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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내외 종인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오.

새해를 맞이해서 종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

며, 특히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에 대한 포격 등으로 

인하여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으며 특히 구

제역의 확산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종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

운데서도 대종회의 종사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간 태풍 곤파스

에 의해서 당진 신암사 4세조 묘역 내에 수백 년간 

군락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지켜온 

소나무들 중 50여 그루가 부러지거나 뿌리 째 뽑혔

고 신암사 벽면 일부와 관리사의 지붕기와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가로등이 부러지는 등의 피해로 종

인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많은 염려가 있었

으나 부러진 가로등과 훼손된 지붕기와는 완벽하게 

보수를 끝냈고, 소나무 숲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

았습니다. 

또한 당진 신암사 경내의 산신각은 당진군에서 

1.5평 규모의 전통양식으로 중건하였고, 신암사의 

중건은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많은 조사를 하던 중 

신암사는 보물을 모시고 있는 절이기 때문에 당진

군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어 

앞으로 설계계획을 세우고 성금모금방법  등을 확

정하여 신암사가 새롭게 중건될 수 있도록 모든 역

량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이 되면 종인 여러분께서 애독하시는 능

성구씨 종보가 1976년 1월 15일 창간 이래 뜻 깊은 

지령 200회의 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

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종인 여러분의 헌

신적인 협조로 지금까지 종보를 발간해 올 수 있었

습니다. 앞으로도 종보가 지령 300호 500호 1000

호 이상으로 계속 발행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종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제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봄 

시제에 참석한 종인들의 동의를 얻어 춘계시제일

정을 현재의 3일간에서 2일간으로 변경하였습니

다. 즉 지금까지는 음력 3월 1일에 능주에서 시조

와 2세조 시제를 봉행하고, 다음날인 음력 3월 2일

에 고창시제, 3월 3일에 당진시제를 봉행하여 왔으

나, 2011년도부터는 음력 3월 1일에 능주에서 시

조와 2세조 시제를 봉행하고, 3월 2일에는 오전에 

고창에서 3세조 시제를 봉행하고, 오후에 당진에서 

4·5·6세조 시제를 봉행합니다. 따라서 고창시제

는 현재의 오전 11시에서 10시로 앞당겨지고, 당진

시제는 현재의 오전에서 오후시간으로 늦추어집니

다. 시제 일정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혼란스러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만 널리 이해하시고 금

년에도 선조님의 춘계향사에 종인 여러분께서 가족

들과 함께 모두 참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올해에도 경제사정이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능성구문은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을 강인함으로 잘 이겨낸 저

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심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의 터에서 힘차게 헤쳐 나갈 때 반드시 좋

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국내외 종인 여러분! 

금년도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두 번째 10년이 시

작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도 조상님의 음덕과 신의 가호가 함께하

는 가운데 더욱더 건강·평안하시고 아름다운 행적

을 이루어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원단

능성구씨 대종회장  具 判 龍

新    年    辭

[綾城具氏 市·道宗會]

서울특별시종회 : 회 장 具俊會

부산광역시종회 : 회 장 具滋信

인 천 지 구 종 회 : 회 장 具和盛(書)

대전광역시종회 : 회 장 具滋

경  기  도  종  회 : 회 장 具滋正

충  북  도  종  회 : 회 장 具滋寬

충  남  도  종  회 : 회 장 具完會

전  북  도  종  회 : 회 장 具禧會

광  주  전  남  종  회 : 회 장 具連洙(謨)

대  구  경  북  종  회 : 회 장 具滋英

경    남    종    회 : 회 장 具永本

[綾城具氏 派宗會]

判  事  派  宗  會 : 회    장 具滋烈 

侍  郞  派  宗  會 : 회    장 具平祐(會)     

左 政 丞 派 宗 會 : 회    장 具滋英   

判 安 東 派 宗 會 : 회    장 具翊會   

都 元 帥 派 宗 會 : 회    장 具滋正   

郞  將  派  宗  會 : 회    장 具滋弘    

監  務  派  宗  會 : 회    장 具滋元

 判  派  宗  會 : 회    장 具大瑛(書) 

文川郡事派宗會 : 부회장 具容會 

[綾城具氏大宗會]

고           문 :  具英書 具昌書 具璟會 具章會 具達會 具滋明 具文謨

총           재 :  具滋暻

명 예 회 장 :  具旺會

회           장 :  具判龍(滋)

수석부회장 : 具滋正

상임부회장 : 具滋璿

이           사 :    具俊會 具滋信 具和盛(書) 具滋   具滋正 具滋寬 具完會        

具禧會 具連洙(謨) 具滋英 具永本 具然道 具大瑛(書) 具畯會 

具翊會 具永會(보령) 具永會(청주) 具乙會 具滋珀 具滋烈 

 具滋東 具滋厚 具利謨 具弘壹(謨) 具成謨  

감           사 :  具章會 具先會 

총           무 :  具敎原

편  집  인 :  具光會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능성구문 종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福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具 判 龍 대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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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임원 신년 교례회 전북도종회 신년 교례회

서울특별시종회 송년회 개최

 대종회는 지난 1월 10일(월) 오전에 

대종회관에서 낮 12시  판용(判龍) 회장

과 자정(滋正)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20

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

년도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임원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누면서 신년 인사를 나눈 

후 판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를 맞

이해서 더욱더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하

고 올해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도종회 설

립과 광주전남종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

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

정(滋正) 수석부회장도 인사말에서 많

은 것을 배우면서 종회에 기여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며 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

부하고 모두가 항상 건강한 가운데 웃

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

다. 이어서 대구경북종회의 신임회장인 

자영(滋英) 이사의 소개가 있었고 영본

(永本) 경남종회장이 마련한 오찬장으

로 자리를 옮겨 판용 회장의 건배 제창

에 이어 새로운 다짐과 즐거운 분위기로 

정담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

진 후  폐회하였다.

전북도종회(회장 具禧會)는 지난 1월 

14일(금) 전주시 경원동에 소재한 전주

종가집에서 연선·본정·정회 고문과 

자춘 명예회장을 비롯해서 용회ㆍ정순 

부회장과 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

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국가적 재앙이

라고 할 구제역으로 인해 한숨과 눈물 속

에 지내는 축산농가 종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할지 송구스럽기 그지없

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종회 총무단 협의회를 전북도종

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고문님 이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전북도종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으며 정기총회는 3월 

19일 (토)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종회(회장 具俊會)는 지난 12

월 7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영등포

구 여의도동에 있는 신동양대반점에서 

영서(榮書), 자선(滋善), 자수(滋水) 고

문과 자정(滋正) 명예회장, 준회(俊會)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과 이사 등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송년

회를 개최하였다. 준회 회장은 인사말

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

도록 도와주신 고문님과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과 이사님들의 배려와 

협조, 그리고 서울시내 각 구종회(區宗

會)에서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

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종인 중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종회에 참여했다

가 실익이 없다싶으면 나오지 않은 경우

도 간혹 있었다면서 종사는 이해관계를 

떠나 참여와 봉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오늘은 우리 모두 화목

과 단결을 새롭게 다짐함과 아울러 서로

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정담을 나누는 

송구영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이어 자선(滋善) 고문의 모두 건강

하시라는 덕담이 있었고 광회(光會) 총

무가 참석자 전원을 소개한 후, 자수(滋

水) 고문의 건배로 시작된 연회는 시종

일관 종인들과 정담을 나누는 가운데 즐

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소망의 새해
               
                                     시인 : 의정(儀亭) 

                                              구용수(具勇秀, 謨)

  우리 젊은 가슴으로 살자 동녘의 아침 해는

  불끈 소망의 용솟음으로 솟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 가슴에 희망은 살아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불가능한 것들을 성취시켜준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 하는 것은

  어렵게 살았던 지난날을 잊었기 때문이다.

  밑바닥을 칠 때가 다시 일어설 기회임을 깨닫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사는 것이다.

  나만 잘사는 사회는 행복하지 않다.

  너의 얼굴 밝을 때 나의 얼굴 밝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성공의 지지대

  우리 모두 성공의 동반자가 되는 

  2011년이여 오라!



1. 지방을 쓰는 방법

지방을 쓸 때는 반드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설날 아침에 

정성을 들여 흰백지에 붓으로 쓴다. 

① 지방의 규격은 폭 6㎝, 길이 22㎝ 정도가 좋으며 주

로 한지(창호지 종류)를 사용한다.

② 고위(考位-돌아가신 아버지, 조부 등)를 왼편에 쓰고, 

비위( 位-돌아가신 어머니, 조모 등)를 오른편에 쓴다.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만 중앙에 쓴다.

③ 아내의 지방에는 현(顯)자를 고(故)자로 고쳐 쓰고, 

동생 이하 비유(卑幼)인 경우에는 망(亡)자로 고쳐 쓴다.

④ 생전에 벼슬을 했을 경우 학생(學生) 대신 벼슬의 직

급인 <이사관> 혹은 <도지사> 등의 직위를 쓴다.

⑤ 지방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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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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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

故

室

孺

人

仁

同

張

氏 

神

位

<아 내>

차례를 모시는 절차

조상님의 은덕을 추모하는 일은 그 후손된 사

람들의 당연한 보답이요 도리입니다. 그동안 우

리 구문의 많은 일가 종친께서 설날 아침에 차

례(茶禮)를 모시는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

다. 차제에 <지방(紙榜)을 쓰는 방법>을 비롯하

여 <제수(祭需)를 진설(陳設)하는 방법>, <차례

(茶禮)를 모시는 순서> 등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

오니 참조하시어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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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女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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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 모>

女比

2. 제수를 진설하는 방법

① 과(果=과일)줄

조율이시(棗栗梨枾)라 하여 진설자의 왼쪽부터 대추(조

棗), 밤(율栗), 배(이梨), 감(시枾), 사과 등의 순서로 진설

하고 다음에 조과(造菓)는 다식, 약과, 산자 등을 쓴다.

② 포채(脯菜=포·나물)줄

좌포우혜(左脯右醯)라 하여 포(脯)는 북어포(北魚脯=

명태포)·정육포(正肉脯=쇠고기포)·문어포(文魚脯) 

등을 왼쪽에 식혜(食醯)를 오른쪽에 진설하며 그 가운

데 생동숙서(生東熟西)라 하여 침채(沈菜=물김치)와 

생좌반(生佐飯=익히지 않은 조기)은 동쪽(진설자의 오

른쪽)에 숙채(熟菜=숙주나물, 무나물, 도라지나물)와 

숙좌반(熟佐飯=익힌조기)은 서쪽(진설자의 왼쪽)에 진

설하고 간장은 그 가운데 놓는다.

③ 탕(湯)줄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하여 어탕(魚湯=생선탕)과 홍합

탕(紅蛤湯)은 동쪽(진설자의 오른쪽)에 육탕(肉湯=쇠

고기탕)과 계탕(鷄湯=닭고기탕)은 서쪽(진설자의 왼

쪽)에 진설하고 소탕(素湯=두부탕)은 가운데 놓는다. 

이 중에 3탕(湯)만 써도 무방하다.

④ 적(炙=구운 고기)·전(煎=부침개)줄

어적(魚炙=숭어적)과 어전(漁煎)은 동쪽(진설자의 오

른쪽)에 육적(肉炙=쇠고기적)과 육전(肉煎)은 서쪽(진

설자의 왼쪽)에 진설하고 소적(素炙=두부적)은 가운데 

놓는다. 이 때 두동미서(頭東尾西)라 하여 머리는 동쪽

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또한 회간(膾肝

=간·천엽)과 수란(水卵=계란을 깨뜨려 그대로 반숙

시킨 것)을 놓는다.

⑤ 떡국줄

시저(匙箸=숟가락·젓가락)는 양위(兩位)일 때는 중앙

에 단위(單位) 또는 삼위(三位)일 때는 맨 왼쪽에 놓고 

술잔은 떡국 앞에 놓는다. 면(麵=국수)은 왼쪽에 편(

=떡)은 오른쪽에 놓는다. 

3. 차례를 모시는 순서

① 강신(降神) : 【강신(降神)이란 신위(神位)께서 강림하

시어 제수(祭需)를 흠향하시라는 의식이다.】

제관(祭官) 이하 모든 참례자(參禮者)가 차례로 선 다

음 초헌관(初獻官)은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焚香)하고 집사자(執事者)가 술을 술잔에 따라 헌

관(獻官)에게 주면 헌관(獻官)은 그 술잔을 받아서 모사

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빈 잔을 집사자(執事者)에게 

돌려보낸다.

② 참신(參神) :  【참신(參神)이란 신(神)을 뵙는 의식이

다. 신주(神主)인 경우에는 참신(參神)을 먼저 하고, 지방(紙榜)

인 경우에는 강신(降神)을 먼저 한다.】

제관(祭官) 이하 모든 참례자(參禮者)는 함께 두 번 절

한다. 여자는 네 번 절한다.

 ③ 초헌(初獻) : 【초헌(初獻)이란 제주(祭主)가 첫 번째

로 술을 올리는 의식이다.】

초헌관(初獻官)은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집사자(執事者)가 주는 술잔을 받고 집사자(執事者)가 

술을 따르면 술잔을 양손으로 받들어 집사자(執事者)에

게 주고 집사자(執事者)는 술잔을 받아 제상(祭床)에 올

린다. 적(炙)을 올리고 떡국 뚜껑을 연 다음 헌관(獻官)

은 두 번 절한다. 

④ 유식(侑食) : 【유식(侑食)이란 신위(神位)께 제수(祭

需)를 권하는 의식이다.】

헌관(獻官)은 술잔에 술을 따라 첨작(添酌)하고 집사

(執事)는 숟가락을 떡국에 올려 놓고 젓가락을 세워 가

지런히 하고 접시에 놓은 다음 헌관(獻官)은 두 번, 주부

(主婦)는 네 번 절한다.  

⑤ 묵념(默念)
제관(祭官) 이하 모두 묵념한다. 묵념은 약 구시지경

(九匙之頃=밥을 아홉 숟가락 떠먹는 사이) 동안 한다.

⑥ 철시복반(撤匙復飯) : 【철시복반(撤匙復飯)이란 숟가

락을 걷고 떡국 뚜껑을 닫는 의식이다.】

잠시 기다렸다가 숟가락을 거두어 시접(匙 )에 놓고 

떡국 뚜껑을 닫는다.

⑦ 사신(辭神) : 【사신(辭神)이란 신위(神位)께 마지막으로 작

별 인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헌관(獻官) 이하 모두 두 번 절하고 여자는 네 번 절한

다. 신위(神位)는 사당(祠堂)으로 옮겨 모시고 지방(紙

榜)을 불사른다.

⑧ 철상(撤床) : 【철상(撤床)이란 제상(祭床)의 제물(祭物)을 

치우는 의식이다.】

제물(祭物)은 뒤에서부터 물린다.

⑨ 음복(飮福) :  【음복(飮福)이란 제사(祭祀)를 마치고 제사

에 올린 술이나 다른 제물(祭物)을 먹는 의식이다.】

조상(祖上)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으로 생각하고 가족

이 모여서 먹으며 친족과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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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어린 성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사는 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대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감사협찬금>
판용 회장         6,000,000

자정 수석부회장   3,000,000

자선 상임부회장   1,000,000

준회 이사         2,000,000

(서울특별시종회장)

자신 이사         1,000,000

(부산광역시종회장)

화성 이사         1,000,000

(인천지구종회장)

자은 이사         1,000,000

(대전광역시종회장)

자정 이사         1,000,000

(경기도종회장)

자관 이사         1,000,000

(충북도종회장)

완회 이사         1,000,000

(충남도종회장)

희회 이사         1,000,000

(전북도종회장)

연수 이사         2,000,000

(광주전남종회장)

자영 이사         1,000,000

(대구경북종회장)

영본 이사         2,000,000

(경남종회장)

준회(용인시) 이사 2,000,000

익회 이사         1,000,000 

영회(보령시) 이사 1,000,000

영회(청주시) 이사 1,000,000       

을회 이사         1,000,000

자백 이사         1,000,000

자열 이사         1,000,000

자후 이사         1,000,000

이모 이사         1,000,000

성모 이사         2,000,000

선회 감사         1,000,000

<장학특찬금>
판용(滋) 회장 300,000

자금 부산시 중앙동 1,000,000

서울특별시종회 100,000

<운영특찬금>
영본(本) 이사(경남종회장)    

 2,000,000

도원수공파 포천 일동 종중     

 300,000

창서 고문 100,000

<연회비>
자관 마포구 상암동 20,000

정배 인천시 용현동 10,000

한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50,000

자은 동작구 흑석동 10,000

운기 안양시 석수동 50,000

본동 서초구 반포동 10,000

순기 영암군 시종면 50,000

진호 울진군 울진읍 10,000

철회 보은군 마로면 20,000

웅서 안양시 안양동 70,000

철회 서초구 방배동 50,000

본홍 용인시 남사면 30,000

본정 순창군 순창읍 50,000

장회 창녕군 부곡면 50,000

웅서 안양시 안양동 50,000

<능주 시제 전성금>
판사공파종회 200,000

서무태종회 200,000

강화종중 200,000

도원수공파종회 200,000

충렬공종중 200,000

호양공종중 200,000

별좌공종중 200,000

직장공종중 200,000

서울특별시종회 100,000

부산광역시종회 100,000

대전광역시종회 100,000

충남도종회 100,000

판안동공파종회 100,000

당진신암종중 100,000

회항친목회        100,000

일동종중 100,000

강동ㆍ송파구종회  100,000

강서ㆍ양천구종회  100,000

당진군종회        100,000

대호지면종회 100,000

여주군종회        100,000

점서 구리시 인창동 100,000

충곤   화순군 100,000

충북도종회 50,000

전북도종회 50,000

경남종회 50,000

보령시종회 50,000

자욱  성동구 성수동 50,000

자국  당진군 송악읍 50,000

자현  고창군 신림면 50,000

자학  양천구 신월동 50,000

상회  대구시 월성동 50,000

철회  관악구 서원동 30,000

   

<고창 시제 전성금>
도원수공파종회 200,000   

충렬공종중 200,000

별좌공종중 200,000

당진신암종중 100,000

부산광역시종회 100,000

당진군종회 100,000

여주군종회 100,000

문웅(會) 보령시 대천동 50,000

자현   고창군 신림면 50,000 

<종보기금>
충남도종회 100,000

보은봉계종회 100,000

광조 성남시 금곡동 100,000

보은관기종회 100,000

연정  중구 광희동 100,000

광웅  부산시 기장군 100,000

종회  평창군 평창읍 100,000

홍회  강남구 일원동 100,000

연관  강남구 논현동 100,000

문모  군포시 금정동 100,000 

자호  강남구 일원본동 100,000

자영  대전시 갈마동 100,000

부구리 종중 300,000

본구  여주군 대신면 100,000

형회 하남시 감일동 100,000

본창(영현) 강동구 암사동 200,000

봉림 서초구 서초동 100,000

<종보구독료>
만서 울산시 울주군 30,000

현모 춘천시 석사동 20,000

정배 인천시 용현동 10,000

영회 하남시 신장동 50,000

자종  미국 뉴욕 미화 200불

경회  인천시 구월동 10,000

점서  구리시 인창동 50,000

대회  예천군 예천읍 10,000

무회  대전시 송강동 20,000

호본  화성시 향남읍 20,000

자근  춘천시 후평동 10,000

국서  인천시 강화군 30,000

자명  부천시 역곡동 10,000

진수(교식) 남양주시 퇴계원면 10,000

성명 미상 10,000

종회  중랑구 면목동 30,000

자흥  성동구 금호동 50,000

광서  노원구 상계동 50,000

자은  동작구 흑석동 10,000

자영  대전시 갈마동 30,000

창회  동작구 상도동 100,000

장환  송파구 방이동 10,000

연식  인천시 강화군 30,000 

기용(會) 양천구 신정동 10,000

호열  합천군 용주면 10,000

성회  보은군 보은읍 20,000

길서  보은군 산외면 20,000

한서  보은군 산외면 20,000

민서  보은군 산외면 20,000  

연간  보은군 산외면 20,000

연영  보은군 산외면 20,000

형모  광주시 목동 10,000

자원  광주시 실촌읍 10,000

본송  수원시 정자동 10,000

본진  안양시 비산동 10,000

민식  수원시 우만동 10,000

자일  남원시 송동면 50,000

자남  하남시 감일동 50,000

본수  구로구 개봉동 30,000

본재  강서구 염창동 30,000

자문  용산구 용산동 30,000

자홍  부산시 용호동 10,000

본형  대구시 칠성동 10,000

상회  대구시 월성동 10,000

본순  대구시 파동 10,000

본일  대구시 서변동 10,000

본경  대구시 서변동 10,000

본식  대구시 중리동 10,000

본증  대구시 동인동 10,000

성모  영천시 망정동 10,000

자억  대구시 감삼동 10,000

우모  경산시 백천동 10,000

본준  대구시 서변동 10,000

운기  안양시 석수동 30,000

자형  광진구 능동 20,000

자익  의왕시 청계동 30,000

자관  전주시 동산동 10,000

자관  용인시 구갈동 20,000

금서  성남시 정자동 10,000

현회  강동구 상일동 30,000

자순  과천시 중앙동 30,000

철우  동작구 흑석동 10,000

연암  수원시 매탄동 10,000

연춘  남양주시 진접읍 30,000

기회  의왕시 청계동 50,000

흥회  서천군 판교면 10,000

인회  서천군 비인면 50,000

한모  예산군 예산읍 50,000

자열  의정부시 호원동 20,000

자익  부산시 신평동 30,000

자욱  파주시 금촌동 30,000

자정  성남시 상대원동 10,000

교억  천안시 영성동 30,000

본삼  대구시 도원동 10,000

충회  강서구 등촌동 30,000

정회  남양주시 화도읍 30,000

본동  서초구 반포동 10,000

시호  창녕군 영산면 20,000

성회  포천시 신읍동 30,000

본득  대구시 신매동 20,000

철서  청원군 오창읍 10,000

길영  양천구 목동 20,000

판석  영광군 군서면 20,000

진호  울진군 울진읍 10,000

기회  부여군 세도면 20,000

남조  당진군 송산면 20,000

태형  인천시 강화군 50,000

장년(희오) 수원시 금곡동 50,000

서문  장흥군 부산면 50,000

자섭  부천시 작동 30,000

만서  동대문구 용두동 30,000

본정  대전시 정림동 50,000

차서  진주시 대곡면 30,000

이서  의령군 낙서면 50,000

자승  예산군 예산읍 30,000

철회  보은군 마로면 30,000

태회  태안군 원북면 30,000

예서  인천시 강화군 30,000

방회  진해시 이동 50,000

형회  고양시 성사동 20,000

웅서  안양시 안양동 30,000

선회  강남구 일원동 30,000

자익  울산시 다운동 10,000

민회  보은군 마로면 30,000

지탁  밀양시 내이동 20,000

두회  부산시 반송동 10,000

연곤  관악구 신림동 30,000

영철  송파구 가락동 30,000

영덕  서귀포시 중문동 30,000

본길  파주시 조리읍 30,000

성복  속초시 중앙동 30,000

본욱  수원시 정자동 20,000

정숙  순천시 조곡동 30,000

자원  여수시 봉강동 20,000

준서  광주광역시 신창동 10,000

본상  관악구 봉천동 20,000

자원  송파구 가락본동 30,000

풍회  인천시 강화군 30,000

태회  김제시 검산동 20,000

계우  임실군 임실읍 30,000

완회  여주군 여주읍 20,000

창회  성북구 보문동 20,000

청선  인천시 연수동 20,000

문서  부산시 괘법동 20,000

본수  의왕시 포일동 50,000

연학  동대문구 휘경동 50,000

일주  담양군 고서면 30,000

본철  영등포구 양평동 30,000

정회  인천시 만수동 10,000

철회  서초구 방배동 50,000

자영  아산시 풍기동 30,000

본경  예천군 예천읍 10,000

정훈  서대문구 홍제동 20,000

윤회  서대문구 남가좌동 50,000

명회  대구시 학정동 20,000

길용(진회)  예천군 예천읍  20,000

춘서  울산시 무거동 20,000 

운기  울산시 양정동 20,000

수경  음성군 금왕읍 10,000

자용  고양시 중산동 30,000

병식  서산시 동문동 20,000

본혁  강남구 압구정동 30,000

상만  부산시 안락동 20,000

자영  용인시 양지면 10,000

환우  여수시 여서동 30,000

본찬  부산시 봉래동 10,000

현모  경주시 현곡면 30,000

자승 20,000

희서  대구시 대명동 10,000

용조  익산시 춘포면 20,000

본홍  용인시 남사면 20,000

본욱  성북구 하월곡동 10,000

자원  부산시 연지동 30,000

본철  원주시 단계동 30,000

성회  대전시 도마동 10,000

대보  대구시 달성군 50,000  

한서  남양주시 금곡동 10,000

장회  청원군 가덕면 30,000

자선  양주시 광적면 30,000

자빈  예천군 예천읍 30,000

시우  옥천군 청산면 50,000

교일  진해시 석동 20,000

자섭  영등포구 영등포동 50,000

성회  포두문중원 10,000 

기영(會)  포두문중원 10,000

순회  포두문중원 10,000 

운회  포두문중원 10,000

자만  포두문중원 10,000 

철회  포두문중원 10,000 

자욱  포두문중원 10,000 

본건(滋)  포두문중원 10,000 

진회  밀양시 무안면 50,000

귀회  고창군 대산면 50,000

자철  창원시 대방동 10,000

명회  인천시 부평동 50,000

본랑  여주군 여주읍 30,000

자윤  고양시 대화동 30,000

명해(會) 동대문구 이문동 50,000

완회 이사(충남도종회장) 20,000

자황  광진구 구의동 20,000

자옥  보령시 웅천읍 20,000

자욱  보령시 웅천읍 20,000

자흔  보령시 주산면 20,000

자규  보령시 주산면 20,000

본욱  보령시 주산면 20,000

정모  보령시 주산면 20,000

자송  보령시 주산면 20,000

달회  보령시 주산면 20,000

주서  논산시 연무읍 50,000 

문회  고양시 화정동 10,000

흥서  인천시 부개동 50,000

교찬  대구시 봉산동 20,000

자영  용산구 갈월동 30,000

정모  양천구 목동 50,000

용문  고양시 장항동 50,000

원회  포항시 환호동 10,000

영수(윤회)  평택시 지제동 30,000

본정  순창군 순창읍 30,000 

본권  관악구 대학동 30,000

완우 화순군 화순읍 10,000

법용 완주군 고산면 30,000

남준 대구시 범어동 10,000

자흥 서대문구 홍은동 30,000

대회 보은군 마로면 30,000

본수 의정부시 장암동 10,000

자현 경산시 백천동 10,000

태회 영등포구 신길동 10,000

부회 경산시 옥산동 10,000

재열 경산시 백천동 10,000

본목 남양주시 화도읍 50,000

심회 강화군 불은면 10,000

덕영(會) 은평구 갈현동 10,000

자송 안양시 비산동 10,000

자형 광진구 능동 50,000

자태 성북구 하월곡동 40,000

자현 고창군 신림면 40,000

정모 송파구 잠실동 20,000

학서 구로구 구로동 50,000

대해(會) 예천군 예천읍 10,000

자종 함양군 함양읍 10,000

성명 미상 20,000

웅서 안양시 안양동 50,000

갑서 파주시 광탄면 30,000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이사협찬금>  

판용(滋) 회장 200,000

자정 수석부회장 200,000

자신 이사 200,000

화성(書) 이사 200,000

준회(용인시) 이사 200,000

자은 이사 200,000

자정(여주군) 이사 200,000

완회 이사 200,000 

희회 이사 200,000

연수(謨) 이사 200,000 

자영 이사 200,000

영본(本) 이사 400,000

익회 이사 200,000

영회(보령시) 이사 200,000

광회 이사 200,000

영회(청주시) 이사 200,000

을회 이사 200,000

자백 이사 200,000

자후 이사 200,000

성모 이사 200,000

교원 이사 200,000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당진시제 전성금>

인천지구종회 200,000

강화종중 200,000

도원수공파종회 200,000

충렬공종중 200,000

호양공종중 200,000

별좌공종중 200,000

직장공종중 200,000

부산광역시종회 100,000

대전광역시종회 100,000

충남도종회 100,000

판사공파종회 100,000

판안동공파종회 100,000

이모 이사 100,000

관기종회 100,000

봉계종회 100,000

당진군종회 100,000

당진신암종중 100,000

경기도 광주시종회 100,000

좌정승파 용인종회 100,000

여주군종회 100,000

[2010년도 성금내역]
(2010. 1.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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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종회 정기총회 개최
자은(滋 )회장 연임추대

문천군사공파 서울·경기지역 
종회 정기총회 개최

연표(然杓) 회장 연임 추대

대전광역시종회(회장 具滋 )는 지난 

1월 15일(토) 오전 대전시 둔산동에 위

치한 평양면옥에서 장회(章會)·진회

(津會) 고문과 자은(滋 ) 회장을 비롯하

여 40여 명의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자

용(滋用)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자은 회장은 인사말을 통

하여 교토삼굴(狡免三窟 : 토끼가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3개의 굴을 만들어 자

신을 지혜롭게 지키고 힘센 동물과 어울

려 사는 것)의 교훈으로 어려운 여건과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소

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판용(判龍) 대종회장은 자선(滋璿) 

대종회 상임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

해 대전광역시종회의 종인 모두가 능성

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종회

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원선출에서는 자은(滋 ) 회

장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재추대하였고 지난해의 결산내역과 금

년도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

며, 지난해까지 3월에 개최해 오던 정기

총회를 금년부터는 1월에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문천군사공파 

서울·경기지역 

종회(회장 具然

杓)는 지난 12월 

10일(금) 오후 서

울 동대문에 있는 

백일도 음식점에

서 2010년도 정

기총회를 개최하

였다. 명회(明會)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연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

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종인들

에게 감사를 표하고 창립된 지 2년이 되

었지만 아직까지 서울, 경기지역에 있

는 종인 중에 모르고 계신 분이 많다고 

말하고 보다 많은 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원개

선에서는 연표 회장을 참석자 전원의 만

장일치로 회장에 재추대하였다. 이어서 

향서(香書) 재무이사가 지난해의 결산

내역과 금년도의 예산안을 보고하고 원

안대로 의결하였다. 

춘계향사 일정이 2011년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력 4월 3일(일) / (음) 3월 1일 
                                     오전 11시 정각 : 능주(시조·2세)

      ▣ 양력 4월 4일(월) / (음) 3월 2일 
                                     오전 10시 정각 : 고창(3세)

      ▣ 양력 4월 4일(월) / (음) 3월 2일 
                                     오후  2시 30분 : 당진(4·5·6세)

※  금년도 시조 향사일은 일요일이오니 가족들과 함께, 특히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여 

숭조와 충효의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계향사일정 변경 안내

정성어린 성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사는 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대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0. 11. 21~2011. 1. 15)

[성금내역]

<이사협찬금>

화성(書) 이사(인천지구종회장)  1,000,000

연수(謨) 이사(광주전남종회장)  1,000,000

준회(용인시) 이사              1,000,000

영회(청주시) 이사 1,000,000

성모 이사 1,000,000

<연회비>

웅서 안양시 안양동 50,000

자욱 성동구 성수동 30,000

한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50,000

 

<종보기금>

본창(영현) 강동구 암사동 200,000

봉림 서초구 서초동 100,000

<종보구독료>

부회 경산시 옥산동 10,000

재열 경산시 백천동 10,000

본목 남양주시 화도읍 50,000

심회 강화군 불은면 10,000

덕영(會) 은평구 갈현동 10,000

자송 안양시 비산동 10,000

자형 광진구 능동 50,000

자태 성북구 하월곡동 40,000

자현 고창군 신림면 40,000

정모 송파구 잠실동 20,000

학서 구로구 구로동 50,000

대해(會) 예천군 예천읍 10,000

자종 함양군 함양읍 10,000

성명 미상 20,000

웅서 안양시 안양동 50,000

갑서 파주시 광탄면 30,000       

정배 인천시 용현동 20,000

자관 마포구 상암동 20,000

자욱 성동구 성수동 20,000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이사협찬금>

자정 수석부회장 200,000

화성(書) 이사 200,000 

희회 이사 200,000

연수(謨) 이사 200,000

준회(용인시) 이사 200,000

영회(청주시) 이사 200,000

성모 이사 200,000

교원 이사 200,000

具和盛(書) 이사

(인천지구종회장)

120만원

具連洙(謨) 이사

(광주전남종회장)

 120만원

具畯會 이사 

 

120만원

具永會 이사 

 

120만원

具成謨 이사 

120만원

具 然 杓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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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우호상 받아

구평회(具平會) E1(LPG 전문

회사) 명예회장이 지난 11월 30

일 미국과의 관계 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미우호

상을 수상했다. 호남정유 사장

과 럭키금성상사 회장을 지낸 

구 명예회장은 한미경제협의회

장, 한미재계회의 한국위원장, 

한국무역협회장, 한미협회장 등을 맡아 왕성한 민간 외

교활동을 벌여왔다. 구 명예회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은 미국 외교사의 빛나는 업적 중 

하나”라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반세기 이

상 맺어온 한미 간 우애와 친선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수

상소감을 밝혔다.

준장 진급 

구흥회(具興會) 대령이 지난 12

월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구 준

장은 청남대 부대장과 37사단 

110연대장을 역임했으며 낭장

공파 후손이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취임

구충곤(具忠坤) 전 전남도의원

이 지난 6일 전남도립대학교 제

6대 총장에 취임했다. 구 총장

은 이날 취임사에서 “전남도의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진흥을 위

한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해 차별

화된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도

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8대 전

남도의원을 지낸 구 총장은 시랑공파 후손이며 화순 출

신으로 조선대 경영학과와 전남대 경영대학원, 조선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전남럭비협회 회장과 광

주·전남 우리민족 서로돕기 공동대표, 광주평화아카데

미포럼 대표, 전남대 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101경찰관리관에 취임

구은수(具恩洙, 本) 경무관이 

지난 12월 3일 경찰인사에서 

서울청 101경비단장(경찰관리

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 경무

관은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충북 영

동·보은서장, 경찰대 총무과

장, 경찰청 경호과장, 서울 종로

서장, 22경찰경호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은수 

종인은 시랑공파의 후손이다.

녹조근정훈장 수상

구등회(具登會) 파주중학교 교

장이 36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녹

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등회 종

인은 문천군사공파의 후손으로 

갑서(甲書) 종인의 장남이다.

경기필 신임 예술단장에 선임

구자범(具滋凡) 광주 시향 지휘

자가 지난 12월 3일 경기필하

모닉오케스트라 예술단장(상임

지휘자)에 선임되었다. 구 신임 

예술단장은 연세대 철학과를 

나와 독일 만하임 국립음악대

학 대학원 지휘과를 졸업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정명훈 지휘

자 이후 두 번째이자, 한국 음악가 최초로 독일의 최상위 

오페라극장인 ‘하노버 국립 오페라단’ 수석 상임지휘를 

맡으며 해외에서 먼저 실력을 인정받았다. 해외에서 활

발한 활동을 벌였던 그는 지난해 국내로 활동무대를 옮

겨 최근까지 광주시향을 이끌어왔다. 구 신임 예술단장

은 “경기필에서도 최선을 다해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전

달하는 한편,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경기필은 어떻게 하

는지 물어보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

혔다.

학교운영지원과장에 취임

구응모(具應謨)  강원교육청 기

획관리국 서기관은 지난 1월 1

일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

를 옮겼다. 구 서기관은 춘천 출

신으로 도원수공파 호양공계 

후손이며 일선학교는 물론 농

산어촌 및 폐광지역 학교 운영 

지원에 나서고 빈틈없는 자치

법규 제정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

했다.

5급 공채(행정고시) 합격

구본승(具本昇) 군이 5급 공채

에 최종합격하였다. 본승 군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판안동공파 후손

으로 충북 보은군 관기리 출신

이다. 

구본찬(具本澯) 군이 5급 공채

에 최종합격하였다. 본찬 군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며 낭장공파 수암공 후손

이다. 

경찰대 차석 합격

구다예(然) 양이 2011학년도 

경찰대 입시에서 차석으로 합

격했다. 경찰대는 지난 12월 20

일 2011학년도 신입생 최종합

격자 120명(남자 108명ㆍ여자 

12명) 중 사상 처음으로 여학생

이 수석과 차석을 모두 차지했

다고 밝혔다. 공주사대 부고에 

재학 중인 다예 양은 낭장공파 후손으로 구광조(具光祖) 

종인의 장녀이다.

구자일(具滋日) 전북도종회 총무이사의 4녀 정주 양이 

신랑 조양호 군을 맞아 지난 12월 26일 화촉을 밝혔다.

구강회(具江會) 종인(전 해운항만청 근무/낭장공파) : 

12월 9일 별세. 향년 82세

구자신(具滋信) 부산광역시종회장 모친(안동 권씨) 12

월 30일 별세. 향년 90세

구연성(具然聖) 문천군사공파종회장 : 1월 6일 별세 향

년 77세

  결  혼 

  부  음 

동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