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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재상 구치관」 출판기념회

판안동파종회 

정기총회

자신 대종회장 

육군참모차장 방문

도 원 수

파 충렬공

종중(회장 

具馨會)과 

충 렬 공 구

치 관 연 구

소(소장 具

滋淸) 공동 

주최로 지

난 9월 7일

(금)  오전 

서울 송파

구 서울올

림 픽 파 크

텔 올림피

아 홀 에 서 

조선 초기

에 정치ㆍ행

정ㆍ군사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

하신 능성구씨 9世 영의정 구치

관(具致寬)공의 치적에 대한 전

문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묶어 

「청백리재상 구치관」이라는 학

술연구서 출간에 대한 출판기념

회가 열렸다. 327쪽 분량의 책

자에는 구치관공의 위상과 관

직생활의 특징, 청렴도 평가, 조

선 세조∼예종 연간의 북방군사

정책과 구치관, 세조대 정부개

혁성과와 이조판서 구치관의 역

할, 야사서에 나타난 구치관 기

록의 왜곡양상 고찰 등을 담았

다. 이날 기념회에는 구자신(具

滋信) 능성구씨 대종회장과, 구

교운(具敎雲, 충렬공 종손), 문

용린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해서 

대종회 임원들과 충렬공 후손, 

전국 각지에서 온 종인들과 일반

인들 30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

을 이루었다. 자신 대종회장은 

축사에서 구치관공에 대해서 학

술연구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능

성 구문의 매우 뜻 깊고 자랑스

러운 일이라며 수고하신 교수님

들과 충렬공종중의 모든 분들에

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이번 출

판기념회를 기해서 아직까지 알

려지지 않은 능성 구문 선조님

들의 자료를 발굴하여 선조님들

의 위업을 기리는 데 많은 노력

과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가(妻家)

가 능성 구문인 문용린 전 교육

부장관의 축사가 있었고, 연구

자들의 담론마당, 신다희 시인

의 이손시 낭송, 구자청 소장의 

한문 성독 시연이 있었고 식후공

연으로 국악 관현악 5중주가 있

었다. 구교운 충렬공 종손이 바

쁘신 중에도 성황을 이루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

고 기념케익 커팅으로 모든 행

사를 마쳤다. 

(관련사진 3면 참조)

판안동파종회(회장 具讚會)는 

지난 8월 11일(토) 충남 당진시 

송악농협 본점 강당에서 당진 

능원군 갈산종중(회장 구경회) 

주관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

다. 이날 회의는 능원군종회, 곤

원공종회, 신암종중과 멀리 경

남 진주지역을 비롯해서 봉계, 

관기, 용인 남사, 강화, 예산, 홍

성 지역 등에서 100여 명의 일

가들과 도원수파, 좌정승파 일

가 분들도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본설(本卨) 총

무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

어 지역 종중의 일가들을 소개

한 후 찬회 회장은 더운 날씨에

도 불구하고 원근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

다고 말하고 지난 7월에 종인 여

러분의 성원으로 파조공 단역의 

정화공사를 깨끗하게 완료할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종회 광회(光會) 상임

부회장의 축사와 천회(天會) 충

남도종회장과 자한(滋瀚) 대전

시종회장, 흥서(興書) 인천지구

종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감사

보고 후 결산보고와 단역 정화

공사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쳤

다. 회의를 끝낸 후 갈산종중이 

준비한 푸짐한 오찬으로 일가 

간에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

졌다.

자신(滋信) 대종회장이 지난 8

월 1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를 방문하여 구홍모(具洪謨) 육

군참모차장을 만나 격려하고 환

담을 나누었다. 위 사진은 자신 

회장이 구 장군(중장)으로부터 

계룡대 방문패를 전달받는 모습

이다.

충렬공종중 

구형회 회장

구자청 소장

자신 대종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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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균관유도회 회장 취임 

구본식(具本植)  전 

대구·경북종회장이 

지난 7월 6일 성균관

유도회 대구광역시 

14대 회장에 취임했

다. 본식 회장은 취임

사에서 효제충렬교육

(孝悌忠烈敎育)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

게 인성함양을 위한 예절교육 강화에 역

점을 두겠으며 아울러 가정교육의 출발

지인 학부모의 교육도 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또한 선비정신을 실천하고 아름다

운 세상, 정이 묻어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

했다. 본식 회장은 좌정승파 부정공계 후

손이며, 대구·경북종회 4~5代 종회장을 

역임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과로

구희천(具熙千) 대구 

중부경찰서장이 지난 

8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과로 자리를 옮겼

다.

법무법인(유한)강남에서 변호사 개업

구본민(具本敏)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이

사장이 3년간의 임기

를 마치고 서초구 반

포동에 위치한 「법무

법인(유한)강남」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 변

호사는 도원수파 호양공계 후손으로 서

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주중 한국

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특수법령과

장, 대전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지냈다.

한마음 통일 음악축제 개최 

구근회 대한민국해병

대 성북구지회장(해병

180기)은 지난 9월 7

일 오후 6시 성북구 

삼선교 분수대 마루

광장에서 지난 전쟁

의 아픔을 다시 되새

기며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

는 「미아리고개 한마음 통일 음악축제」를 

개최했다. 이 음악회는 금년이 다섯 번째

로 나라 잃은 서러운 동포의 애환을 사모

하며 연민하는 정과 효도하는 마음 등 국

민 정서에 맞는 사상이 담겨 있는 대중가

요를 배경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 구민들의 사기 진작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직장공종중 사무실이전

도원수파 충렬공계 직

장공종중(회장 具本

崇)이 사무실을 이전

했다. 

이전장소 : 경기도 하

남시 동남로 424번길 

50, 2층(감일동)

· 전   화 : 02-478-0295 

· 팩   스 : 02-478-0220

동  정 

결 혼

부 음

구우서(具禹書) 대종회 이사(전 대구·경북종회장) 장녀 수형 양(9월 2일)

구성회(具聲會 : 당진시)  별세 : 8월 9일(향년 94세)

구본익(具本益)  서울시종회 이사 모친 별세(7월 19일)

구연영(具然英)·

구정서(具禎書) 순

국선열 제111주기 

추모행사가 8월 19

일(일) 오후 3시 경

기도 이천중앙감리

교회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추모

행사는 이천중앙교회 장세영 목사의 사

회로 이천문화원이 제작한 구연영 의사

의 발자취를 기록한 동영상 시청과 이원

회(利元會) 최재문 회장의 순국기념비 낭

독, 서영석 협성대 신학대학원장(목사)의 

설교,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의 추모사, 

유족대표의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

편 기념 추모행사 추진위원회는 8월 18

일(토) 오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이천시 

지역단체의 관계자들과 목회자들, 유족

들이 참석하여 헌화 및 참배 행사가 있었

다. 구연영 의사는 1896년 1월 1천여 명

의 의병으로 이천 수창의소를 조직, 중

군대장으로 넓고개 전투와 이현 전투, 남

한산성 전투를 지휘하여 큰 승리를 거두

었으며, 목회자로서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기독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앞

장서 왔다. 계속된 항일투쟁 중 일진회

의 밀고로 항일운동을 하던 장남(禎書)

과 함께 일본경찰에 잡혀가 애국동지명

단 공개를 강요당했으나 끝내 함구하고 

굴하지 않았다. 일본경찰은 부자의 팔다

리를 칼로 찌르는 등 모진 고문 끝에 결

국 부자(父子)를 함께 총살하였다. 광복 

후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으며 묘역은 대전국립현충원 

애국지사 제2묘역이다.

구연영·구정서 순국선열 

제111주기 추모행사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금)부터 

7일까지 3일간 제10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뿌리공원

과 도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축제가 선보인다. 주요 행사로는 문중 영웅 입장퍼레

이드, 문중화합의 비빔밥 퍼포먼스, 문중문화체험, 문중화합 올림픽을 비롯해

서 영웅의 효 뮤지컬, 어린이 효창작 동요제, 효문화 청소년페스티벌, 효심 야

행불꽃쇼 등이 있다. 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연영 순국선열

좌정승파 영천 정각문중은 지난 5월 

재실 이양재를 중수하고 기념식을 가졌

다. 이양재는 1956년 완공 후 약 60여 

년 세월 동안 풍우와 풍파에 시달려 재실

이 한쪽으로 기울고 기둥이 상하여 중수

를 하게 되었다. 정각문중은 18세 은양

공(隱陽公) 휘 규징(規徵)께서 영천시 화

북면 정각리로 입향하시고, 인조병란시 

항거를 하시다 우거(禹居)로 오셨으니, 

공의 의이지장(依履之藏=역사를 이룬

곳)을 시원(始源)하시게 된 유허지(遺墟

地)로서 삼백여 년 간 후손들이 세거(世

居)하여온 유서 깊은 고장이다.

영천 정각문중 

이양재(尼陽齋) 중수(重修)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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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성구씨의 연원

연원이라는 말은 사물의 근원을 이르

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이 생겨나게 

된 시초나 그 기원을 뜻하는 용어이다. 성

씨의 연원을 고찰하려면 그 성씨의 시조

가 되는 분의 출신지, 생몰연대, 주요이

력, 묘소의 위치 등을 탐색하는 것이 기

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능성구씨의 연원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조인 구존유(具

存裕) 공의 출신지와 생몰연대, 주요이력

과 묘소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연

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시대

의 역사서와 능성구씨의 족보 등을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성

씨들의 득성(得姓) 연원을 살펴보면, 대

개 네 가지 정도의 경우로 집약할 수 있는

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조의 탄생신화 : 밀양박씨(박혁거세), 제

주고씨(고을나)

②  공신으로 사성(賜姓) : 평산신씨(신숭겸), 

청주한씨(한 란)

③  귀화에 따른 득성 : 연안이씨(이 무), 신안

주씨(주 잠)

④  토착화한 성씨 : 전래되어온 성씨를 그대

로 사용하는 경우

능성구씨의 경우에는 시조의 탄생신화

가 없고, 국가로부터 사성된 기록도 없으

며, 외국에서 귀화한 성씨도 아님을 감안

해 본다면 토착화한 성씨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시조(구존유)의 유래

우리나라 성씨들의 족보는 대부분 조

선후기에 편찬되었다. 능성구씨 최초의 

족보는 1575년(선조 8)에 발간되었는데, 

이는 안동권씨, 문화유씨, 강릉김씨에 이

어 우리나라 성씨들 중에서 네 번째로 이

른 시기에 편찬된 것이다. 이 족보에 능성

구씨 시조인 구존유 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高麗文魁壁上三韓三重大匡檢校上將軍 

墓和順郡春陽面天台山左風吹羅帶形云而

失傳 配新安朱氏父宋翰林學士潛嘉定甲申

與七學士浮海而東來居錦城被蒙古追索變

名積德 隱居綾城考亭里高祖徽國文公 晦

菴先生熹

〔고려시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벽상삼

한삼중대광 검교상장군을 지냈다. 묘는 화

순군 춘양면 천태산 왼쪽 풍취나대형에 있

었다고 하는데 잃어버려서 전해지지 않는

다. 부인은 신안주씨이고 아버지는 송나라

의 한림학사인 주잠이다. 1224년(고종 11)

에 7학사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와서 금성(나주)에 살았다. 몽고

의 추색을 당하자 이름을 적덕으로 바꾸고 

능성의 고정리에 숨어 살았다. 고조는 휘

국문공 회암선생이신 주희(주자)이다.〕

위 기록에서 문괴(文魁)는 과거시험인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이르는 용어이다. 

벽상삼한(壁上三韓)은 공신에게 주는 훈

호(勳號)로서 정1품관의 품계인 삼중대

광(三重大匡)의 앞에 붙이는 용어이다.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의 ‘검교’는 임시

라는 뜻이며, 상장군은 고려시대 무관의 

최고 지위로 정3품에 해당한다. 이 기록

에 의하면, 구존유 공은 고려시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상장군에 임명되고, 정1품

관에 올라 공신의 훈호까지 받은 인물이

라 하겠다. 그런데 고려의 관직표에는 정

1품관인 삼중대광은 1308년(충렬왕 34)

에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다만 이전에는 

향직(鄕職)으로서의 삼중대광이란 명칭

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벽상삼한 훈호 역

시 충렬왕 때 삼중대광을 신설하면서 처

음으로 정1품관의 품계인 삼중대광의 앞

에 붙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구존유 공이 

향직으로서 삼중대광이 되었다면 모르겠

지만, 그렇지 않다면 족보에 기록된 연대

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고려 전기의 

향직은 주로 지역의 호족이나 유력인사

들에게 부여하였다. 당시 구존유 공이 능

주지역의 대표적 호족이었다면 향직인 삼

중대광이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는 있겠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삼한벽상공신’이 

있다. 936년(태조 19) 고려 태조가 후삼

국을 통일한 뒤, 940년에 신흥사(新興寺)

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

우면서 공신당의 동편과 서편의 벽에 삼

한공신의 초상을 그려 넣었다. 벽에 그린 

삼한공신이라 하여 이들을 삼한벽상공신

으로 부르는데 벽상공신은 여기서 유래

한 것이다. 이 공신당에 그려진 삼한벽상

공신은 모두 30여 명으로 고려의 개국공

신 가운데서도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그 중에 구존유 공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려 개국공신 명단에는 구존유 공의 이

름이 올라있지 않으며, 또한 능성구씨 족

보의 기록과는 약 300여년의 차이가 있

다. 현재 능성구씨 족보상에는 구존유 공

의 생몰연대가 없으므로, 배위인 신안주

씨의 기록을 근거로 삼아서 고려 고종 때

인 1220년대의 인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신안주씨 동국시조인 「청계공

실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

3. 시조 이전 구씨의 인물 

앞에서 언급한 삼한벽상공신의 구존

유라는 인물과 능성구씨 족보상에 시조

로 기록된 구존유 공이 동일 인물인지를 

밝혀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

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

이다. 그렇다면 우선 현재 시조로 삼고 있

는 구존유 공의 선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구존유 공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구존유 공의 선대로 추

정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이 존재하기 때

문에 여기에 소개한다.

·  구  도(具  道) : 후백제 장군(고려사 권92 

열전5)

·  구단서(具端舒) : 구도의 아들

·  구  진(具  鎭) : 궁예의 막료, 고려 나주도

대행대시중(고려사 세가)

·  구  대(具  代) : 유격장군(고려사 권11 세

가11)

·  구족달(具足達) : 고려 태조 때의 명필(서

예가)

이 기록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들이 모두 삼

국시대 백제 지역인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궁예의 막료

였던 구진의 활동상이라 하겠다. 구진은 

태봉국의 임금인 궁예가 가장 신임하던 

신하였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전라

도 나주지역의 진무를 위하여 구진을 ‘나

주도대행대시중(羅州道大行臺侍中)’으로 

임명하였으나, 구진이 궁예에 대한 의리

를 내세워 부임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때 

왕건의 부하인 유권열이 말하기를, ‘만약

에 구진이 부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

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구진이 마지못해서 부임하였

다는 기록이 『고려사』 세가편에 나온다. 

이때 왕건이 굳이 궁예의 충성스런 막료

였던 구진을 나주지역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은 구진이 나주지역 출신으로 신망

이 높았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당시는 

고려가 건국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국의 

호족들이 발호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로써 보면, 구존

유 공보다 앞선 시대에 구씨 성을 가진 사

람들이 나주지역(능주는 나주에 속함)에 

호족으로 세거했던 것으로 보아도 될 것

이다. 이러한 기록들이 존재함으로써 일

부에서는 구존유 공이 고종 때 사람이 아

니라 후삼국 말기에서 태조 시대에 활동

한 인물로 보고 능성구씨의 득성 연대를 

300여년 소급해서 기록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존유 공과 

구진(具鎭)이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을 하

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현재의 기록에서 

소급하여 계대할 수 있는 정확한 사료나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4. 결  론

족보를 편찬할 때에는 편찬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으로 계대(系代)하

여 피라미드와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 지

게 된다. 1575년에 간행된 능성구씨 족보

도 이와 같은 피라미드 모형의 계단방식

으로 계대하여 올라갔다고 보면 마지막 

정점의 구존유 공 이상으로는 상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시조로 삼은 것이

라 하겠다. 능성구씨의 최초 족보인 을해

보의 편찬을 주도한 백담 구봉령(具鳳齡) 

선생과 팔곡 구사맹(具思孟) 선생은 당대

의 석학으로 구존유 공의 선대에 대한 고

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교의 비조

인 공자께서 언급하신 술이부작(述而不

作:사실을 기록할 뿐 새로 짓지 않는다.)

는 원칙을 적용하여 상고할 수 없는 사항

에 대해서는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

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시조를 소급하여 족보를 수정할 수 없다

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일부

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사료나 계

대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족보

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

서 언급한 삼중대광, 벽상삼한, 삼한벽상

공신, 삼한공신, 고려개국공신, 향직 등

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능성구씨 

시조에 대한 고찰 구 자 청(한학자/전통문화연구가)

출판기념회 참석자들

출판기념회 한문 성독 시연

츨판기념회 축하케익커팅

출판기념회 국악연주

「청백리재상 구치관」 출판기념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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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감 주부 구인학은 딸 셋을 두었는데, 큰 사위는 

이상윤(李尙尹), 다음 사위는 좌랑(佐郞) 이영발(李英

發), 다음 사위는 현감 강문성(姜文星)이다. 개성도사 구

인중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은 구감(具鑑)이요, 

다음 아들은 구석(具錫)이며, 큰 사위는 응교(應敎) 홍

명일(洪命一)이요, 다음 사위는 송유경(宋孺敬)이다. 담

양부사 구인기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이 구일(具

鎰)로 진사이다. 진천군 유구는 5남 6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은 유명성(柳命性)으로 선전관(宣傳官)이고, 다음 

아들은 유명재(柳命才), 다음 아들은 유명철(柳命哲), 다

음 아들은 유명준(柳命俊), 다음 아들은 유명웅(柳命雄)

이다. 큰 사위는 윤이겸(尹以謙), 다음 사위는 안탁(安

琢)이며, 나머지 딸은 모두 어리다. 묘소는 양주(楊州) 

동쪽 군장리(群場里) 선영(先塋)이 있는 계좌(癸坐)의 

언덕에 신부인(申夫人)과 합장하였다. 한부인(韓夫人)의 

묘소는 그 옆에 따로 썼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영원히 오래 된 명문(名門)의 자손, 

고려시대부터 비롯되었다.

대대로 충훈(忠勳)이 드러나서 

가문에 영귀한 자손 이어졌네.

문의공이 뛰어나서 정학(正學)으로 장원급제하여 

일심으로 양조(兩朝)를 섬겨 높은 벼슬에 장수했네. 

덕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세상에 더 큰 사람 없고 

문장을 자랑하지 않았으나, 누가 겨룰 사람 없었네. 

이치는 반드시 징험이 있어 천명(天命)으로 순순히 도와

우리 인헌왕후 계시하여 주호(周祜)를 두터이 하셨네.

단서철권(丹書鐵券:공신증서)에 적힌 높은 공훈 

자손들이 모두 받아 사람마다 큰 공을 떨쳤으니 

그 누가 비난할 것인가! 영지(靈芝)가 어찌 근본이 없나? 

예천(醴泉)은 본디 근원이 있어 그 열매 번성하고 

그 흐름 넓었으니, 

천만년 오래도록 나라와 함께 편안하리.

(이 글은 조선 중기의 문장가 택당(澤堂) 이식(李

植) 선생이 지은 <문의공신도비명>으로 <국역국조

인물고>를 저본으로 하고, <조선왕조실록>과 <능성

구씨문헌록>을 참고하여 수정과 보완, 그리고 윤문

하였음을 밝혀둡니다./필자)

<지난호까지 보학교실이란 제목으로 연재하여 왔으나 이번호

부터 제목을 선조열전으로 제목을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편집자>

선조열전 - 선조(先祖) 사적(事跡) 47

13世 문의공(文懿公) 팔곡(八谷) 구사맹(具思孟) ③

구 자 청(한학자/전통문화연구가)

▣ 영의정 심순택(沈舜澤)

청령공(靑寧公) 심순택은 조

선 최초의 ‘공작(公爵)’ 칭호를 수

여받았으며 27세에 급제하여 충

청도 관찰사(51세), 이조판서(57

세), 영의정(62세)을 역임하였다. 

흥선대원군 시기 젊은 관료로 임

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고위 관직

자로서 처리하였으며, 영의정으

로서 청.일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고충을 겪었고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1905년 일본이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조약을 맺자 철회하라고 목숨을 

걸고 고종황제에게 간언하였다. 

▣ 정경부인 구택희(具澤喜)

정경부인 구택희(판안동파 후손 : 능성구씨 임오보 

4권 453면)는 청송 심씨 심순택(沈舜澤(1824∼1906))

의 부인이다.

- 금릉학원 설립

청령공이 별세하자 정경부인은 평택시 진위면 봉남

리에 공의 묘소를 마련하고, 정사(精舍)를 지어 본격적

으로 거주하였다. 정경부인은 청령공이 남긴 유산으로 

구씨학원을 세우고 이것이 금릉(金陵)학원으로 변했으

며, 이후 진위국민학교로 편입되었다. 이후 학원 터에 

고등공민학교가 만들어져 운영되다가 진위중고등학교

로 합해 진 것으로 전해진다.

- 빈민구제와 무이자 곡식 대여 

정경부인은 청령공의 유산을 이웃을 위해 썼다. 먼

저 가난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와 의탁할 곳이 없

는 사람들에게 두루 시혜를 베풀었으며, 다리를 놓고 

도로를 보수하였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조합을 만들

어 근면을 권장하고 춘궁기에 무이자로 곡식을 빌려주

었다. 연말에는 쌀과 반찬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

게 나누어 주었다.

- 송덕비가 세워지다 

청령공의 사후 그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정

경부인은 具澤喜로, 능성 구씨 21세인 구태화(具泰和)

의 2남 5녀 중 4번째이다. 능성 구씨는 조선의 명문거

족에 속하며 조선초기 구치관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근

래에는 LG그룹의 구씨 일가가 돋보인다. 정경부인 사

후 주민들이,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신 活佛

이요, 만인의 길한 별이라고 칭송해 마지않았다.

- 송덕비문 내용

정경부인 능성 구씨는 영의정 심순택의 부인이다. 부

군이 타계하여 그의 묘를 진위군 봉남리의 북쪽에 쓰

고 갑인년(1914) 봄에 묘소 아래 精舍를 짓고 살기 시

작하였다. 그 부인의 인자하고 후덕하며 자애롭고 선

한 마음을 그 누가 우러르고 찬양치 않으리오. 친척이

나 이웃 중에 가난하여 음식을 못 먹는 자와 의탁할 곳

이 없고 집이 없는 자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는 모두 

그 부지런함을 막론하고 간절하게 두루두루 시혜를 베

풀었다. 학교(黌舍)를 세워 교사를 초빙하고 돈을 내어 

다리를 놓으며 도로를 보수하였다. 그리고 자기 소유 

토지의 소작인 조합을 만들어 그들의 근면하고 게으름

을 평가하여 시상하였다. 매년 봄에는 무이자로 곡식

을 빌려주어 이웃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음

력 12월에는 극빈자를 택하여 쌀과 반찬을 나누어 주

었으니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어찌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만구동성으로 이 사

실을 돌에 새겨 ○○○○ 대감마님(閨閤)께서 가난한 

한 집(蔀屋)에 곡식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곤란한 사람

을 건져주고 위태로운 사람을 붙들어 주었으니(濟困扶

危),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신 活佛이요, 만

인(萬戶)의 길한 별(福德星)이시다. 이에 지역 주민들

이 ○○○○○ 기념하여 돌에 새기어 영원히 전해지도

록 하는 바이다.

기미년(1919) 8월  일 

◎  부기 : 현재 송덕비 자체가 마모되고 있고, 글자가 희미

해서 알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문(深門)의 자료를 보존

하고, 후세에 전하는 의미에서 <송덕비> 탁본을 싣고 그 

전문을 여기에 옮긴다. ○는 글자가 깨진 부분이다. 

정경부인 
구택희(具澤喜)

아래 기사는 청송(靑松) 심씨(沈氏) 종보(제132호 6면 
: 2018년 7월 31일자)에 게재된 내용으로 청송심씨대
종회 심재석 종보편집위원으로부터 게재허락을 받아 
요약한 기사입니다.

청령공 심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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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상호군공

(上護軍公)
흥

(興)

11/16
오전
10시
30분

10/09
오전
10시
30분

금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165번지

낭장파종회

7세
낭장공

(郞將公)
현보

(賢輔) 〃 〃 〃 〃 〃

8세
사재감정공
(司宰監正公)

뢰
(賚)

〃 〃 〃 〃 〃

9세
참군공

( 軍公)
안우

(安遇)
〃 〃 〃 〃 〃

선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8세
판서공

(判書公)
서

(緖)

11/11
오전
11시

10/初丁
오전
11시

일
충남 당진시

송악면 가교리
영경재

판안동파
판서공종중

9세
병사공

(兵使公)
문로

(文老)
〃 〃 〃 〃

판안동파
병사공종중

4세
직장공

(直長公)
천용

(天容)

11/16
오전
11시

10/09
오전
11시

금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곡리
276 추원재

시랑파종회

5세
찬성사공

(贊成事公)
식

(軾) 〃 〃 〃 〃 〃

6세
군사공

(郡事公)
록

(祿)
〃 〃 〃 〃 〃

7세
시랑공

(侍郞公)
영량

(英良)
〃 〃 〃 〃 〃

8세
병부시랑공

(兵部侍郞公)
환

(桓)
〃 〃 〃 〃 〃

9세
항무

(恒茂)
〃 〃 〃 〃 〃

9세
원부

(元富)
〃 〃 〃 〃 〃

9세
영록

(英祿)
〃 〃 〃 〃 〃

8세
부정공

(副正公)
종수

(宗秀)

11/14
오전
11시

10/07
오전
11시

수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구동
좌정승파

부정공종중

9세
사용공

(司勇公)
익명

(益命) 〃 〃 〃 〃 〃

9세
참판공

( 判公)
익수

(益壽)

11/11
오전
10시

10/初丁
오전
10시

일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좌정승파
참판공종중

8세
목사공

(牧使公)
양

(揚)

11/09
오전
11시

10/02
오전
11시

금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313-1

도원수파
목사공종중

9세
충렬공

(忠烈公)
치관

(致寬)
〃 〃 〃 〃 도원수파

충렬공종중

9세
만호공

(萬戶公)
인직

(仁直)

11/11
오전
11시

도원수 
향사 

이후 첫
일요일
오전
11시

일
충북 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709

도원수파
만호공종중

9세
만호공

(萬戶公)
인효

(仁孝)

11/11
오전
11시

도원수 
향사 

이후 첫
일요일
오전
11시

일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도원수파
만호공종중

9세
도정공

(都正公)
치명

(致明)

11/10
오전
10시

10/03
오전
10시

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328 
숭광재

도원수파
도정공종중

7세
도원수공

(都元帥公)
성로

(成老)

11/08
오전
11시

10/01
오전
11시

목
경기도 광주시

목동 219
도원수파

종회

8세
전서공

(典書公)
앙

(昻) 〃 〃 〃 〃 도원수파
전서공종중

9세
호양공

(胡襄公)
치홍

(致洪)
〃 〃 〃 〃 도원수파

호양공종중

조상님의 음덕에 보답하는 가을 향사에 

우리 모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선조 호 칭 휘 자 양 력 음 력 요일 장 소 주 관

4세
소윤공

(少尹公)
의

(宜)

11/17
오전
11시

10/10
오전
11시

토
충남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292-1(청모재)

판사파종회

5세
총제공

(摠制公)
해

( ) 〃 〃 〃 〃 〃

6세
부사공

(府事公)
서진

(瑞珍)
〃 〃 〃 〃 〃

7세
판사공

(判事公)
현좌

(賢佐)
〃 〃 〃 〃 〃

8세
충장공

(忠莊公)
인문

(人文)
〃 〃 〃 〃 〃

9세
현감공

(縣監公)
효근

(孝勤)
〃 〃 〃 〃 〃

8세
집의공

(執義公)
강
綱

11/16
오전
11시

10/09
오전
11시

금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경원재

판안동파
강화종회

9세
참의공

( 議公)
신충
信忠 〃 〃 〃 〃 〃

<이사협찬금>

자정 명예회장  1,000,000
광회 상임부회장  1,000,000
본찬 이사(대구경북종회장) 1,000,000  
소계  3,000,000
누계  14,000,000 

<운영특찬>

무명  3,000,000
자박 서산시 동문동  1,000,000

소계  4,000,000
누계  6,500,000

<연회비>

본홍 용인시 처인구  70,000
유서 남양주시 와부읍 100,000
회용 남양주시 진접읍 100,000
본능 중구 을지로1가 100,000
소계  370,000
누계  680,000 

<종보구독료>

직장공 종중  1,000,000
정회 대경기획(7월)  30,000
종회 창원시 석전동  20,000
문서 부산시 명지동  30,000
무회 대전시 송강동  50,000
병호 양천시 목동  50,000
성모 천안시 안서동  30,000
창서 동작구 대방동  20,000
경남종회  100,000 
자원 성남시 백현동  30,000
만모  50,000
장수(本) 대전시 복수동 100,000
성두(謨) 서귀포시  100,000
수식(滋) 부산시 부암동 100,000
태용 대구시 서호동  50,000
포두종중회  90,000
정회 대경기획(8월)  30,000
덕회  50,000
기회 부여군 세도면  20,000
명회 도봉구 도봉동  30,000
본근 부천시 중동  20,000

자삼 송파구 잠실동  50,000
영수(會) 부산시 안락동 20,000
자용 고양시 삼송동  30,000
창서 안양시 박달동  50,000
무명  30,000
부회 태원군 이원면  50,000
본찬 이사(대구경북종회장) 50,000
자덕 청주시  50,000
상모 동작구 대방동  10,000    
소계  2,340,000 
누계  10,020,000

<4세조면성부원군종회 

- 이사협찬금>

자정 명예회장  200,000
광회 상임부회장  200,000
본찬 이사(대구경북종회장) 200,000  
소계  600,000
누계  2,400,000

(2018.7.17~9.16)

정성어린 성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사는 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대종

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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