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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甲申年)은상남(上南) 자경(滋暻) 대종회장
께서팔순(八旬)을 맞이하는 해이다. 대종회에서
는 대종회장의팔순을기념하기위하여금년봄
에천안연암대학으로부터핀오크와목백합묘목
을기증받아능주와고창, 당진등선조묘역에기
념식수를 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부터 곤지암
CC에서대종회장팔순기념골프행사가다채롭게
진행되고있으며오는6월 8일에곤지암CC에서
대종회이사진이모여팔순기념골프행사를가진
다음이날오후6시강남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
텔에서대종회장의둘째아드님인본능(本綾) 희
성그룹 회장이 대종회 이사진을 초청하여 자경
회장팔순연을가질예정이다.

구논회(具論會,
45) 대학학원및대
전행정고시학원 이
사장은 4ㆍ15 총선
에서대전광역시서
구을지역구에열린
우리당으로 출마하
여제17대국회의원
에 당선되었다. 충
남보령시청라면출신으로낭
장파(郞將派)인 논회 종인은
충남대 경제학과와 고려대 행
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한
후 평소 숙원이었던 교육사업
에 몰두하여 학원 대리운영에
한창일무렵5년생존율20%라
는위암 3기 수술을받기도하
였으나 학원 설립을 강행하였
고이후폐결핵과 IMF 등계속

되는위기를다부진
결심과성실한노력
으로완전히극복하
여 5년간의 항암치
료를마쳤으며대전
광역시서구둔산동
에학원전용9층건
물을세워명실공히
중부권최고의입시

학원으로자리매김하였다. 사
회 활동, 봉사 활동, 시민단체
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지역사회의숨은공로자로인
정받아왔던논회국회의원당
선자는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만들
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다짐하고있다. 

구논회(論會)
열린우리당의원

구종도(具鍾道,
전 해군사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
경남종회 총무이사
는 지난 4월 22일
인하대 개교 50주
년 기념식에서‘인
하를 빛낸 50인’에
선정되어 영예로운
수상을하였다. 인하대는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각기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
어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및 공
공의 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한

인사를대상으로이
번수상자를선정하
였으며, 30년간 해
군사관학교 교수로
후학을가르쳤고퇴
임 후에도‘고속정
의 선형’에 관한 연
구의 결실로 특허
출원을 하는 등 해

양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종도종인의공적사항을타
임캡슐에보존, 예우하고인하
대홈페이지와 신문지상에 게
재하였다. 

구종도(鍾道)
경남총회총무이사

광주 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의 구
혜영(具惠英. 25)
의 연구논문이 세
계적인 과학인용색
인(SCI)저널에 실
린데 이어 네이처
지에도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구양은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에적을두고있는데석사과정

에서 쓴 논문이 세
계저명 학술잡지에
소개되는것은이례
적인 일이다.
구양의 논문은동

그란 모양의 나노
크기고분자입자를
눈사람모양으로 쌓
아 액정화면 등에

쓰이도록반사가덜되는표면
코팅제를 만드는 내용이다. 

구혜영(惠英) 종인

지난 5월 8일 저녁 6시 롯
데호텔에서 별좌공종중에서
매년 수여하는 장학금 지급행
사가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본중 종중회

장을 비롯하여 본혁 직장공종
중회장, 현서대종회종보편집
인 등 약 80여명의 종인과 장
학금을 받게되는 별좌공종중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국외국어대학에 재학중인 태
우 학생 등 30명의 대학생이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
다. 

이날모임에는본건전한국
관광공사 사장과 예비역 장성
인 상모 종인이 특강을 맡아
각각 학생들의 진로와 식사예
절에 대하여 강연했다.
본건 종인은 대학생활을 통

한인간관계와교류가사회공
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귀중한 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청년은 현존하는 미
래인만큼청년들에대한교육
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장래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고 말하고 오늘 장학금을
주는의미도이러한청년의미
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
조하면서 청년이 사회의 주체
가 되었을 때는 이미 그들 스
스로가병든질서속에안주하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말
라고 당부했다.
식사예절 강의는 세계화시

대에살아가려면좋든싫든식
사예절도 익혀야 하기 때문에
모임장소를 호텔로 정한 것이
라고 말하고 여러가지 식사예
절에 대하여 설명했다.

LG그룹이 세계 3
대 전자ㆍ정보통신
회사로 도약하기 위
해오는 2010년까지
연구개발(R＆D) 부
문에 30조원을투자
하기로 했다. LG는
5월 12일 경기도 평
택 LG생산기술원에
서 구본무(具本茂)
회장과 강유식
(주)LG 부회장, 김쌍수 LG전
자 부회장, 구본준(具本俊)
LG필립스LCD 부회장등전자

부문 고위 임원 6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사업기술 전략
회의’를개최했다. LG는 올해

전자부문 연구 개발에
작년보다21% 증가한2
조3000억원을투자하기
로 하고 2007년에는 4
조원, 2010년에는 6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우수개발
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
서 현재 1만4000여명
수준인 전자부문 연구
개발(R＆D) 인력을

2007년에 2만4000명, 2010년
에는 3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
대하기로 했다.

LG“2010년까지 연구개발에 30조 투자”

구본무(本茂)
LG그룹회장

구본준(本俊)
LG필립스LCD 부회장

구자경(滋暻)
대종회회장



시조공 고려 벽상삼한삼중대광검교상장군부군
춘계향사 엄수

지난 4월 19일(음력 3월 1일 정일) 전남 화순군 한
천면정리에서자경(滋暻) 대종회장을비롯하여경회
(璟會) 명예회장, 왕회(旺會) 수석부회장, 자선(滋
璿) 상임부회장, 자남(滋南, 서울특별시종회장)ㆍ자
호(滋毫, 부산광역시종회장)ㆍ교운(敎雲, 경기도종회
장)ㆍ달회(達會, 충남종회장)ㆍ자춘(滋春, 전북도종
회장)ㆍ연수(連洙, 광주전남종회장)ㆍ본식(本植, 대
구경북종회장)ㆍ명술(命述, 경남종회장)ㆍ연도(然
道)ㆍ일회(一會)ㆍ흥회(興會)ㆍ자백(滋珀) 이사, 준
회(俊會) 감사등전국에서500여종인들이참석한가
운데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시조고(始祖考)이신 고
려(高麗) 벽상삼한(壁上三韓) 삼중대광(三重大匡)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 부군(府君)과 시조비(始
祖 )이신신안주씨(新安朱氏) 양위(兩位)분의단소
(壇所) 앞에 술과 제수를 진설(陳設)하고 추모의 정
을담아경건하고엄숙하게춘계향사(春季享祀)를올
렸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자경(滋暻) 완(浣) 경회(璟會) 자선(滋璿) 교원(敎原)
대종회장 자문위원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자문위원

집 사 집 사 집 사 집 사

익회(益會) 본용(本龍) 자국(滋國) 자균(滋均)

2세조공 고려 동평장사부군 춘계향사 엄수

곧 이어 능성구씨(綾城具氏)의 2세조고(2世祖考)이
신 고려(高麗) 전주목(全州牧) 사록참군(司錄 軍)
겸(兼) 장서기(掌書記) 동평장사(同平章事) 부군(府
君)과 2세조비(2世祖 )이신 면천복씨(沔川卜氏) 양
위(兩位)분의 묘소(墓所) 앞에도 술과 제수를 진설(陳
設)하고추모의정을담아경건하고엄숙하게춘계향사
(春季享祀)를 올렸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자호(滋毫) 자백(滋珀) 연수(連洙) 자선(滋璿) 자항(滋恒)
이사 이사 이사 상임부회장

집 사 집 사 집 사 집 사

익회(益會) 자국(滋國) 본용(本龍) 교원(敎原)

3세조공 고려 증문하좌정승부군 춘계향사 엄수

지난 4월 20일(음력 3월 2일 정일) 전북 고창군 아산
면 반암리 에서 자경(滋暻) 대종회장을 비롯하여 경회
(璟會) 명예회장, 왕회(旺會) 수석부회장, 자선(滋璿)
상임부회장, 자호(滋毫, 부산광역시종회장)ㆍ교운(敎
雲, 경기도종회장)ㆍ달회(達會, 충남종회장)ㆍ자춘(滋
春, 전북도종회장)ㆍ연수(連洙, 광주전남종회장)ㆍ본
식(本植, 대구경북종회장)ㆍ명술(命述, 경남종회장)ㆍ
연도(然道)ㆍ일회(一會)ㆍ흥회(興會)ㆍ언회(言會)ㆍ
자백(滋珀) 이사, 준회(俊會) 감사 등 전국에서 400여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능성구씨(綾城具氏)의 3세조
고(3世祖考)이신 고려(高麗) 안동면도감판관(安東面
都監判官) 증문하좌정승(贈門下左政丞) 면성부원군
(沔城府院君) 부군(府君)과 3세조비(3世祖 ) 면천
한씨(沔川韓氏) 양위(兩位)분의 묘소(墓所) 앞에 술
과 제수를 진설(陳設)하고 추모의 정을 담아 경건하고
엄숙하게춘계향사(春季享祀)를올렸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왕회(旺會) 자영(滋英) 연식(然植) 자선(滋璿) 본용(本龍)
수석부회장 동무태종회장 전북도종회장 상임부회장 자문위원

집 사 집 사

익회(益會) 교원(敎原)

4세조공 고려 중대광 판전의시사 면성부원군부군
춘계향사 엄수

지난 4월 21일(음력 3월 3일 정일) 충남 당진군 송악
면 가교리에서 자경(滋暻)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회장
을 비롯하여 경회(璟會)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명예회
장, 왕회(旺會) 4세조면성부원군종회수석부회장, 자선
(滋璿)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상임부회장, 교운(敎雲,
경기도종회장)ㆍ자관(滋寬, 충북도종회장) 대종회 이
사, 달회(達會, 충남종회장)ㆍ명술(命述, 경남종회장)
ㆍ연도(然道)ㆍ일회(一會)ㆍ흥회(興會)ㆍ익회(翊會)
ㆍ언회(言會)ㆍ준회(俊會)ㆍ창회(昌會) 4세조면성부
원군종회 이사, 자백(滋珀)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감사
등 전국에서 500여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능성구씨
(綾城具氏)의 4세조고(4世祖考)이신고려(高麗) 중대
광(重大匡)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 면성부원군(沔城
府院君) 부군(府君)과 4세조비(4世祖 ) 아주신씨(鵝
洲申氏) 양위(兩位)분의묘소(墓所) 앞에술과제수를
진설(陳設)하고 추모의 정을 담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춘계향사(春季享祀)를 올렸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왕회(旺會) 경회(璟會) 성회(聲會) 자선(滋璿) 자국(滋國)
4세조면 4세조면 판안동파종회 4세조면 병사공신

성부원군종회 성부원군종회 성부원군종회 암종중
수석부회장 명예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총무

집 사 집 사

익회(益會) 교원(敎原)

5세조공 고려 중대광 전리판서 면성군부군 및
6세조공 고려 중현대부 소부윤 문정공부군

춘계향사 엄수

곧 이어 능성구씨(綾城具氏)의 5세조고(5世祖考)이
신고려(高麗) 중대광(重大匡) 전리판서(典理判書) 면
성군(沔城君) 부군(府君)과 5세조비(5世祖 )이신죽
산안씨(竹山安氏)·경주김씨(慶州金氏) 삼위(三位)
분 및 6세조고(6世祖考)이신 고려(高麗) 중현대부(中
顯大夫) 소부윤(少府尹) 증(贈) 삼중대광(三重大匡)
문하좌정승(門下左政丞) 특진보국숭록대부(特進輔國
崇祿大夫)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겸(兼) 판의
금부사(判義禁府事) 지이조사(知吏曹事) 면성부원군
(沔城府院君) 문정공(文貞公) 부군(府君)과 6세조비
(6世祖 )이신 경주박씨(慶州朴氏) 양위(兩位)분의
망제단(望祭壇) 앞에 술과 제수를 진설(陳設)하고 추
모의 정을 담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춘계향사(春季享
祀)를 올렸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5세조공고려중대광전리판서면성군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두만(斗萬,滋)연목(然穆) 완회(完會) 자선(滋璿) 철회(哲會)
서무태종회 전보은향교 보령시종회 4세조면 보은향교

성부원군종회
회장 전교 회장 상임부회장 전교

집 사 집 사

자국(滋國) 교원(敎原)

◇6세조공고려중현대부소부윤문정공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달회(達會) 완(浣) 자욱(滋旭) 자선(滋璿) 운서(雲書)
4세조면 대종회 4세조면 관기종회

성부원군종회 성부원군종회
이사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회장

집 사 집 사

본용(本龍) 자한(滋漢)

7세조공 조선 좌정승 문절공부군 및 8세조공
조선 가선대부 병조참판부군 춘계향사 엄수

지난 4월 25일(양력 끝 일요일 정일) 대구광역시 북
구 무태동 창포산 모선당(慕先堂)에서 본식(本植, 대
구경북종회장) 대종회 이사를 비롯한 후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성구씨(綾城具氏)의 7세조고(7世祖
考)이신 고려(高麗) 삼중대광(三重大匡) 문하좌시중
(門下左侍中)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조선(朝鮮) 좌
정승(左政丞) 문절공(文節公) 부군(府君)과 7세조비
(7世祖 )이신 정경부인(貞敬夫人) 파평윤씨(坡平尹
氏) 양위(兩位)분및능성구씨(綾城具氏)의 8세조고(8
世祖考)이신 조선(朝鮮)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
판(兵曹 判) 부군(府君)과 8세조비(8世祖 ) 정부인
(貞夫人) 양성이씨(陽城李氏) 양위분의 망제단(望祭
壇) 앞에 술과 제수를 진설(陳設)하고 추모의 정을 담
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춘계향사(春季享祀)를 올렸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7세조공조선좌정승문절공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지회(智會) 자룡(滋龍) 두만(斗萬, 滋) 본영(本永) 정회(禎會)
서무태종회 대구경북종회 대구경북종회

회장 총무이사 수석부회장

◇8세조공조선가선대부병조참판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본식(本植) 교찬(敎贊,本) 장수(章壽,本) 본영(本永) 자일(滋壹)
대구경북종회 대전광역시종회 대구경북종회

회장 총무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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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7號 2004년 5월 25일 (화요일)  [3]綾 城 具 氏 宗 報

8세조공조선가선대부이조참판진북절도사부군및
9세조공조선가선대부지의성군사부군춘계향사엄수

지난 4월 5일(한식 정일)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송
계당(松溪堂)에서본식(本植, 대구경북종회장) 대종회
이사를 비롯한 후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성구씨
(綾城具氏)의 8세조고(8世祖考)이신조선(朝鮮)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 判) 진북절도사(鎭北
節度使) 부군(府君)과 8세조비(8世祖 )이신 정부인
(貞夫人) 온양방씨(溫陽方氏) 양위(兩位)분 및 능성
구씨(綾城具氏)의 9세조고(9世祖考)이신 조선(朝鮮)
가선대부(嘉善大夫) 지의성군사(知義城郡事) 부군(府
君)과 9세조비(9世祖 ) 숙부인(淑夫人) 서산류씨(瑞
山柳氏) 양위분의 단소(壇所) 앞에 술과 제수를 진설
(陳設)하고 추모의 정을 담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춘계
향사(春季享祀)를 올렸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8세조공조선가선대부이조참판진북절도사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본형(本亨) 자영(滋英) 안택수(安澤秀) 본준(本俊) 본순(本珣)
동무태종회 국회의원

회장

◇9세조공조선가선대부지의성군사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두만(斗萬,滋) 정회(禎會) 경서(慶書) 본준(本俊) 준호(俊浩)
서무태종회 대구경북종회

회장 수석부회장

7세조공 조선 자헌대부 판안동대도호부사부군
춘계향사 엄수

지난 4월 21일(음력 3월 3일 정일) 충남 당진군 송악

면 가교리에서 달회(達會, 충남종회장) 대종회 이사를
비롯하여 성회(聲會) 판안동파종회 회장 등 후손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성구씨(綾城具氏)의 7세조고
(7世祖考)이신 조선(朝鮮) 자헌대부(資憲大夫) 판안
동대도호부사(判安東大都護府事) 부군(府君)과 7세
조비(7世祖 )이신 정부인(貞夫人) 양위(兩位)분의
단소(壇所) 앞에 술과 제수를 진설(陳設)하고 추모의
정을 담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춘계향사(春季享祀)를
올렸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광조(光祖) 연식(然植) 성회(聲會) 자국(滋國) 성회(成會)
판안동파종회 병사공신암종중

회장 총무

6세조공 고려 상정의대부 공조전서부군 및 7세조
공 조선 가선대부 지문천군사부군 춘계향사 엄수

지난 4월 28일
(음력 3월 10일정
일)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에
서 자춘(滋春, 전
북도종회장) 대종
회 이사를 비롯하
여 연식(然植) 전
전북도종회장 등
후손 30여명이참
석한 가운데 능성
구씨(綾城具氏)
의 6세조고(6世祖
考)이신 고려(高
麗) 상정의대부

(上正義大夫) 공조전서(工曹典書) 부군(府君)과 6세
조비(6世祖 )이신 함열남궁씨(咸悅南宮氏) 양위(兩
位)분의묘소(墓所) 앞에술과제수를진설(陳設)하고
추모의 정을 담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춘계향사(春季享
祀)를 올렸다. 곧 이어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동지
산에서7세조고(7世祖考)이신조선(朝鮮) 가선대부(嘉
善大夫) 지문천군사(知文川郡事) 함길도병마절도사
(咸吉道兵馬節度使) 겸(兼) 북청도호부사(北靑都護
府使) 부군(府君)과 6세조비(6世祖 )이신 정부인(貞
夫人) 순천박씨(順天朴氏) 양위(兩位)분의신도비(神
道碑)를 제막하고 묘소(墓所) 앞에 술과 제수를 진설

(陳設)하고 추모의 정을 담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춘계
향사(春季享祀)를 올렸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6세조공고려상정의대부공조전서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연식(然植) 한서(漢書) 자옥(滋玉) 자동(滋東) 기회(起會)
전전북도종회

회장

◇7세조공조선가선대부지문천군사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연성(然聖) 예서(禮書) 용회(容會) 자동(滋東) 기회(起會)
문천군사파종회

회장

7세조공 조선 가선대부 호조참판부군 및
8세조공 휘 치(治)부군 춘계향사 엄수

지난 4월 5일(정일)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숭림
산에서경서(慶書) 참판공파종회장을비롯하여후손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성구씨(綾城具氏)의 7세조고
(7世祖考)이신 조선(朝鮮)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 判) 경기수군첨절제사(京畿水軍僉節制
使) 부군(府君)과 7세조비(7世祖 ) 정부인(貞夫人)
풍양조씨(豊壤趙氏) 양위(兩位)분 및 능성구씨(綾城
具氏)의 8세조고(8世祖考)이신 휘(諱) 치(治) 부군과
8세조비(8世祖 ) 진주정씨(晋州鄭氏) 양위분의묘소
(墓所) 앞에 술과 제수를 진설(陳設)하고 추모의 정을
담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춘계향사(春季享祀)를 올렸
다. 분방(分榜)은 다음과 같다.

◇7세조공조선가선대부호조참판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연택(然澤) 원서(元書) 상서(祥書) 경서(慶書) 경서(慶書)
참판파종회 참판파종회

회장 회장

◇8세조공휘치(治)부군춘계향사분방◇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 례 대 축

연택(然澤) 연재(然載) 연석(然石) 경서(慶書) 경서(慶書)
참판파종회 참판파종회

회장 회장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충남 당
진군 송악면 기지시 일원에서 문화관
광부ㆍ문화재청ㆍ문화예술진흥원ㆍ
충청남도ㆍ당진군 등이 후원하고 기
지시줄다리기보존회가 주최하는‘기
지시줄다리기’축제가 열려 사라져

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계승발전시켜나아감
으로써 이 고장 주민의 화합
과 결집을 도모하고 나라의
안녕과풍년을기원하는화합
의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약 450
여 년 전부터 시작된 역사 깊
은우리의전통문화로 1982년
8월에 국가로부터 중요무형
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자동(滋東) 당진군종회장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원
(本元) 종인은 조교로 선정되어 있
다. 줄다리기의 시작인 줄제작은‘줄
틀’이란 고유의 기구를 이용하여 30
여 일간 연인원 500여 명이 동원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줄길이 200m(암줄,
수줄), 직경 1m, 중량 40톤의 대형몸
줄을 만들었으며 이 대형몸줄을 지역
주민들이힘을합해줄을다리는장소
까지옮겨놓았는데이때바람과먼지
와 구름이 일어 마치 용이 승천하기
위하여 용트림을 하는 광경을 연출하

기도 했다. 먼저 도착한‘수줄’에‘암
줄’이 결합되어‘비녀장’을 꽂고 두
줄이 하나로 연결된 순간부터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줄다리기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동질감을 느끼고 향토애
를길러단합을이루는화합의한마당
이 되었다.

자동(滋東) 당진군종회장을 기능보유자로 지정

구자동(滋東)
기능보유자

구본원(本元)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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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과 구도’의 문학
정신을 펼쳐온 구상(具
常, 전 대종회 고문) 시
인이5월 11일오전에지
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구상 시인은 함경
남도 문천 태생으로 도
쿄 니혼대학 종교과에서
수학했으며, 해방 후 함
경남도 원산에서 동인시
집<응향(凝香)>에‘밤’‘여명도’‘길’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한 후 돈독
한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영
혼을노래하는시를많이남겼다. 그는
1948~50년연합신문문화부장을지냈
고6ㆍ25전쟁종군작가단부단장, 승리
일보, 영남일보, 경향신문, 가톨릭신문
등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으로 활동
했다. 그는 효성여대, 서강대, 서울대
등에서 강의하다가 1970~74년 미국
하와이대에서 초빙교수를 지내는 등
오랫동안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대표
작으로는 1956년에발표한연작시‘초
토의 시’를 들 수 있다. 6ㆍ25전쟁을

다룬 이 시는 전쟁의 고
통을초월해구원의세계
에이르는과정을견고한
시어로 잘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작품
으로 1957년 서울특별시
문학상을, 1980년대한민
국문학상을수상했다. 이
시집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이탈리아어등으로

다수 번역됐다. 그는 생전의 업적으로
금성화랑무공훈장, 국민훈장동백장,
대한민국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상등
을 수상했다. 유가족으로는 소설가인
딸 자명(紫明, 47)씨와 사위 김의규
(47) 성공회대 교수, 손녀 향나(19)씨
가있다. 부인서영옥씨는1993년작고
했다. 발인은 5월 13일 오전 8시, 장례
식은 이날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김
수환 추기경이 집전하는 가톨릭 미사
로치러졌다. 이날김남조시인이조시
를, 성찬경 시인이 조사를 했다. 정부
는 구 시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
했다. 장지는 안성 천주교묘지. 

구상(具常) 시인

이사(부산광역시종회장) 자호 10,000,000
이사(광주전남종회장) 연수 5,000,000
이사(대구경북종회장) 본식 3,000,000
당기계 18,000,000
전기계 400,000
합 계 18,400,000

당진신암종중 1,000,000
군포시금정동 문모 100,000
은평구응암동 돈회 100,000
공주시송학리 본태 100,000
남양주시덕소리 관서 30,000
당기계 1,330,000
합 계 1,330,000

이사(대구경북종회장) 본식 1,000,000
이사(당진신암종회장) 익회 1,000,000
당기계 2,000,000
합 계 2,000,000

이사(대구경북종회장) 본식 100,000
포천군사직1리 연종 50,000
동대문구회기동 승회 40,000
군포시금정동 문모 30,000
태백시황지동 삼본 30,000
광주광역시월곡동 본능 20,000
순창군풍산면 자호 20,000
당기계 290,000
전기계 80,000
합 계 370,000

별좌공종중 200,000
여주군종회회장 자정 100,000
충남종회 100,000
대전광역시종회 100,000
대구경북종회회장 본식 100,000
고창군대산면종중 양서 100,000
서울특별시종회회장 자남 100,000
직장공종중회장 본혁 100,000
당진신암종중 100,000
당진군종회장 자동 100,000
판사파종중 100,000
경남종회 50,000
부산광역시종회 50,000
논산종회 50,000
의정부시의정부동 연탁 50,000
수원시종회 양서 50,000
보령시종회장 완회 50,000
전전북도종회장 연식 30,000
구로구 연식 30,000
송파구가락동 영회 30,000
고양시장항동 창서 30,000
용산구이태원동 본희 30,000
대전광역시중리동 영회 30,000
서초구방배동 한서 20,000
서초구방배동 운회 20,000
대구광역시달성군 재회 10,000
당기계 1,730,000
합 계 1,730,000

능창위일동종중 200,000
별좌공종중 200,000
당진신암종중 100,000

충남종회 100,000
당진군종회장 자동 100,000
무태종회회장 자영 100,000
서울특별시종회회장 자남 100,000
대구경북종회회장 본식 100,000
직장공종중회장 본혁 100,000
고창군연동리 양서 100,000
여주군종회회장 자정 100,000
부산광역시종회 50,000
경남종회 50,000
당기계 1,400,000
합 계 1,400,000

이사 흥회 200,000
이사 본식 200,000
당기계 400,000
합 계 400,000

별좌공종중 200,000
서울특별시종회 100,000
충남종회 100,000
판사파종회 100,000
문천군사파종회 100,000
서무태종회 100,000
여주군종회회장 자정 100,000
관기종회 100,000
직장공종중회장 본혁 100,000
부산광역시종회 50,000
봉계종중 50,000
보은봉계종중 50,000
당기계 1,150,000
합 계 1,150,000

[성금납입] 2004.3.1 ~ 4.30

구자호이사

[능주관리사 특찬]
10,000,000원

구연수이사

[능주관리사 특찬]
5,000,000원

구본식이사 구익회이사

[이사 부담금]
1,000,000원

[능주관리사 특찬] / [이사 부담금]
3,000,000원 /  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