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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계사년 시조시향 엄숙히 봉행
경향각지에서1,700여명의후손들이참사

알 림
1. 시조탄생유지 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

(週中)에는내부시설물의보안상관계로잠겨져있습니다.

2. 따라서 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
날 저녁 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
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중앙종친회(회장 甲洙)는 지난 11월
3일(음력 10월 1일·일요일) 오전 11
시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에 자리
한시조묘에서 1,700여명의일가들이
참사(參祀)한 가운데 2013년 계사년
(癸巳年) 시조 시향(時享)을 엄숙히 봉
행했다. 
초헌관에는 昇洙 전 국무총리, 아헌

관에는 東宙 육군3군부사령관, 종헌관
에는 基虎 중앙종친회 도유사(都有司)
가 각각 분방되었으며 東億 전 문정공

파회장이집례했다.    
20년만에 일요일과 겹친 시향일 오

전, 기온은 8도 내외로 춥지는 않았으
나 새벽에는 미세한 빗방울까지 떨어
져관계자들을긴장케했다. 
10시부터 시작되는 효자·효부상

시상식을 앞두고 날씨는 잔뜩 흐려져
있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아 행사는 순
조롭게진행되었다. 
오전 11시부터 봉행된 시조시향이

끝날 무렵에는 구름이 걷히고 햇볕까

지 내려쪼여 기온이 18도를 오르내리
는전형적인가을날씨로풀어져 참가
자들은“시조 할아버지의 음덕(蔭德)”
이라고입을모았다. ▶제관분방 별항
우리청주한씨의시조(휘蘭)는고려

태조왕건(王建)이서기928년(태조11
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나갈 때 정벌군에
게 군량미를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
군까지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
의 품계(品階)인 삼중대광개국벽상공

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錄
勳)되었고 벼슬은 정일품(正一品) 문하
태위(門下太尉·오늘날의 국무총리급)
에 올랐으며 위양(威襄)이라는 시호(諡
號)를받았다.
「벽상공신」(壁上功臣)이란 고려 태
조 왕건이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후
서기 940년(태조23년)에 신흥사(新興
寺)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
을세우면서공신당의양쪽벽(壁)에고
려의 개국공신 중에서도 특별히 큰 공
을 세운 공신 30명의 초상(肖像)을 그
려넣으면서비롯된호칭이다.
충북 동군 황간면 난곡리(永同郡

黃澗面 蘭谷里)에서 탄생한 시조 위양
공(威襄公)께서는 일찍이 청주로 이주
하여 방서(方西)동에서 용개(龍開)평야
를개척, 큰부호가되었으며무농정(務
農亭·1990년 12월 14일 충북기념물
제85호로 지정)을 세워 향학(鄕學)을
일으키기도했다.

시향을마친후많은일가들은각지
역종친회와 각 종파문중별로 버스편
또는 승합차와 승용차편으로 동군
황간면난곡리에위치한시조탄생유지
를성역화한「淸韓閣」을참배했다.

시향 후 많은 일가들「淸韓閣」참배

좌로부터 초헌관 昇洙 전 국무총리
아헌관 東宙 육군3군부사령관
종헌관 基虎 중앙회 도유사

初獻官 : 昇洙전국무총리
亞獻官 : 東宙육군3군부사령관
終獻官 : 基虎중앙종친회도유사
執 禮: 東億전문정공파회장

大 祝: 鍾顥인천광역시

都陳設: 萬春강원도강릉시

陳 設: 泰洙울산광역시

謁 者: 一煥제전부회장

奉 香: 相南서울특별시

奉 爐: 光錫서울특별시

司 樽: 三郞청장년회장

奉 爵: 仁錫서울특별시

奠 爵: 相皓경기도연천시

계사년시조시향제관분방

2013년 계사년 시조시향이 엄숙하게 봉행되고 있다. <촬 : 元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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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시향에 이어 11월 3일(음력 10
월 1일) 오후 시조묘역내 4위단(位壇)
에서는 2세조, 3세조, 4세조 5세조를
추모하는4위선조계사년시향이초헌
관에楸泰정혜공파회장, 아헌관에東
暻 부산광역시 종친회장, 종헌관에 東
完 참판공파 회장이 각각 분방되어 聖
愚일가의 집례로 엄숙히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항
4위선조는, 시조하2세조용호군교

위공 휘 (龍虎軍 校尉公 諱 穎), 3세
조별장동정공휘상휴(別將同正公諱
尙休), 4세조 상의 직장공 휘 혁(常衣
直長公諱奕), 5세조신호위상장군휘
희유(神虎尉上將軍諱希愈)이다.

4위선조는오랜풍상(風霜)과겹치
는 세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록되어 전해

지고 있을 뿐 유택(幽宅·묘소)이 실전
(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
位·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의 그 부
인에대한경칭) 또한실전되어성씨마
저전해지지않아 1985년부터시조묘
역내세일재좌편에4위단을모시고매

년 음력 10월1일 시조 시향일에 시향
을봉행하고있다.

4위 추모단(追慕壇)을 모시기 전에
는 전라남도 광(靈光)에 모신 6세조
예빈경공(禮賓卿公·휘 光胤)의 추원
재(追遠齋)에 4위 신위(神位)를 모시고
예빈경공의 시향 봉행에 앞서 제례를
올려왔었다.

4위 선조 계사년 시향 봉행
시조묘역내4위단에서

初獻官: 楸泰정혜공파회장

亞獻官: 東暻부산광역시회장

終獻官: 東完참판공파회장

執 禮: 聖愚경기도연천시

大 祝: 相皓경기도연천시

都陳設: 萬春강원도강릉시

陳 設: 泰洙울산광역시

謁 者: 輪洙중앙회제전부장

奉 香: 相南서울특별시

奉 爐: 光錫서울특별시

司 樽: 三郞청장년회장

奉 爵: 仁錫서울특별시

奠 爵: 大錫서울특별시

계사년4위단시향제관분방 계사년산신제제관분방
헌 관: 相容중앙회부유사 집 례: 一煥중앙회제전부회장

축 : 鍾仁중앙회상무이사

접 수: 相一서울특별시
到 記: 大熙충의공파

範錫서울특별시

앰 프: 鍾仁중앙회상무
相先서울특별시

촬 : 元敎사진작가

사무처

1985년 4위단을 시조묘역내에 모시기

전까지는 광 추원재에서 시향 봉행

4위단(2·3·4·5세조)에서 제례를 올리는 후손들 (촬 : 元敎)

초헌관 楸泰 정혜공파 회장
아헌관 東暻 부산시종친회장
종헌관 東完 참판공파 회장

1,700여명의 후손들이 참사(參祀)
한 계사년(2013년) 시조시향과 4위단
에서의 4위선조(2·3·4·5세조)시
향, 그리고시향전에거행된효자·효

부 표창행사가 큰 차질없이 질서정연
하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봉행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전준비
와시향당일의안내, 질서유지등진행

을 도운 30여명의 서울·수도권청장
년회(회장 三郞) 회원들과 일부 임원들
을 포함한 일가들의 희생적인 자원봉
사가있었다.

중앙회 星燮부회장, 鍾仁상무 등의
지원을 받은 서울청장년회 회원 30여
명과 一煥제전부회장, 輪洙제전부장,
대희, 범석, 상일, 만춘, 동억일가 등은
시향일하루전, 혹은이틀전에현지로
내려가 재실 별채에서 합숙을 하면서
시향이 끝날 때까지 ①도포와 예복 관
리②앰프설치③차량출입통제용차
단기설치및잡상인통제④헌성금접
수대설치및접수⑤현수막설치⑥효
자·효부상 수상자 관리 ⑦묘역 진입
로 삼거리에서부터 헌병대 앞까지의
도로에 대형버스 주차 유도 ⑧시조시
향예행연습및천막설치⑨식권및도
시락 나눠주기 ⑩행사 후의 정리 정돈
등 사전준비와 마무리를 위한 업무를
분담하여 큰 차질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봉사했다.  

서울·수도권청장년회자원봉사자명단
三郞(회장), 元敎(고문), 相分(총무), 
남, 태동, 대석, 광석, 성우, 기철, 상용,
상남, 상선, 종호, 인호, 병웅, 병규, 상
백, 희, 도 , 만구, 종인, 의덕, 재호,
삼녀, 자, 옥분, 순자. (무순)

서울·수도권청장년회원 30여명
시조시향준비·진행자원봉사

청장년회원들이 중앙회 임원들과 제실앞에서 기념촬 을 하고 있다. (촬 : 元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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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韓元敎(서울·수도권청장
년회 고문)일가는 지난 10월 서울시
목동 소재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된 제13회 서울시 사진대전에 작
품「축제」를 출품, 특선(特選)과 함께
추천작가로 추대되었다. 특선작「축
제」는 2010년 11월에 개최된 G20서
울정상회의 때의 축제 장면을 촬 한
사진이며, 추천작가는 사진전시회의

심사위원이될수있는자격을갖는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경선) 주최로 지난 10월 15
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인센터에서 개
최된 제31회 대한민국 사진대전에서
는출품작「생존경쟁」과「자전거가족
여행」이 입선(入選)했으며, 이어 서울
종로구인사동한국미술관2층에서열
린제3회커피타임포토클럽전시회에
도 작품을 출품하는 등 사진작가로서
의역동적인활약상을보여주고있다.  

韓元敎일가, 사진작품「축제」특선
서울시사진대전에서…추천작가로추대

특선작품「축제」앞에서 元敎일가가 트로피와 축화를 들고 있다.

중앙종친회
효자·효부 6명 표창
시조묘역에서시조시향앞서시상

중앙종친회(회장甲洙)는일가들중
에서 6명의 효자·효부를 선발, 지난
11월3일(음력 10월1일) 오전 시조묘
역내 4위단 앞 잔디광장에서 수많은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시향에
앞서표창장을수여했다. 
중앙종친회는 해마다 시조시향일

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
손으로서 노부모를 사랑과 정성으로
극진히 모신 아름다운 효행을 표창함
으로써 점차 사라져가는 효(孝)의 중
요성과 더 나아가 숭조효친사상을 고
취하기위해효자·효부를선정, 시조
묘역에서 표창해왔다. 이날 시상식에
서는 甲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시조
시향의초헌관으로분방된昇洙전국
무총리, 凡悳 청주시장, 아헌관 東宙
장군, 종헌관基虎도유사의축사가있
은 다음 충남 천안시종친회 회원들의
‘청주한씨 찬가(讚歌)’합창이 있었다.
이 찬가는 충남종친회 相旭회장이 작
사하고 은희(相旭회장의 여식)일가가
작곡했다. ▶甲洙회장인사말별항

초헌관인 昇洙 전 국무총리는 축사
를통해“오늘의효자·효부수상자들
을진심으로축하한다. 甲洙회장은많

은종사를일으키고마무리했다. 앞으
로 우리 한문에서는 더 많은 국무총
리, 장관, 교수, 언론인, 예술인들이배
출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

凡悳청주시장은 축사를 통해“시조
할아버지의 음덕을 입어 시장을 하고
있는것으로알고늘감사하게생각한
다. 앞으로 열심히 하여 부끄럽지 않
은시장이되겠다”고말했다. 

아헌관인 東宙장군은 축사를 통해
“시향에 몇 번 왔으나 오늘은 아헌관
으로참사했다. 그동안가족들과함께
시조 할아버지 묘소를 몇차례 참배했
는데 참배하고 나면 좋은 일만 생겼
다. 여러분도시조묘소를많이참배하
기바란다”고말했다.

종헌관인 基虎 중앙회 도유사는 축
사를 통해“甲洙회장께서「淸韓閣」을
건립하고, 한 인터넷족보의 기틀도
완성했다. 우리 모두 종사에 적극 동
참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

초헌관 昇洙 전 국무총리 축사

凡悳청주시장 축사

아헌관 東宙장군 축사

종헌관 基虎 중앙회 도유사 축사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도 두 작품 입선

갑수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 을 하고 있다. <촬 : 元敎>

“청주한씨가명문인것은시조할아버지의음덕”
“우리후손들이국가의동량이되도록지원해야”

甲洙 중앙종친회장은 시조시향에
앞서 거행된 효자·효부상 시상식에
서 인사말을 통해“오늘 시향을 모시
는우리청주한문의시조蘭할아버지
께서는 고려 개국의 벽상공신(壁上功
臣)으로 벼슬은 오늘의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문하태위(門下太尉)에까지
오른 훌륭한 분”이라고 밝히고“이후
수많은조상들과오늘날의일가들중
에서도 각계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
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오로지 시조 할아버지의 음덕이
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甲洙회장은 중앙종친회가 지난 몇

년동안추진해온종사에대해서도언
급, “전국의 100만 일가들이 모아준
약 10억원의 헌성금으로 재실을 대대
적으로보수(補修)하고시조묘로올라
가는 계단을 화강석으로 새로 축조했
으며, 동군황간면난곡리에위치한
시조 할아버지의 탄생지에「淸韓閣」
을 건립하여 성역화했다”고 밝히고
“우리 한문의「淸韓閣」은 국내 290여
성씨중시조탄생지를성역화한가장
으뜸가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甲洙회장은 이어“난곡리 입구에서

「淸韓閣」에이르는약2㎞의난곡로와
난곡리초입의난곡교확장및포장공
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70

억원의도움을받아현재진행중에있
다”고 밝히고“오늘 초헌관으로 참사
한 昇洙 전 국무총리의 도움도 컸다”
고말했다.
甲洙회장은또한“현재미결된사업

인 한 인터넷족보는 단시일내에 교
정작업만 끝내면 기틀이 완성된다”고
밝히고“우리한문의인터넷족보는국
내성씨중에서가장방대하고기능면
에서나 디자인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는평가를받고있다”고말했다.
甲洙회장은“오늘은20년만에맞는

일요일이 겹친 시조시향일인데 많은
청장년 후손들의 모습이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우리 후손들을
훌륭하게 키워 나라의 동량(棟梁)이
되도록지원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
다.

甲洙회장, 효자·효부상
시상식서 인사말

▲ 표창패 (1명)
이강옥 :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366 라이프Apt 109-1203
<光傳경기도종친회장추천>

▲ 효자·효부상 (2명)
한흥렬·장옥순 부부 : 인천광역시남동구도림동벽산Apt 104-1502 
<昌燮인천광역시종친회장추천>

▲ 효자상 (2명)
한효윤: 울산광역시북구연암동285-2   <鍾榮울산광역시종친회장추천>
한봉철: 전남진도군지산면고길리<용구진도군종친회장추천>

▲ 효부상 (1명)
강미화: 울산광역시중구우정동172 마제스타워104-4173
<鍾榮울산광역시종친회장추천>

수상자 명단

甲洙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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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금 액

갑수(중앙회회장) 1,000
승수(전국무총리) 1,000
삼재관리위원회(동석) 1,000
기정(구로구회장) 1,000
양명(상임고문) 300 
광전(경기도회장) 300 
삼랑(청장년회장) 300 
울산종친회 300 
전북김제종친회 300 
진도군종친회 300 
청장년회일동 300 
경수(서원군파회장) 200 
김포시종친회(천수) 200 
남해군종친회(재성) 200 
대구경북종친회(희섭) 200 
대전종친회(갑수) 200 
문간공파종친회(철수) 200 
부산시종친회 200 
양혜공파문중( 수) 200 
용인시종친회(석우) 200 
원주시종친회(창희) 200 
이조정랑공파(동일) 200 
인천시종친회(창섭) 200 
장훈(충북도회장) 200 
전남장성종친회 200 
전북종친회( 교) 200 
제천지회 200 
준석(서울시회장) 200 
참판공파종친회 200 
청양목사공종중 200 
충정공파종회(상근) 200 
태희.경희(천안시병천) 200 
회양공파종중(천식) 200 
강(경기안산시) 100 
강화군종친회 100 
경주시종친회 100 
고창군종친회 100 
공주시종친회 100 

시조시향에 헌성한 일가들 146명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관악구종친회 100 
광수( 등포구회장) 100 
광주시종친회(창화) 100 
구로구종친회 100 
구미시종친회 100 
규호(광주신안동) 100 
금산군종친회(상진) 100 
기달(개풍군명예군수) 100 
기덕(충남당진시) 100 
기호(인천남동구) 100 
길수(서울성동구) 100 
나주시종친회 100 
논산시종친회(광석) 100 
달수(경기고양시) 100 
동작구종친회 100 
동작구한본친목회 100 
마포종친회일동 100 
명희(서울용산구) 100 
문간공파참판공문중(동완) 100 
문열공파종중 100 
문정공파종중(동학) 100 
봉사공평택종중 100 
부산 도종친회(두호) 100 
부여군종친회 100 
부천시종친회(종옥) 100 
삼괴지구종회(학수) 100 
삼등공하휘득파산악회(동규) 100 
상일(서울노원구) 100 
상용(부유사) 100 
상호(충남부여군) 100 
성남옥천공종중 100 
성섭(중앙회부회장) 100 
송탄종친회 100 
안산시참판공반월종중 100 
양근(전북순창군) 100 
양회공파종중(숭동) 100 
여수시종친회 100 
연동(세마공회장) 100 

이 름 금 액

예빈윤공파문중(승욱) 100 
용준(청량1동) 100 
원교(청장년회고문) 100 
의덕(경기도종친회이사) 100 
이천호법면종친회 100 
이판공파종친회(호창) 100 
일섭(전북종친회이사) 100 
재숙(경기도종친회고문) 100 
재춘청장년회일동 100 
천안시종친회 100 
충의공종중 100 
태섭(부산사상구) 100 
태안군종친회 100 
파주교하동종중 100 
평석(서울강서구) 100 
평해공수원종중 100 
포항시종친회 100 
필전(경기도종친회이사) 100 
함안칠원문중(수환외) 100 
현자(경기도종친회감사) 100 
흥석(연천청원위파) 100 
희천(삼재관리위원회고문) 100 
강경종친회 50 
광석(신림동) 50 
대석(경기의정부시) 50 
대희(충의공파) 50 
덕수(안양공파총무) 50 
도수(경기성남시) 50 
동춘(청문회) 50 
만춘(강원강릉시) 50 
병준(서울관악구) 50 
보성군종친회 50 
상남(강북종친회장) 50 
상문(전남광주시) 50 
상분(경기수원시) 50 
상필(충남비봉면) 50 
상호(서울) 50 
상희(경기용인시) 50 

이 름 금 액

석도(문정공장태문중회장) 50 
성교(대구시중구) 50 
성우(경기연천군) 50 
승우(광주광역시) 50 
승헌(무안군청계면) 50 
신탄진종친회 50 
암군종친회(기동) 50 

우동(경남하동군) 50 
우석(전남 광군) 50 
유광(청성군회장) 50 
윤동(경기김포시) 50 
윤수(제전부장) 50 
임동(경기남양주시) 50 
재희(서울) 50 
정수(서울강서구) 50 
정혜공종중 50 
태동(서울마포구) 50 
태호(인천) 50 
택동(충남당진시) 50 
판룡(경남하동) 50 
현우(광주광역시) 50 
흥억(파주시교하동) 50 
남희(서울관악구) 30 
상우 30 
상일(전북고창군) 30 
소선(충남서산시) 30 
수동(충남천안시) 30 
용석(서울동작구) 30 
효순(광주광역시) 30 
상국(인천남구) 20 
상훈(경기성남시) 20 
한식 20 
선교(제주 6병) 
경기도종친회회장광전화환
경기도종친회회원일동화환

합 계 19,170

지난 11월 3일(음력 10월 1일)에 봉
행된 시조시향에 甲洙중앙종친회장,
초헌관 昇洙전 국무총리, 삼재관리위

원회 東錫회장, 서울광역시 구로구종
친회基政회장이각각100만원을헌성
하는 등 146명의 일가들이 1,917만원

의성금을헌성했다. 한편충성공파鮮
敎회장은 시조시향에 올리는 제주(祭
酒)로 민속주 6병을 헌성했으며, 경기

도종친회 光傳회장과 회원들은 각각
축하화환을보내왔다.

시조시향에 146명이 1,917만원 헌성
甲洙중앙종친회장, 昇洙전국무총리, 

東錫삼재회장, 基政구로구회장각각100만원

시조탄생지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계좌번호
◈ 국민은행:352202-04-033585 / 예금주:한양명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종보비)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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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일요일이겹친시조시향일의이모저모

▶계사년 시조시향이 봉행되던
2013년 11월 3일(음 10월 1일). 1993
년11월14일(음력10월1일) 일요일에
시조시향을 봉행한 이래 20년만에 맞
이하는 일요일과 겹친 시조시향일이
다. 
아침까지도 금방 비를 뿌릴 것 같던

날씨는 시조묘역의 훈기에 맥없이 물
러나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경에
는 흐린 날씨가 점차 개이기 시작하여
시향이 끝날 무렵에는 햇볕까지 내려
쪼이기 시작했다. 많은 일가들은 이를
두고 시조 할아버지의 음덕(蔭德)이라
고칭송했다.
▶일요일이겹친시향일은분위기도

약간달랐다. 평일같으면시간을낼수

없었던昇洙전국무총리와東宙육군3
군부사령관(3성장군)은“휴일이 기에
시조시향의 초헌관과 아헌관을 맡아
참사(參祀)할 수 있었다”고 했고, 凡悳
청주시장도 휴일이기에 참사할 있었
다. 
▶또한예년과는다르게직장인으로

보이는청장년들과초등학교학생들의
모습도많이눈에띄었다. 전체적인참
가자수도 지난 해 보다 약 200명이 많
은1,700여명으로추산되었다.
▶안산시 선부동에 거주하는 병석

(73)일가는 근수(45), 종수(42), 지수
(40), 큰며느리(김미라), 손녀 상선
(13·안산 원일초교 6년), 손자 상일
(11·안산원일초교4년)    군등3대가

함께 참사했다. 3대의 모든 가족들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올 수 있었고, 청
소년들에게는 숭조돈종(崇祖敦宗)의
생생한 체험적인 교육의 장이 된 것
같다”고말하고“내년에도휴일이면다
시오겠다”고했다.
▶相皓 전 강북·도봉구종친회장도

아들손자3대가함께참사했다. “일요
일이휴일이기에공직에있는아들, 초
등학교에다니는손자와함께올수있
었다”고했다. 
▶수원시팔달구행궁동에거주하는

성민(12·신풍초등학교 5년), 창하
(11·신풍초등학교 4년)군 형제는 아
버지(승엽)를 따라 할아버지와 할머니
를모시고왔다면서“시조할아버지묘

를 보고 우리 선조들이 훌륭하다는 것
을처음으로느꼈다”고했다. 
▶대전 자운초등학교 5년 택근(12),

동교 3년진수(10)군형제도아버지(충
희), 어머니(양희정)를따라시조시향에
처음왔는데“시조묘가왕릉같다”면서
우리 조상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느낄
수있었다“고했다.
▶해마다되풀이되는광경이지만시

조묘역으로 들어서는 입구의 재실 앞
넓은 광장에는 수십대의 승용차와 승
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묘역 진입
로 삼거리에서부터 헌병대 앞까지의
수백미터 도로변에는 경향 각지에서
온 20여대의 대형관광버스가 주차되
어장관을이루었다. 

相皓 전 강북·도봉구종친회장 가족 3대 안산시 선부동 종수일가 자녀들 시향에 참사한 수원 신풍초교 학생 성민(12) 창하(11) 형제

昇洙전 국무총리, 東宙장군, 凡悳청주시장
“일요일이기때문에시향에참사할수있었다”
청장년·청소년도 많았고, 3대가 함께한 일가도
“휴일이기에왔다. 내년에도휴일이면오겠다”

화감독 한재림(사진·1975년생)
일가는지난 11월 1일오후서울여의
도KBS홀에서거행된제50회대종상

화제 시상식에서 그가 감독한 사극
‘관상’이 최고의 예인 최우수 작품
상을수상한것을비롯하여감독상, 남
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인기상, 의상
상등6개부문을석권했다.

서울예술대학 화과를졸업한재
림일가는 2003년 화진흥위원회 시
나리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후 2005년 화‘연애의 목적’연출
로 데뷔하여 제26회 청룡 화상 각본
상, 제6회 부산 화평론가협회 신인
감독상및최우수작품상, 제25회한국
화평론가협회상 10대 화상, 제43

회대종상 화제신인감독상, 제27회
한국 화평론가협회상최우수작품상
등을수상했다.

화감독한재림일가, ‘관상’감독상수상
최우수작품상·남우주연상등6개부문석권

제50회 대종상 화제에서 연예인 한혜진(여·사진)일가는 지
난 10월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
종홀에서거행된제50회저축의날기
념식에서대통령표창을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훈장 1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8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금융위원장표창74명등총99
명이저축유공자로표창되었다.
혜진일가의 수상에 대해 금융위원

회는“한혜진씨는부친이사업에실패
한 후 실질적인 가장(家長) 역할을 하
면서매사근검절약을통해어려운가
정환경을 극복했다”고 밝히고“늘 낮
은자세로남을배려하며최근에는봉
사단체인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를 맡
아꿈과희망의전도사역할을해온점
도 높이 평가됐다”고 표창을 받게된
이유를설명했다.

연예인한혜진일가, 대통령표창수상
제50회저축의날기념식에서저축유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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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산악회는 20여명의 회원이 참
여한가운데수도권인근교통이편리
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 용
문산(1,157m)으로 10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양평군용문면과옥천면경
계에 위치하고 중원산, 백운봉, 도일
봉등이 연봉을 이루어 광주산맥의 일
부를 형성하고 있는 용문산은 산세가
웅장하고북쪽은완경사, 남쪽은급경
사를이루어계곡이깊으며폭포와기
암괴석이 어울려 경치가 수려하여 예
로부터 경기의 금강으로 불리는 명산

으로서 천년고찰 용문사와
천연기념물제30호로지정
된 동양최대의 은행나무가
유명하며, 가을이면 지하
철역장이 추천하는 수도권
단풍명소 8선 중 1곳으로
단풍 또한 일품인 곳이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경까지산정상에서뻗
어 내린 암릉과 암릉 사이
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계
곡과 단풍 숲이 절경을 이

루지만 그래도 은행나무가 펼치는 단
풍경관이 대표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화창한 주말을 맞아 가을산행을 즐기
려는 수많은 인파로 경내와 등산로는
혼잡했지만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상쾌한산공기에형형색색물든단풍
과도로변에잘진열된소국이함께어
우러져 연출하는 경관에 감탄사가 절
로나오면서산행의피로는어느새말
끔히 사라지니 가을산행지로서 용문
산을추천하기에손색이없을듯하다. 

(중앙회鍾仁상무)

청한산악회 10월 정기산행
경기도양평의용문산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한산악회원들

서울·수도권청장년회(회장 三郞)
는 지난 10월 12일 회원 20명이 참여
한가운데1박2일의일정으로비경과
단풍이 아름다운 명산 설악산으로 10
월정기산행을다녀왔다. 이른아침에
출발, 11시경내설악에있는대표적인
사찰이자 백담계곡위에 있어 내설악
을오르는길잡이가되고있는백담사
에도착했다. 특히백담사는우리청주
한문의 위대한 선각자인 만해 한용운
(1879~1944)선사께서 1905년 이곳
에서 머리를 깎고 입산수도하여 깨달

음을 얻어「조선불교유신
론」과「十玄談 註解」를 집
필하고「님의 침묵」이라는
시를발표하는등불교유신
과 개혁을 추진했으며, 일
제의 민족침탈에 항거하여
민족독립운동을 구상하
던 독립운동의 유적지로서
도유명한곳이다.  
백담사에서 점심공양을

마치고 12시부터 봉정암
을향해산행을시작. 봉정

암에 여장을 풀고 일부회원은 대청봉
을 향해 산행을 계속. 대청봉 정상을
등정한 보람을 만끽한 후 봉정암으로
회귀하여함께모여담소와휴식을취
했다.
三郞회장은인사말을통해“많은회

원이참여한가운데즐거운시간을함
께하게되어 기쁘고감사하며앞으로
청장년회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여 종
사발전을위해힘을모아나가자”고강
조, 큰박수로호응을받았다. 

(총무相分)

서울·수도권청장년회 정기산행
10/12~13, 설악산대청봉으로

청장년회원들이 대청봉에 오른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 름 금 액

종원이사(경기김포시) 100 

계봉(경기시흥시) 50 

길수(서울동대문구) 50 

명철(서울성동구) 50 

복수(전남나주시) 50 

상호이사(경기연천군) 50 

원렬(전북완주군) 50 

조정(서울용산구) 50 

태섭자문위원(부산사상구) 50 

기석(서울노원구) 30 

병호(충남부여군) 30 

상근(서울강동구) 30 

상호이사(충남부여군) 30 

상호(충남부여군) 30 

창수(경기안산시) 30 

학동(경기용인시) 30 

경석(강원강릉시) 20 

궁열(서울동대문구) 20 

규장(충남천안시) 20 

기대(서울강동구) 20 

기 (강원강릉시) 20 

기웅이사(경기김포시) 20 

기창이사(충남당진시) 20 

대규(경기부천시) 20 

대용(경기부천시) 20 

덕근(경기하남시) 20 

동은(경기고양시) 20 

두현(대구북구) 20 

만엽(서울서초구) 20 

만철(서울서초구) 20 

면희(서울서초구) 20 

명규(경기고양시) 20 

개인종보비 (9~10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문수(경기용인시) 20 

병덕(서울강북구) 20 

병헌(경기김포시) 20 

상덕(서울서대문구) 20 

상옥이사(경북상주시) 20 

상준(충북괴산군) 20 

상중(경북울진군) 20 

상횡(경기용인시) 20 

상훈(전남여수시) 20 

석훈(전남담양군) 20 

세희(인천연수구) 20 

애삼(서울서초구) 20 

우동(서울강동구) 20 

우 (서울마포구) 20 

운교이사(전남구례군) 20 

윤희(경기양주시) 20 

이주(충남서산시) 20 

장수(경기고양시) 20 

재헌(경기용인시) 20 

조남(서울은평구) 20 

종선(경기평택시) 20 

춘부(서울중구) 20 

태진(경북경주시) 20 

판경(대구달서구) 20 

혁동(충북청주시) 20 

호석(경기고양시) 20 

희수(서울동작구) 20 

공필(서울동작구) 10 

철준(서울마포구) 10 

순택(서울중랑구) 5 

일반찬조헌성금 (9~10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액

삼랑이사(서울관악구) 100 

단체종보비 (9~10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액

합 계 1,000

검교참판공파종중( 수) 200 

부산 도구종친회 200 

진주병사공종중 200 

파주시종친회 200 

목포시종친회 100 

부정공파강릉종친회 100 

1404 갑수(대전 서구) 150 1,280

1461 동섭(대전 동구) 100 130 

1986 기석(대전 서구) 100 100 

1987 인상(대전 서구) 100 100 

1988 경남(대전 동구) 100 100 

1991 우인(서울 동작구) 100 100 

87 종원(경기 김포시) 100 1,960

139 만춘(강원 강릉시) 50 1,250

1825 경석(강원 강릉시) 50 300 

799 조정(서울 용산구) 50 160 

1989 리수(경기 여주시) 50 50 

1990 길수(서울 동대문구) 50 50 

363 점수(부산 해운대구) 30 470 

309 희수(서울 동작구) 30 360 

834 기 (강원 강릉시) 20 540 

1761 기준(강원 강릉시) 20 200 

1985 상횡(경기 용인시) 20 20 

고유번호 이 름 금 액 누 계

장학기금납부 내역 (9~10월) 단위 : 천원

합 계 1,120

합 계 1,595

운 회비 (9~10월) 단위 : 천원

이 름 금 액

삼석부회장(장도공도장동파회장) 1,000

상 부회장(판서공파회장) 1,000

석 부회장( 흥공파회장) 500 

덕수운 위원(파주시회장) 400 

상근부회장(충정공파회장) 300 

기석운 위원(공주시회장) 200 

달수운 위원(고양시회장) 200 

상운운 위원(구미시회장) 200 

석범운 위원(횡성군회장) 200 

창희운 위원(원주시회장) 200 

기웅이사(경기김포시) 100 

기철이사(부산수 구) 100 

대희자문위원(경기고양시) 100 

만춘이사(강원강릉시) 100 

면희이사(강원원주시) 100 

상기이사(서울동작구) 100 

생기이사(경북고령군) 100 

성규이사(서울구로구) 100 

성규이사(서울동대문구) 100 

성우이사(경기연천군) 100 

우인운 위원(동작구회장) 100 

종원이사(경기김포시) 100 

종호이사(인천남구) 100 

주호이사(충남천안시) 100 

현섭이사(광주남구) 100 

합 계 5,700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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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현재·미래 3대가 함께하는
효 세상」을 주제로 한 제5회 대전효문
화뿌리축제가지난10월11일부터3일
간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뿌리공원
에서 총 관람객 20만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다채로운문중행사와전통체험
행사 등으로 대성황을 이루고 13일 폐
막되었다.
1회부터 4회 때까지‘대전뿌리문화

축제’라는 명칭으로 치러진 동 행사는
2013년의 제5회 때부터는‘대전효문
화뿌리축제’로명칭을바꾸기로했다. 
가족간의 사랑과 효(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축제는 전국 127여
성씨 문중에서 4,00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최대규모의행사로열렸으며, 퍼
레이드는 문중의 특색있는 전통 복장
등 많은 볼거리가 선보여 관람객들의
주목을받았다.
우리청주한씨문중에서는중앙회에

서 星燮, 駿錫, 成龍, 相根부회장을 비
롯하여병용전양혜공파회장부부, 경
석, 철수, 상용, 원교, 삼랑, 종인, 태수
일가 등 임원들과 대전시종친회에서
甲洙회장, 경남사무총장 등 60여명이
참석, 맑은하늘을상징하는파란복장
으로 통일하여 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43번째로 입장했으며, 일월
공파 동순(30세)일가는 문중 노래자랑
에 참여하여 흥겨운 향연의 자리가 되
었다.
세계 유일의 성씨 테마공원으로 알

려져있는‘뿌리공원’은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기위해 1997년
11월 1일개장한가족친화테마공원이
며, 도심속아름다운자연경관을자랑
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는 충효(忠
孝)의산교육장으로평가되고있다. 현
재 136개의성씨별조형물이설치되어
있으나148개의성씨가추가로조형물
설치를 신청하고 대기중에 있으며, 전

국문중에서기증한족보등사료를전
시하고있는 한국족보박물관은 조상의
얼을체험할수있는공간인동시에종
친간 단합과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있다.
3일간의 뿌리축제는, 하늘의 뜻과

땅의기운, 사람의정성으로孝를실천
하는행복한세상을담아내‘天地人孝’
주제의 공연, 孝마당극‘효녀 심청전,
연극 경로당 폰팅사건, 어린이 인형극
등 다양한 행사들도 이어져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孝실천을위한‘전국대학생孝

응원다’의활기찬응원과‘대한민국청
소년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여한
5,000여명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 ‘전
국청년문화예술제’에 참여한 대학생
들의 공연은 축제장의 열기를 한층 더
북돋았다. 그밖에행사기간중상설행
사로진행된청학동김봉곤훈장의‘사
랑의 孝초리 체험’, 문중 위인 삽화전,
족보열람체험특별전, 어가행렬, 불효
자 옥살이 & 형벌체험 등 행사에도 관
객들의행열이이어졌다. 

제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성황
「3대가함께하는효세상」주제로

10월 11~13일 대전뿌리공원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복장으로 축제에 참가한 청주한씨 임원 및 일가들 (촬 : 元敎)

■작품명은 창조 (創造)
청주한씨를상징하는뿌리공원

내조형물의작품명은창조(創造).
휘(諱) 蘭시조의 음덕으로 100만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대화합
의 뜻을 담고있다. 청주한씨는 기
자조선(箕子朝鮮)에서 기원하는
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성씨이
다. 따라서인지(人智)가발달하는
초기과정에서 부족사회로부터 점
차 가족사회로 변천하는데, 우선
이성(異性)의 가족관계를 형성하
는 기본이되어야 하는바 본원적
인형태를형상화한것이다.

■조각상 기재내용
청주한씨는 고조선 기자(古朝

鮮箕子)로부터계출(系出)된마한
왕조(馬韓王朝)의 후예로서 단일
성씨로는 네 번째가 되는 명문거
족이다. 시조는한란(韓蘭)이니충
청북도 동군 황간면 난곡리에
서 탄생하시어 청주시 방서동에
정착, 고려 개국공신으로 벼슬이
문하태위(門下太尉 · 고려조 최
고관직으로 현 국무총리격임)에
오르셨으며 시호(諡號)는 위양공
(威襄公)이다.

뿌리공원내청주한씨조형물
100만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대화합의 뜻

서울광역시 구
로구종친회는 지
난 7월 정기총회
를 열고 제5대 회
장에 韓基政(사
진·31세손·충
성공파)일가를 선
출하는한편고문
에 명석(전 회장),
부회장에상조·
관수, 감사에관희·상진, 총무
에성교일가를각각선임했다. 

基政 신임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회장으로 선임된
이상미력하나마구
로구종친회의활성
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고중앙회
의 종사에도 적극
참여해야할것이므
로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
했다.

구로구종친회 5대회장에 韓基政일가
부회장에상조·관수, 총무에성교일가선출

10세의 어린 한소현(도봉구 오봉초등학교 3년)
학생이 아버지 한성원(48·금융업)일가와 나란히
‘서울윈드오케스트라’의 색스폰 파트의 단원으로
지난10월4~5일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2013서
울윈드페스티벌’이라는 큰 무대에 처음으로 출연,
가장 어린 나이의 색소폰 주자로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평소 의정부 예술의 전당 오케스트라와 오봉초

등학교 오케스트라 멤버로 활약해온 두 부녀(사진)
는더큰무대에로의도약을위해지난8월‘서울윈
드오케스트라’의오디션에도전, 나란히색소폰파
트의 단원이 되어 불과 2개월만에 세종문화회관의
큰무대에서는 예를안았다.    

한소현일가, 서울윈드오케스트라 최연소 멤버
부친한성원일가와함께색소폰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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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려대전(高麗大殿) 대제가 지난
10월 5일(토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탄
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에 위치한 고려대전에서
500여명의전국의각성씨문중및시민들이참
석한가운데사단법인고려역사선양회주최, 향
교유림집전으로엄숙하게봉행되었다.
고려대전에는고려태조왕건(王建)을비롯한

34위(位)의 고려 역대왕과 고려조의 충신(忠
臣)·공신(功臣) 349위의 위패(位牌)가 봉안(奉
安)되어있는데우리청주한씨문중에서는시조
위양공(始祖 威襄公·諱 蘭), 사숙공(思肅公·

諱 渥·9세), 서원군(西原君·諱 方信·10세),
문경공(文敬公<柳巷公>·諱 脩·11세), 서재공
(恕齋公·諱 전·11세), 몽계공(夢溪公·諱
哲&#20914;·13세) 등 여섯분 조상의 위패가
동배향위(東背向位) 화열(火列) 42~47에 모셔
져있다.
고려 500년 역사와 문화를 재현, 재조명하

고통일의의지를되살리고자착공12년만인지
난 2007년 8월 준공식을 가진 고려대전은 4만
1,200㎡(1만2,485평)의부지위에건립되었다.

2013년도 고려대전 대제 봉행
한문의 조상 여섯분 위패도 봉안
始祖威襄公·思肅公·西原君·文敬公·恕齋公·夢溪公

덕종대왕비(德宗大王妃)인청주한씨소혜왕후(昭惠王后·
14세·1437~1504)의 제509주기 및 덕종대왕 제556주기
제향이지난 10월 19일(토) 정오경기도덕양구용두동소오
릉(西五陵)내경릉(敬陵)에서문화재청주최, (사)전주이씨대
동종약원 주관, 고양시의회 및 고양문화원 후원으로 봉행되
었으며, 청주한씨에서는 충정공파 相根회장이 아헌관으로
참사(參祀)했다.
인수대비(仁粹大妃)로더잘알려져있는소혜왕후는세조

(世祖) 때 좌의정을 지낸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確의 따님
으로, 세조(世祖)가대군(大君)으로있을때도원군(桃原君)의
신분으로있던덕종과결혼했으며, 수양대군(首陽大君)이왕
으로 즉위(卽位)하고 도원군이 세자(世子)로 책봉(冊封)되자
19세에세자빈(世子嬪)으로책봉되었다. 
그러나2년뒤세조3년9월에세자인덕종이급환(急患)으

로별세하자소생인아들成宗이왕위에올랐다. 이후成宗2
년부군(夫君)이德宗大王으로추존(追尊)되면서소혜왕후도
인수대비로진봉(進封)되었다.

소혜왕후
509주기 제례 봉행
문화재청주최로西五陵敬陵에서

安重根의사순국100주년맞아제정된상
해군 6전단 629비행대대 한우철(42·해사

49기)소령은 국방부와 조선일보가 지난 2010
년안중근(安重根) 의사(義士) 순국(殉國) 100주
년을 맞아 공동으로 제정한‘위국헌신상’(爲國
獻身賞) 제4회 수상자 11명 중‘용기 부문’수
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용
산국방회관에서수상자와가족, 김관진국방장
관, 방상훈조선일보사장등관계자들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시상식에서 예로운
수상을하는한편상금으로받은 1,000만원전
액을 평소 아내와 함께 후원하고 있는 경남 진
해의‘자은사회복지회관’에기부했다.
‘위국헌신상’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본
분을 다하는 참군인과 국방·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군무원·연구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으
로, 安重根 의사(義士)가 중국 여순 감옥에서
‘나라를위해몸을바치는것이군인의본분’이
라는 뜻으로 쓴‘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유
묵(遺墨)에서‘위국헌신’을 따온 명칭이다. ‘爲
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유묵은, 보물로지정되
어있는 安의사의 26개 유묵 중 하나로 보물 제
569-23호이다. 
우철일가는 1995년 해사 49기로 임관한 뒤

헬기 조종사로 18년간 2,800여시간을 비행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7년부터 조종사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종 함대 기동훈련과
한·미연합훈련에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공로로 6전단장 표창과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각각2회수상했다. 
우철일가는 지난해 12월 소말리아 해역에서

납치되어582일동안억류되었던제미니호피랍

선원 구출작전에서 직접 구조헬기를 조종했던
해군헬기조종사이다. 구출작전당일인지난해
12월1일은비와강풍, 높은파도로선박을이용
한 구출작전이 불가능해지자 링스헬기 투입이
결정되었다. 기상상황은 헬기 비행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대안이 없었다고 한다. 우철일가
는“소말리아해안에접근하자중화기로무장한
해적들의 차량이 시야에 들어왔는데 인근에 또
다른 3대의 무장차량이 발견되어 이들의 돌발
행동에도대비해야했다”고말하고“당시에는1
분이1시간같았다”고회고했다고한다.

우철일가는“제자리비행을하면서호이스트
(구조용바구니)를헬기에서내려보내선원들을
구출한 후 해상에서 대기중이던 강감찬함에 도
착했을 때 선장인 박현일씨가‘고맙습니다’라
고 인사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하고

“이러한 성과는 10일동안 밤을 새워가며 사전
예행연습을실시한청해부대11진전장병이이
루어낸결과”라고말했다.

한우철소령, 제4회‘위국헌신상’수상
상금1천만원전액사회복지회관에기부

명지대 교수인 한명기(51·
사진)일가가 지난 10월 신간 <
병자호란>을출간한것과때를
같이하여 소설가인 부인 유선
주(필명 유하령)씨도 병자호란
을 다룬 첫 장편 역사소설 <화
냥년>을 출간, 독서계의 큰 관
심을모으고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

사를 중심으로 조선사를 연구
해온명기일가는지난10월29
일 <병자호란> 출간 기자간담
회에서“병자호란은지금한반도를둘러싼‘권력교체’와가
장닮은우리역사이다. 그런 �ㅅㅡㄿ은역사를반복하지않
으려면 15~20년 안에 국제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
는 이 시기에 정치지도자들의 전략적인 사고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부인유씨는 <화냥년>에서병자호란당시끌려간조선인
여성들의 신산(辛酸)한 삶을 복원했다. 유씨는“<화냥년>이
란병자호란이후‘고향에돌아온여자’라는의미의‘환향녀
(還鄕女)’에서유래된것으로알고있는사람들이많다”고말
했으나책에서는이말의어원을이미성종때기록에등장하
는‘화낭(花娘)’이라고밝혔다.

한명기 명지대교수, 신간 <병자호란>
부인은병자호란다룬<화냥년> 출간

제례를 마치고 기념촬 을 하고 있다.

우철일가 부부(왼쪽)가 수상 상금 1천만원을 복지기관
에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