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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申相夏) 

항목 ID GC05200918 

한자 申相夏 

이칭/별칭 계순(繼舜)，구암(矩庵)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839년 - 신상하 출생 

몰년 시기/일시 1906년 - 신상하 사망 

출생지 신상하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묘소|단소 신상하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개항기 의성 출신의 유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계순(繼舜). 호는 구암(矩庵). 생부는 신명호(申命祜), 모친은 김정진

(金精進)의 딸 안동 김씨(安東 金氏), 계부는 신인협(申寅協), 계모는 이관발(李觀發)의 딸 영천 

이씨(永川 李氏), 조부는 신면목(申冕穆), 증조부는 신만교(申萬敎)이다. 

http://uiseong.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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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항]  

신상하(申相夏)[1839~1906]는 1839년(헌종 5) 5월 7일 경상도 의성현 팔지리(八旨里)[현 경상

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할아버지 신면구(申冕九)[생부 신명호의 

부친]에게서 수학하였으며, 15세 때 고문(古文)과 경전(經傳)을 두루 익혔다고 한다. 1853년(철

종 4) 할아버지 신면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장성하면 유치명(柳致明) 문하에서 공부하라는 

유언을 신상하에게 남겼다.  

영남학파의 학맥을 이은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벼슬보다는 학

문에 뜻을 두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평소 친하게 교유한 인물로 이돈우(李敦禹)‧김도화(金道和) 등이 있다. 

유고로 1955년 아들 신성환이 편집‧간행한 4권 2책의 시문집 『구암유집(矩庵遺集)』이 전한다. 

문집 가운데 주목할 작품으로는 지치 풀에 빗대어 사람도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함을 풍

자한 「자지가(紫芝歌)」와 스승 유치명에게 학문하는 방법 등에 대해 물은 「상정재선생(上定

齋先生)」 등이 있다. 

23세가 되자 신상하는 유언대로 유치명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그 문하에서 당대의 명유 이돈

우(李敦禹), 김도화(金道和) 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1864년(고종 1)에는 봉두산(鳳

頭山)[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일대] 남쪽에 강학을 위한 작은 정자를 지었는데, 이후 신상하

는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을 연마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1891년(고종 28)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이헌영(李𨯶永)은 『향약절목(鄕約節目)』을 편찬한 뒤, 도내 각 고을에 배포하며 향

약 시행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의성 지역에서도 향약 시행을 위한 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신상하가 향약장(鄕約長)을 맡았으며, 향교와 구호 서당(龜湖書堂)[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

미리에 위치]에서는 직접 강학(講學)을 하였다. 1893년(고종 30) 인근 군위현(軍威縣)으로 이

주하였다가, 1895년(고종 32)에는 풍기군(豊基郡)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1906년(광무 10) 3

월 22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는 4권 2책의 『구암집(矩庵集)』이 전하는데, 1955년 아들 신성환(申成煥)이 간행한 

것이다. 『구암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문일수록(師門日受錄)」은 1861년(철종 12)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스승 유치명과 학문에 대해 문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며, 「향약절목후(鄕約節目後)」

는 1891년(고종 28) 의성에서 향약을 시행할 때 그 의의와 유래 등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용학강의(庸學講義)」는 구호 서당에서 강학할 때 여러 문생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이



러한 글들은 성리학에 대한 신상하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케 해준다.  

한편, 『구암집』에 수록된 아들 신성환의 유사(遺事)에 따르면, 신상하가 7대조 신우석(申禹

錫)[1638~1695]부터 자신 대까지, 선조들의 행록(行錄)과 만뢰(挽誄)를 모아 『단구세적(丹邱世

蹟)』 2책을 편찬했다고 한다.  

[묘소]  

『구암집』의 행장과 유사에는 팔지(八旨)[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묘소가 자리한

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구암집(矩庵集)』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유교넷(http://www.ugyo.net/)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구암유집 (矩庵遺集) 

저자 

성명 신상하 (申相夏) 

자 계순 (繼舜) 

호 구암 (矩庵) 

판사항 木活字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955 

권수 4 

책크기 29.8×20.9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구암유집』은 신상하(申相夏 ; 1839∼1906)의 시문집이다. 신상하의 자는 계순(繼舜), 호는 구암(矩

庵),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재종숙인 인협(寅協)에게 입양되었다. 유치명(柳致明)의 문인이다. 이 

책은 1955년 아들 성환(成煥)이 편집, 간행하였다. 

 

벼슬보다는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당시의 석학인 이돈우(李敦禹), 김도화(金道和) 등

과 교유하였다. 문집의 권두에 이준형(李濬衡)의 서문과 권말에 홍치유(洪治裕)의 발문이 있다. 서 

가운데 「상정재선생(上定齋先生) 」은 스승인 유치명에게 학문하는 방법과 요령을 물은 것이며, 별

지의 문목(問目)은 『중용』과 『대학』의 의심나는 것을 질의한 것이다. 「사문일수록(師門日受錄)」은 

1861년(철종 12) 5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유치명과 학문에 대해 문답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

록한 것이다. 「향약절목후(鄕約節目後)」는 1891년(고종 28)에 경상도관찰사인 이헌영(李口永)이 풍

속을 순화시키기 위하여 『향약절목』1책을 각 고을에 나누어주고 향약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였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소감을 쓴 것으로 향약의 발생과정과 유래, 시행의 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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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유집서 



구암유집목록 

구암유집권지일 

詩(시) 

자지가(紫芝歌) 

평상지알지행저리현구점(坪上贄謁之行抵梨峴口占) 

하일유고산봉화제장로(夏日遊高山奉和諸長老) 

화김후윤환만수성절칭경운(和金侯閠煥萬壽聖節稱慶韻) 

정재선생만오수(定齋先生挽五首) 

임술중춘야몽배장석(壬戌仲春夜夢陪丈席) 

만긍암이장[돈우]사수(挽肯庵李丈[敦禹]四首) 

근차선유정운(謹次仙遊亭韻) 

차장육당중건운(次藏六堂重建韻) 

만임진사[▦수](挽任進士[▦洙]) 

만석하류장[건호]삼수(挽石下柳丈[建鎬]三首) 

만만하이장[돈직](挽晩霞李丈[敦稷]) 

김후윤현여청송졸조약주왕지유차요여공지이적유체미수후기일인사입삼재산패이환아의여문금행소득

후소왈입산작삼일신선귀래편시의성태수야출시기소영십여수이청화수주필구정일률(金侯胤鉉與靑松

倅曺約周王之遊且要余共之而適有掣未遂後幾日因事入三齋山斾已還衙矣余問今行所得侯笑曰入山作三

日神仙歸來便是義城太守也出示其所詠十餘首以請和遂走筆構呈一律) 

만이장[우강](挽李丈[宇綱]) 

만김동지(挽金同知) 

만황문옥[상현](挽黃文玉[相鉉]) 

만이응칠[두강](挽李應七[斗綱]) 



원조우음[병오](元朝偶吟[丙午]) 

만이홍경[종원](挽李弘卿[宗園]) 

차장공신수석운(次張孔信晬席韻) 

만오위장[재근](挽吳衛將[在根]) 

화홍숙옥[재겸]운(和洪叔玉[在謙]韻) 

만홍내휴[규흠](挽洪乃休[奎欽]) 

만족조[숙교](挽族祖[塾敎]) 

만족조[수교](挽族祖[受敎]) 

만족숙[한종]삼수(挽族叔[漢宗]三首) 

차사종숙동추공[태협]수진운(次四從叔同樞公[泰恊]壽辰韻) 

만만수족형[인식]삼수(挽晩守族兄[仁植]三首) 

 

上言(상언) 

구대조고호계부군청가증상언[대도유작](九代祖考虎溪府君請加贈上言[代道儒作]) 

팔대조고인재부군의청증작상언[대도유작](八代祖考忍齋府君擬請贈爵上言[代道儒作]) 

 

書(서) 

상정재선생[신유](上定齋先生[辛酉]) 

별지[용학문목](別紙[庸學問目]) 

여척암김장[도화○을사](與拓庵金丈[道和○乙巳]) 

여세산류장[지호○신유](與洗山柳丈[止鎬○辛酉]) 

답김기백[필락○갑진](答金耆伯[弼洛○甲辰]) 

여장주약[석희○경신](與張周若[奭喜○庚申]) 



여장주약[임술](與張周若[壬戌]) 

여장주약(與張周若) 

기외손김도섭[병오](寄外孫金道燮[丙午]) 

 

구암유집권지이 

雜著(잡저)  

용학강의[구호서당강학시여제생문답](庸學講義[龜湖書堂講學時與諸生問答]) 

 

구암집(矩庵集)2 

구암유집권지삼 

雜著(잡저) 

사문일수록(師門日受錄) 

별지(別紙) 

부별지답(附別紙答) 

 

識(지) 

서향약절목후(書鄕約節目後) 

서삼일재중건기후(書三一齋重建記後) 

소수서원봉장회당집인서우벽(紹修書院奉藏悔堂集因書于壁) 

단구서원영건전말(丹邱書院營建顚末) 

호계집수정후지(虎溪集修整後識) 

인재집수정후지(忍齋集修整後識) 



단구세적부집후지(丹邱世蹟裒集後識) 

 

銘(명) 

자명명[병소서](字名銘[幷小序]) 

구암명[병소서](矩庵銘[幷小序]) 

자명[병자삼월이십이일임화시(自銘[丙子三月二十二日臨化時) 

단구세적부집후지(丹邱世蹟裒集後識) 

 

上樑文(상량문) 

갑자각상량문(甲子閣上樑文) 

 

祝文(축문) 

구대조고호계부군증작시고묘문[정묘](九代祖考虎溪府君贈爵時告墓文[丁卯]) 

응봉재사이건시개기축문[신사](鷹峰齋舍移建時開基祝文[辛巳]) 

칠대조고지헌부군안석고묘문(七代祖考芝軒府君安石告墓文) 

이치재문집고성문[대본손작](二恥齋文集告成文[代本孫作]) 

 

구암유집권지사 

祭文(제문) 

제정재선생문[양례시](祭定齋先生文[襄禮時]) 

우[대상시](又[大祥時]) 

제정와김공[대진]문(祭訂窩金公[岱鎭]文) 



제계당류공[주목]문(祭溪堂柳公[疇睦]文) 

제김장[약수]문(祭金丈[若洙]文) 

제긍암이공문(祭肯庵李公文) 

제외구불기당김공[성추]문(祭外舅不欺堂金公[誠樞]文) 

제류장[치춘]문(祭柳丈[致春]文) 

제박장[원상]문(祭朴丈[元象]文) 

제고숙김공[한근]문(祭姑叔金公[漢根]文) 

제선전권공[석천]문(祭宣傳權公[錫天]文) 

제이문숙[언구]문(祭李文叔[彦求]文) 

제김현응[건휘]문(祭金顯應[健輝]文) 

제오감찰[봉섭]문(祭吳監察[鳳燮]文) 

제사종숙동추공문(祭四從叔同樞公文) 

제족숙[국호]문(祭族叔[國祜]文) 

제당숙부[원호]문(祭堂叔父[遠祜]文) 

제본생백고가헌부군문(祭本生伯考可軒府君文) 

곡망녀김실문(哭亡女金室文) 

 

誄辭(뇌사) 

종장경원[학홍]뇌사(宗丈景源[學泓]誄辭) 

종인화수[계동]뇌사(宗人華叜[桂東]誄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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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생조고대송부군행록(本生祖考大松府君行錄) 



선고삼수헌부군행록(先考三秀軒府君行錄) 

본생백고가헌부군행록(本生伯考可軒府君行錄) 

본생선고부군행록(本生先考府君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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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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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족제상직)(又(族弟相稷)) 

제문(박남규)(祭文(朴南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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