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구관관서서(具寬書) 종인은 7월 30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되었
다. 기획관리실장은 차관보와 같은 직급으로
국가 공무원 1급이다. 관서(寬書) 기획관리
실장은 서울대 사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충북도 부교육감, 교육부 대

학지원국장, 평생직업 교육국장,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을지냈다. 관서(寬書) 종인은판안동파(判安東派) 집
의공(執義公) 후손으로충북보은군마로면관기리에서초대,
2대 도의원을 지낸 연홍(然鴻) 종인의 여섯째 아들이다.  

구구은은수수(具恩洙, 本) 종인은8월1일자로
영동경찰서장에서 보은경찰서장으로 전보되
었다. 은수(恩洙) 보은경찰서장은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바 있으며 시랑파(侍郞派)
진사공(進士公) 후손으로충북옥천군청산면
자황(滋黃) 종인의차남이다. 

구구능능회회(具綾會) 종인은 8월 9일자로
KBS 충주방송국장으로 부임하였다. 능회
(綾會) 충주방송국장은 판안동파(判安東
派) 집의공(執義公) 후손으로 고(故) 형서
(瀅書) 종인의 차남이다.

구구치치서서(具治書) 종인은 7월 30일자로
충주세무서 조사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치서
(治書) 종인은 판안동파(判安東派) 집의공
(執義公) 후손으로 운서(雲書) 보은관기종
회 회장과 태서(泰書) 충남종회 총무이사의
막내 동생이다. 

구구경경숙숙(具敬淑) 종인은 지난 6월 25일
중국 천진 남개대학교에서 한어언문자학(漢
語言文字學)을 공부하여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숙(敬淑, 本) 종인은 전남대
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시랑파(侍
郞派) 진사공(進士公) 후손으로 전남 곡성

군 석곡면 연반리 자명(滋明) 종인의 3녀이다.

구구완완회회(完會) 종인은 9월 11일 서울 강
남구 논현동 74-24번지 2층에 에이덴 치과
의원을 개원하였다.(Tel. 543-7070, 543-
7331) 완회 종인은 단국대 치의대를 졸업
하고 미국 터프스(Tufts) 치과대학 보철과
전문의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판안동파(判

安東派) 집의공(執義公) 후손으로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
리에서초대, 2대도의원을지낸연홍(然鴻) 종인의손자이며
필서(必書) 종인의 차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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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오후 1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
상면 선두리 치마바위에서 2004년도 3/4분
기 시도종회 총무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
임에는 본회 산하 10개 시도종회의 비룡(飛
龍, 本, 서울특별시종회)ㆍ흥서(興書, 인천
지구종회)ㆍ범서(範書, 경기도종회)ㆍ태서
(泰書, 충남종회)ㆍ희회(禧會, 전북도종회)
ㆍ본영(本永, 대구경북종회)ㆍ종도(鍾道,
本, 경남종회) 총무이사와 장회(長會) 전 인
천지구종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자선
(滋璿) 대종회 상임부회장, 영서(英書) 인천
지구종회 명예회장, 화성(和盛, 書) 인천지구
종회장, 완서(完書) 인천지구종회 이사친목
회장, 학회(學會) 강화종회 수석부회장, 을회

(乙會) 강화종회 총무, 교원(敎原) 대종회 자
문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화성(和盛,
書) 인천지구종회장의 환영사와 비룡(飛龍,
本) 총무이사협의회장의 답사 후 자선(滋璿)
대종회 상임부회장은 고창관리사 신축공사 진
척현황과 대종회관 노후에 따른 대책에 관하
여 설명하였고 가을향사 봉행안내는 유인물을
참조하였다. 또한 지난 2/4분기 모임 때 구성
된 시도종회 총무이사 협의회에서는 회칙 안
을 수정 통과시켰으며 부회장에 본영(本永)
대구경북종회 총무이사를 선출하였다. 인천지
구종회는 이번 모임에 중식과 차량을 제공하
였으며 점심식사 후에는 마니산 유원지를 관
람하였다.

22000044년년도도 33//44분분기기
시시도도종종회회 총총무무단단 간간담담회회

9월 11일부터 대종회관(성북구 삼선동1가
22-2, 23)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총공사비 70,400,000원(부가
세 포함)이 소요되며 10월 25일 이전까지 옥
상및지하층 방수, 삼선암지붕재 교체, 수평낙
하물방지망 해체, 외부타일 철거, 외벽 외장(드
라이비트, 알미늄) 마감, 후면벽체 균열 보수
면정리 및 도장 마감, 외부노출전선 정리 및 배
관배선 공사 등이 시행 완료됩니다. 7월 19일

‘대종회관 노후에 따른 긴급회의’에서는 3억5
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거액의 공사비를 투자

하여 얻는 효과가 미미하여 현실적이지 못하다
는 자경(滋暻) 대종회장의 지적에 따라 공사
내용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재조정하여 꼭 필
요한 리모델링 공사만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종회 임원 및 전국의 일가 종친 여러분의 뜨
거운 관심과 많은 협찬 속에 이번 대종회관 리
모델링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
서 아래의 계좌번호로 성금을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 286-910001-51708
예 금 주 : 구 자 경

대대종종회회관관리리모모델델링링공공사사착착수수
10월 25일까지 완공예정

박박사사 학학위위 취취득득

인인 사사

치치과과의의원원 개개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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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8세조 병부시랑공 환 1111//2211 10/10 일 전남화순군 병병부부시시랑랑공공종종중중
(兵部侍郞公) (桓) 오오전전1111시시 춘양면용곡리

9세조 항무
(恒茂)

〃 〃 〃 〃 〃

9세조 원부
(元富)

〃 〃 〃 〃 〃

9세조 영록
(英祿)

〃 〃 〃 〃 〃

행 로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용곡리까지 남쪽으로 약 27km
(용곡리행 218번 버스 이용, 종점에서 하차)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6세조 상호군공 흥 1111//2200 10/09 토 충남 서천군 낭낭장장파파종종회회
(上護軍公) (興) 오오전전 1111시시 비인면 구복리

7세조 낭장공 현보
(郞將公) (賢輔)

〃 〃 〃 〃 〃

8세조 사재감정공 뢰 1111//2211 10/10 일 충남 서천군
(司宰監正公) (賚) 오오전전 1111시시 비인면 율리

〃

9세조 참군공 안우 1111//2200 10/09 토 충남 서천군
(參軍公) (安遇)오오전전 1111시시 비인면 구복리

〃

행 로 : 충남 대천역에서 구복리까지 남쪽으로 약 10km (비인행 버스 이용)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8세조 부정공 종수 1111//1188 10/07 목 경북 안동시 부부정정공공종종중중
(副正公) (宗秀)오오전전 1111시시 와룡면 가구동

9세조 사용공 익명
(司勇公) (益命)

〃 〃 〃 〃 〃

행 로 : 경북 안동역에서 가구1동 산양 입구까지 (요촌, 정산행 버스 이용)
산야 입구에서 걸어서 약 1km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9세조 참판공 익수 1111//1144 10/初丁 일 경기도 용인시 참참판판공공종종중중
(參判公) (益壽)오오전전 1111시시 백암면 석천리

행 로 : 용인시 양지인터체인지에서 백암면사무소를 거쳐 석천리 덕건산까지
삼죽면 방향으로 약 7km (택시이용)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4세조 직장공 천용 1111//2200 10/09 토 전남 화순군 시시랑랑파파종종회회
(直長公) (天容)오오전전 1111시시 한천면 정리

5세조 찬성사공 식
(贊成事公) (軾)

〃 〃 〃 〃 〃

6세조 군사공 록
(郡事公) (祿)

〃 〃 〃 〃 〃

7세조 시랑공 영량
(侍郞公) (英良)

〃 〃 〃 〃 〃

행 로 : 광주역에서 전남 화순까지 (17번 버스 이용), 
화순에서 능주까지 (118번 버스 이용), 
능주에서 정리까지 동쪽으로 약 6km (택시 이용) 

가가을을향향사사 안안내내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4세조 소윤공 의 1111//2211 10/10 일 충남 당진군 판판사사파파종종회회
(少尹公) (宜) 오오전전 1111시시 정미면 봉생리

5세조 총제공 해
(摠制公) ( )

〃 〃 〃 〃 〃

6세조 부사공 서진
(府事公) (瑞珍)

〃 〃 〃 〃 〃

7세조 판사공 현좌
(判事公) (賢佐)

〃 〃 〃 〃 〃

8세조 충장공 인문
(忠莊公) (人文)

〃 〃 〃 〃 〃

9세조 현감공 효근
(縣監公) (孝勤)

〃 〃 〃 〃 〃

행 로 : 충남 당진읍에서 봉생리까지 서쪽으로 약 3.5km(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8세조 판서공 서 1111//1144 10/初丁 일 충남 당진군 판판서서공공종종중중
(判書公) (緖) 오오전전 1111시시 송악면 가교리

9세조 병사공 문로 병병사사공공종종중중
(兵使公) (文老)

〃 〃 〃 〃

행 로 : 충남 성환에서 서쪽으로 기지시리까지 약 35km
기지시리에서 남쪽으로 약 3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8세조 목사공 양 1111//1133 10/02 토 경기도 광주시 목목사사공공종종중중
(牧使公) (揚) 오오전전 1111시시 실촌면 열미리

9세조 충렬공 치관 충충렬렬공공종종중중
(忠烈公) (致寬)

〃 〃 〃 〃

행 로 : 경기도 곤지암에서 하열미리까지 북동쪽으로 약 3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7세조 도원수공 성로 1111//1122 10/01 금 경기도 광주시 도도원원수수파파종종회회
(都元帥公)(成老)오오전전 1111시시 목동

8세조 전서공 앙 전전서서공공종종중중
(典書公) (昻) 〃 〃 〃 〃

9세조 호양공 치홍 호호양양공공종종중중
(胡襄公) (致洪) 〃 〃 〃 〃

행 로 : 경기도 광주시에서 목동까지 남서쪽으로 약 4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9세조 만호공 인직 1111//1144 10/첫 일 충북 청원군 만만호호공공종종중중
(萬戶公) (仁直)오오전전 1111시시일요일 북이면 장양리

행 로 : 충북 증평에서 장양리까지 남서쪽으로 약 5km (택시 이용)

선 조 호 칭 휘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9세조 도정공 치명 1111//1144 10/03 일 경기도 광주시 도도정정공공종종중중
(都正公) (致明)오오전전 1111시시 도척면 궁평리

행 로 : 곤지암에서 궁평리까지 남서쪽으로 약 2km (택시 이용)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선동마을의 고창묘역관리
사 신축공사는 지금까지 기초공사, 조적공사, 슬라브공사, 기와공사, 미장공사
등이 완료되었으며 설비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의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대종회 임원 및 전국 일가 종친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고창묘역관리사 신축성금을 아래의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하나은행 : 286-910001-51708 
예 금 주 : 구 자 경

고고창창묘묘역역관관리리사사신신축축공공사사마마무무리리한한창창

22000044년년 가가을을향향사사 봉봉행행일일정정을을 알알려려드드립립니니다다..
오오곡곡백백과과가가 무무르르익익는는 풍풍요요로로운운 결결실실의의 계계절절입입니니다다..
조조상상의의 은은덕덕에에 보보답답하하는는 가가을을향향사사에에 한한분분도도 빠빠짐짐없없이이 참참석석합합시시다다..

22000044년년 가가을을향향사사 봉봉행행일일정정을을 알알려려드드립립니니다다..
오오곡곡백백과과가가 무무르르익익는는 풍풍요요로로운운 결결실실의의 계계절절입입니니다다..
조조상상의의 은은덕덕에에 보보답답하하는는 가가을을향향사사에에 한한분분도도 빠빠짐짐없없이이 참참석석합합시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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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마지막 항일의병을 벌인 전
남 화순 쌍산의소(雙山義所)의 구승
우(具丞祐) 의병대장에게 백년 만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8월 15일
제5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독립유
공자 포상을 받은 구승우 대장은 전
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에서 출생, 유
림 대표로 일제의 을사늑약(乙巳勒
約, 1905년) 강제체결에 항의 봉기
했다. 그는 전남 화순군과 보성군의
경계지역인 계당산(속칭 쌍치재)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말의병 쌍산의소
에서 의병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수십 석의 군량미를 제공하여 의병
들을 모집한 후 사격훈련을 시키며
인근 증동 유황 굴에서 파낸 유황으
로 화약까지 제조하는 능력을 보였
다. 구(具)대장은 훈련을 끝낸 2백
여 의병들을 이끌고 전남 능주와 화
순, 동복 등의 일군 분견소를 공격,
전선을 끊고 주사청, 우편소, 경무소
등 관공서와 일본인 상가에 불을 지
르는 등 선봉을 맡아 양총 6정과 총
탄 700여발, 군인 칼 3자루 등을 노

획,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주도했다.
그는 의병이 해산된 뒤에도 해남 강
진 등에서 서당 훈장 등으로 은신하
면서 의병활동을 이끌었다. 유족으
로는 손자 양술(良述, 本) 호남매일
신문 사장과 증손자 관희(寬熙, 謨,
사법연수원 연수중) 종인 등이 있다.
쌍산의소 봉기는 1907년 전국에 무
장해제령이 내려졌을 때 이에 반대
한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조선자주
독립”을 외치며 일어났다. 1907년
부터 1909년까지 호남의병의 거점
으로 이용되었던 쌍산의소는 의병들
이 광주를 향해 진격하다 화순 도마
치에서 일본 정예군과 격전을 벌였
으나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좌절,
전남 각지역으로 분산 활동을 벌였
다. 계당산 정상 아래에 자리한 쌍산
의소(雙山義所)는 국내 항일의병 유
적으로는 유일한 곳으로 무기제작
소, 의병성, 막사 등 터가 그대로 남
아있다. 1백 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
어 오다가 최근에야 현장조사를 실
시, 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태안지구종회(회장 구자
백)는 8월 15일 창립 6주년을 맞
아 충남 서산시 동문동 종회 사무
실에서 종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효부 및
유공 종인 표창이 있은 후 종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
환하였다.

서서산산태태안안지지구구종종회회정정기기총총회회개개최최

이이사사부부담담금금 (7. 1~9. 10)

상임부회장 자선 1,000,000
이사(전북도종회장)자춘 1,000,000
이사(경남종회장) 명술 1,000,000
이사 연도 1,000,000
이사 현서 1,000,000
이사 흥회 1,000,000
이사 자백 1,000,000
감사 자정 1,000,000
전기계 : 4,000,000
당기계 : 8,000,000
합 계 : 12,000,000

고고창창관관리리사사특특찬찬 (7. 1~8. 31)

진해시 여좌동 종도 100,000
완주군 화산면 자춘 50,000
진해시 여좌동 태희 50,000
진해시 여좌동 정민 50,000
태안군 원북면 한서 50,000
강화군 두운리 태형 30,000
대전시 탄방동 태서 30,000
대구시 진천동 수본 20,000
전기계 : 3,475,000
당기계 : 380,000
합 계 : 3,855,000

능능주주관관리리사사특특찬찬 (7. 1~8. 31)

괴산군 청안면 본수 100,000
전기계 : 18,600,000
당기계 : 100,000
합 계 : 18,700,000

연연회회비비찬찬조조금금 (7. 1~8. 31)

강동구 명일동 태회 20,000
마포구 신수동 태회 20,000
여수시 광무동 연하 20,000
중랑구 묵동 본억 20,000
전기계 : 660,000
당기계 : 80,000
합 계 : 740,000

종종보보구구독독료료 (7. 1~8. 31)

보은군 마로면 달서 50,000
수원시 금곡동 자욱 30,000
서대문구 북가좌동 본식 30,000
익산시 덕실리 용조 30,000
양천구 목동 정모 30,000
강서구 등촌동 자호 20,000
성북구 보문동5가창회 20,000
보은군 마로면 연순 10,000
보은군 갈평리 양서 10,000
영천시 안천리 자원 10,000
보은군 마로면 운서 10,000
전기계 : 1,630,000
당기계 : 250,000
합 계 : 1,880,000

이이사사부부담담금금 (7. 1~8. 31)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이사 명술 200,000
이사 자춘 200,000
이사 준회 200,000
이사 달회 200,000
전기계 : 1,000,000
당기계 : 800,000
합 계 : 1,800,000

정성으로 보내주신 성금

감사드리며 종사를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

구자선 상임부회장

[[이이사사부부담담금금]]
11,,000000,,000000원원

구자춘 이사
전북도종회장

[[이이사사부부담담금금]]
11,,000000,,000000원원

구명술 이사
경남종회장

[[이이사사부부담담금금]]
11,,000000,,000000원원

구연도 이사

[[이이사사부부담담금금]]
11,,000000,,000000원원

구현서 이사

[[이이사사부부담담금금]]
11,,000000,,000000원원

구흥회 이사

[[이이사사부부담담금금]]
11,,000000,,000000원원

구자백 이사

[[이이사사부부담담금금]]
11,,000000,,000000원원

구자정 감사

[[임임원원부부담담금금]]
11,,000000,,000000원원

부 음
구구완완회회(具琬會) 전 인천지구종회 회장, 8월 21일 (토) 별세. 

장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넙성리 선영.

[[성성금금내내역역]]

구구승승우우(具丞祐)의의병병대대장장
백백년년만만의의건건국국포포장장추추서서



족보문화의 세속적 변화

3) 代數가 늘어난 始祖

자손이 비롯된 할아버지로 대개는 一世
祖가 되는데 一世祖보다 계대가 안되는
윗분이 있으면 鼻祖(비조)라 한다. 그것
은 후세에 보첩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 자
료가 부족하거나 상고가 되지 않아 鼻祖
와 一世祖를 따로 설정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다. 權氏와 같이 성을 하사 받았다던
가 賜貫(사관)이 되어 중간에 관향이 바
뀐 경우 또, 일부러 중시조를 一世祖로 삼
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하여서 일컫는
다. 그러나 후대로 올수록 비조와 일세조
사이를 연결지어 대수를 늘리는 집안이
많아지고 앞뒤가 안 맞는 시조를 모셔다
가 계대해 대수가 많음으로써 역사가 깊
은 것처럼 족보를 퇴색시키고 변질을 초
래했다. 

중간에 집안을 크게 일으킨 할아버지는
中興祖(중흥조)라 해서 간단히 中祖라고
표기하며 또, 세상에 잘 나타난 할아버지
는 顯祖(현조)라 한다. 여기서 中祖(중
조)는 그 以下(이하)가 한 파를 형성하기
쉬우므로 派祖(파조)로 설정하는데 派祖
의 형성은 中興祖가 아니더라도 구분이
되어지는 기점의 할아버지일 경우는 派祖
로 삼는다.

4) 世와 代의 차이점
자신의 아들은 二世이므로 자신은 一世

가 된다. 시조도 그 아들은 二世이므로 자
연히 시조는 一世가 되며 그 孫子는 三
世, 曾孫은 四世며 玄孫(*高孫은 틀린

말임)은 五世가 된다. 世는 代와 혼용되
기도 하는데 世의 표기가 일반적이라고
본다. 代는 위의 조상을 따질 때 ○代祖
라는 식의 쓰임이 합당하겠고, 자손을 따
질 때는 ○世孫하는 식이 합당하다고 본
다. 아버지는 一代祖上이고 할아버지는
二代祖上이며 증조는 三代祖, 고조는 四
代祖 현조는 五代祖 다음부터는 六代祖
식으로 따지며 六代祖로부터 나는 七世
孫이 되는 것이다. 이‘代’는 몇 대를 올
라갔는가로 따지므로‘世’와는 숫자 하나
가 준다.

5) 대를 잇기 위한 子의 문제
아들을 표기하는데 쓰는‘子’의 원래

뜻은 사물에 있어서 하나의 개체를 뜻하
고 (粒子, 分子, 原子, 電子, 單子, 冊
子,椅子 등등) 동식물에서도 개체인 씨앗
을 말한다(精子, 卵子, 柚子, 五味子, 枸
杞子, 蓮子 등등) 호적에서도 부모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일단 子(즉 새끼)로 표기
하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구별하여 사
내는 男, 계집은 女로 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들은 대를 잇는 대들보다.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 숱한 사연의 풍속도를 만들었
다. 無子일 경우 집안의 조카를 데려와 대
를 잇는데 이를 繼子(계자)라 한다. 주로

‘繼’字를‘系’字로쓰며庶子가있더라도
서자는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이유(서자집
이 되기 때문)로 입양시켰다.(文獻; 繼後
謄錄(계후등록)) 庶子(서자)가 嫡子(적
자)보다 나이가 많아도 서열은 아래여서
족보에도 나중 순위로 오른다. 妻가 七去

之惡(칠거지악)에들면다시장가를들수
가 있었고 둘째 처는 정식 배우자(正室)
가 되는 것이다. 서자가 대를 잇게 된다면
그 집이 서손집안이 되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관례로 서자승계는 排除(배제)되었
다. 간혹 서자의 어미가 良人이면 그 서자
는 承嫡(승적)이 되어서 대를 이을 수가
있었는데 이 때도 承重(승중)이라 한다.
그나마 없으면 씨받이를 하였고 타성받이
양자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 收養子(수양
자)로 하여금 자신의 姓을 갖게 하여 승계
토록 하였다. 이것도 못하면 外孫奉祀(외
손봉사)를 하게되며, 이 마저도 못하면 無
後(무후)가 되며 후대에 죽은이라도 양자
로 세우게되면 이를 白骨養子(백골양자)
또는 神主養子(신주양자), 過房子(과방
자)라고도 한다. 여기서 서자의 어미나 씨
받이 어미 또는 수양자의 부모는 족보에

오를 수가 없었고 承重(승중)이 된 서자
라도 어미는 족보에 입적이 안되었으며 사
당에 신위가 봉안되는 법도 없음은 물론
서자아비와 合葬(합장)되는 법도 없었다.
妾은 어디까지나 첩으로써 만족하여야 하
였다. 아들 중에서도 세속을 버리고 중이
되면出家(출가)라는두글자로끝내고高
僧(고승)이 되었다 해도 法名이 무었인지
어떤 宗派(종파)를 이끌었는지 언제 入寂
(입적)했는지 행적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逆賊(역적)에 들었다든가 才人(재인) 白
丁(백정)이나 광대가 되어도 아예 이름조
차 빼버렸다. 그러니 족보에서 이름를 뺀
다는 것은 일족에서 도외시됨은 물론 굴러
다니는 돌처럼 여기므로 서양에서 파문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혹한 벌로 이용되었다.

‐‐ 다다음음호호에에 계계속속 ‐‐

족 보 상 사 회 상

族譜上 用語를 통해본 社會相
오 재 일(高麗族譜文化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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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도(具鍾
道, 本) 전 해군
사관학교 교수(경
남종회 총무이사)
는 우리나라 역사
상 최초로 무적함
대를 이끌고 바다
를 개척하여 동양
3국의 제해권을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張保皐) 장군
의 선박을 복원하는 연구에 자문위원
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재)해상
왕장보고기념사업회는 국내 최초로
일본, 중국 등지에서 그 당시 선박 자
료들의 고증을 거쳐 장보고의 선박을
복원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는데 현재
선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학적인 측면과 선박

건조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고 있는 중
이다. 종도 종인은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독일 뤼벡에서 열렸던
PRADS 2004(제9차 선박 및 해상
구조물 실용디자인 국제토론회의)에
참가하여 국내 특허 출원 중인‘고속
정의 선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
하였다. 한편 종도 종인은 한국복지재
단 경남지부에서 펼치고 있는 불우이
웃 결연사업에 후원자로 참여, 소년소
녀가정세대 차린주 학생과 결연을 맺
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
안 700여만 원의 경제적 및 정서적
후원을 하여 학생이 진해여중, 진해여
고, 마산대학 전 과정의 학업을 무사
히 마치고 마산의료원에 입사하여 건
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경남종회는 7
월 20일 경북 포
항시 남구 구룡포
읍에서, 역대 회
장을 지낸 고문단
과 현 회장단 및
이사진 38명이
참석하여 종직자
단합대회를 갖고
한국 최초의 등대

박물관이 있는 호미곶(虎尾串)과 포
항제철소를 시찰하였다. 임원 및 이
사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임기
동안 각자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경남종회가 봄 가을 연 2회의 연
례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종직자 단합
대회는 올해로 10년째 이어오고 있으
며 종회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평소의 소견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
는 가운데 숭조애종의 창달에 크게 기
여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종직자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참
고로 곶(串)은 바다에 돌출한 육지의
끝부분을 이르는 말로 일찍이 조선조
명종 때의 풍수지리학자인 남사고(南
師古)는 한반도의 지형을 가리켜 호
랑이가 앞발로 연해주(沿海州=프리
모르스키, 러시아연방 동남쪽의 동해
연안지방)를 할퀴는 형상이며 백두산
(白頭山)은 호랑이의 코, 호미곶(虎

尾串)은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한다고
기술하였으며, 고산(孤山) 김정호(金
正浩)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국토
의 최동단(最東端)으로 측정 확인하
여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포항시는
2000년 새 천년을 맞이하여 호미곶
에 대형 손모양의 조각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바다 속에 또 하나는 육지에
세웠는데, 육지의 손바닥에는 1999.
12. 31. 서해 부안 변산반도의 마지
막 일몰에서 채화한 불과 2000. 1.
1. 동해 포항 호미곶의 첫 일출에서
채화한 불을 합해 탄생시킨『새 천년
의 불』을 지폈고, 2002. 9. 18.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때 백두산과 한라산
에서 각각 채화한 성화를 합해 탄생시
킨『통일의 불』을 합쳐 국태민안을 기
원하는『영원의 불』로 보관하고 있다.
또한 포항제철소 시찰은 종도(鍾道,
本) 경남종회 총무이사의 경북고 동
창인 강창오 POSCO(포스코) 사장
의 특별 환대로 이루어졌으며 1968
년 포항종합제철(주)로 설립되어
2003년 브랜드 가치 4294억 원으로
세계 5위이며, 2002년도 당기순이익
1조1013억 원을 자랑하는 철강강국
POSCO(포스코)의 자존심을 현장에
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의
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경남남종종회회종종직직자자하하계계단단합합대대회회
- 호미곶 등대박물관 및 포항제철소 시찰 -

구명술(命述,書)
경남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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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도(鍾道,
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