -  昱
주어 경계하였고, 주(周)나라의 소호(召虎)는
○참지공(參知公) 휘 욱(昱)은 판도판서(版 재상(宰相)으로서 호(虎)요, 수(隋)나라의 한
圖判書) 휘(諱) 천계(天啓)의 증손이며, 금은 호(韓虎)는 장수(將帥)로서 호(虎)이다. 호랑
공(琴隱公) 휘(諱)열(悅)의 손자(孫子)로, 정 이를 그리려다 개처럼 될 수도 있고, 겉은 호
절공(貞節公) 어계선생(漁溪先生) 휘(諱) 려 랑이 같으나 바탕은 양(羊)같은 경우도 있는
데, 여기 삼호(三虎)는 소호(召虎)냐? 한호(韓
(旅)의 종제(從弟)이다.
虎)냐? 개 같은가? 양의 바탕을 가진 것이냐?
○자(字)는 자명(子明)이며, 호는 죽포(竹圃)
이것은 곧 양육(養育)의 방식에 달려있다 하
이다. 세종 14년 임자(1432)에 의령현감(宜
겠다.
寧縣監) 휘(諱) 영(寧)의 장자로 태어나 단종
그렇지만 삼호(三虎)의 기상은 실로 한 호
원년(1453)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종 23
(虎)에서 근원하여 장차 소도 잡아먹을 수 있
년(1492)에 돌아가시니 향수(享壽)는 61세
는 기상은 같이 가졌으니, 나는 삼호(三虎)가
이다.
보잘 것 없는 것이 되지 않고 이름을 떨치는
□행장(行狀)
호랑이가 될 것이 확실함을 알 수 있다.
공은 약관에 문장가가 되었으며, 22세에
이렇게 이름 지은 이는 누구냐? 아버지 호
문과에 급제하여 문명(文名)이 나라 안에 자 랑이인 려(旅)요, 글을 풀이한 자 누구냐? 아
자하였다.
저씨 호랑이인 욱(昱)이다. 아! 부호(父虎)가
관직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안동과 진 없다면 자호(子虎)가 있을 수 없으며, 숙호(叔
주의 교수(敎授)병조참지(兵曹參知) 등을 역 虎)가 없었다면 호설(虎說) 풀이를 누가 하겠
임하였다. 당시의 대문장가 점필재(佔畢齋) 는가? 이로써 조호(趙虎)의 겨레가 성대하고
김종직(金宗直)과 교의(交誼)가 두터워 창수 조호(趙虎)의 가풍(家風)이 떨칠 것을 예할 수
(唱酬)한 시가 많았으며, 종형 어계선생(漁溪 있으리라.------先生)의 명에 의해 동기(銅器)를 세 번 칠 동
안에 지은「호설(虎說)」은 지금도 많은 사람 ○ 통정대부 병조참지 함안조공 묘갈명 병서
(通政大夫兵曹參知咸安趙公墓碣銘幷序)
들에게 회자(膾炙)되고 있다.

함안조씨 문적총관연재〈5〉

□유고(遺稿) 중에서
○ 청영병서(請纓幷序)
저는 문서난 작성하는 보잘것없는 선비인
지라 대장부(大丈夫)의 사업을 어찌 감히 바
라겠습니까? 하물며 사십이 넘은 나이에 활
을 쏘아도 과녁을 뚫지 못하였는데,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사옵니까?
그러나 왕을 적대하는 자에 맞서는 것은 신
자(臣子)의 직분인지라. “돌이켜 반성하여 곧
다면 비록 천만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가겠다.”고 한 것은 증자(曾子)의 격언(格言)
이요.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사람 모두가 다
가졌으니, 제가 종군(從軍)하여 청영(請纓)함
을 어찌 감히 남들보다 뒤지겠사옵니까? 이
제 감히 저의 뜻을 밝혀 좌우에 올립니다.
○ 세 아들의 이름 풀이
세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의 성(姓)은 조씨
(趙氏)이다. 첫째는 동호(洞虎)니 맏이요, 다
음은 금호(金虎)니 버금이요, 셋째는 야호(野
虎)니 끝이다. 어째서 끝을 야호(野虎), 둘째
는 금호(金虎), 맏이를 동호(洞虎)라고 이름을
불렀으며, 또 동(洞)·금(金)·야(野)는 어떤 뜻
을 지녔는가? 무릇 호랑이는 산에 사는 동물
이다. 산에서 바라보면 들은 멀고 마을은 가
까우니, 가까운 것이 장(長)이 되고 먼 것은
막내가 되지 않겠는가? 호랑이가 돌아다닐
적에 먼저 마을로 온 다은에 들로 다니니, 먼
저 다니는 곳이 장(長)이되고 뒤에 다니는 곳
이 막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금호(金虎)를 말한다면 종혁(從革)
은 금(金)이다. 대개 둘째 호(虎)의 됨됨이는
동(洞)과 야(野) 사이에 있어서, 멀기로는 들
보다는 먼저이니 막내보다는 형이요, 가깝기
로는 동(洞)보다는 뒤가 되니 형에게는 아우
가 되어, 종혁(從革)의 의미가 있는 즉, 둘째
호(虎)의 됨됨이는 호(虎)로써 금(金)인 것이
다. 무릇 호(虎)로써 이름을 지었는데, 비록
호(虎)는 같을지라도 실로 그 뜻은 전혀 다른
우렁찬 고함을 질러 산골이 찢어짐은 호(虎)
의 맹위(猛威)이나, 이 삼호(三虎)가 아니며,

죽포(竹圃) 조공(趙公)이 타계한 지가 벌써
사백여 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묘소에 비석
을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손(嗣孫) 장규
(璋奎)가 시간이 오래되면 사적도 따라서 없
어질까 염려하여, 비석을 세우려고 그 묘갈
명을 불초에게 청하였다. 생각건대 뒤늦게 태
어나 학문이 낮은 이 사람이 감당 못할 일이
아닐지? 삼가 살펴보니 공의 휘(諱)는 욱(昱)
이요 자(字)는 자명(子明)이며, 본관은 함안
(咸安)으로, 고려 대장군(高麗大將軍) 원윤
(元尹) 휘 정(鼎)이 그의 시조이다. 정당문학
(政堂文學) 휘 열(烈), 삼사좌윤(三司左尹) 휘
희(禧), 계림부 참군(鷄林府參軍) 휘 지흥(之
興), 판도판서(版圖判書) 휘 천계(天啓)는 곧
공의 증조·고조·오대·육대조이다. 조부의 휘
는 열(悅), 호는 금은(琴隱)으로 벼슬이 공조
전서(工曹典書)였는데, 고려의 국운이 다 됨
을 알고 함안군 군북면 평광리에 은거하였다
가 다시 원북동으로 옮겨 거문고를 타고 그림
그리기를 즐기며 살았다. 만은(晩隱) 홍재(洪
載)·모은(茅隱) 이오(李午)·김단구(金丹邱) 제
현과 더불어 운구(雲衢)에 모여 위로하여 지
은 시가 있다. 조선 태조가 여러 차례 불렀으
나 나아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휘는 영(寧)으로, 대소과(大小科)
에 급제하여 관직이 의령 현감(宜寧縣監)이었
고, 어머니는 전주 최씨(全州崔氏) 완산군(完
山君) 재(宰)의 따님으로, 꿈에 규성(奎星)을
삼켜 잉태하여, 세종 14년 임자(1432) 정월
초사일에 공을 낳았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책
을 한번 보면 빠짐없이 기억하였다. 아홉 살
적에 능히 글을 지으니 사람들이 조부인 전서
공(典書公)의 풍의(風儀)가 있다고 하였으며,
약관에 문장이 성취되었다.
종형 어계선생(漁溪先生)이 꿈에 호랑이 세
마리가 북 하나를 던져놓고 집 뒷산에서 굴러
내리는 것을 보고서는, 공에게 해몽(解夢)의
글을 지으라며 이르기를, “고인(古人)은 발
(鉢)을 치는 동안에 글을 지은이가 있었는데
나 또한 동기(銅器)를 세 번 칠 터이니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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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글을 짓겠느냐?” 하고 물으니, 응낙하
고는 소리가 미처 세 번이 나기에 앞서 드디
어 380여 자를 지었다.
일찍이 어계선생(漁溪先生)께서 칭찬의 시
를 지어 이르기를, “정자(正字)의 능한 문장
스스로 일가견을 이루어, 붓 끝에 호협(豪俠)
한 기상 하채(霞彩)처럼 빛나도다. 천 길 깊
은 창해(滄海) 속에 울리는 우렛소리요, 만길
높은 남전(藍田)에 훈훈한 햇살이네. 뛰어난
그대 재능 옛날에도 드물었고, 어리석은 내
성품 세상에 많지 않네. 일문의 자제들이 모
두 성취하였으니, 베풀었던 훈도(訓導)의 감
화(感化)가 그 얼마나 컸는가?” 하였는데, 그
존중하고 칭찬함이 대개 이러하였다.
세종 31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단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일찍이 경륜
을 펼쳐 조정에서 명성이 높았고 또한 천문
학(天文學)에 능했다. 단종 3년에 세조가 왕
위를 선위(禪位)받자, 벼슬에 뜻이 없어 물러
나 은거하였는데, 의분(義憤)에 넘친 충심이
정절공(貞節公)과 같았다. 단종이 승하함에
3년 상복을 입었고, 육신(六臣)들과는 노소를
불구하고 교제하였으며, 점필재(佔畢齋) 김종
직(金宗直)과는 또한 도의(道義)로 사귄 사이
였다.
일찍 경주와 진주의 교수(敎授)를 지냈다.
또 안동교수(安東敎授)였을 때 마침 향시(鄕
試)를 보였는데, 그 마지막 날에 점수를 모두
매겨 분류하는데 날 또한 저물어서 시험관들
이 대응할 수가 없어 서로 돌아보며 난처해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조욱(趙昱)
과 같은 박식(博識)한 자가 아니면 신속히 처
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공에게 청했더니
즉시 해결하여 시험관들이 모두 탄복하였고,
저작랑(著作郞)에 천거되었다.
성종이 즉위하자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승진되었으나, 사은 숙배
(肅拜)하고는 벼슬을 내어 놓고, 안동(安東)
의 운안리(雲安里)에 복거(卜居)하였는데, 화
원(花園)을 찾아 즐기며 풍월을 읊는 흥은 천
진교(天津橋)의 소옹(邵雍)이요, 형악(衡岳)
의 종병(宗炳)과 같았다.
회갑년 유월 초칠일에 세상을 버려, 안동부
서쪽 두곡촌 뒷산 해좌(亥坐)에 안장하였다.
배위(配位) 숙부인(淑夫人) 양성 이씨(陽城李
氏)는 현감(縣監) 중신(仲臣)의 따님으로, 부
인으로서의 덕성이 있었는데, 공보다 4년 후
에 별세하여 공의 묘와 합부(合祔)이다. 2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무동(武銅)과 도재
(道宰)이고, 사위는 정종우(鄭宗祐)· 정내언
(鄭來彦)·박유(朴蕤)·이경손(李敬孫)이다. 무
동(武銅)은 2남을 두었는데, 영(英)과 화(華)
이고, 도재(道宰)도 2남을 두니, 규(珪)와 각
(珏)이다. 증손 이하는 너무 많아 다 기록하
지 못한다. 아! 공의 재능과 학문과 행적을
『함주지(咸州誌)』와 『금라전신록(金羅傳
信錄)』및『국조방목(國朝榜目)』과 유사(遺
事) 등에서 근근이 몇 조목을 수집하였으나,
모두가 큰 행적과 큰 가깅만 거론한 것이요,
관작(官爵)의 청요직(淸要職)과 문장의 남은
흔적은 너무 엉성하여 고증할 수 없다. 또 시
호의 은전을 어계선생과 함께 받지 못한 것
이 비록 한스럽기는 하나, 그럼에도 두려웠던
병란에도 민멸(泯滅)되지 않고, 누대로 자손
이 불어나 창성하였으니, 이는 생각건대 평소
명성을 남기고 음덕을 심어두었기 때문이리
라. 이에 의거하여 명(銘)을 지어 이른다.
대대로 빛난 세덕, 천 년 이은 화벌(華閥)
이라. 규성(奎星)의 정기 받아, 현몽(現夢)으
로 태어나, 재질은 총명하여, 문장 학식 높았
었네. -------- 4면에 계속 --------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음력 庚子 2월 2일) <

성균관과 대과에 올라, 왕국의 관직 받고,
벼슬길에 나아가서, 청요직을 역임하다.
물러나 은거함은, 장릉(莊陵) 섬긴 충절
이라. 일문의 쌍절(雙絶)이라, 어옹(漁翁)
광채 더하였고. 만년에 부름에 응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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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과장 아니라, 글 새겨 영원히 보일진
상관의 복장 다시 빛났다.
문득 벼슬 두고 돌아와, 강호 우거의 낙 저. 장사랑(將仕郞) 전 혜릉참봉(惠陵參
을 즐기고, 운안(雲安)에서 세상 떠나, 두 奉) 이중철(李中轍)삼가 짓다.
곡산(杜谷山)에 묻혔도다. 잠시 숨겼으
나 드러났고, 후손 번창 셀 수 없네. 나의

영월 어계비원(漁溪碑苑) 정비
2019년 9월 20일~21일 2일간 영월읍 방
절리에 소재하는「정절공 어계 조려선생 사
적비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그간 미루어 왔던 문중의 고심을 금번 旭來
수석부회장의 주도로 鏞得 부회장, 國濟 운영
위원 등 본향 정비단 5명과 현지 용역 인부 4
명이 합세하여 태풍「타파」내한 직전의 궂
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박2일 동안 작업을
강행하였는데 ○녹물, 이끼 등이 덮혀 판독이
어려운 사적비와 시설물 세척. ○훼손되었거
나 붕괴 우려되는 석축 보수. ○경관을 저해
하는 정원수의 전지와 잡목 벌목 등의 일이다
이에 앞서 旭來 수석부회장은 8월 19일 본
유적관리 협조 요청 문서를 지참하고 직접 영
월군수를 방문 면담하였으나 시설물 관리는
문화재 미 지정물로써 지원을 확답하기 어렵
고, 우선 년2회(6월, 9월) 문중에서 실시하는
벌초 작업은 영월군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속
을 받고, 8월 28일 확인 답변서를 접수한 바

을 알게 된 이후 자주 들려 돌보던 중 작년 1
월에는 대리석 바닥이 부풀고 터진 것을 발견
하고 자비 300여만원을 들여 공사한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에 소홀하지 않겠
다는 다짐을 하여 일행을 가슴 뭉클하게 했
다. 비원내에 폐자재를 불법적재 방치한 자
를 수소문하던 끝에 석현종원을 만난것은 일
가의 정을 더하게 한 경사사스러운 일이다.

정절공 어계 조려선생 사적비

있다. 특히 이번 작업 기간 중 남 몰래 유적
을 관리해 온 종원 한분을 만났다.
바로 조석현(59년생, 남계공후 함경공파)종
원인데 부친이 함경북도 출신으로 1.4 후퇴
시 월남하여 영월에 정착, 본인은 현재 건설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계 선조의 사적비임

비원정비공사 광경

문화재 소방안전 훈련 실시
2019년 11월 22일(금) 11:00
원북재, 11월 29일 11시 서산서
원에서 소방안전 훈련을 실시하
였다.
함안소방서 군북지구대에서 소
방차량 및 구조지원차량이 동원
된 가운데 원북재 서산서원 등 문
화재의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와
인명구조 활동 등 소방안전훈련
을 실시하였다.
-원 북 재-

- 서산서원. -

관아재 조영석 작품 ‘선유도’ 함안박물관 기탁
무암(无庵) 조야(壄)선생에게 그려
선물한 작품으로 무암 선생 후손이 기탁
참의공 후 무암문중(대표 趙喆來)에서 보
관하고 있던 관아재(觀我齋) 조영석(榮祏)의
절필기에 그린 무암(无庵) 조야(壄) 초상화와
글귀가 담긴 선유도(扇遊圖)를 훼손과 도난
등을 우려하여 지난 8월 22일 함안군수(趙根
濟)실에서 함안박물관 관계자 입회하에 관리
기탁하였다. 평소 두 분이「어계집」편찬을
주도하면서 교분이 두터운데다가 관아재가
원북에서 가까운 의령현감 부임시에 무암이
가지고 있던 부채에 무암이 냇가에서 부채를

부치며 노니는 모습을 그려 주었다. 그 후에
세조의 어진을 그리라는 영조의 명을 거역하
여 옥고를 치른 후 안의(현재 함양)현감으로
부임하여 다시 만나 부채의 살을 제거하여 중
앙에 붙이고 위에는 두 분의 교분에 관한 이
야기를 자필로 쓰고 아래에는 무암의 간편
초상화와 그 모습을 글로 적어 이를 대형 족
자로 만들었다.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선구자 원에서 박물관에 기탁하게 되었으며, 현재 문
이신 관아재(觀我齋) 선조의 절필기에 남긴 화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문화재 지정을 기
글과 그림의 중요성과 훼손, 도난 방지의 차 다리고 있는 중이다.

院北齋(漁溪古宅) 駐車場 단장
봄 조묘제와 가을 묘향
그리고 평소 많은 탐방단이
내방하는 원북재에 주차 시
설이 미흡하여 애로를 겪어
오던 중 제45회기 대종회의
사업계획으로 결의 책정되
었던 어계고택 주차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함안군의 문화재 관리예산 5천만원을
지원받아 2019년 5월 1일 착공하여 동년
7월 31일 완공하였다.
대형버스 3대와 승용차 50여대를 동
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모습으
로 말끔하게 단장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