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남嶺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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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세거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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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유적명 관련인물 주소 연락처

1 도동서원 문경공 굉필 달성군 현풍면 도동 백용 010-5434-9894

2 한훤당 묘소 굉필 정경부인 중곤 달성군 현풍면 도동 백용 010-5434-9894

3 낙고재 뉴紐의 재실 달성군 현풍면 도동 백용 010-5434-9894

4 관수정 사우당 김대진 15세 달성군 현풍면 도동 백용 010-5434-9894

5 정수암 휘 뉴紐의 시묘 장소 달성군 현풍면 도동 백용 010-5434-9894

6 한훤당 종택 한훤당 굉필 달성군 현풍면 지동 백용 010-5434-9894

7 니락재 별묘 재사를 위한 재실 달성군 현풍면 지동 백용 010-5434-9894

8 용연재 은산공 김용제 21세 달성군 현풍면 지동 희덕 010-3833-3718

9 대양정 학문강론 장소 달성군 현풍면 대동 백용 010-5434-9894

10 선정애민비 수암 화식 26세 현풍면 군민회관 옆 백용 010-5434-9894

11 쌍계서원터 문경공 굉필 유가면 쌍계리 백용 010-5434-9894

12 니동재 니헌 욱 12세 달성군 유가면 본말리 희덕 010-3833-3718

13 낙산재 이형공 김대곤 15세 달성군 유가면 본말리 백용 010-5434-9894

14 파산재 희지 응현 14세 달성군 구지면 나부실 조영 010-3507-2083

15 추원재 성서 응길 14세 달성군 구지면 나부실 조영 010-3507-2083

16 이노정 김굉필, 정여창 달성군 구지면 백용 010-5434-9894

17 봉양재 하찬공 18세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희종 010-8570-0717

18 사세사공제단 하찬, 필, 정주, 상제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희종 010-8570-0717

19 봉강제 중인 진형 광윤 시옥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한동 010-3505-3678

20 사세제단비 중인 진형 광윤 시옥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한동 010-3505-3678

21 입향조 묘소 산립 12세 호 뇌석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 한동 010-3505-3678

22 숭조단 응백 14세 이하 후손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돈희 010-2352-7074

23 양세사공제단 대흠, 대박, 대영, 광사 창녕군 대합면 내올리 희덕 010-3833-3718

24 정암 묘소 송암공 정삼 17세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완식 010-6252-7253

25 아산재 도남공 재홍 20세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병기 010-8814-5120

26 사판봉안유지비 한훤당 굉필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병기 010-8814-5120

27 니남재 은곡공 김종운 22세 창녕군 이방면 내동 희덕 010-3833-3718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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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룡재 원기 시해 17세 경남 창녕읍 용석리 일찬 010-2332-5766

29 낙남재 심 자준 재실 경남 창녕군 도천면 일찬 010-2332-5766

30 이로재 심 14세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태인 010-8504-7475

31 근수정 심 14세 의령군 낙서면 내재리 태윤 010-8885-7270

32 척망재 영원 해동 24세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태상 010-4242-3568

33 영호정 시연공 부터 후손재실 창녕군 유어면 풍조리 관식 010-2877-2644

34 사현사 언상, 립, 수개, 수희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희덕 011-530-8884

35 계양서당 계산 희달 25세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

36 보본당 경신 석규 22세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

37 벽계정 벽계 호구 23세 창녕 고암면 계상리 “

38 경모재 자강 3대 재실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

39 추원재 제애 석희 묘전 창녕군 고암면 야동 “

40 봉양재 농간공 규선 23세 창녕군 고암면 청간리 “

41 영모재 기지 시찬 17세 창녕군 고암면 감리 “

42 행동재 립과 한강 정구선생이 창녕군 고암면 야동 “

43 은행나무 심었다,  면 보호수 창녕군 고암면 야동 “

44 장구지단 립 12세 추앙 창녕군 고암면 야동 “

45 소학당 한훤당 선생 독서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46 지동암 한훤당과 일두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47 벽송정 고운 최치원 유림 건립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48 일원정 김숙자 외 7현 제향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49 모현정 김굉필 정여창 최숙량 거창군 가조면 도리

50 수폭대
도학 강마, 김굉필 

정여창 최숙량 
거창군 가조면 도리

51 덕은사 악양정
학문 강론장, 5인의 

위패 모심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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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약사略史

인맥

선보공의 둘째아들 참의공參議公 휘 중곤中坤(7世 호 의재義齋)은 조선조 초 

사조四祖에 걸쳐 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과 통정대부예조참의通政大夫禮曹參議

를 역임하고 또한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조정에서 물러난 후 서울에서 경상도 

현풍玄風으로 내려오시면서 영남파의 중조가 되셨다. 공의 아들 휘 소형小亨은 의

영고사義盈庫使로 삼남을 두었으니 맏아들 어모장군행충좌위사용禦侮將軍行忠佐衛

司勇 유紐는 영남파의 대를 이으셨고, 둘째아들 충찬위어모장군용호위부호군忠贊衛

禦侮將軍龍護衛副護軍 총緫은 호남파의 중조가, 셋째아들 직장直長 진縉은 해남파

의 중조가 되셨다. 

9세조世祖 유紐의 아들 굉필宏弼의 호는 한훤당寒暄堂, 자는 대유大猷. 김굉필 

선생(1405-1504)은 중종12년(1517) 우의정에 추증追贈, 선조8년(1575) 문경文敬

이란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광해군2년(1610) 동방오현東方五賢의 수현首賢으로 문

묘文廟에 종사되었다. 선생은 네 형제분을 두었으니 맏아들 주부主簿 언숙彦塾은 

영남장파嶺南長派의 파조派祖가 되셨고, 둘째아들 감찰공監察公 언상彦庠은 영남중

파의 파조, 셋째아들 언서彦序는 일찍 돌아가셨고, 넷째아들 선무랑宣務郞 언학焉

學은 영남계파 파조이시다

선보공의 셋째아들 박사공博士公 휘 중인中寅(7世 호 예재禮齋)은 문과 급제 

후 관직이 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에 오르셨고 초계파草溪派의 중조이시다. 박사공의 

손孫 광윤光胤은 주부主簿요, 그의 현손玄孫 백영伯英은 남원교수南原敎授로 한훤

당 선생의 문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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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거지 약사

1. 현풍

   영남파嶺南派의 주종지主宗地이자 한훤당寒暄堂의 종택이 있는 지동은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속한다.  서흥김씨 현풍입향

조玄風入鄕祖는 조선조 초기 사조(四祖: 太祖, 定宗, 太宗, 世宗)에 출사出仕한 

참의공參議公 중곤(中坤: 7세)으로 그 연대는 서기 1400년(15세기 초)으로 추

정되며 처향妻鄕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으로 족보에 명기되어 있다.

   그 후 한훤당선생의 고장으로 영남학파嶺南學派의 주종지主宗地로 각광

脚光을 받아 왔고 도동서원의 사액賜額과 함께 문경공文敬公이 문묘에 오현

(五賢 : 金宏弼, 鄭汝昌, 趙光祖, 李彦迪, 李滉)의 수현首賢으로 종사從祀됨에 

따라 우리나라 도학道學의 연원지淵源地가 되었다.

        유적지로는

   한훤당선생의 종택宗宅은 대니산戴尼山 기슭 속칭 못골(池洞)에 있으며 일

부는 6.25 동란 때 소실되었으나 고색古色이 창연蒼然한 모습으로 건재健在하

여 후손들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도동서원道東書院, 낙고재落皐齋, 이노정

二老亭, 정수암淨水庵, 관수정觀水亭, 니락제尼洛齋, 숭조단崇祖壇, 파산재波山

齋, 그리고 선정애민비善政愛民碑가 있다.

 2. 창녕

   경남 창녕은 서흥김씨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영남중파嶺南仲派의 세거

지이다. 창녕의 계팔桂八 야동冶洞 창락昌洛으로부터 퍼져 청도淸道 의령宜寧 

등 경남 일대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었고 경북 영주榮州 등지에도 살고 있다.

   창녕에 시거始居한 서흥김씨의 입향조入鄕祖는 한훤당선생의 둘째 감찰공

監察  公 언상彦庠이며. 영남중파嶺南仲派의 파조派組 이시다. 성종조成宗朝 경

자년庚子年(1480)에 출생한 공은 19세 때 무오戊午사화를 겪었고 25세때 甲子

사화를 겪고 중종 병인(1506) 사천泗川 적소謫所에서 풀려나 처향妻鄕인 밀양손

씨의 세거지 창녕을 찾아 의지하면서 정착한 것이 그 입향 동기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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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향사入鄕史는 오백년 가까이 되고 많은 후손들이 배출되었다.

유적지로는

구니서원求尼書院이 대표적이며 사현사四賢祠, 행동재杏東齋, 장구지단杖履之   

    壇, 낙남재樂南齋, 영모재永慕齋  봉양재鳳陽齋, 경모재景慕齋, .추원재追遠齋,  

    기룡재起龍齋, 영호정映湖亭, 이로재履露齋, 근수정近水亭, 보본당報本堂, .벽  

    계정碧桂亭,  계양서당桂陽書堂이 있다 

3. 용동

   용동龍洞은 영남계파嶺南季派의 세거지로서 제11세 참봉공參奉公 언학彦

學이 만년에 현풍에서 옮겨 온 곳으로 현 행정구역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에 속한다. 유가면은 달성군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면으로 동쪽은 비슬

산을 경계로 청도와 접하고 서쪽은 구지면과 현풍면, 남쪽은 창녕군에 인접하

고 있다. 현재 용동은 개발로 인해 세거지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1504년(연산군燕山君 14年) 한훤당선생이 귀향지 순천에서 망극의 아픔을 

당하자 참봉공은 당시 13세였기 때문에 큰형 언숙彦塾, 둘째형 언상彦庠만 귀

양 가고 홀로 모부인을 모시고 현풍에 남았다.

   중종中宗의 반정으로 형들이 풀려나 귀향하자 함께 현풍에서 살았으며 만

년에 이곳으로 옮겼고 그 후손들이 구례, 곽천, 내동, 고령 등지에 분포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유적지로는 

니동재尼東齋, 낙산재洛山齋, 용연재龍淵齋, 니남재尼南齋, 봉양재鳳陽齋, 

사세사공四世四公 제단비, 양세사공제단兩世四公祭壇이 있다.

  4. 초계

   고려조에서 지금의 초계로 고쳤고 충숙왕 3년(1316)에 군으로 승격되었으  

      나 1914년에 다시 합천군에 병합되었다

   초계파의 파조派祖는 조선조 초기 박사博士를 지낸 7世 중인中寅이며 공  

     은 둘째형인 참의공叅議公 중곤仲坤을 따라 현풍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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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어느 때부터 초계로 옮겨 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박사공 증손의 아들 

경암공耕巖公 백영伯英의 묘소가 합천군 야로면 응봉산에 있고 배위配位 단인端

人 선산김씨의 묘소가 같은 면 정대산汀臺山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박사공 이후 

현풍에서 초계로 이주하여 거주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야로현에서 초계로 옮겨 살게 된 것은 박사공 5대손 뇌석瀬石 산

립공山立公과 배위 숙부인 강양 이씨의 묘소가 모두 초계군 쌍책면 사양동에 있

고 그 이후에 선영이 모두 이곳 부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흥김씨 초계 

입향사入鄕史는 약 4백년을 헤아리며 그 입향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옛 

문노門老들의 구전에 따르면『서책을 불사르고 이사했다』고 하는데 이는 연산

조에 있었던 양대사화(무오, 갑자) 때 난을 피해 사방이 중첩된 산간 오지인 이

곳으로 옮겨 온 것으로 추정 한다. 현재 인근에 약 30여호 살고 있으며 전국에 

약 400호 1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적으로는 

사세제단비四世祭檀碑, 봉강재鳳岡齋, 입향조 뇌석瀬石 산립공山立公 묘지가 

있다

5. 밀양 

  한훤당선생의 9세손 익성益聖(19세 중파)이 1750년(영조 26)에 창녕 계팔桂

八에서 청도면 두곡리杜谷里로 이거異居했다. 현재 주변에 약 10여 가구가 살고 있

다.  유적으로는  척망재陟望齋가 있다.

6. 청도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아음淸道郡 梅田面 南陽里 牙音에 서흥김씨 후손들이 

처음 입향入鄕한 시기는 지금부터 근 3백 년 전인 1710년경이다.  입향조 十七세

손 송암공松巖公: 정삼鼎三은 학문과 지행志行이 높았으며 누대의 세거지인 창녕 

계팔리桂八里에서 살다가 숙종肅宗 26년(庚辰 1700)에 별세 하였는데 배위 고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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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固城李氏는 잦은 가화家禍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질子姪들을 이끌고 고향 마을

을 떠났다.

  처음에는 창녕 동쪽인 지금의 울주군 언양蔚州郡 彦陽 땅에 정착하려 했으나 

역시 안주安住하지 못하고 십여 년을 모낸 뒤 다시 환고還故 귀로에 아음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비록 산중이지만 토지가 비옥肥沃하고 수세水勢가 좋아 정착하게 된 것

이 입향入鄕 동기이다. 

  14세 탕宕(창녕갈동, 대종보 3권17쪽 보감 341쪽), 15세 상영(창녕계팔, 대종

보 3권18쪽 보감 365쪽), 16세 준천(창녕갈동, 대종보 3권18쪽)의 묘를 2005년8

월10일 창녕에서 청도 아음 부곡으로 이장했으며, 이곳 아산재에서 묘사를 지낸다.

현재 아음에는 2가구, 신도에는 7가구 있으며, 대부분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흩

어져 살고 있다.

유적지로는

입향조入鄕祖 송암공松巖公 내외분의 묘소, 아산재牙山齋, 한훤당선생 

사판봉안유지비祠板奉安遺趾碑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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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령 高 靈

봉양재鳳陽齋  김하찬金夏瓚/사세사공제단四世四公 제단祭壇

봉양재는 도휘공道輝公을 위한 재실이었으나 현재 건물은 없으며 현판은 

족친族親집에 보관하고 있다. 사세사공제단은 하찬夏瓚 18세, 필滭 19세, 정주鼎柱 

20세, 상제相濟 21세 네 분을 모시기 위해 2003년 5월10일에 건립했다. 묘제는 

음력 10월 셋째주일요일  

인물명

1. 김하찬金夏瓚 18世   영남계파嶺南季波   자  도휘道輝

2. 김  필金  滭 19세           ”         자  원숙元叔

3. 김정주金鼎柱 20세           ”         자  홍진弘進

4. 김상제金相濟 21세           ”         자  군약君若

지역 경북 고령군 운수면 

출생-사망

1. 1709 (숙종35) ∼ 1765 (영조41)

2. 1738 (영조14) ∼ 1765 (영조41) 

3. 1765 (영조41) ∼ 1822 (순조22)

4. 1838 (헌종 4) ∼ 1880 (고종17)

묘소 경북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1

- 용양위부사과龍驤衛副司果 대연大鋋의 증손, 성태聖泰의 

장자

- 배위 현풍곽씨 슬하에 1남

2
- 하찬夏瓚의 첫째 아들

- 배위 장수 황씨 슬하에 6남

3
- 필滭의 둘째아들

- 배위 김해김씨  슬하에 3남

4
- 정주鼎柱의 첫째 아들

- 배위 경주 이씨 슬하에 1남

  참고문헌

1. 대동보 권4  602쪽, 봉양재 액판사진 보감 206쪽

2. 대동보 권4  624

3. 대동보 권4  625

4. 대동보 권4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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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재鳳陽齋    봉양재는 도휘공道輝公을 위한 재실이었으나 현재 건물은 없으며 

    현판은 족친族親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 

      봉양재사실기鳳陽齋事實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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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재기鳳陽齋記

 

                       

사세사공제단은 하찬夏瓚 18세, 필滭 19세, 정주鼎柱 20세, 상제相濟 21세 네 분을    

    모시기 위해 2003년 5월10일에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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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사공제단 후면  2003년에 한글로 봉설奉說되었다  

사세사공제단四世四公祭壇 비문(한글) 

한훤당 선생 시호는 문경공이며 동방5현의 수현 으로서 문묘에 종향되고 도동서
원을 비롯하여 국내 여러 서원에서 제향한다.

선생은 유삼자 하니 계공 휘 언학은 선무랑참봉공이고 자 휘 립은 사헌부 감찰
이며 자 휘 수종도 사헌부 감찰이며 자 휘 응헌은 용양위 부사과 이시니 아들 오형제
를 두셨는데 계자 휘 대건이며 장자 휘 광사이고 자 휘는 성태이며 장자 휘 하찬이고 
자 휘 필의 자 휘는 성주이고 자 휘는 상제이다 

휘 하찬 묘소는 성주 봉산 거곡 병향이며 손자 휘 성주 역시 성주 도곡 남록 묘
향 이오나 정확한 묘적을 알 수 없어 시제를 궐한지 무릇 누세이라 
사공 후예가 논의하여 묘단을 봉설키로 결정하고 비문을 청함에 희종이 비록 천식이
나 종족의 일이라 의분상 우거하기 어렵고 또 끊어젔던 향화를 다시 이르게 되니 구
원에 계신 영이 얼마나 반가워 하시겠으며 후손으로서도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향후 후손들의 뜻과 이념의 참됨을 백열에 소감을 겸하여 설단의 사유와 세계 
자손록을 서술 하나이다 

서기 2003년 5월10일 
근찬 배서 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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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성 達 城 

영남장파嶺南長派 파조派祖 김중곤金中坤 

 

인물명 김중곤金中坤 : 7世 영남장파嶺南長派 파조派祖

출생-사망 1373(공민恭愍 22) ∼ 미상

묘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답곡畓谷

대표관직(경력) 통정대부 예조참의通政大夫 禮曹參議

생애 요약

-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봉환鳳還의 손자, 판서운관사

  현달判書雲觀事 선보善保의 둘째 아들이다.

- 형 중곤 중인과 함께 등과登科하여 당시 가문의 삼봉

三鳳으로 모두 세상에 이름을 알려 각기 한 파조에 올

라 서흥김문의 기초를 닦았다.

- 태조⋅정종⋅태종⋅세종에 이르는 사조四祖에 출사하

여 5읍의 수령과 2도의 좌선佐宣을 거쳤고 강직한 성

품과 곧은 직언으로 두 차례의 사헌부司憲府 근무와 네 

차례의 간성諫省 근무로  명성이 높았다.

- 현풍玄風에 내려가 영남파嶺南波의 파조派祖가 되었

다.

- 배위는 숙부인 현풍 곽씨

- 슬하에 2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1   5쪽  보감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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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정觀水亭 사우당四友堂 김대진金大振

 관수정은 1624년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사우당 김대진공이 경상감사 이민구와 지

역 사림의 협조로 건립하였으나 1721년 소실된 것을 1883년 그의 후손 김규한이 

중건한 건물이다.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

                    

인물명 
 김대진金大振  15세 영남장파嶺南長派 

 자: 이원而遠   호: 사우당四友堂

출생-사망 1571(선조宣祖  4) - 1644(인조仁祖 22)

묘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

대표관직(경력)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을 거쳐 김천도찰방金泉道察訪

생애 요약

-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 수열壽悅의 손자요, 장사랑

  將士郞 응복應福의 장자이다.

- 임진왜란 때는 약관 22세의 나이로 의병장義兵將의 

  휘하에 동참하여 각 지구에서 역전逆戰하였다.

- 광해군光海君 7年(1615)에 생원시生員試에 3등(13인)

으로 합격하여 학행學行으로 천거

- 관직에 부임한 후 적성이 아님을 깨닫고 곧 벼슬을 버

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 만년에는 스스로 거문고와 서책을 벗 삼아 보냈다.

- 또한 한강寒岡 정구, 여헌旅軒 장현광 두 선생께 사사

師事하여 성리학性理學을 강마講磨(: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하고 연마함.)하니 명성이 높았다.

- 배위 숙인 진양 강씨

- 슬하에 4남 2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2  4쪽  보감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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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수정觀水亭 

  관수정은 1624년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사우당 김대진공이 경상감사 이민구와 지역 사림  

  의 협조로 건립하였으나 1721년 소실된 것을 1883년(고종 20) 그의 후손 김규한이 중건  

  한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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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觀水亭 중건기重建記

관수정觀水亭 중건기重建記 한글역

무릇 사물을 다 관찰하고 물을 본즉 또 대도가 있느니라 성인으로부터 천상지탄
川上之歎[만물의 변화가 덧없음] 과 도체지본道體之本을 맹씨孟氏에 근원되어 천발
闡發[드러내어 밝힘]로서 여유를 쌓으니 그 말에 원천이 혼혼[도리에 어둡고 마음이 
흐리다] 하여 주야로 놓이지 않는 근본이 이와 같고 또 말하되 물을 보는데 술책이 
있으니 반듯이 그 한파澖波를 보는 것이 대개 이의理義에 진실이며 말학末學[학문에
서의 후배]의 체비諦非로 능한바 규측窺測을 물로 물증을 삼은즉 원천源泉에 비유한
즉 조선祖先이요 한파에 비유한즉 자손子孫이요 원천에 비유한즉 사문師門이요 파란
波灡에 비유한즉 도제야徒弟也라 

엣날의 나의 선조 한훤당선생의 본원은 학문으로 상달하여 염계 명도 공자의 맥
이 그 후세 사우당공四友堂公이 오세五世의 유택을 이어 일찍이 한강寒岡[鄭球] 여
헌旅軒[張顯光] 양 선생 문하에서 수업 받아 높은 제자로 벼슬길에 나가 김천도 찰
방金泉道 察訪에 보직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곧 직위를 그만두고 귀향하여 도동 옛집
에 살면서 성리학에 잠심하고 임천林泉을 왕래하며 일찍이 강상 푸른 언덕에 정사亭
榭를 지어 방을 붙여 말하되 물을 보려 정사에 올라 회포를 풀고 시詩읆고 노경老頃
을 맞으시니 이가 나의 8대조 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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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규한奎漢이 불초不肖[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 하오나 진실로 
기술記述할줄 모르고 그 출처의 절차인즉 다만 물을 봄으로 말하여 추산推算함에 오
직 우리 사우당 조술祖述[선인(先人)이 말한 바를 근본으로 하여 서술하고 밝힘]과 
한훤당 사승師承[스승에게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이어받음] 한강, 여헌이 원
천과 같이 근본이 있은 즉 그 흐름의 한파澖波가 되어 반듯이 전수傳授의 강습에 여
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조손祖孫[조부모와 손주를 아울러 이르는 말]과 사제 사이에 그 원천을 
보고 그의 한파를 알며 그 한파를 보고 그 원천을 알 것이니 진실로 가히 속이지 아
니할 것이다. 차이此理[이 원리]가 고금 우주에 뻐친 것이 나의 사사로 득함이 아니
라 이 정사亭榭를 또한 가이 일맥의 원류로 볼지니라

불행중 세간世間이 오래되어 퇴비頹圮[무너지다]하니 우리의 선군자가 대개 일찍 
자주 손보아 황급하지 아니했다. 페하고 흥함이 또한 각각 때가 있어 이제 불초한 제
가 다행히 선대의 뜻을 이어 이에 을축년 가을에 구재鳩財[재물을 거두어 모음]란 목
공을 명하여 차츰 옛터로 옮겨 서원 좌편에 대지를 구해 오간五間 청당방각廳堂房各
으로 짖고 병인년 봄에  엣 편액扁額을 관수정이라 감히 즐거히 지었으며 다시 나의 
할아버지께서 수립한바를 이루지 못함이 있어 민멸泯滅[형적이 아주 없어짐]함이 있
는 고로 비록 불초 규환이 능히 그 졸모拙謀[졸렬(拙劣)한 모략(謀略)]로 실시하여 
이 정사를 중수하니 

이로 말미암아 후일 자손이 사수嗣守[이어 내려받어 지킨다]하고 교체 없음을 
불대不待[기다리지 않다]하고 금일의 정녕을 자연에 촉부囑付하고 흥감이 있으되 마
지 못하여  원천의 유본有本함을 그 란파瀾波를 보고 말하노라 

단기 4216년 계미 8월 일(1883년 고종 20년)
후손 규한奎漢  근지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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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재拙齋 김하석金夏錫

인물명
 김하석金夏錫 18세 영남장파 

 자: 몽득夢得   호:  졸재拙齋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출생-사망 1638(인조 16) ∼ 1687(숙종 13)

묘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

대표관직(경력)  蔭仕, 장사랑將仕郞 광릉 참봉廣陵 參奉에 제수

생애 요약

-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 수열壽悅의 5대손, 사우당四友

堂 대진大振의 증손자, 장사랑將仕郞 각礭의 손자이며 

헌릉참봉獻陵參奉 원구元龜의 장자

- 천품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이 경사經史에 

통달하였다

- 현종顯宗 14년(1848癸丑?)에 생원시生員試에 33명중 

3등으로 합격

- 경현록속집景賢錄續集을 편집하여 선조 한훤당寒暄堂

의 의적懿蹟을 현창顯彰하였고 갈암葛菴 이선생李先生

에게 사사師事하여 덕업을 닦으면서 자기의 학문을 넓

혔다.

- 증손 정제(鼎濟)의 현귀(顯貴)로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다 

- 배위는 공인 완산이씨

- 슬하에 3남

참고문헌 대종보 2권 4쪽  보감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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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화식金華埴 26세 영남장파嶺南長派

자: 충거忠擧    호: 수암睡巖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군민회관 내

출생-사망 1847 (헌종 13) - 1912

묘소
옛 교동(校洞) 선비 묘소 옆에 있었으나 지동池洞 

니락재尼洛齋 뒤편에 이장

대표관직(경력)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현풍현감

생애요약

- 아산현감牙山縣監 야암野巖 규찬奎燦의 증손. 우동祐

東의 손자, 니호尼湖 희전熙典의 큰 아들

- 공은 천품이 슬기롭고 용모가 준수하며 일찍부터 가

학家學을 이어받아 문중의 재목으로 신임을 받았다.

- 33세 때 생원시生員試에 합격

- 공은 가는 곳마다 치적을 올려 애민선정비가 세워졌

다

- 공은 재직 중 청백한 처신으로 백관의 모범을 보였으

며, 한일합방(1911) 뒤에는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살

았으나 다음해에 세상을 하직했다

- 배위는 숙인 옥산장씨, 숙인 광주이씨, 

  숙인 일선김씨

- 5남 4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2  551-2쪽,  보감 848쪽 

선정애민비善政愛民碑 수암睡巖 김화식金華埴

현풍현감을 지낸 수암睡巖 화식공華埴公을 기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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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애민비善政愛民碑 (현풍 군청안에 있다)

                    현풍현감을 지낸 수암睡巖 화식공華埴公을 기리는 비

    비문에 실린 시문詩文

    尼山重兮 毓靈吾宰   니산이 무거워   우리원님 길러내니

    玄都百里 皁蓋三載   현풍땅 백리에   조개가 3년을 디루었네

    苞山輕兮 我候棄城   포산이 가벼워   우리원님 떠나시니

    恩切吏民 政想淨淸   은혜입은 백성들이 맑은 정치 생각하네

    *조개皁蓋: 조선 시대에 갑과 급제자에게 특별히 주던 검은 빛의 수레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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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재追遠齋 성서聖瑞 김응길金應吉 

성서聖瑞  응길공應吉公을 위한 재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나부실

인물명
 김응길金應吉 영남장파 14세

 자: 성서聖瑞

출생-사망 1560(명종明宗15) ∼ 미상

묘소 아버지 참봉공 무덤 아래 쌍분

대표관직(경력) 장예원판결사掌隸院判決事 : 正三品

생애 요약

- 정랑공正郞公 대岱의 손자, 참봉 수침壽忱의 둘째 

   아들

- 문음門蔭으로 출사

- 군자감정軍資監正

- 배위 숙인 야성 송씨

- 슬하에 1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2  1쪽  보감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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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재追遠齋   성서聖瑞  응길공應吉公을 위한 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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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응현金應賢 14세 영남장파嶺南長派

 자: 희지希之   호:  

출생-사망 1558(명종 13) ∼ 미상

묘소 달성군 구지면 도동 상장군 묘소 계하에 합장

대표관직(경력)
병절교위부사과秉節校尉副司果(從 六品)

용양위부사과龍驤衛副司果(從 五品) 역임

생애 요약

- 호조정랑戶曹正郞 대岱의 손자, 첨지중추부사 수항壽

恒의 장자,

- 온량하고 공검한 품성으로 가문의 전통을 바르게 이어 

왔으며

- 문음으로 출사

- 정유재란 때 의병장 지산芝山 조호익의 휘하에 들어가 

화왕성火旺城(: 창녕성昌寧城)의 수성에 참전하여 역

전 끝에 끝내 적의 입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 배위는 창녕성씨

- 슬하에 3남 2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2  13쪽  보감 335쪽

파산재波山齋 희지希之 김응현金應賢

 

의당毅堂 희택공熙澤公(25세)이 후손과 함께 응현應賢을 위한 재실과 접객 장소로 

1922년(임술壬戌) 7월 건립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나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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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재波山齋 

     의당毅堂 희택공熙澤公(25세)이 후손과 함께 응현應賢공을 위한 재실과 접객  

     장소로 1922년(임술壬戌) 7월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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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서원雙溪書院 터 

소재지 :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194번지

         옛날 지명으로는 현풍현玄風縣  쌍계동雙溪洞

- 서원의 유래 

 

조선시대 오현五賢의 수현首賢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金宏弼선생의 덕행德行과 

도학道學을 지표로 삼아, 학자의 수양 및 연찬硏鑽: 학문을 깊이 연구함에 이바지

함과 아울러 선생을 존모尊慕하고 향사享祀할 목적으로 당시 현풍유림玄風儒林에서 

이 마을의 풍영대風詠臺(산 18번지)의 아래인 초곡천변草谷川邊의 산기슭에 건립하

였으나 지금으로부터 407년 전인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불타버리고, 지금은 그 터遺

址만 남아 있으나 처음에 건립建立 당시는 마을의 지명地名에 연유緣由하여 쌍계서

원雙溪書院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

옛날부터 이에 유래하여 서원의 유지遺址가 있는 쌍계리 194번지 밑의 도랑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재(書齋)도랑』이라 부르고 있다.

1992년 12월 발간한 달성군지의 도동서원지에 의하면 이 서원은 선조宣祖 원

년(1568). 이곳 유림儒林에서 현풍현玄風縣의 동쪽 비슬산(琵瑟山: 즉 지금의 쌍계

동을 말한듯)에 서원을 짓고 『쌍계서원(雙溪書院)』이라 하였으나 선조6년(1573) 

임진왜란때 병화兵火로 서원건물이 전부 소실燒失 됨에 따라 당시의 병란兵亂으로 

인한 향촌鄕村의 물력物力부족으로 10여년간 폐허廢墟가 된채 중건重建되지 못하였

던 것이다.

- 서원의 중건重建

도동서원지에 의하면 쌍계서원이 소실된 후,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한

훤당寒暄堂 선생의 내외손內外孫 및 이 고을 유림의 공동협력에 의해 선조38년

(1605, 乙巳). 당시 현풍현 서쪽 15리인 오설면烏舌面 보로동甫老洞으로 옴겨 중건

重建하였는데 그 동리의 지명地名에 따라 보로동서원甫老洞書院으로 부르다가 선조

40년(1607, 丁未)에 이르러 경상감사慶尙監司의 계청(啓請: 임금에게 아뢰어 청함)

에 의해 도동서원으로 사액(賜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액된후 71년뒤 숙종

(肅宗) 4년(1678), 당시 유림(儒林)의 협의하에 한강寒岡 정구鄭逑선생을 추배追配 

하였다. 

특히 이 서원의 중건과정에서는 한훤당선생의 외종손이며 영남학파를 영도해나

갔던 한강 정구선생 및 경상감사의 노력과 역할役割이 컸던 것으로 도동서원지의 

연혁조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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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계서원雙溪書院 터임을 알리는 표지석만 세워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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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욱金昱 12世 영남계파嶺南系派 

자: 경흠景欽  호: 니헌尼軒 

출생-사망 1522(중종中宗17) - 1576(선조宣祖 9)

묘소
사림장士林葬으로 달성군 유가면 비슬산琵瑟山 부건원負

乾原 옥평지玉坪池 안에 안장

대표관직(경력)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생애 요약

- 한훤당의 손자이자 선무랑宣務郞 언학彦學의 둘째 아

들

- 학문에 몰입하여 종일토록 묵상黙想하는 가운데 매일 

소학小學을 송독誦讀하며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 하였

다.

- 문음門蔭으로 출사

- 관직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활달한 정론正

論을 피고 도량이 깊어  명성을 떨쳤고

- 관직을 떠나서는 고향 산천을 사랑하며 성리학의 깊은 

뜻을 탐구하며 초연히 여생을 보냈다.

- 배위 영인令人 장연 노씨長淵盧氏

- 슬하에 1남 1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1 8쪽,  보감 294쪽, 

니동재중창기: 보감 208쪽 

니동재尼東齋 니헌尼軒 김욱金昱 

니헌공尼軒公의 사사祀事를 위하여 1906년 건립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본말리 (신주소: 달창로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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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동재尼東齋  니헌공尼軒公의 사사祀事를 위하여 1906년 건립

      니동재尼東齋  중창기重創記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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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동재尼東齋  중창기重創記  한글역

문경공 한훤당 김선생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끝이 선무랑宣務郞 동부
참봉 언학彦學이다. 참봉공의 계자季子 욱昱은 사헌부감찰을 지냈고 그의 아
들 선교랑宣敎郞 수이壽怡는 슬하에 삼남을 두었는데  구례 곽천 내동에 갈라
저 살아 삼파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손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일족의 친목과 일년에 한번 올리는 묘사墓
祀의 숙소 및 제수의 재사로 비슬산 남쪽 기슭 금정동에 세워 니동재라 불렀
다. 이는 재실이 대니산 동쪽에 있고 니산은 일찍이 한훤당이 살었으며 선생의 
부조묘不祧廟가 있기 때문에 寓墓한 것이다. 재싱의 옛터는 지금 세운 위치에
서 가까운 곳이라고는 하나 잡초가 무성한채 40여년이 지났다.

여러 후손들이 슬픔을 딛고 지금의 자리에 중창하고 옛 이름을 걸었으니 
이는 곧 선사先事를 잊지 않으려는 뜻이다. 당실堂室[한 울타리 안에 있는 여
러 채의 집과 방]과 문무門廡[문과 집]가 당당하여 비록 중건으로 일으켰지만 
곧 세롭게 세운것과 같았다.

낙성에 즈음하여 여러 김씨가 내게 기문을 청해왔으므로 감희 사양만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기록하고 다시 말을 잇고저 한다. 한훤당선생은 참으로 백
세의 큰 스승으로 오늘의 유학자 들이 함께 우러르고 있다.

선생의 학문은 하늘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통하여 사람의 길을 닦고 만류
를 함양케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또한 스스로 소학동자라 낮
추며 소학서중오작비小學書中悟昨非[소학의 글 가운데서 지난 허물 깨달았네]
의 구절은 선생이 처음으로 근본을 세운 것으로 마침내 대현 군자들도 그 참
뜻을 깨닫고 흠모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학 입교편을 보면 향삼물鄕三物이 실려 있는데 그 세번째 말한 육행六
行이란 효孝.우友.목睦.연婣.임任.휼恤을 말하며 이는 사람들이 모두 힘서 실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육덕六德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 육례六禮 례禮.
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는 지세가 높고 재능이 예민한 자 미치지 못함을 비유
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어찌 이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며 특히 선생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힘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74

오늘 김씨 여러분이 공의 재실을 세운 것이 곧 효우목인孝友睦仁의 행실
에서 나온 것이며 각자가 그 힘의 다과에 관계없이 한곳에 모인 것은 임휼任
恤[어진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구제함]의 바람이니 이로 인하여 더욱 힘을 얻
게된 것이 아닐까? 

김씨는 화수 종친회를 모아 매년 한번씩 이 재실에 모여 덕업을 권장하고 
술과 음식으로 정회情懷를 펴며 선조로부터 비롯된 좋은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더록 힘쓰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대현大賢의 후손들은 과연 다른 문족과 다르더
라 하고 부러움의 찬사를 받고 있음이 이는 스스로 세도世道에 보탬이 되고 
있음이라 어찌 김씨 일문의 다행 뿐 일요?

1966년 경칩일 하산夏山 성순영成純永 기문記文 짓고
연안延安 이영달李英達 삼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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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재龍淵齋 은산隱山 김용제金用濟 

은산공隱山公 (21世 용제用齋)의 사사祀事를 위한 재실이며 1983년에 창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동

인물명 
김용제金用濟 21世  영남계파嶺南季波

자 : 부약傅若   호 : 은산隱山

출생-사망 1818(순조 18) ∼ 1877(고종 14)

묘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필봉筆峰 용연龍淵)

대표관직(경력)

생애요약

-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수종壽悰의 8대손이요 처사 

  석주錫株의 아들

- 충효세가忠孝世家의 가풍을 지키며 생업에 전력

- 행의行誼로 출사出仕

- 사림士林에 폭넓게 교유하여 유학의 진흥에 힘썼다.

- 배위 현풍곽씨

- 슬하에 2남 1녀

※ 충효세가忠孝世家 : 충성과 효도로 여러 대를 계속하

여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아 오거나 특권을 누려 오

는 집안.

참고문헌 대동보 권4  647쪽,  보감 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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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공隱山公 21世 용제用齋의 사사祀事를 위한 재실이며 1983년에 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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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재洛山齋 이형而亨 김대원金大元 

대원공大元公(15世)을 위한 재실이며 1985년에 창건

현재 남아있는 건물이 없는 상태이며 토지도 남의 소유로 넘어간 상태라 전함

주소: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본말리

인물명
김대원金大元 15世 嶺南季派

자: 이형而亨           

출생-사망 미상

묘소 산촌山村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선교랑(宣敎郞) 사헌부 감찰 수이(壽怡)의 손자, 용양

위부사과 응남(應南)의 三자 

- 배 영월엄씨

- 슬하에 3남

  큰아들 대함 1620출생 대원은 셋째아들

참고문헌 대종보 4권 611쪽  보감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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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규찬金夏錫 23세 영남장파嶺南長派

 자:  덕장德章   호: 야암野巖

출생-사망 1773(영조英祖 49) ∼ 1839(헌종憲宗  5)

묘소 대구광역시 옛 교동

대표관직(경력) 아산현감

생애 요약

- 증승정원좌승지贈承政院左承旨 경전敬傳의 현손, 동지  

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정제鼎濟의 손자, 통덕랑通德郞 

광운光運의 큰 아들

- 기질이 총명하며 경서經書(옛 성현들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 놓은 책)와 사기史記(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에 통달하고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 일언 언동이 공손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의 뜻에   

순종

- 순조21년 음사로 출사 

- 선공감의 가감역假監役, 장악원 주부, 한성판관 

- 관직에서 귀임할 때 읍민들이 유임留任을 호소

- 배위 숙인 파평 윤씨

- 슬하에 5남 5녀

니락재尼洛齋 야암野巖 김규찬金奎燦 

1831년(순조純祖 31년)에 사손祀孫 아산현감牙山縣監 휘諱 규찬이 그 8대조 

찰방察訪 사우당四友堂 공公 휘諱 대진大振의 후손과 더불어 이 재실의 건축을 도

모圖謀하게 되었다. 이로써 4대봉재四代奉祭 체천替遷1) 위位를 제사지내고 그 후

後 종의宗議를 하며, 사우당四友堂 고조高祖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 휘諱 언숙彦塾

을 사모思慕하는 곳이요, 자질子姪이 세업世業을 익히고 종중회의를 하는 장소였

다. 옛날에는 별묘 사당이 옆에 있었다.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동

1) 체천(遞遷): 봉사손(奉祀孫)의 대(代)가 끊긴 신주를 최장방(最長房)의 집으로 옮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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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락재尼洛齋

    야암공野巖公을 위한 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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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락재尼洛齋 중건기重建記 국역

    대니산은 현풍의 진산鎭山이요 낙동강이 산을 안고 서쪽으로 흘러 넓은 물이 
끝이 없이 흐르는 그 아래 지동에 김씨 터가 있으니 김씨는 문경공文敬公[한훤당 김
굉필]선생으로부터 세거世居한 이 마을에 인물과 문벌이 융성하여 국중國中[나라안]
에 현저함을 칭하였다

    곧 동내 뒤에 고송古松과 수죽修竹사이에 능란한 니낙재를 지으니 지나간 순조 
신묘년[순조31 1831]에 있어  사손 아산현감 휘 규찬이 그 8대조 찰방 사우당공의 
휘 대진이 모든 일가로부터 이 제실의 건축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로서 사대봉제四
代奉祭 체천위替遷位를 철향腏享하고 그 후 종의宗議로 사우당 고조 군자감주부 휘 
언숙을 사모하는 곳이요 자질이 세업을 이키고 종족의 회의하는 장소였다.

    중간에 여러 차레 퇴폐로 중수하였으나 경인년[고종27 1890]에 이르러 병화로 
소실된즉  모든 후손들이 상의하고 합모협력合謨協力하여 그 터에 옛 모습과 똑깥
이 짓고 옛 편액扁額을 걸고 기문이 상궐尙闕한 것을 후손 은영이 그 사실을 기록
하여 태화兌華, 병의秉義를 보내와 기문을 헌주憲柱[나]에게 청하니  대개 공은 선
생의 장손으로 정훈庭訓을 계승 답습하여 학덕에 일찍 나아가 안으로 택심宅心[마음
에 새겨둠]을 몸소 행하고 응사應事에 접인接人하여 규범이 있어서 소학에 합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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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함이 작어니라 

    갑자甲子에 선생이 모진 참화를 입은즉 공이 이로서 종신의 고통으로 매양 말
함에 문득 왕연汪然[눈에 눈물이 쏟아질 듯이 가득한 모양]이 눈물을 흘리고 내우內
憂를 만나 나이 육십에 능히 예로서 自强하여 여묘廬墓[상제가 무덤 근처에서 여막
廬幕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일]에 3년상을 맞으니 그 효가  특별히 뛰어남
이 이와 같음이 있고 또 고이 화란禍亂과 간위艱危가 있을 지음에 능히 선처의 기
회를 살펴 불행함이 없이 보전하고 나아가 선대先代의 정서로 하여금 전함이 있어 
후손의 복이 이처럼 창성한 것은 그 공덕이 후하였다.

    대저 조선祖先의 수덕垂德[덕을 베풀음]이 후한즉 자손이 우모寓慕[사모에 머
뭄]하여 역시 깊고  구원久遠[오래되고 멀다]하지 아니해도 인정이 굳으니라 비록 
추모를 이루는 것이 어찌 한갓 그뿐 일까  오직 휼추遹追[뒤쫒아 사모함]가 선휘先
徽[먼저 아름다움]함을 이어저 이에 귀하도다 

간절히 생각하면 선생이 소학 한권의 소책으로 평생의 원부元符[매우 상서로운 조
짐]를 다하시고 공이 또 이음을 받아 복종하여 행하니라 무릇 사재斯齋[니낙재]에 
거하는자가 이로서 생각을 닦고 이로서 힘쓰고 그 선대의 아름다움으로 하여금  교
체하지 말고 생각을 베푼즉 이를 착하게 이어지고 참으로 능히 공의 추모를 말함이
라 

    이 옳은 것을 김씨가 어찌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과 심망 
이 두터운데서 나느니라 재하齋下에 선생의 부조묘不祖墓가 있고 후손이 해마다 제
사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오직 동지에 절향節享한즉 이 재방齋房에서 힘써 장만하
고 별묘別墓 삼간을 두는 것은 가가세세宗家世世 조천지묘祧遷之位를 이에 봉안하
여 사시행제지소四時行祭之所로 추원당追遠堂이라 말하다 또 동東에 여이재餘以齋 
감경실監經室이 있으니 규도規度가 긴밀하고 장엄하여 옛 가풍이 넉넉하니 보는자
로 하여금 감흥과 기경起敬이 아울러 나타나 갖추어 옛 실상을 이르노라

      단기 4326년(1993년) 계유 8월 일  성산星山 이헌주李憲柱 근기謹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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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득仁得 김탁동金鐸東 

인물명
 김탁동金鐸東 24세 영남장파

 자: 인득仁得

출생-사망 1915 ∼ 1997

묘소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용정리 산736-1

대표관직(경력) 벽산그룹회장

  생애 요약

- 문경공文敬公의 14대손이며 가선대부첨지중추부사嘉善大

夫僉知中樞府事 수항壽恒의 11대손이며 처사 處士 규수奎

壽의 큰 아들

- 공은 어려서부터 천품天稟이 어질고 두터웠으며 가학家

學을 익혀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길을 정진, 대기大器로서

의 촉망이 높았다

- 1934년 마산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기업경영의 

기초를 닦았고 해방후 6.25, 5.16등 격변하는 시대적 상

황속에 산업입국의 신념으로 벽산그룹을 창설하여 경제건

설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자수성가의 꿈을 이루었다

- 남다른 학구열로 고려,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1985년에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밥티스트Southwest 

Baptist 대학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숭조정신崇祖精神이 투철하여 종중宗中의 숙원이었던 경

현록 번역 사업등 독자獨自로 출자하여 연차적으로 이룩

하였다

- 1995년에는 서흥김씨 대종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으로 

취임한후 문중의 화목과 체계적인 종사宗事 수행에 기틀

을 마련하기도 했다

- 1965년 우수경영자표창을 비롯하여 철탑산업훈장, 은탑

산업훈장, 한국경영자상, 색동회장,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배위는 칠원 윤씨

- 슬하에 3남 2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2 284쪽,   보감 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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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득선생 모선慕先 공덕비  경기도 안성시 무열사 경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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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람晴嵐 김판영金判永 

인물명
 김판영金判永  28세   영남장파

 호: 청람晴嵐 

출생-사망 1923.6.17.-2015.11.21.

묘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동

대표관직(경력)
초대 경북도 교육감, 성균관부관장, 문교부차관, 

서울시립대학 학장

  생애요약

- 경북대사대졸, 美피바디교육대졸, 

  중화민국국립中興大 명예법학박사, 

  건국대 명예철학박사, 

- 훈장 : 국민훈장 모란장, 5.16 민족상

- 1987년부터 1994년 5월 대종회가 창립되기 까지 

   7년 동안 재경서흥김씨화수회 회장을 맡아 전국규모의 

총회를 결성하고 서흥김씨대종회 창립을 발기發起

- 서흥인의 정체성의 틀을 세우고 후학들에게 피로 얽힌 

종친 의식을 결집하여 서흥인의 자긍심을 드높

  이는 일에 진력

- 배위 장수 황씨

- 슬하에 3남 3녀

  참고문헌 대동보(2009) 권2 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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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해동金海洞  24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 영원永元

출생-사망 1859(철종哲宗 10) - 1919

묘소 두곡내 야산 옥봉杜谷內 野山 玉峯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한훤당선생의 14세손, 익성의 5세손, 규윤奎潤의 아들

- 배위는 밀양박씨

- 슬하에 5남 1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258쪽, 밀양 누정록(초판 1984 253쪽)

밀 양 密 陽

척망재陟望齋 영원永元 김해동金海洞 

한훤당 14대손 해동공海洞公 내외분을 위해 그의 아들 희진熙震이 제종祭宗들

과 협의하여 부모 묘소를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첨망소瞻望所로

밀양군 청도면 두곡리에 1924년에 창건한 재실이며, 1975년 2월20일 이곳으로 

이건(移建)한 집이다. 묘제는 음력 10월12일 이후 첫째일요일

주소: 경남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신주소: 두곡 3길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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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망재陟望齋

한훤당 14대손 해동공海洞公 내외분을 위해 그의 아들 희진熙震이 창건한 재실 

1975년 2월20일 현재 장소로 이건(移建)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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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망재기陟望齋記 국역

  김희진金熙震군이 그 숙형叔兄 및 조카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두곡리杜谷里 서
산 아래에 집 한 채를 지었는데, 그 선고비先考妣의 묘소와 활 두 바탕 거리를 건너 
바라다 보인다. 그러므로 “시경詩經”의 “척호陟岵 척기陟屺”의 말을 취하여 이름을 
척망재陟望齋라 하였다. 

  나는 군과 사는 곳이 서로 가깝고 정분에 간격이 없어 경조사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제 이 재실이 이루어짐을 보고는 김군 형제와 조카들
이 마음고생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사람들 집안의 화복과 성쇠가 무상하여 자손들이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됨을 알았다.

  대개 김군의 선고비께서 지금까지 세상에 계셨다면 아직 장수하셨다고 할 수 없
는데, 별세하신 지 벌써 팔구 년이니, 군의 형제와 조카들이 선인의 불행함을 애통하
게 여겨 그 추모하는 정성을 펴려고 하는 데 어찌 그 한정이 있겠는가? 군이 젊었을 
때 양친께서 탈 없이 맛있는 봉양을 갖추어 받고, 군의 형제 다섯이 모두 현명하고 
빼어난 데다 공손하고 민첩하여 날마다 의관을 갖추고 앞에서 모셔서, 온전한 복을 
사람들 이 모두 부러워하였으니 얼마나 성대하였든가! 하루아침에 집안의 화가 겹쳐 
일어나, 군의 선백씨先伯氏가 불행히 요절하고, 군의 선고지 및 중시仲氏와 계씨季氏
가 차례로 죽어, 군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고단하고 외로워 마치 혼자 온전할 수 없
을 듯하였고, 여러 조카도 어려서 또한 모두 삐걱거려 성립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었
으니, 또 얼마나 쇠하였든가! 돌아보면 그 뒤로 숙형叔兄이 마음을 잡고 몸을 닦으며 
그 조카들을 이끌어 더욱 선인의 뜻에 욕됨이 없도록 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자며 부지런히 일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10년 사이에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자손
이 다시 번창하여 훈훈하게 태화의 기상이 있어 홀연 눈앞에 우뚝한 이 집을 보게 되
었으니 또한 그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인가! 

   나는 이로써 세상의 자제된 자가 혹 횡액을 당하여 그대로 다시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모두 그 마음과 힘을 스스로 다하지 못한 것임을 알겠다. 군이 한 바를 
살펴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리라.

  군은 일찍이 내게 들러 글을 요청하며 또 말하기를 “이 재실이 비록 오늘에 완
성되었지만 그 유래는 오래이다. 예전에 내 형제가 무고하던 날 가정에서 쓰고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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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약간을 별도로 구획하여 힘을 합쳐 저축함으로써 뒷날 비상한 일에 사용하려고 
대비하였는데, 미처 일이 되기도 전에 두 형과 막내 아우가 모두 이미 불행하게 되었
고, 금일에 이르러서야 그 남긴 단서를 따라 이 재실을 이루었다.

 
  매양 아침저녁으로 당에 올라 선산을 쳐다보면 문득 선형과 아우가 나와 함께 

같이 바라보지 못하여 애통하고, 또 여러 조카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뒤따라 바라보
는 것이 가련하다. 이것이 내가 재실의 이름을 지은 의미인데, 단지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뜻만 취하였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뜻은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대는 부디 설을 지어 밝혀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됨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나는 군의 뜻을 가상하게 여기고 또 그 말에 감동하여 이를 적는다.

             병인년(1926) 늦겨울 
             오산鰲山 김재화金在華 기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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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령 宜 寧

이로재履露齋와 근수정近水亭 김심金審

    이로재履露齋는 한훤당선생의 현손玄孫[증손자의 아들] 사과공司果公 심審의 자손

들이 의령 땅에 정착한 후 많은 선조 유택幽宅을 모시고자 세운 재실이다. 봄에는 우

로雨露 가을에는 상로霜露를 밟으며 선영先塋을 찾는다는 뜻으로 편액扁額한 것이다. 

(주소: 경북 의령군 낙서면 내재리 (신주소: 낙동강길 1177-21)

    근수정近水亭은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의 낙동강가 산언덕에 있으며 슬기로운 사람

은 물을 좋아 [지자요수智者樂水] 한다는 뜻을 취하여 이름을 만들었다.

(주소: 경북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신주소: 낙동강로 9길  2-9)

    또한 여의리如意里에 사는 후손이 조상의 덕을 기리기 위해 근수정을 지어 생겨나

거나 자라난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갚음과 육영育英에 힘썼다. 인근에 현재 

약 25가구 정도가 살고 있으며,묘사는 음력 10월15일  이후 첫 번째 일요일에 모시고 

있다.

인물명  김심金審 14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출생-사망 1590(선조宣祖 23) - 미상

묘소 경북 의령군 낙서면 갈동葛洞

대표관직(경력) 병절교위秉節校尉  종6품 용양위부사과龍驤衛副司果

생애 요약

-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언상彦庠의 증손, 통정공通政公 

성재惺齋 입立의 손자, 생원生員이자 학자인 수개壽愷

의 둘째로 태어났으며 

- 천품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기품이 있으며 호

학문을 좋아하여 일찍부터 소학小學을 익혀 소학가小學

家의 칭호와 함께 사우士友들이 신망이 두터웠다.

- 문음門蔭으로 출사

- 배위는 숙인 김해김씨

- 슬하에 1남 3녀

참고문헌 대동보 3권 14쪽 보감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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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재履露齋는 한훤당선생의 현손玄孫[증손자의 아들] 사과공司果公 

                심審의 자손들이 세운 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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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수정近水亭은 1896년(고종 건양 원년)에 상량하였으나 오랜 풍상에 허물어질 

 위기에 놓여 1989년 4월에 중건했다. 조상의 덕을 기리며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갚음과 육영育英에 힘쓰기 위해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