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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
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
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
을 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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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친회(회장추태)는지난3월 21일
11시 신촌소재 K-Turtle에서 추태회장,
길수회장, 강회장, 선교회장을 비롯 종파
문중 및 광역시도회장과 대의원 약100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 다. 
식전행사인 국악공연에 이어 11시부터

시작된본회의에서는2018년도종사의주
요현황과 대동족보 및 인터넷족보, 장학
재단 운 , 무강왕릉 수호를 위한 업무 추
진사항 등 주요종사운 에 관한 보고에
이어세입합계 1억 4,655만원, 세출합계 1
억 4,431만원, 이월금 224만원의 2018년
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대동족보·인
터넷족보운 에관한결산(안)을승인 (청
한각 관리기금 및 무강왕릉 수호기금 별
도)하고 감사보고서를 접수하 으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안) 및 전년도 대
비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4,500만원 규
모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채택하 다. 다만 종원의 권리와 의
무, 임원 및 대의원 정비, 이사회 조직 정
비를 통한 실질적인 운 방안 강구 등을
주요골자로한정관개정(안) 심의의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 으나 결정을 유보
하고 회장단회의에 위임 의결하는 것으로
결론을맺었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원근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난
해는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과 이상기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중앙종친회도

가장 어려운 한해 었지만 임원분들의 성
원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회
고하 다. 
이어 중앙회장 취임 당시 종친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
을 하 고 이의 이행을 위해 고심하던 중
청주 방서동 출신인 우동일가께서 장학재
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앙종친
회 내 청한장학회에 함께 참여해서 장학
재단을 운 하고 회관도 건립하자는 끈질
긴 설득을 통해 함께하기로 수락을 받았
고 전년도 12월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신
임이사장에 선임이 되었으며 회관건립 사
업도추진할수있게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인사를 하려

했으나 지난해 겨울 불의의 낙상사고로 2
개월간 입원 가료를 하여 퇴원은 하 으
나 아직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약정한
기금의 출연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바 아
직은 이르고 어느 정도 출연이 완료되면
자리를 마련해서 기회를 갖겠다고 말 하
시는겸손한분이시다. 
작년 12월에 53억 상당의 기금은 출연

완료하 으며 금년 하반기에 287억, 내년
도 중에 90억을 출연하면 총 430억원의
출연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
요한 종사는 익산의 무강왕릉을 수호보전
하는사업이다. 
무강왕은 서기전 1120년경 기자조선을

건국한문성대왕의 41대애왕으로서서기
전 194년 익산지역으로 남하하여 마한을
건립한 태조이자 우리 청주한문의 선조이

시다. 무강왕릉은 팔봉종친회에서 관리하
다가 2005년경부터 중앙종친회에서 제례
를봉행해오고있다. 
익산시에서는 원광대부설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를 통해 백제 무왕릉으로 역사
를왜곡하고관광지로조성하고있다. 
피장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문화재

청의 승인을 거쳐 무강왕릉을 발굴하는
사업도 추진하 지만 짜맞추기 식으로 계
속 전개되고 있다. 진작부터 강력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수년전부터 대응하
다보니어려움이많다. 
중앙회장 취임 후 수차 대책회의도 하

고 8번이나 익산지역에 출장도 다녀왔다.
금년 2월 19일에는 무강왕릉 발굴복원에
따른 고유제를 봉행한 후 익산시청을 방
문하여항의시위를하 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250여명의 종원

분들이 참석하 음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최완규
교수를 상대로 강력하게 무한 투쟁을 벌
여나갈것이다. 
우리 선조의 유적을 수호 보전하고 뿌

리의식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감은 물론 진
실 앞에 왜곡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나갈 것이다. 오는 4월 19일 (음

력 3월 15일) 무강왕릉 제향을 봉행한 후
익산시청을 상대로 대대적인 항의시위를
할것이다. 
전국에서 많은 후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협조와홍보, 독려를부탁드린다. 
종원분들의 성원과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
다보면 경비가 필요하다. 현재 무강왕릉
수호보전을 위한 기금을 모금중이나 아직
1000만원에도못미치는상태이다. 
그 외에 대전뿌리공원의 조형물을 개수

하고 노트북 발간도 계획 중이나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일재 기와보수
는 청주시청에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실로 어려운 시기인바 종원분들
의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동참과 성
원을재차강조하고당부하 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연의 목적사항에 상충되는 행동으로 질
서를 훼손하는 일부 종원분들이 있었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감정
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뜻을 모아 현
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각성과 자
성을 촉구하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는바
향후 더욱 성숙된 화합돈목의 발전된 모
습을기대해본다. 

중앙종친회2019년도정기총회개최
2018년도결산(안) 및 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승인

무강왕릉의수호보전, 강력대응재천명

국민은행009902-04-323878 예금주한추태

추태회장이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고 있다 (촬 원교) 식전행사 민속공연 (촬 원교)

무강왕릉수호추진기금모금에많은성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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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강왕·왕비춘향대제봉행및익산시청항의집회안내

일시 : 2019년4월19일 (음3월15일, 금요일) 11:00

장소 : 익산대왕릉및소왕릉 (익산시석왕동산55번지또는석왕동6-12)
※서울지역은중앙종친회앞에서당일07:30에버스가출발합니다.

제례봉행후청주한씨100만종원의명의로익산시청앞에서대대적인항의
집회를개최합니다. 청주한문의뿌리의식고취와정체성을재정립하고선조의
유적을 수호 보전하는 뜻 깊은 행사에 후손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
립니다.

중앙종친회(회장추태)는지난2월 19일
(음 정월 보름) 하루 전부터 비가 오는 궂
은 날씨임에도 경향각지에서 250여명의
후손들이 참사한 가운데 익산 무강왕릉
발굴복원에 따른 고유제를 엄숙하고 경건
하게봉행하 다. 
이날고유제는2017년도부터시작된무

강왕릉 발굴사업이 완결되고 복원이 이루
어짐을 고하는 고유제로서 초헌관에는 楸
泰중앙회장, 아헌관에는 吉洙서원군파회
장, 종헌관에는 鮮敎충성공파회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의구청한예학회장의 집례
로봉행하 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곳 무강왕

릉은기자조선문성대왕의 41대애왕이자
마한국을 건립한 마한태조 무강왕의 능이
라는 사실이 정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있
고 우리 청주한문의 족보기록에도 명시되
어 있음을 강조한 후 양식 있는 많은 사학
자들이 이 사실에 동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무강왕은 우리청주한문의 선조이시다.

익산시는 수년전부터 마한·백제문화연
구소를 통해 백제무왕릉으로 역사를 왜곡
하고 호도하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
다. 발굴조사 후 중간결과 발표도 짜맞추
기 식으로 전개함을 멈추지 않고 있는바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가 없다. 진실을 밝

히고 우리 선조의 유적과 유물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고유제 봉행
후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다. 
참사하신 모든 종원분들이 함께 동참하

고성원해줄것을당부한다. 

무강왕릉발굴복원고유제봉행
비가오는날씨에도250여명의후손들참사

문양공부군(14世, 諱 繼美)
의 기신제가 지난 1월 28일
(음 12월 23일) 문양공종중의
碩熙회장을 비롯해 東秀문간
공파회장, 東完참판공파회장
등 60여명의 후손들이 참사한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에 소재한 문양사에서 경건하
고엄숙하게봉행되었다. 초헌
관에종손인碩熙회장, 아헌관
에 東完참판공종중회장, 종헌
관에 湖昌이판공종중회장, 축관에 相煥사
과공종중회장이 분방되었으며 相厚총무
의집례로봉행되었다. 
석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국학진

흥원의 관계자분들과 한문의 종사운 에
큰관심으로성원해해주시는많은일가분
들이 함께해 오늘 기신제 봉행이 더욱 빛
나는행사가됨에참석해주신내빈과일가
분들께감사의인사를전하 으며, 문중의
원로이신 益洙고문께서 신병으로 참석치
못함을 아쉬워하시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말 도 회장이 대신
해서 전하 다. 특히 금번 기신제 봉행에
는우리전통제례를연구보급하는한국국
학진흥원(경북 안동소재)에서 金德 학예
사를비롯3인이 1박 2일의일정으로출장
과 참관을 통해 기신제 준비과정 및 제례

봉행까지의 전 과정을 촬 하고 기록으로
보관, 교육연구용으로활용됨으로서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문양공
부군은 함길도 관찰사 혜(惠)의 아들이자
의정 상경(尙敬)의 손자로 1421년 5월

에 출생하 고 字는 공보(公甫)이다. 18세
때 蔭職으로 監察을 했으며 추충좌익정충
적개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推忠佐翼精忠
敵愾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에 책록되어
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輔國崇祿大
夫議政府左贊成)으로서이조판서오위도
총부 도총관 중추부사(吏曹判書 五衛都
摠府都摠管領中樞府事)를겸해서서원부
원군(西院府院君)을 봉하셨다. 1471년 12
월 51세로 하세하셨고 고양시 덕양구 관
산동 산77(壬坐)에 안장되시었다. 시호(諡
號)는문양공(文襄公)이시다.

문양공부군(휘繼美) 기신제봉행
한국국학진흥원참관, 준비및제례봉행전과정촬 기록보관

문양사 (덕양구 관산동소재)

지난 2월 19일 무강왕릉 고유제 봉
행 후 참사한 청주한문의 전 종원들은
오후 1시 익산시청 앞에 집결, 선도 차
량의 마이크방송과 현수막, 피켓 등을
앞세우고 대구경북 태락회장의 선도
하에강력한항의시위를진행하 다.
중앙회장을 비롯해 태락회장, 기천회

장 등 다수의 항의발언을 통해 익산 대
왕릉은 정사기록과 청주한문의 족보기
록, 묘적기록부, 유물, 유적이 증명하는
명백한청주한씨선조인마한태조무강
왕릉임을 강조하고, 백제 무왕릉이라는
일방적인발표로역사왜곡조장하는익
산시는쌍릉역사짜맞추기를즉시중지
하고 익산시장과 마한·백제문화연구
소장은청주한문앞에무릎꿇고사죄하
라, 쌍릉 땅 취득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청주한씨로의땅반환등의요구
사항을거듭주장하고항의하 다. 
이날 항의집회는 KNS뉴스통신, 익

산투데이 등 지역 2~3개 언론사에서
취재를 통해 기사로 보도되었으며 지
역민들 또한 많은 관심으로 집회내용
을 지켜보았다. 중앙종친회는 무강왕
릉수호보전추진위원회를중심으로종

파문중 및 광역시도와 긴 히 협의 대
처하는 한편 더욱 강력한 항의시위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는 결의문을 낭
독하고당일시위를종료하 다. 

익산시청앞항의집회,

대왕릉은마한태조무강왕릉이다!
쌍릉역사왜곡즉각중지및익산시장과최완규교수의사죄요구

익산시청 항의집회

결의문

청주한씨의 뿌리인 무강왕릉을
백제 무왕릉으로 익산시가 역사의
기록을 왜곡한 현실에 분개하며 이
를 바로 잡기위해 우리 청주한씨 종
원은다음과같이결의한다.
-. 익산시는 역사기록을 사실대로

판단하라.
-. 익산시는 청주한씨의 땅을 되

돌려 달라.
-. 익산시는 무왕릉 지정을 즉시

취소하라
-. 익산시는 우리의 민원과 요구

사항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우리 청주한씨종원은 우리의 뜻

이관철될때까지강력히투쟁할것
임을천명한다.

2019년2월19일
청주한씨중앙종친회및100만종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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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해년세향및제례봉행
〈청장년, 청소년및가족단위의참사독려 (문중및시도별)〉

1) 시조 태위위양공부군 및 4위부군 세향 봉행
- 일시 : 2019. 10. 28. (음 10월 1일, 월) 11:00 
- 장소 : 시조묘역 (청주시남일면가산리)
2) 시조 태위위양공부군 탄신 축하행사 개최
- 일시 : 2019. 4. 13. (둘째주토요일) 11:00 
- 장소 : 청한각 ( 동군황간면난곡리)
3) 기성전 제향
- 일시 : 2019. 4. 9. (음 3월 5일, 화) 11:00 
- 장소 : 기성전 (증평군도안면노암1리)
4) 무강왕릉 및 왕비릉 제향
- 일시 : 2019. 4. 19. (음 3월 15일, 금) 11:00 
- 장소 : 무강왕릉및왕비릉 (익산시석왕동)

〈참고〉

2. 총회및이사회개최
- 정기총회

일시 : 2019년 3월 21일 (목), 11:00
의안 : 2018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의

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정관개정(안) 심의- 일부조문
기타종사운 및발전에관한사항

- 이사회및회장단회의개최
- 임시총회및기타 : 필요시

3. 제19회장학증서수여식
- 일시 : 2019년 5월 11일 (토) 11:00 
- 장소 : 시조묘역

4. 장학기금출연기념비개수추진

5. 뿌리공원조형물개수추진
- 시기 : 2019년도하반기중
- 장소 : 대전뿌리공원
- 예산 : 약 5,000만원내외

6. 무강왕릉수호보전을위한업무추진

7. 유적수호및보존대책강구시행
- 시조묘역지속적인관리(봉분, 잔디, 조경목등)
- 세일재지붕보수: 청주시청지원요청및협의
- 무농정, 제단비, 방정, 신도비 등 : 청주시청 협

의및관리
- 청한각 : 동군향토유적지정신청
- 대외행사참석독려 (숭조애종의식함양)

종묘대제, 사직대제, 고려통일대전대제, 효문
화축제, 만해제등

8. 중앙종친회조직활성화
- 중앙회임원재정비
- 활동이부진한문중및광역시도조직재정비, 지원
- 청장년회조직활성화지원 (각지역별)
- 연회비및종보구독료납입독려
- 운 자금및관리기금확충방안강구

9. 노트북소책자발간

2019년도중앙종친회주요사업추진계획

구 분 추모봉삼재조 사숙공·평간공외 서원군 문렬공

일 시
4/5 ~ 4/7 4/5 4/17 5/1

(음 3/1~3/3) (음 3/1) (음 3/13) (4/5→5/1)

중앙종친회(회장 楸泰)는 지난 1월 14
일 강회장, 선교회장, 만교회장, 태락회
장, 동경회장 등 30여명의 회원이 참석
한 가운데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2019
년도 제1차 회장단회의 및 무강왕릉수호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무강왕릉 수호
보전 문제해결 등 종사 현안문제를 논의
하 다. 
2018년도 중앙종친회 세입·세출 현황

과 청한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 에 관한
사항, 무강왕릉 발굴 및 무강왕릉 수호를
위한 업무추진에 관한 경과보고에 이어
무강왕릉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
에 관한 논의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중앙
종친회장으로 개선 선임하 으며 더욱 강

력하게 압박과 설득의 병행대응을 지속적
으로추진하기로결의하 다.
추태회장은인사말을통해지난한해어

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남에 감
사함을 표하고 중앙종친회의 많은 종사
중 중요 역점 추진사업으로 무강왕릉의
수호보전을 통해 선조의 유적을 보존함은
물론 이를 통해 한문의 뿌리의식을 제고
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회장단의 동참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

요한바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는 한편
추진 경비 조달을 위한 성금 모금에도 많
은협조를강조하고당부하 다. 

2019년도1차회장단및무강왕릉수호추진위원회개최
무강왕릉수호추진위원장 개선 및 중앙회장 선임

무강왕릉문제해결위한시행및추진방안등논의

추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인터넷족보문중별입보인원및구축페이지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명, 페이지)

※상계1세~14세파조까지(예빈윤공파별보로별도) 상계유사및색인록, 부록페이지별도

구분 중시조 인터넷족보 인터넷족보 비고입보인원 구축페이지
상계 始祖~14世 216 39 유사1,156p 별도

충성공파 14世明澮 25,943 1,932
이양공파 14世明 9,710 692

검교참판공파 14世繼胤 9,680 710
문양공파 14世繼美 24,111 1,830
문정공파 14世繼禧 114,535 8,797
참판공파 14世繼善 30,635 2,230
양평공파 14世繼純 2,193 164
찬성공파 14世長孫 8,637 652
절제공파 14世仲孫 11,277 883
안양공파 14世終孫 39,338 3,021
첨지공파 14世千孫 612 52
절도공파 14世萬孫 9,877 767
이랑공파 13世瑞鳳 18,352 1,332
양이공파 13世瑞龜 805 66
판사공파 11世 齊 10,550 718
정당공파 10世公衍 15,932 1,229
양혜공파 14世伯倫 29,654 2,323
현령공파 14世叔倫 2,830 197
공참공파 14世 1,651 139
공안공파 14世致仁 85,990 6,642
장도공파 14世致義 23,491 1,756
장간공파 14世致禮 18,125 1,387
참의공파 13世 28,183 2,215
첨정공파 14世致元 9,715 728
질경공파 14世致亨 11,338 891
회양공파 14世致良 5,487 421
봉사공파 14世致美 1,530 121
세마공파 14世 瑾 1,291 103
충정공파 10世方道 1,359 106
정혜공파 9世 泳 2,590 198
평장사공파 9世 浚 3,358 252
전교공파 8世謝譜 1,889 160
등제공파 8世謝壽 9,093 654
직사관공파 8世守延 2,187 176
몽계공파 13世哲 26,694 2,003
장렬공파 9世希愈 12,326 818
문절공파 9世宗愈 709 51
예빈윤공파 中1世連 114,797 6,432

계 726,690 5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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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 제19회장학증서수여식
(재)청한장학회(이사장우동)는지난3월

15일 우동이사장을 비롯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과 추태중앙종친회장이 참석한 가운
데 도곡동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정기이사
회를 개최하고 의안심의와 장학재단의 발
전방안등을논의하 다. 
전년도 사업실적과 감사보고에 이어 세

입·세출 결산(안)과 수익사업 운 에 따
른 2019년도 예산(안), 과실금액 증대를
위한기본재산운 방안등의심의승인에
이어 제19회 장학금 지급액 및 배정기준
을 확정한 후 오는 5월 11일(토) 시조묘역
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행키로 결의하
다. 

우동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참석
해주신임원분들게감사를전하고장학재
단을이끌어감에 광과함께새로운중책
을맡아부담도되지만약정된출연기금은
차질없도록이행노력하고청주한문의위
상에걸맞게이끌어가도록최선의노력을
경주할 것임에 임원분들의 고견과 적극적
인성원을당부하 다. 
추태중앙회장은 훌륭한 신임이사장과

함께장학재단을운 할수있음은청주한
문의 큰 축복이다.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
해뜻을하나로모아명실상부한청주한문
의 거대장학재단으로 우뚝 세우고 소기의
목적을실현해나는데부족함이없도록적
극보필해나가자고격려하 다.

경로·효친사업도점차적으로증대추진
회양공파종중회(회장 규백)는 지난 3월

3일 김포 대곶면 약암리소재 회양공부군
(휘致良) 재실인경모재에서달섭, 천식고
문, 규백회장등종원150여명이참석하여
성황을이룬가운데2019년도정기총회를
개최하 다. 경과 및 종무보고와 감사보
고에 이어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 으며, 특히 중앙종친회 산하 (재)
청한장학회에 장학기금 1억원을 출연 회
양공단위장학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하

다. 규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
늘 많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일가
분들게 감사를 전
하고 지난 1년간
의 종사운 을 거
울삼아 원로분들
의 자문과 종원분
들과의 소통을 통
해 종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
다. 

특히 금년도부터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
업과 그동안 문중을 위해 수고해주신 원
로 어르신분들을 위한 경로효친사업을 점
차적으로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지속
적인성원과동참을독려하 다.  
회양공(14세, 휘 치량, 1436년 ~ 1525

년)부군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황해도
사, 김제군수, 전설사수(典設司守), 사섬시
부정(司贍寺副正), 서흥부사, 돈령부 판관,
회양도호부사(淮陽都護府使)를 역임하시
었으며 묘소는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사
동 (丁坐)이다.  

청한장학회2019년도정기이사회개최
2018년도결산(안) 및 2019년도사업예산(안) 승인

중앙좌측 우동이사장, 우측 추태회장

서원군파종친회(회장 吉洙)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관수동소
재 은행나무집에서 길수회장을 비롯
만교감사, 강, 규창, 민석회장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
최하고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예
산(안)을 심의 승인하 으며 정기총회
와서원사세향, 서원사사적비수립에
관한 사항 등 종사의 현안문제를 논의
하 다. 
길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쌀쌀한

날씨임에도 경향각지에서 성황을 이
루어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전하고 청
주한문은 국내 10대 대성씨로 100만

에이르는대성이자명문거족이다. 
우리는 이에 걸맞게 누가 되지 않도

록 매사 언행에 신중을 기함이 필요하
다고강조하고, 서원사사적비수립등
종사의 추진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당부하 다. 
정기총회는 4월 17일 (음력 3월 13

일) 11:00 모재에서, 서원사 세향은
당일 12시에 서원사에서 봉행키로 결
의한데 이어 중앙회의 당면문제인 장
학재단 운 에 관한 사항과 무강왕릉
수호추진에 관한 경과를 설명하고 모
든 종사에 내일처럼 적극 동참하고 성
원해줄것을재차당부하 다. 

서원군파종회이사회개최

길수회장, 10대성의명문거족후예로서매사언행에신중을기해야…

회양공파종중회2019년도정기총회개최
단위장학회결성(기금1억) 및 2019년도예산(안) 승인

규백회장이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하고 있다

성남문화원장을 역임한 춘섭일가(사진)
가 지난 12월 한국문인협회가 시상하는

‘제55회한국문학상’을수상하 다. 
춘섭일가는 평생 강단을 지킨 교육자일

뿐 아니라 문인으로 성남 향토사학 1세대
문화연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성남지역
의 숨겨진 역사문화 보존과 성남시민헌장
문장, 도로명 골목이름 그리고 지역문화
인물들 추모비문과‘성남아리랑’성남시
사편찬등의문화꾸리기에앞장서왔다. 
특히 매년 정례행사로 개최되는 성남해

돋이 축제를 비롯해 3.1절 및 광복절 경축
식, 개천절축제, 순국선열추모식등문화
행사에도남다른관심을기울 으며, 강정
일당, 둔촌·송산·연성군·문정공·삼
학사·남한산성·의병 같은 성남위인들
현장조사에도 참여해 추모시 창작발표를
하는등의성과를내기도했다. 
또한 시조시 문학발전에 있어서도 선배

들이 걸어갔던 자취를 올바로 계승해주려
는데 열정을 쏟아 문단에서도 선구적 성
과물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2천여쪽
의방대한‘한국시조큰사전’대표편저발
행(1984년), 86아시안게임 당시에 아시아
작가대회 참석문인 배포용 저서‘번역 시
조시선’ 문판 발행, 중국조선족 문단의

‘연변시조시사’창립및시조시최초보급
(1993년)의주인공이기도하다. 
한국시조시인협회와 한국시조학회 창

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도한 춘섭일가
는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설 문화연구
소장으로재직하면서연합회기관지‘우리
문화’편집주간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
치고있다.(성남일보기사참고및인용) 

춘섭일가(전성남문화원장) ‘한국문학상’수상
시조시인·성남학문화연구등공로인정

절대로 속지마십시요
중앙종친회를 사칭, 책자구입을

권유하는전화가절려오면중앙종

친회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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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4월9일 (화, 음력3월5일) 11:00
장소 : 기성전 (충북증평군도안면노암1리158, 행갈마을)
당일중앙종친회사무실앞에서08:00에버스가출발합니다.

※기자조선을 건국한 문성대왕을 추모하는 2019년도 기성전 제향봉행에 일가분들의 많은

참사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22일 중앙회 고문이신 동
주장군(사진)이 만학으로 한양대학교
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중
앙회장을 비롯한 많은 일가분들의 축
하를받았다. 
동주장군(문정공파 31세)은 경기도

여주태생으로 1977년 육군3사관학교
를 졸업하고 1982년 고려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했으며 2003년도 47세의
나이로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래 금년 2월 64세의
나이로“직업군인의 복지제도가 직무
만족도에미치는 향 : 사기진작의매
개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박
사학위를취득하는등바쁜군생활중
에도 배움의 노력을 지속하여 만학의
결실을 거둠으로서 군의 선·후배 및
동료들의귀감이되고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양대학교 김

종량이사장과 이 무총장은 학위취득
자 중 최고령자인 동주장군에게“대단
히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와 함께 특
별히 기념촬 까지 하며 축하를 해주
었다. 
동주장군은 2006년 예로운 장군

으로 진급과 동시 공수특전여단장으
로부임한이래사단장, 육군본부참모
부장, 군단장, 야전군 부사령관 등 주
요 직책을 수행하며 2015년 1월 전역
시 까지 40년 간 국가안보와 군 발전
에 큰 업적을 남겨 보국훈장 국선장과
천수장, 대통령 표창 등 많은 표창을
수상하 으며 바쁜 와중에도 종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등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한문의 일가 중 한분이
다. 

청한산악회(회장삼랑)는지난1월 27일
(일) 회원 약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정동진 해안단구 탐방로
‘정동심곡바다부채길’로 신년산행을 실
시하 다. 
‘정동’은임금이거처하는한양(경복궁)
에서정방향동쪽에있다는뜻에서‘심곡’
은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
서유래가되었으며, 정동진의‘부채끝’지
형과 탐방로가 위치한 지형의 모양이 바

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
놓은 모양과 같아서‘정
동심곡부채길’로 지명
이선정되었다고한다.
천연기념물 제437호

로 지정된 곳으로 동해
탄생의 비 을 간직한
2300만년 전 지각변동
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해안단구이다. 
정동진 썬크루즈 주차

장에서 심곡항 사이 약
2.9km의탐방로가조성되어동해바다의푸
른 물결과 웅장한 기암괴석에서 오는 비경
의아름다움을볼수있는천혜의비경을선
사하는곳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작은 금강산이라 불

리며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소개된
수려한 경관을 지닌, 국내 최고 최대규모
의 출 다리로 유명한 원주의 명산 소금
산을 찾아 안전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겸한정기산행을실시하 다.

중앙회동주고문(예비역육군중장) 만학으로박사학위취득
형우일가가 지

난 12월 경찰 정기
인사를 통해 경찰
의 꽃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많은 일
가분들의 축하를
받았다. 
충남 서산출신

인 형우일가(문정
공파)는 경찰대학
교를 졸업한 후 서
울청 특수기동대
장, 경찰청 재정담
당관, 교육정책담
당관, 홍성경찰서장, 성북경찰서장, 서울
청 생활안전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으

며 금번 경무관 승진과 함께 경찰청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전하 다. 

형우일가경찰의꽃경무관승진

중앙회 예방기념 (좌로부터 형우일가, 추태회장, 동근일가) 

서울·수도권청
장년회(회장 상남)
는 지난 2월 10일
회원 20여명이 참
여한 가운데 서울
의 명산 도봉산의
무수골을 찾아 안
전산행을 기원하
는 시산제를 겸한
정기산행을 실시
하 다. 
높이740m의 도

봉산은 교통이 편리하고 산세가 아름다
워 사계절 두루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 찾
는 곳으로 특히 무수골(無愁谷)은 근심이
없는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복잡한
일상의 찌든 잡념을 떨쳐내고 편안한 안
식과 함께 오롯이 자연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태분위기 조성으로 산행의 의미

를 느끼게 해주는 곳으로 기억에 남을 듯
하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서울의 중심인 백악

산 산행과 경복궁, 비원 등 고궁 트레킹에
이어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전년도 결
산(안)을 심의하고 공석 중인 감사에 호석
일가를새로이선임하 다. 

서울·수도권청장년회도봉산산행

청장년회 시산제

청한예학회(회
장 의구)는 지난 1
월 30일 추태회장,
기호상임고문을
비롯 문중의 임원
과회원등 3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종친회 사무
실 지하상가에 위
치한 취홍에서 신
년모임을 개최하
다.
참석임원 소개와 범구총무의 경과보고

에 이어 의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 및 회원분들게 감사를
전하고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는 한편
많은 원로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통해 예
학회가 더욱 발전하고 종사운 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 분발 노력

하고자 하는바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성원과 독려를 당부하
다. 
추태중앙회장은 청한예학회가 더욱 발

전하여 종사운 에 기여함은 물론 제례문
화를 정립하고 위대하신 선조분들의 유사
도 발굴하고 연구하는 위선사업에도 힘써
일조하기를바란다고격려하 다.

청한예학회신년모임개최

청한산악회1월·2월정기산행
천혜의비경「정동심곡바다부채길」과원주의명산「소금산」으로

정동진 썬크루즈 앞에서 기념촬

기성전제향봉행및참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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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금액

추태회장(중앙회회장) 3,000,000 

강자문위원(경기안산시) 500,000 

교부회장(전북도회장) 500,000 

삼랑이사(서울관악구) 300,000 

준석자문위원(서울동작구) 200,000 

철수자문위원(서울관악구) 200,000 

기연운 위원(전북전주시) 200,000 

기조운 위원(구미시회장) 200,000 

성교자문위원(대구북구) 100,000 

귀성이사(전북전주시) 100,000 

기성이사(서울종로구) 100,000 

남교이사(서울동대문구) 100,000 

동명이사(서울 등포구) 100,000 

동수이사(문간공파회장) 100,000 

부동이사(부산남구) 100,000 

상일이사(서울노원구) 100,000 

성규이사(경기광주시) 100,000 

수창이사(성동광진구회장) 100,000 

승욱이사(경기안산시) 100,000 

종수이사(서울서대문구) 100,000 

종언이사(서울종로구) 100,000 

화교이사(경기부천시) 100,000 

합 계 6,500,000 

운 회비(1~2월) 단위:원

이 름 금액

남교이사(서울동대문구) 100,000 

석춘(대전서구) 100,000 

승일(경기고양시) 100,000 

광률(부산연제구) 50,000 

기성(경기군포시) 50,000 

길수(전북전주시) 50,000 

만수(경기포천시) 50,000 

상천(경기수원시) 50,000 

성우자문위원(경기연천군) 50,000 

정식(서울동작구) 50,000 

종섭(경남창원시) 50,000 

창우(서울송파구) 50,000 

기석(서울강동구) 30,000 

기석(서울노원구) 30,000 

도수(충남청양군) 30,000 

동익(서울송파구) 30,000 

만택(서울강남구) 30,000 

삼식(강원원주시) 30,000 

상곤(경북구미시) 30,000 

상복(경기안성시) 30,000 

상태(서울은평구) 30,000 

성태(충북증평군) 30,000 

윤교(경북포항시) 30,000 

의박(전남순천시) 30,000 

인수(서울강북구) 30,000 

일웅(경기남양주시) 30,000 

재윤(서울송파구) 30,000 

개인종보비(1~2월) 단위:원

이 름 금액

감사공안산종중 250,000 

평해공파수원종중 200,000 

낙안공종중 100,000 

판서공종중 60,000 

합 계 610,000

단체종보비(1~2월) 단위:원

이 름 금액

대구경북종친회(회장태락) 500,000

절도공경산종중(회장효근) 500,000

인천시종친회(회장기천) 300,000

청한예학회(회장의구) 300,000

팔봉종친회(회장광운) 200,000

만교(장도공파회장) 100,000

문양공파종중(회장석희) 100,000

삼재관리위원회(회장철호) 100,000

참의공파안산종중(회장강) 100,000

합 계 2,200,000

무강왕릉수호대책위원회 헌성금 단위:원

청주한문의 원로이
신 희천 중앙회고문께
서 지난 3월 19일 숙
환으로 별세하셨다.
향년87세.
희천고문께서는 수

십 년간 청주한문의
종사 기반과 초석을 다지며 운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다. 특히 1990년대 법
성면 신장리 일대 농공단지에 약 35만평
의 편입을 저지하고 추원재를 보존 관리
하는 등 광의 삼재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재산의 증자관리에 큰 기여와 더불어 정
신적인 지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
신 존경받는 큰 어른이셨기에 애석하기
그지없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무농회(회장 동훈)가 주최한 청주한씨
제1회 무농서화대전이 내빈과 문중임원,
회원 등 200여명과 전국 일가분들이 출품
한 70여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 가
운데지난1월13일청주방서동소재여명
회관에서성황리에개최되었다. 
동훈무농회장의 인사에 이어 추태중앙

회장, 범덕청주시장, 장훈충북회장 등 많

은분들의축사가이어졌다. 
동훈회장은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내빈과 일가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일가분들의 다양한 작품
과 향상된 서화대전으로 발전시켜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다짐과 함께 일가분들의 아낌없는 성
원을독려하고당부하 다.  

중앙회희천(希天)고문별세

청주한씨제1회무농서화대전개최

서화전 개전 테잎 커팅 (중앙 좌측 동훈회장, 우측 추태회장)   

고유번호 이 름 금액 누계

1942 세마공논산종중 10,000,000 30,000,000 

492 효동(세마공) 8,000,000 120,000,000 

98 낙안공단위장학회 1,000,000 51,200,000 

258 철수(서울관악구) 100,000 3,400,000 

460 종대(경기하남시) 50,000 1,000,000 

2174 만수(경기포천시) 50,000 300,000 

2210 석춘(대전서구) 50,000 100,000 

1958 창수(경기안산시) 30,000 120,000 

504 일웅(경기남양주시) 20,000 460,000 

1730 선우(강원강릉시) 10,000 630,000 

1760 붕희(서울광진구) 10,000 310,000 

합 계 19,320,000

장학기금납부내역(1~2월) 단위:원

재훈(경북문경시) 30,000 

정웅(서울송파구) 30,000 

정준(서울은평구) 30,000 

종윤(전남나주시) 30,000 

종훈(경기구리시) 30,000 

철수자문위원(서울관악구) 30,000 

태진(경북경주시) 30,000 

평전(경기화성시) 30,000 

관 (경기용인시) 20,000 

규덕(경기부천시) 20,000 

규천(경기평택시) 20,000 

균선(대전서구) 20,000 

기수(전북임실군) 20,000 

기 (강원강릉시) 20,000 

기준(서울성동구) 20,000 

기호(서울도봉구) 20,000 

노림익상종중 20,000 

대화(경북경주시) 20,000 

덕수(서울금천구) 20,000 

동명이사(서울 등포구) 20,000 

동수이사(문간공파회장) 20,000 

동호(서울성북구) 20,000 

만홍(서울노원구) 20,000 

명희(광주서구) 20,000 

문교(충북청주시) 20,000 

병오(경기과천시) 20,000 

병희(서울관악구) 20,000 

봉기(경기용인시) 20,000 

상갑(서울강동구) 20,000 

상구(서울양천구) 20,000 

상길(경기수원시) 20,000 

상룡(충남천안시) 20,000 

상수(충남서산시) 20,000 

상욱(충남청양군) 20,000 

상일이사(서울노원구) 20,000 

상정(경기용인시) 20,000 

상훈(경기성남시) 20,000 

석봉(서울관악구) 20,000 

수식(서울종로구) 20,000 

성(충북청주시) 20,000 

환(대전서구) 20,000 

용수(전북남원시) 20,000 

우식(강원강릉시) 20,000 

운석(충남서천군) 20,000 

운열(경기의왕시) 20,000 

재관(서울성동구) 20,000 

재술(전북김제시) 20,000 

재식(경남함양군) 20,000 

정서(서울강북구) 20,000 

정수(서울광진구) 20,000 

종대(경기하남시) 20,000 

준석(경남하동군) 20,000 

중섭(경기안산시) 20,000 

진섭(광주북구) 20,000 

철수(서울도봉구) 20,000 

청광(서울금천구) 20,000 

호일(서울양천구) 20,000 

홍석(대전동구) 20,000 

화교이사(경기부천시) 20,000 

훈탁(서울성동구) 20,000 

흥교(대구수성구) 20,000 

흥수(충남서천군) 20,000 

기섭(서울동대문구) 10,000 

붕희(서울광진구) 10,000

합 계 2,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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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갑수명예회장, 기호
상임고문 등 중진원로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종친회 중진원로 신년간
담회 모임이 광화문소재 일품당에서
개최되었다. 추태회장은 자리를 마련
해 주신 갑수명예회장과 참석해주신
원로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무강왕릉
수호보전을위한업무추진경과, 장학
기금확충추진및운 사항등주요종
사현안에 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대처
방안등을논의하 다.

갑수명예회장(사진 좌측 중앙)은 추
태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어려운 시
기에 종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보내자고 격려의 말 을
하 다.
갑수명예회장의주선으로개최된신

년간담회에는갑수명예회장, 기호상임
고문, 동주고문, 추태회장, 성섭전중앙
회부회장, 길수회장, 준석회장, 선교회
장, 성용회장, 삼랑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 다.

7

중진원로신년간담회개최
종사현안및발전방안등논의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3월 27일
익산현지에서 김명환교수, 대구경북 태락
회장, 윤수일가와 회동하여 대왕릉 발굴
과 소왕릉 발굴계획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협의하 다.
익산대왕릉은 발굴이 완료되었으나 익

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주도로 백
제 무왕릉이라는 짜맞추기식 전개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중 소왕릉 발굴
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논의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회합
이다.

마한역사의 권위자이자 향토사학자이
신 김명환교수는 30여년 간 익산시와 마
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백제
의 익산 천도설과 대왕릉은 백제 무왕릉
이라는 왜곡된 주장에 대한 문제점과 오
류를 지적하고 마한역사바로세우기에 전
념하시는 청주한문에 큰 힘과 도움을 주
고계시는분이다.
지면을 통해 사학자의 본분으로 정의사

회 구현에 고군분투하시는 김명환교수께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드
린다.

대왕릉발굴및소왕릉발굴계획에따른대처방안등논의
추태회장, 익산현지에서김명환교수, 태락회장, 윤수일가회합

좌로부터 태락회장, 윤수일가, 김명환교수, 추태회장

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년말 서울
청장년회 임원과 함께 광주·전남 화수회
모임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하고 종사

운 및 청장년 교류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환담을나누었다.

광주·전남화수회방문및격려

우로부터 만섭전남대학장, 혁동고문, 추태회장, 삼랑회장, 상남회장, 상분총무, 대석감사

어린 시절 드러머
의 꿈을 꿨던 현직 서
울시의회수석전문위
원이 뮤지션으로서
첫 앨범을 발표해 눈
길을 끌고 있는 태식
일가(사진, 회양공파

30세)가 지난해‘샌님(Saneam)’이라는 그
룹에속해첫앨범(Saneam 1st Album)을발
표했다.
샌님은 블루스록과 퓨전스타일의 음악

을 추구하는 3인조 그룹으로 이번 앨범에
는 태식일가가 작사 작곡한 ’술의 양껏‘
등 5곡을 담고 있다. 한슬(Hahn Sul)이라
는이름으로활동하는태식일가는1982년
(15세)부터 드럼 연주를 시작했으며 1980
년대를대표하는드러머로알려졌다.
군 입대 후 육군 군악대와 육군사령부

예술단에서 드러머로 활약했으며 제대 후
에도 잊혀진 계절의 가수 이용을 비롯해
여러 가수들의 라이브 세션 등 다양한 활
동을 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음악활동을
뒤로 하고 대기업 회계담당자로 직장생활
을 시작했고 그 후 서울시청 회계 총괄담
당자와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전문위원
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학구열로 경 학박
사(회계학 전공)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시
의회수석전문위원으로재직중이다.
긴직장생활속에서도드럼과음악에대

한열정으로동아리도만들어운 해오고
있으며다양한악기연주외에도작사작곡
활동에도매진하고있다. 태식일가는앞으
로도 이 시대 직장인들이 함께 듣고 느끼
며 위로 받을 수 있는 곡들을 통해 직장인
으로써느꼈던애환들을함께나눌계획이
라고밝혔다.

태식일가(서울시의회수석전문위원·경 학박사)
앨범발표및지방의원필독실무서출간

부모의반대로뒤로했던뮤지션으로서첫앨범, 1980년대잘나가던드러머...

7기 민선자
치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의원
들, 특히 새롭
게 의정활동을
하는 초선의원
들이 그 첫발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의

정활동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안내서가 출간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고 있다.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할동의 길잡이
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지방의회와 지방의
원을 이해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태식
일가가 대표 공동저자로 발간한̂ 지방의

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_의 출간에 따
른 강평이다. 기존에 발간된 지방의회 관
련 책들이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으로 기
술되어 현실정치에 바로 접목하기에는 어
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책은 기존 이론
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용정보를 담아
내는데집중했다고한다.
태식일가는 이 책이 새롭게 첫 발을 내

딛는 지방의회에게는 주어진 권한과 역할
을 더욱 충실히 하는 의정활동의 길잡이
가 되고, 우리 동네 생활정치에 애정을 갖
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지방의회와 지방의
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서가 되길 바
란다는 출간 소감을 밝혔다. 태식일가의
아름다운 도전과 열정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보낸다.

^지방의회, 아는만큼잘할수있다_출간, 대표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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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1월 승수,
덕수총리를 예방하고 무강왕릉 수호보전

을 위한 대처방안 등 종사현안과 발전방
안에관한의견과환담을나누었다. 

중앙종친회장동정

승수, 덕수前총리예방및환담

종사현안및발전방안등논의

추태중앙종친회장은 지난 2월 10일 가
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된 천지인
참부모님(문선명·한학자)성탄기념 행사
에 참석한 후 한학자총재의 동생인 한휘
일효정회장과 종사현안 및 운 에 관한
의견과 환담을 나누었다. 본 행사에는 한
학자총재와 문선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을 비롯해 전세계 평화대사 및 원로
목회자와지도자1200여명이참석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지인참부모님성탄기념행사참석

1. 효자(孝子)진사급제(進士及第)행
(行)홍문관(弘文館)학정(學正),
- 효자는 진사과에 급제하고 홍문

관 학정(정구품 홍문관 정자(正字)의
다른호칭)을하 고,
증(贈)중훈대부(中訓大夫)홍문관(弘

文館)수찬(修撰)지제교(知製敎)겸(兼)
- 증직(贈職)으로 중훈대부(종삼품

(從三品))로 가자(加資)되어 홍문관 수
찬지제교겸
경연(經筵)검토관(檢討官), 춘추관

(春秋館)기사관(記事官),
- 경연검토관과 춘추관과 춘추관

기사관을제수받은
설쇠(雪 . 도롱이쇠(사))청주(淸州)한

(韓)공(公)준(峻. 1576-1615)지여(之閭).
- 호가 설쇠인 청주 한 공 준의 정

려(旌閭)다.
2. 설쇠공(雪 公)자(子) 설쇠공의

아들,
효자(孝子)장사랑(將仕郞), 증(贈)조

봉대부(朝奉大夫)동몽교관(童蒙敎官)
- 효자는 장사랑 종구품(從九品)이

고, 증직으로 조봉대부(종사품)동몽교
관을제수받았고,
불온재(不 齋)청주(淸州)한(韓)공

(公)사 (士英. 1615-1699)지여(之閭)
- 호가 불온재인 청주 한 공 사 의

정려(旌閭)이다.
3. 불온재(不 齋)공(公)현손(玄孫)

불온재공의현손(고손자).
효자(孝子)학생(學生)청주(淸州)한

(韓)공(公)성( . 1721-1781)지여(之閭)
- 효자는 학생 청주 한 공 성의 정

려(旌閭)이다.
4. 휘(諱)성( )자(子) 이름이 성자인

분의아들이다.
학생(學生)청주(淸州)한(韓)공(公)해

점(海漸. 1746-1806)지여(之閭)
- 학생 청주 한 공 해점 의 정려(旌

閭)이다.
위 네분의 효자정려(孝子旌閭)를 받

으신 혈계(血系)를 알아보면 준(峻)은
아드님과 부자(父子)효자정려가 내려
졌고, 준(峻)의 고손(高孫)인 불온재 성
( )도 아드님과 효자정려를 받으셨으
니동서고금(東西古今)에드문일이아
닐수없다.
효의 상징(象徵)이라고 이르는 명심

보감(明心寶鑑)에 기록되어 전해오는
분들도 당대에 효행으로 효자(孝子)로
책록(冊錄)되었으나, 효자충신이 양대
에 걸쳐 내려진 예도 드문 일이다. 손
자(孫子)와 증손(曾孫), 고손(高孫)을
건너뛰어육대손(六代孫)까지칠대(七
代)기간 중 사대(四代)가 효자정려를
받으신사실은우리청주한문(韓門)의
선대조(先代祖)들께서 얼마나 정혈주
의(精血主義)에 따른 인간본성(人間本
性)과효의근본교육(根本敎育)이치열
(熾烈)하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청주한문의 찬란한 효교육의 현창장
소(顯彰場所)로 높이 평가하고 지정되
어야 후대에 길이길이 이어갈 수 있는
명소(名所)가될것이다.
2019년 1월 13일 제1회 무농서화전

시 사효려를 둘러본 후. 동억(31세) 감
해(敢解)건고(虔告).

사진 좌로부터 덕수총리, 승수총리, 추태회장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205에 있는 청주한씨(淸州
韓氏)의정려각.
[개설] 청주한씨 문중에서 배출

한 한준(韓峻), 한사 (韓士英), 한
성(韓 ), 한해점(韓海漸) 등 4명의
임진왜란과병자호란때의효행을
기려세운정려각이다.
[위치] 상당구 용암동 방서사거

리에서 보은 방향으로 약 150m
지점길가의좌측에있다.
[형태] 가로 약 6.13m의 장대

석 기단위에 정면 2칸, 측면 1칸
으로 된 겹처마 팔작지붕의 목조
기와집이다. 건물은 서향을 하고
있으며 두공은 초익공으로 모로
단청을 하 다. 정면은 주춧돌 윗
부분 전체를 홍살로 막았고, 좌
측·우측면은 벽돌을 쌓은 다음
윗부분만 홍살을 둘 으며, 뒷면
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모두 벽으
로 막았다.
주춧돌의 높이는 약 45㎝ 정도

이며 내부 바닥은 시멘트이다. 정
면 2칸 중 오른쪽 처마에‘사효려
(四孝閭)’라는 현판을 달았으며,
편액은 건물 내부 뒷 벽면의 상단
에 달고, 다시 그 위로 각 인물의
행적을적은편액을설치하 다.
[의의와평가]
청주한씨의 시조인 한란의 근거

지이며청주한씨의세거지라는자
부심과 함께 조상들의 효행 사실
을 통하여 효 사상을 전파하고 문
중의 화합을 꾀하는 상징적 건물
중의하나이다.

(편집자, 발췌 요약 정리)

◎회비·헌성금·종보대- 국민은행009901-04-016841.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족보구입·수단금 - 국민은행009901-04-016854.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장학기금출연 - 국민은행009-25-0015-377. 재단법인청한장학회
◎무강왕릉수호기금 - 국민은행009902-04-323878 한추태

중앙종친회계좌번호안내

청주한씨사효각(四孝閣) 개요

청주한씨 사효각 (방서동 소재)

사효려(四孝閭)

네사람의효자(孝子)에게내린정려(旌閭)

종보(宗報)를받아보시는일가여러분. 종보구독료는1년에2만원입니다.
구독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보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앙종친회 운 에 참

여하고기여한다는마음으로1년에2만원만보내주시면큰도움이되겠습니다.
‘청주한씨보’는 우리 10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한문의 역
사를 기록하는, 모든 일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하고도 유
익한매체(媒體)입니다만적자로제작되고있습니다. ‘종보’를구독하시는일가
분들이‘종보’는 받아보시면서 종보비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번2만원만보내주시면‘종보’는중앙종친회의재정지원을받지않고독립채
산으로제작될수있습니다.
개인적으로송금하려면번거로운점도있을것입니다. 각시·군·구종친회에

서모임을가질때모아서단체로보내면편리할것입니다. 각지역, 각종파의임
원님들께서좀더적극적으로일가분들을독려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 청주한씨중앙종친회국민은행009901-04-016841
▲종보에첨부된무정액지로용지이용납입

‘청주한씨보’발행인한추태 (중앙종친회장)

1년에2만원만보내주시면‘종보’는독립채산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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