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남  湖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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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세거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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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유적명 관련인물 주소 연락처 비고

1 서산영대 순손 8세 광양읍 덕례리 1327-3 경기파

2 효자효열기적비 김엽, 제주양씨 광양읍 덕례리 1327-3

3 영모재 죽오당 김건 나주군 다사면 가운리

4 영수각 김응전 12세 나주군 노안면 영평리

5 성재세가 김성우 16세 나주군 노안면 금안리

6 어서각 김오 17세 나주군 노안면 영평리

7 귀후재 김성오 16세 나주군 노안면 안산리

8 실적비 김사권 23세 장흥고씨 나주군 노안면 용산리

9 만향정 김종섭 23세 나주군 노안면 영평리

10 체화정 김기우 24세 나주군 노안면 영평리

11 효행실적비 김기수 24세 나주군 노안면 금안리

12 효자기적비 김연섭 23세 나주군 문평면 북동리

13 단풍정 죽오당 김건 후학지도 나주군 다사면 초동

14 쌍계정 강학장소 나주군 노안면 금안리

15 만인의총 김렴 13세 남원시 향교동

16 죽림재, 합동제단 김계술 8세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경기파

17 익모재 총 9세 재실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18 유허비 연촌 최덕지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19 합동봉안묘역 김응권 12세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20 서흥세천비 김한명 16세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21 영모재 김한주 16세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22 효열비와 기적비 김석봉 23세 연안송씨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23 해남파 합동묘역 김진 9세 해남군 문내면 충산리

24 용암재(후학양성) 김규태 23세 구례군 마산면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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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세거지 약사略史

1. 개요

500여 년간 이어져 내려 온 호남지역 서흥 문중 종원들의 분파 및 세거 

현황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 경기파로서 전남 영광군 과 광양군 일원에서 세거

 - 해남파는 해남군 문내면 일원에서 세거

 - 호남파는 나주, 신안, 화순, 진안 등에서 세거

2. 호남지역 입향조

   1) 연혁

     호남파의 파조인 9세 益齋공 휘 總은 전주최씨 직제학直提學 연촌煙村 

최덕지崔德之(1384-1455)의 맏사위가 되었고, 해남파의 파조인 9세 직장공 

진縉과 함께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가부천동 세장산世葬山에 묘소가 모셔져 

있다. 당시의 명문세가 전주최씨 연촌 선생은 예문관藝文館 직제학直提學을 

지내다가 남원부사南原府使로 벼슬을 마감하고 장남을 제외한 다른 식솔 

모두를 데리고 1444년 처가마을인 영암 영보촌永保村에 터를 내렸고 

1455년에 71세로 졸卒하였다.1)

     서흥김씨 세장산이 있는 학산면 가부천동 일대는 익재공이 전주최씨 

처가에서 분재받은 장토莊土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덕지 선생의 손자 

산당山堂 최충성崔忠成(1458~1491)은 한훤당 선생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또 해남파 파조 직장공 진縉의 아들 이頥는 당대의 대학자이면서 문인이었던 

진일재眞逸齋 성간成侃(1427~1456, 악학궤범을 지은 성현成俔의 형)의 

따님을 배필로 맞이하였다.2)

  9세 총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출생 시기를 참조하여 익재공의 출

생기를 추론해 보면 1420~1435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장인 최덕지(1384년 생)와 처조카 최충성(1458년생) 출생연도

 나. 익재공의 아우 직장공 진의 사돈 성간의 출생연도; 1427년

1) 전주최씨 문성공파 족보, 다음 카페 “주덕재” 참조
2) 2010년간 대동보 1권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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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익재공의 손아래 동서 신후경 아들 연보; 1451~1498

 라. 조카 한훤당 생몰연도; 1454~1504

“淑人 全州崔氏 中直大夫 藝文館直提學 烟村先生德之女 寒暄堂謫居 

  順天 甲子禍及後公見 禍機叵測 以贅鄕因居靈巖

“숙인 전주 최씨의 부친인 중직대부 직제학 연촌 최덕지 선생이         

     한훤당께서 순천에 유배생황을 하실 때 한훤당 선생을 찾아가          

     뵈었더니 갑자사화 이후 화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사위인 익재공을)   

     영암으로 옮겨 살도록 권유하였다.”라고 신해보(1731년)에 기록되어   

     있다

  또 1847년에 장헌주가 쓴 익재공 묘갈명은 

“崔氏 直提學號烟村德之之女 文敬公先生甲子禍後 公遂贅 居靈巖”, 

“공은 한훤당 선생이 1504년 갑자사화를 당한 후에 연촌선생           

     최덕지의(사위가 되어) 딸과 함께 영암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이 기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가. 연촌 선생이 순천에 계시는 한훤당을 찾아가 뵈었다고 하나 한훤당  

  선생 순천 적거 기간은 서기 1500~1504년으로서 연촌 선생 사후   

  45년~49년 이후이다.

  나. 익재공 묘갈명은 신해보를 참조하였을 것이다.

  다. 익재공 총의 출생연도를 1420~1435년으로 추론해 보면 한훤당이  

   갑자사화를 입은 해는 익재공 연세 70세에서 84세 사이이다.

     결론적으로 호남파,해남파의 호남지방 입향 시기는 연산군 시대의 

무오사화(1498년)나 갑자사화(1504년)와는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익재공의 

장인丈人 연촌 최덕지 선생의 영암 입향기(1444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입향조 유적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가부천동, 덕천동, 옥천봉동 세장산世

葬山에는 9세 용양위龍驤衛 부호군副護軍 익재益齋공 휘 총總과 그 아

우 직장直長공 휘 진縉, 익재공의 큰 아들 10세 용양위 부사정副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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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유愉와 작은 아들 참봉공 휘 흔忻 및 11세 장손자 선무랑宣務郞 휘 

감鑑과 흔忻의 장자 參奉참봉 휘 빈鑌 의 묘소가 있다. 또 익재공의 직

계 長孫 12세 휘 응훤(應萱), 13세 휘 봉세奉世로부터 그 직계 17세 휘 

창숙昌塾까지의 묘소도 있다. 

     1990년 서흥김씨 후손 明鎬(일명 成珠)가 거액을 기탁하고 후손들

이 성금을 모아 호남파 입향조 익재공 이하 선조님들을 존숭하기 위해 

재실 익모재益慕齋를 건립하였다.

     1847년 나주의 명유名儒 상질尙質 장헌주張憲주가 지은 부호군공 

익재 김공 묘갈명墓碣銘[비석에 새겨진 생전의 일대기]에는 <공이 돌아

가신 후 거의 4백년간이나 생몰연월을 몰랐었고, 세장산 일대에 산재한 

산소가 잡초에 묻혀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20세 수운壽韻과 집안 사

람들(희운希韻,일택一澤,규승圭承 등)이 묘소를 복구하고 석수石樹[비

석, 상석 등]를 세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3) 관직4)

    1999년 대종회에서 간행한 서흥김씨보감瑞興金氏 寶鑑 인물편을 

살펴  보면 공직 및  학자, 열부에 등록된 전체 681명 중 호남파와 

해남파 조상님은 모두 168명으로서 전체의 25%에 이른다. 또 영광과 

광양에 분포해 있던 호남 소재 경기파 조상의 관직을 더하게 되면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의 인재를 배출해 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족보에 기록된 

호남 지역의 선조들의 관직 현황을 보면 임진왜란 전까지는 많은 수의 

조상들께서 관직을 받았었다.5)

    호남지방에서 문무(文武)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례는 보이지 않고 

간간히 진사나 생원만 배출되었다. 조상의 공덕에 힙 입어 받은 벼슬인 

음사蔭仕와 학식과 덕행으로 추천받은 유일遺逸과 행의行誼, 혹은 장수한 

것을 축하하여 내린 수직壽職은 거의 하급직 무반武班이었다. 이런 

3) 1984년 대동보 51페이지. 산소가 황폐해진 것은 18세기 후반기 익재공 장손 집안의 風波와 연
관이 있는 듯하다. 19世 이후 후손들은 고향 영암을 떠나 살게 되었다. 장손 경후慶垕(1743년
생)는 16촌 덕무德懋의 집안에서 입양되어 익재공 장손의 대를 이었으나 묘소는 강진군 군동면
에 있고, 19世 성일成鎰(1734년생)은 지금의 신안군 자은도로 이주해 입향조가 되었고, 후손들 
묘소도 자은도, 비금도 등에 있다.

4) 권세가 높은 재상급 관료가 추천하여 고을의 수령이나 하급직 관리를 임명하는 것을 음사蔭仕라
고 한다. 중종부터 명종조 시절(1506-1567)에는 음사직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심했다. 선
조2년부터 이조吏曹의 인사담당인 이조전랑吏曹銓郎이 전담하여 임금께 추천하는 낭천郎薦제도
가 시행되었으나선조 17년(1584년)에는 일시적으로 낭천 제도가 폐지되기도 하였고, 점차 과거 
시험 급제자를 관료로 임명하는 비중이 늘었다.

   서흥김씨 족보에 따르면 11세~13세까지의 조상들은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많은 수가 하급 
음사직 관직을 갖고 있었다. 서흥김씨 문중에서는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문과 급제자가 처음 나
왔고, 이후 순조부터 고종 대까지 9명의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  

5) 보감 940쪽, “인물편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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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영호남 지방 조상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가는 제도가 정착된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그나마 제수받은 

관직의 수가 현저히 감소한다.

4) 인물

     호남파에서 두드러진 인물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 호남파 파조로서 용양위 부호군을 지낸 9세 익재공 총

       - 익재공의 손자이며 왕자사부와 예산현감을 지냈던 11세             

              죽오당 건

      - 1598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사수하다가 순국한 선전관             

             13세 렴(죽오당의 손자) 

      - 신해보 발간문을 썼고 1756년 노론의 거두 송시열과                 

            송준길을 문묘에 배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대표(소두;疏頭)

      하여 올려 영조로부터 허락을 받아낸 척약재공 문중 17세 남강 경硬  

    

5) 호남 지역에서의 정치와 문화

      기록을 통해 본 호남파 선조들은 임진왜란 전에는 서인 계열이었고 

임란 이후에는 노론의 당색을 꾸준히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주의 입향조인 11세 죽오당 건(1513~1584) 및 그 후손들은 

누대에 걸쳐 신걸산 일대 입향조 묘역을 두고 이 지역 세족이었던 나주 

임씨들과 소유권을 다투었다고 한다. 왕자사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지역의 걸출한 인물 백호白湖 임제林悌(1549~1587)는 1576년 대과에 

합격한 이후 예조정랑, 평양병사를 지냈으며 오늘날까지도 문장가로 

추앙받고 있는 대문호이다.6) 

      정여립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기축옥사己丑獄事(1589년) 때 동인 

가문인 백호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화를 입었다. 

      서흥김씨 호남파 선조들은 서인 및 노론 계보를 이어 오면서 동류 

사족인 풍산 홍씨, 여산 송씨, 언양김씨 등과 대를 이어가며 혼맥婚脈을 

맺어 왔다. 혼맥은 당류黨類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김천일과홍천경은 黨爭 시기인 임진왜란 전후 나주를 대표하는 

6) 전남 나주군 다시면 회진리에 백호임제문학관(baekhomoonhk.or.kr)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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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7)들이었던 바, 나주 지방 서흥김씨는 이 두 집안과 오랫동안 혼맥을 

유지했다.

     1755년 나주에서 소론小論이 일으킨 소란, 즉 나주 객사 정문 

망화루望華樓에 붙인 괘서掛書 사건 때문에 역모사건 국문鞫問이 열리자 

소론 50명이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 영조는 이 사건을 통해 노론과 소론의 

싸움을 끝내고자 했다. 나주 지방의 유림儒林을 선도하던 17세 남강南岡 

경硬이 소수疏首(집단으로 올리는 상소의 대표자)가 되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을 문묘에 배향하자고 주장하여 

영조英祖의 비답批答을 받았다.(서흥김씨 보감 421페이지)

     호남파 선조들께서는 호남3대 반촌인 김안동金安洞을 지배하는 

세족勢族인 나주정씨羅州鄭氏, 하동정씨河東鄭氏, 풍산홍씨楓山洪氏와 

함께 4대 성씨의 일원이 되었고, 유서깊은 쌍계정雙溪亭(전남 유형문화재 

34호) 향약鄕約을 통해 지역민을 교화하면서 사림문화士林文化의 꽃을 

피웠다. 쌍계정에는 11세 죽오당竹梧堂 건鍵, 17세 사정士貞 려礪, 24세 

문익文益 기우基禹, 25세 사윤士潤 희덕熙德 등의 詩가 현액懸額으로 남아 

있다.

6) 신해보辛亥譜

   1731년에 간행된 신해보辛亥譜는 호남파 성재공 문중(장손 27세 

태길兌佶)에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신해보는 당초 목판본 3질을 

인쇄하였는데 지금은 수기본手記本을 포함하여 단 한 질만이 전해지고 있다. 

17세 뢰礌과 무碔가 초안을 작성했고 17세 남강공南岡公 경硬이 

발문跋文(간행사)을, 세명世鳴이 서문을 썼다.

7) 김천일(金千鎰)과 홍천경(洪千景)은 각각 나주의 정열사(旌烈祠)와 월정서원(月井書

院)에 모셔진 이 지역의 명유로서 임지왜란 시 의병활동을 하였다.東人이었던 학봉鶴

峯 김성일金誠一이 나주 목사로 재직했던 1585년 경현서원(景賢書院; 건립당시 금양錦陽서원)

에서 오현五賢서원으로 개명했고, 1609년 사액 경현서원으로 개명했다.)이 준공되자 초대 원

장에 이 지역의 저명한 학자였던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1529~1590)이 부임하였으나 홍천

경 등 지역 토착 양반들이 중인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1년 만에 사직하고 김천일이 2대 

원장에 취임하였다. 정철,김천일,홍천경 등 서인들에게 밉보인 정개청은 정여립鄭汝立 사건

(1589년 己丑獄事) 때 서인의 고변 때문에 처벌되어 귀양가는 도중 사망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나선 김천일은 수원성 전투, 양화진 전투,행주산성 전투 등에서 수차례 

승리한 후 진주성에서 왜군과 맞서다가 아들 김상건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殉國했다. 홍천

경은 임진왜란 중에 의병활동을 했고 광해군 2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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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남파 세거 분포 현황

     호남파는 9세 익재공 휘 총의 자손들이다.  익재공께서 장인 전주최

씨 연촌 최덕지와 연고가 되어 영암군  학산면에 세거한 이래 후손들이 누대

에 걸쳐 호남 일원에 세거해 왔으나 지금은 영암에는 거주하는 후손이 없고 

주로 나주시와 신안 자은도 등에 분포하여 거주한다.

     족보에 따르면 익재공 장손들은 주로 영암 선영에 묘소가 있으나 21

세 송松 이하 후손, 19세 차손 경후慶垕의 후손 및 23세 재열 이하 후손들

은 거주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19세 성일成鎰(영조대 1734년 

생)부터 후손들의 묘소가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2010

년간 경인보 권5 38-39쪽) 족보에 기재된 호남파 종손은 22세 인영(1981

년생)이다.

      익재공 총의 장자 유의 차자 11세 鍵은 진사시 합격 후 1540년 행의

行誼로 중종의 아들을 가르치는 왕자사부를 역임한 후 1543년에 예산현감이 

되었다. 1544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않고 나주군 

다시면 영동리에 단풍정을 짓고 후학을 길렀다.

     12세 척약재공 응전은 처가가 있는 나주군 노안면 영풍리(金安洞)로 

이거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왕자사부공의 후손들은 후일 나주군 남평면, 다시면, 노안면에 집성촌

을 이루었고, 척약재공 후손들은 주로 나주군 노안면에 세거하였다. 척약재

공의 후손들은 16세 聲자 항렬 대부터 크게 분화.발전하게 된다. 장손 문숙

공 성주聲周의 후손 22세 秉權부터 25세 熙呈까지는 선영이 있던 영안촌을 

떠나 문평면 만연동 부근에 세거하고 묘소도 그 일대에 마련하였으나 2010

년 영안촌 선영 산록에 집단 묘역을 조성하여 이장하였다. 

     차자 성재공 성우聲羽의 후손은 노안면 금안리 원당 부락에 살면서 금

안리 가장동에 세장장산을 마련하였다. 삼자 성한聲漢의 후손은 영안촌 복동

에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었고 묘역도 인근 산록에 있다. 척약재공의 차자 봉

기의 장손 오매당 성오聲五의 후손 묘역은 청산마을 등 여러 곳에 있고, 차

손 성원聲遠의 후손 묘역은 안산리 재실 귀후재歸後齋 부근에 있으며, 삼자 

성중聲重의 후손 묘역은 문평면 쇄학동에 있다.

      익재공의 차자 10세 참봉공 흔忻으로부터 11세 빈鑌, 12세 참봉공 

응권應權으로 호남파 진안문중의 파계를 이루게 되며 휘 應權이 전북지방 

서흥김씨 입향조이다. 13세 지상智相 14세 경운景雲 15세 득선得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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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는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 도치산에 있었다. 16세 한명漢明,한주漢柱 

형제가 병자호란을 피해 임실군 성수면 좌산리 상촌으로 입향한 이래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으며, 최근 집성촌 앞 산에 전북 입향조 이래 전북 

입향조 이후 조상의 묘역을 합동으로 이전. 조성하였다.8)

8) 1925년 편찬한 을축보에는 응권의 묘소가 조부,선친과 함께 영암 가부천동 선영에 모셔져 있다
고 하였고, 13세 이하 응권 후손의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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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약사略史

 7세 판서공判書公 중건中乾의 차남 8세 참의공參議公 순손順遜이 

광양지역 입향조이다. 8세 참의공參議公 순손順遜은 광양 옥룡면 죽산리, 9세 

부사공府使公 숙인叔仁은 기두리, 10세 참의공參奉公 신행臣行은 광양 옥룡 

죽산리에 있었으나  광양문중은 2002년 11월  광양군 광양읍 예덕리 산 

1327-3번지로 전부 이장, 묘역을 정비하고 서산영대西山靈臺라고 이름 지어 

납골묘, 세천비世仟碑, 서산영대 실기實記, 기적비紀蹟碑 및 시비詩碑를 세워 

오랜 숙원 사업을 풀었다. 서산영대에는 광양 입향조 8세 순손順遜 이하 조상 

48위의 신위를 모셨다.

8세 휘 순손順遜은 조선조 초기 참의參議로 1498년 무오사화때 

한훤당선생과 재종간再從間[6촌 형제 사이]으로 피화被禍[화를 입음]될까 

염려하여 솔권率眷[식구를 데리고 가거나 옴]하고 광양 청계동으로 피란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9세 휘 숙인叔仁은 부사府使 요 10세 휘 신행臣行은 참봉이며 11세 휘 윤

걸胤傑은 호학好學[학문을 좋아함]하여 당대의 석학 모재慕齋 김안국金安國 선

생께 사사하며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 선생과도 교유하였으나 1519년 기묘사화

때 도생圖生[살기 위함]을 위해 개본김해改本金海[본을 김해로 바꿈]하고 은둔

하니 이후 자손들도 관로官路에 나아가지 않았음으로 후손중 등과자登科者[과

거에 오른 자]는 없었지만 충효절의忠孝節義의 인사가 많았다

     12세 휘 홍립弘立은 동지同知[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난壬亂때 

군수 어영담魚泳聃을 도와 수천명의 왜적을 상대로 수성守城중 전사했으며 16

세 휘 석기碩器는 출천지효出天之孝[하늘이 낸 효자]로 도천道薦[감사가 자기 

도내에 유능한 인물을 천거 하는 일]되었고 21세 휘 종鐘은 참봉으로 경사經史

[경사와 사기]에 통요通曉[환하게 깨달아서 앎]하여 은일隱逸[숨은 학자로 벼슬

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높았으며 22세 휘 온溫은 덕망과 효문孝聞으

로 통정대부通政大夫[문관 정3품]에 올랐으며 24세 휘 엽燁은 부인 제주양씨와 

함께 일문쌍효一門雙孝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에 등재되었다

    비록 난을 피해 입향하여 오랫동안 은둔으로 일관 했지만 대대로 호덕숭례

好德崇禮[덕을 높이고 례를 숭상함]하여 인구에 회자하여 덕례리德禮里란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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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名이 생겼다

 1731년에 간행된 신해보에는 광양 문중의 입향조가 11세 언심彦諶(자 

윤걸胤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8년 광양문중 종원들은 현존해 오는 

조상님들의 산소와 1840년경에 작성된 광양문중光陽門中 가승보家乘譜의 

기록을 근거로 족보에서 누락된 8세 순손부터 11세 윤걸로 이어지는 

조상님들을 족보에 새로이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기존 족보에 11세 언심彦諶의 대를 12세 두봉斗鳳이 잇고 있다는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두봉斗鳳이 11세 윤걸胤傑의 대를 잇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해 줄 것을 한훤당 종손과 전국 각 문중 및 족보 편찬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족보 편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의결, 광양문중의 요구사항을 

2009년 발행된 기축보 서흥김씨 대동보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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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약사略史

     호남파 장손의 후손 신안으로 이주

      익재공의 장손 12세 응훤의 장손 13세 봉세(奉世1555~?)의 손

자 15세 순봉舜鳳은 전남 나주군 노안면으로 이거하였다. 그 후손은 18

세 호서虎瑞까지만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19세 유성有聲의 자손은 21세 

송松을 끝으로, 또 19세 경후慶垕의 자손은 23세 재열在烈을 끝으로 거

주 미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호남파 종손의 계보는 12세 참봉공의 차자 13세 희세希世의 가

계로 이어지고 있는 바, 19세 성일(成鎰;1734~1805)이 영조때 신안군 

자은도慈恩島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 후손들이 신안군 임자면, 암태면 

등에도 세거했다고 족보가 전하고 있다

 

척약재공 문중

     척약재惕若齋공 12세 선무랑宣務郞 기자전箕子殿 참봉 응전應筌은 

여산礪山 송씨宋氏 처가가 있는 나주 금성산 아래 노안면 금안동에 세

거를 시작했다. 경현서원 바로 뒤 산록에 12세 척약재공 응전, 13세 선

무랑 봉수鳳壽, 예빈사禮賓寺 주부主簿 봉기鳳基 14세 진사 우건宇建

(1575~미상), 15세 유도有道와 치도致道(1612~ 미상)의 척약재공 후

예들의 중시조中始祖 묘역이 잘 조성되어 있고, 1917년 세장산 자락에 

지은 재실齋室 영수각永壽閣은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성정이 청직하고 강의했던 15세 錦溪 유도有道는 효종 때 사화(士禍)를 

입었다는 족보상 기록이 있다. 

      척약재공의 장손 15세 금계錦溪 유도有道의 후손은 고종 때부터 

나주군 노안면에서 문평면 滿蓮洞으로 이주하여 세거하였다. 만연동, 

백자동 일대에 있던 22세 병권秉權(1819~미상)부터 25세 희정熙呈

(1910~1954)대까지의 조상 묘소는 2010년 노안면 금안동 영평리에 별

도로 조성된 가족묘역으로 이장되었다.

      16세 성재誠齋 성우聲羽(1634~1717) 후손의 세장산은 노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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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안리 가장동에 있다. 후손들은 2006년 동막동, 태평정, 새암등 등에 

산재해 있던 조상 묘를 세장산으로 이장하였다. 17세 뢰礌는 1731년 

간행된 신해보辛亥譜 초안草案을 작성하였다. 

     15세 치도致道(1612~1686)는 조부 봉기鳳基의 시양손侍養孫이 

되어 대를 이었는바, 그 후손들이 하촌문중下村門中이다. 16세 오매당

五梅堂 성오聲五를 위해 1918년 안산리에 귀후재歸厚齋를 건축하였으

나 오늘날은 관리가 부실하여 많이 낙후된 모습이다. 효자 17세 磝를 

위해 지은 정려(旌閭)에 고종이 “가장 으뜸이 되고 모범이 된 분”이

라는 의미 백원헌百元軒이라는 글씨를 써서 내려 주었다. 일명 어서각

御書閣이라고도 한다. 

     17세 남강공南崗公 진사進士 경硬은 당대의 명유名儒로서 문중에

서 최초로 발간한 족보 신해보辛亥譜의 발문跋文을 썼다. 또 1756년 노

론老論의 거두였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과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

吉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시키고자 소두疏頭가 되어 상소하였던 바, 영

조英祖로부터 비답批答을 받았다. 

  왕자사부공 문중

 

  왕자사부王子師傅를 지낸11세 죽오당竹梧堂 건鍵(1513~1584)은 

나주군 다시면 초동草洞 문중의 입향조入鄕祖다. 中宗 29년(1534년)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35년 行誼로 王子師傅에 발탁되었다가 38년

에는 예산현감禮山縣監이 되었다. 1544년 부친상을 당하자 고향으로 돌

아와 시묘侍墓를 하던 중 1555년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자 다시는 

관직 나가지 않았다. 후일 영암에서 나주군 다시면 가운리로 옮겨 단풍

정丹楓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학문을 연마하면서 후학을 길렀다. 나주군 

노안면 금안리에 있는 雙溪亭 소개 자료에는 죽오당이 당대의 명유들과 

함께 시장詩章을 함께 하며 鄕約을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단풍정은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졌고 인근에 1955년 지방 유림들이 유허비遺墟

碑를 세웠다. 나주군 다시면 가운리 복암동 신걸산록의 세장산에 중시

조 묘소가 잇다. 후손들이 1932년에 재실 영모재永慕齋를 건립하여 운

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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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 응련 후손

      왕자사부의 큰 아들 영릉참봉英陵參奉 응련應蓮의 묘소는 다시 신

걸산 사부공 묘역에 있다. 충순위忠順衛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냈던 13

세 장손 려礪의 묘소는 나주군 남평면 저포리 오룡동에 있으며 이 마을 

입향조이다. 이 곳 세장산에는 14세부터 19세 후손들의 묘역이 조성되

어 있다. 14세 경진景振(1600~ 미상)은 통덕랑通德郞, 15세 창업昌業

(1574~1595)은 훈련원訓練院 봉사奉事 선무랑宣務郞을 지냈다 

-차자 응란 후손

      왕자사부 차자 기자전箕子殿 참봉參奉 응란應蘭(1560~1636)의 

묘소는 나주시 죽포면 응동에 있다. 응란의 장자 13세 연 이하 17세까

지의 후손들 묘소는 다시면 복암동 주위에 조성되어 있다.

      응란의 큰 아들 13세 연硏(1575~ 미상)은 정유재란 때 민심이 동

요하자 분연히 일어나 軍門에 입대하여 각종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중추

부(中樞府) 총군(總軍)에 제수되었다.(보감 321페이지)

      응란의 작은 아들 13세 렴磏(미상~1597)은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

원訓練院 봉사奉事 겸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

어나자 전라병사全羅兵使 이복남李福男과 함께 남원성南原城 전투에 참

가하였다가 순국殉國하였다. 만인의총萬人義塚 충렬사忠烈祠에 53인의 

애국선열과 함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묘소는 나주군 죽포면 응동에 있

다. 그 아들인 14세 득홍得洪, 득명得溟 묘소는 부친 선영에 있고 셋째 

아들 득제得濟의 묘소는 다시면 복암동으로 이장되었다.

- 3자 응추 후손

 왕자사부 3자 12세 응추應蒭는 무인으로서 현감縣監을 지냈고 묘소는 

복암동 선영에 있다. 13세 석(碩)이하 후손은 나주군 노안면으로 이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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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靈光(경기파) 약사

통훈대부通訓大夫이면서 제주도 정의旌義현감을 지낸 9세 양성재養性齋 

효인孝仁이 영광군 대마면의 입향조다. 영광군과 광양군에 세거해 오던 

종원들은 경기파다.

입향조께서 언제 어떤 계기로 영광에 이거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성종 때(1471년) 좌리2등 원종공신에 봉훈되면서 봉토를 받았을 

것이므로 무오사화(1498년)를 피하기 위해 봉토가 있는 영광에 이거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조선시대에 일반적인 경우는 처가나 외가의 연고를 따라 

이거하였다.

양성재공의 부친인 생원 봉훈랑奉訓郞 8세 계술啓述의 산소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세장산에 있다. 8세 봉훈랑 선조의 산소는 현존하는 서흥김씨 

조상님 산소중 가장 윗대 산소의 하나다. 세장산 묘역에는 효인의 작은 

아들이며 용양위龍驤衛 부사직副司直을 지냈던 10세 석장碩璋으로부터 그의 

후손인 11세 수흠守欽, 수문守文, 수안守安과 12세 혼渾, 주부主簿 속涑, 

준濬, 13세 언길彦吉, 언익彦益, 언탁彦擢, 신기愼機, 만풍萬豊, 신추愼樞의 

묘소가 모셔져 있다.

입향조 9세 효인에게는 두 분의 부인 묘가 있다. 부인 인천 채씨는 장남 

석규와 함께 경기도 안성군 고산면 경기파 세장산에 모셔져 있고, 부인 해주 

오씨의 묘는 차남 석장과 같이 영광군 대마면 세장산에 모셔져 있다.

9세부터 13세까지는 영광군 대마면에서 세거하다가 16세때부터 전북 

정읍군 태인면, 영광군 백수면, 홍농면, 고창군 무장면 등으로 세거지를 

넓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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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약사略史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일대에 오랫동안 세거해 온 진안문중은 호남파湖

南波의 파조波祖인 9세 익재공益齋公 총總의 작은 아들인 참봉공參奉公 흔忻의 

후손들이다. 10세 참봉공 흔과 11세 참봉공 빈鑌의 묘소는 호남파 파조 묘역인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가부천동 세장산에 있다. 

 참봉공(叅奉公 : 흔忻)의 손자  응권應權 조상님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려산[礪山, 지금의 익산] 군수郡守를 지내면서 자손들이 전남 영암에서 전북 

지역으로 이거移居가 시작되었다.   선조님들이 다시 려산・남원지역에서 

진안으로 이거한 시기는 임진왜란(1592-1598)이 발발하면서 부터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정유재란(1597-1598)으로 이 지역 일대가 초토화되자 

진안으로의 이거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임진왜란시 응권의 아들 지상智祥 13세은 도총부都摠府[총사령부]에 들어

가 왜군과 싸웠고, 14세 절충장군折衝將軍 경운景雲은 만호萬戶라는 무관 벼슬

을 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세운 공적을 인정받아 3등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

다.

참봉공의 6대손 16세 내은공萊隱公 漢明과 내산공萊山公 16世 漢柱 두 형

제분이 남원에서 진안으로 세거지를 옮겼는데 이 시기가 대략 인조仁祖 12년

(갑술甲戌 1643)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전주최씨全州崔氏 집안으로 시집온 서

흥김씨瑞興金氏 며느리가 살던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상촌으로 이주

해온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2015년 11월 진안 문중에서는 진안파의 파조 되시는 4대 조상님(12世  응

권應權, 13世 지상智祥, 14世 경운景雲 15世 득선得善) 묘소들을 전북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 도치산 기슭에서 현 세거지인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송촌 선산

으로 이장하였다.

 

묘역 이장은 선조님들의 묘소가 떨어져 있어 매년 묘제에 참제하는 후손들

도 줄어들고 묘역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세거지 진안으로 이장하였으며 봉안

묘奉安墓를 만들어 4代 9位의 묘역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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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실전失傳되어온 12世 조상 내외분과 13世 조상 내외분의 묘를 찾을 

수 없어 임실의 묘소는 공분空墳으로 만들어 비석을 세우고 시제를 모셔왔고 

이장된 봉안묘에는 14世 내외분과 15世 내외분 다섯분의 유해遺骸를 합장하고 

상석을 세워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영모재永慕齋와 효열비孝烈碑

내산공箂山公 16세 한주漢柱를 숭양하기 위한 재실로 1977년 24세 청암晴菴 

기희基曦가 그의 삼종三從[팔촌이 되는 관계] 기룡基龍과 함께 세웠으며 종사에 

중심이 되고 있다. 마을 어귀에 연안송씨延安宋氏[22世 시권時權의 배위配位] 

효열비孝烈碑와 그의 아들 석봉錫鳳의 효자기적비孝子記績碑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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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약사略史

  해남파의 파조는 봉훈랑奉訓郞 의영고사義盈庫使 8세 소정小亭의 셋째 

아들인 9세 직장공直長公 진縉이다. 10세 감찰공監察 이頥는 당대의 명문가인 

창녕성씨 가문의 대학자이자 문호였던 진일재眞逸齋 성간成侃(1427~1456)의 

따님과 결혼하였다. 12세 상祥은 진사進士시에 합격하였으나 더 이상 과장에 

나가지 않고 덕행으로 일관하였다

  10세 이頥, 11세 생원 윤문允文과 감찰 윤장允章, 12세 생원 상祥, 13세 

순의順義, 14세 여중麗重의 묘소는 실전되었다. 15세 진기震起의 묘소는 해남

군 문내면 충평리 완수동 세장산에 추정된다. 후손들은 주로 해남군 문내면 일

원에 살고 있다.

 해남 종친회에서는 2010년 5월 실전되었던 선조의 묘소는 설단設壇을 하

고,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중시조 선영에 계시던 해남파 파조 진의 묘소와 해

남군 문내면 일원에 산재해 있던 선조의 묘소를 이장하여 해남군 문내면 충평

리에 집단 묘역을 조성하였다. 이장 완료한 조상묘는 해남파 파조派祖 9世 진

縉, 14 세 여중麗重, 15世 진기震起, 16世 재경再景, 재운再雲, 17세 치공致

公, 18世 복손復孫  등 7분이다. 

 이장을 위해 해남 파조 진의 묘소를 파묘破墓해 보니 500년이 넘는 시간 

속에도 진縉 현조의 해골과 뼈가 그대로 있고 관 상부가 석회로 되어 있었던 

바, 당시의 문중 일을 보던 문로門老들은 이런 자리가 바로 명당자리가 아닌가  

               하는 감회가 일었다고 전했다.

 1958년 출판된 서흥김씨瑞興金氏 해남파海南派 가승보家乘譜 발문跋文에

서 궁암弓巖 유각희柳珏羲는 서흥김씨가 호남/해남으로 이주한 일을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戊午士禍 寒暄堂 金先生 配于順天時 先生之 仲父 副護軍公 諱 總 季 父 直  
   長公 諱 縉 兄弟知 禍將不測 率家累而 南下 于靈岩 後子孫 更移     居 于  
   海南

무오사화 때 순천에 유배된 한훤당이 작은아버지 총과 셋째 작은 아버       
   지  진에게 “장차 일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식솔을 데리고 영암에 가 계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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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고 말씀드렸고 후에 자손들이 다시 해남으로 이거하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만, 작장공 진이 영암에  

      거주했었고 후손들이 해남으로 이거한 것은 사실과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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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양 光 陽

 
서산영대 西山靈臺

광양 종친회에서는 2002년 11월 7일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327-2 에 서산영대西山靈臺라는 합동제단合同祭壇[납골당納骨堂]을 만들어서 

8세 참의공參議公 순손順遜부터 22세 통정대부通政大夫 온溫 조상까지 48위를 

모셨으며 세천비世阡碑, 효자열부기적비孝子烈婦紀蹟碑, 서산영대실기 

西山靈臺實記, 시비詩碑를 세웠다. 매년 음력 10월 둘째주 일요일에 시제를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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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비世仟碑 (원문 한글)

    여기 동천洞天[신선이 사는 곳]이 요요窈窕[조용하고 아늑한]하고 임학林壑
[수풀이 우거짐]이 유수幽邃한 광양읍 서산  축좌원丑坐原에 아담雅淡[고상하고 
담백하다]한 영역塋域[묘 자리]이 조성되니 곧 서흥김씨 판서공파 광양문중의 서
산영대西山靈臺이다 
 
    이 영대와 지호지간指呼之間[손짖하여 부를 만큼 가까운 거리]에 마주보는 덕
산 마을은 500년내 세거지로 지금도 집성촌을 이루며 근 백호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명당이 또 있으리요  삼가 선계先系[선조의 계보]를 안按 컨
데 신라 대보공大輔公 김알지金閼智를 조조肇祖[첫 조상]로 하며 경순대왕을 거
처 고려금오위정용중랑장高麗金吾衛精勇中郞將 휘 보寶를 중조中祖1세로 하고 
고려 광정대부도검의시랑匡靖大夫都僉議侍郞 찬성사상장군贊成事上將軍 판판도
사사判版圖司事를  역임한 3세 휘 천록이 서흥군으로 봉해짐에 따라 서흥을 관향
貫鄕으로 삼았다

     이후 잠영簪纓[관원이 쓰던 비녀와 갓끈으로 지위가 높은 벼슬을 비유적으
로 쓰는 말] 누세累世하여 문무명세文武鳴世[대를 이어 문무에 이름을 알림]터니 
7세 휘 중건은 조선조 초기 4조朝에 역사歷仕[벼슬에 오름]하여 좌선삼도佐宣三
道하며 예조판서에 올라 후일 경기 파조派祖가 되었다.

     8세 휘 순손順遜은 조선조 초기 참의參議요 9세 휘 숙인叔仁은 부사府使요 
10세 휘 신행臣行은 참봉으로 1498년 무오사화때 한훤당선생과 재종간再從間[6
촌 형제 사이]으로 피화被禍[화를 입음]될까 염려하여 솔권率眷[식구를 데리고 가
거나 옴]하고 광양 청계동으로 피란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11세 휘 윤걸胤傑은 
호학好學[학문을 좋아함]하여 당대의 석학 모재慕齋 김안국金安國 선생께 사사하
며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 선생과도 교유하였으나 1519년 기묘사화때 도생圖生
[살기 위함]을 위해 개본김해改本金海[본을 김해로 바꿈]하고 은둔하니 이후 자손
들도 관로官路에 나아가지 않았음으로 후손중 등과자登科者[과거에 오른 자]는 없
었지만 충효절의忠孝節義의 인사가 많았다

     12세 휘 홍립弘立은 동지同知[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난壬亂때 군
수 어영담魚泳聃을 도와 수천명의 왜적을 상대로 수성守城중 전사했으며 16세 휘 
석기碩器는 출천지효出天之孝[하늘이 낸 효자]로 도천道薦[감사가 자기 도내에 유
능한 인물을 천거 하는 일]되었고 21세 휘 종鐘은 참봉으로 경사經史[경사와 사
기]에 통요通曉[환하게 깨달아서 앎]하여 은일隱逸[숨은 학자로 벼슬에 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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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의 이름이 높았으며 22세 휘 온溫은 덕망과 孝聞으로 통정대부通政大
夫[문관 정3품]에 올랐으며 24세 휘 엽燁은 배 제주양씨와 함께 일문쌍효一門雙
孝로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에 등재되었다

    비록 난을 피해 입향하여 오랫동안 은둔으로 일관 했지만 대대로 호덕숭례好
德崇禮[덕을 높이고 례를 숭상함]하여 인구에 회자하여 덕례리德禮里란 이명里名
이 생겼고 자손들도 번영하여 오늘에 이르니 어찌 積善餘慶[남에게 좋은 일을 많
이 한 보답(報答)으로 뒷날 그의 자손(子孫)이 받는 경사(慶事)]이 아니리요

    한편 창상滄桑[세상일에 변천이 심함을 말함]의 세태는 변화를 거듭하여 이제
는 조상의 분묘墳墓도 제도개혁의 대상이 되어 취묘聚墓[묘를 모음] 또는 납골당 
안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보전이 어려워 실전의 위기에 처함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를 우려한 문로들이 숙의 끝에 지난 2000년초  대규모 납골당과 세천비를 갖춘 
영대를 세장산인 西山에 건립하여 입향조이하 모든 선영을 차레로 개봉 납골納骨
토록 하였고 장차 시설을 확장하여 후손들도 이에 준용토록 하였으니 명실상부한 
조손만대祖孫萬代의 영대靈臺가 아니랴

     지난 6월초 서흥김문의 원로 덕산悳山 김희구金熙久옹이 노구를 무릅쓰고 
청도에서 상경 광양의 김훈金燻 김동규金東圭 보甫[평교간 또는 손아래 사람을 
부를 때 성이나 이름 뒤에 붙치는 말]와 같이 불녕不佞[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일
인칭 대명사]의 우거寓居[자기의 주거를 낮추어 이르는 말]를 내방하여 가상家狀
과 함께 세천비명을 청할새 전일 보감을 편찬한 인연도 있고  사양만 할수 없어 
7월초 광양 현지를 답사한 후 그 견문의 개요를 펴고 명銘으로 이으려 한다

           덕산에서 척호陟岵하면 서산영대 완연하고 
         서산에서 고망顧望하면 덕산마을 정다웁네
         오고가는 논들에는 오곡백과 풍성하니
         오백년   이어온 조상 은덕이  아닌가
         조석으로 망배望拜하고 사시절四時節로 성소省掃하니
         창상滄桑의  세태에도 효친경조孝親敬祖 변함없네
         오홉다 !   우리 모두 격양가擊壤歌가 부르면서
         이 영대靈臺 이 마을을 영원토록 보존하세 

                              2002년 10월
                              伊溪后人 英陽 南九福 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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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호     : 고향에 있는 부모를 그리워 하는 일
    완연宛然 :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다
    고망     : 둘러보거나 되돌아 봄
    망배     : 멀리 떨어져 있는 조상, 부모, 형제 따위를 그리워하며 그러한           
               대상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절을 함
    성소     : 조상의 산소를 찾아 돌봄
    창상     : 상전벽해(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효친경조 : 부모에 효도하고 조상을 흠숭함
    격양가   : 예전에 중국에서 행하던 민간 놀이의 하나. 신짝같이 생긴               
               두 개의 나무 중 하나를 땅 위에 놓고 다른 나무토막을 던져 
               맞추며 놀면서 부르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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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영대실기西山靈臺實記 (원문 한글)

    조상의 분묘墳墓를 수호함은 자손의 의무이자 근본의 대절大節[인체의 큰 관
절]이다 그러나 팽창하는 인구와 제한된 국토로 보존 관리의 어려움이 겹처 점차 
납골당으로 변환해가고 있음이 오늘의 추세이다

    우리 문중도 이에 예외일수 없어 매년 성소省掃,제향祭享 때만되면 주로 산
하 가까이 살고 있는 자손들이 참석하고 객지에 사는 자손들은 많이 불참함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이제는 선영先塋[조상의 묘]의 위치조차 모르는 청소년들이 허다
하게 되었다

    이대로 지나면 폐묘廢墓, 실전失傳[묘를 잃어 버림]의 위기 마저 면할 수 없
게 됨으로 이를 염려한 후손  점암占岩을 비롯하여 문내 유지들이 1995년 덕례
리 서천 변邊에서 종친회를 발기 하였고 2001년 정기 총회때 드디어 납골당을 세
장산世葬山인 서산西山에 건립키로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 시켰다 한편 이에 대
한 제반 절차를 청도에 거주하는 대종회 상임고문 희구熙久옹에게 자문하여 납골
당 명칭을 서산영대라 하였고 아울러 세천비世仟碑의 건립도 병행하여 명실공히 
문중의 영지靈地가 되도록 하였다

    이어 2002년 7월20일 봉인석封人石에 8세 참의공 휘諱 순손順遜이하 21세 
휘 재용在鏞 재기在璣까지 43위를 도자기 항아리 22개에 납골하고 위패 3구具 5
位도 동시에 봉안키로 합의 하였다

    이후 22세부터는 각자 자손들이 대순代順대로 봉안하여 60간間의 수용한계
를 초과 할때는 추가로 납골당을 건립하여 길히 후손들까지 수용할 것을 결의 하
였다. 이는 500년 입향사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대사이므로 후일을 증하기 위
하여 이 기문을 남기는 바이다           

                                         서기 2002년 10월  일

                                    광양문중 종친회회장  훈   근기
                                             추진위원장  웅   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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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순손金順遜 8세 경기파 광양 입향조

자: 순화順和  호: 계선啓先

출생 - 사망 1413(태종 13) - 미상

묘소
광양군 옥룡면 운곡리 죽산

(광양읍 덕례리 1327-3번지 서산영대로 이장)

대표관직(경력) 참의공參議公

생애 요약

- 고려조에서 봉순대부 판서운관사를 지낸 선보의 손자, 

- 조선조에서 예조판서에 오른 중건의 둘째 아들

- 무오사화때 한훤당 김굉필 선생과 재종간再從間(6촌이 되

는 관계)으로 피화 될까 염려하여 솔권率眷 (가족을 거느

고 가거나 옴)하여 광양 청계동으로 피란하여 입향조가 

되었다.

- 배위는 숙부인 경주 이씨

- 슬하에 1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1 4쪽

서산영대西山靈臺 계선啓先 김순손金順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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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엽金燁 24세 경기파

자: 성숙成淑  호: 화당華堂

출생 - 사망 1900(고종 광무 4) - 1977

묘소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덕산 노조등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참종 종種의 증손, 통정대부 온溫의 손자, 양산 수樹의 

장자

-하늘이 내린 효자로 어려운 가계 속에서도 감지甘旨[맛이 

좋은 음식]의 공양과 봉지奉志의 정성을 다하여 옛 사람

의 아래에 있지 않았으며 부친 간상艱喪에는 예법에 따라 

한 치의 소흘함도 없었다.

- 모부인 강씨가 80세를 넘긴 고령으로 식욕을 잃자 엄동

설한에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구함에 큰 잉어가 잡히자 

모두가 왕상王祥의 재연再演이라 감복하였다

- 그 부인 제주양씨 또한 출천의 효부로 부군과 함께 그 

정성을 다하니 일문쌍효一門雙孝로 호남 삼강록에 수록되

었다

-인후한 인품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남의 어려움을 지나치

지 않고 꼭 응분의 도움을 주었으니 향당鄕黨에 모두 기

뻐하였다

-배위는 제주 양씨

-슬하에 3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1 173쪽  보감 704쪽

 기적비紀蹟碑 화당華堂 김엽金燁

   



197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서산영대 합동제단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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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羅 州

영모재永慕齋와 단풍정丹楓亭 ᅵ죽오당竹梧堂 김건金鍵

인물명 김건金鍵 11세 호: 죽오당竹梧堂  나주 입향조

출생 - 사망 1513(중종 8) - 1584(선조 17)

묘소 전남 나주군 다시면 복암동 신걸산

대표관직(경력) 왕자사부王子師傅 및 예산현감禮山縣監

생애 요약

- 부호군공副護軍公 총總의 손자이며 부사정副司正 유愉의 

작은 아들

- 중종 8년 태어나 뛰어난 용모와 총명한 재주로 촉망받았

고 8세에 집을 떠나 공부하던 중 11세에 지은 시가 전해 

온다.<離親問幾歲 空望白雲飛 不孝吾何逃 三年未得歸 부

모님 떠나 몇 해 째인가 허공을 바라보니 흰 구름만 흐르

네 불효한 죄 어찌 면하리요 삼년이나 돌아가지 못했는

데>

- 1540년 행의行誼로 中宗 재위 29(1540)년 왕자사부王子

師傅를, 1543년에는 예산현감禮山縣監을 지냈다. 1544년 

모친상을 당해 3년 시묘살이 중 1545년 乙巳士禍가 일어

나자 더 이상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 나주군 다시면 영동리에 단풍정丹楓亭을 지어 후학을 지

도했다. 단풍정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고, 1955년 지역 

유림들이 죽오당竹梧堂을 기념하기 위해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백호白湖 임제林悌(1549~1587)의 

나주 임씨들문중과 치열하게 경합했다는 野史가 전한다.

- 호남의 유서깊은 정자 나주 금안동 쌍계정雙溪亭에서 강

학講學과 시장詩章을 주도하면서 향약鄕約을 이끌었다.

- 1932년 신걸산 세장산 초입에 왕자사부를 모시는 재실 

永慕亭을 건립하였다.

- 배위는 숙부인 아산이씨牙山李氏

- 슬하에 3남3녀

참고문헌  대동보 (2010) 권1 12쪽  보감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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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모재   1932년 신걸산 세장산世葬山 초입에 죽오당을 모시는 재실를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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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사부 죽오당 김건 묘   전남 나주군 다시면 복암동 신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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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오당 왕자사부는 나주군 다시면 영동리에 단풍정丹楓亭을 지어 후학을 

지도했다. 단풍정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고, 1955년 지역 유림들이 죽오당竹梧堂을 

기념하기 위해 인근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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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모재기 국역

     범인이 세상에서 부모가 건축한 집을 자식이 선량하게 보호 관리하지 않고 
조상께서 일구어 놓은 경전耕田을 소홀히 하여 수확收穫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자손이라 하겠는가 따라서 작구지가作裘之家의 자제는 필히 갖옷 만드는 법을 습
득하고 작기지가作箕之家의 자제는 키를 만드는 법을 익히는 것이 그 가문 전래
의 세업世業이 되는 것이다. 
 
     오직 우리 선조께서는 시문이 특수하여 왕자의 사부師傅이셨고 예산 현감을 
지내신 공의 이름은 건鍵이시니 장구한 세월동안 제실을 창건치 못하여  자손으
로서 숭조지도崇祖之道를 행하지 못한바 불민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길 없어 
1925년 을미 10월 문중에서 숙의 끝에  1926년 병인 4월 선산에 묘막墓幕[무덤 
가까이에 지은 묘지기가 사는 작은 집]을 건조 단장하였고 영모재 현판을 달고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유업을 약기畧記[간추려 씀]하였다. 
 
     본 사업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고 선생의 정령이 돌보시고 장구한 세월동
안 뜻있는 자손들의 추모의 정성이 응집된 결정체이다. 한결같이 실천하고자 원
하는 바는 오직 선善 뿐으로 영원히 천만년 후에도 찬연히 빛나리라  선생의 유
풍과 그 여운은  잠시라도 마음속에서 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존사모현尊師慕賢[스승을 높이고 조상을 받들음]의 정성은 말로 표현하
기 어렵다 오직 우리 후손들은 해상추모楷顙追慕할지어다.

                임신壬申 1932년 12월 상현 후손 낙민洛敏 근지謹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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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려 金礪 13세   김연 金硏 13세  

인물명 
가.김려 金礪 13세

나.김연 金硏 13세

출생 - 사망 가,나 :  미상

묘소
가. 전남 영암군 남평면 오룡동 선영

나. 전남 나주군 다시면 가운리 복암동 선영

대표관직(경력)
가. 충순위 병절교위

나. 중추부 총군

생애 요약

- 사부공 죽오당 건의 손자

- 13세 려礪는 참봉 응련應蓮의 장자로서 충순위忠順衛 병

절교위秉節校尉를 지냈고 배위는 하동정씨이며 장자는 통

덕랑通德郞을 지낸 경진景振이다. 나주군 남평면 오룡동

에 묘소가 있다.

- 13세 연硏은 장사랑 응란의 장자로서 정유재란 대 의병장

으로 참여하여 중추부中樞府 총군總軍에 제수되었다. 배

위는 정부인 김해김씨이며 득순과 득율 두 아들을 두었

다. 나주군 다시면 복암동에 묘소가 있다.

참고문헌 대동보 (2010) 권5 12,17쪽  보감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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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응전金應筌 12세 호남파

자: 방경芳卿   호: 척약재惕若齋    

출생-사망 1545(인종 원년) ~ 미상

묘소 전남 나주군 노안면 영안촌 세장산

대표관직(경력) 음직; 선무랑 기자전 참봉

생애 요약

- 호남파 파조 휘 총의 증손, 건공장군建功將軍 유愉의 

손자이며 헌릉참본獻陵參奉 감鑑의 차자

- 천품이 총명하고 행의行誼가 방정方正하여 일찍부터 부

노父老들의 촉망이 높았다.

- 문음으로 출사 

- 처가가 있는 나주군 노안면 금안동에 처음으로 세거지

를 옮겨 입향조가 되었다.

- 배위는 여산송씨

- 슬하에 2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1 11쪽  보감 222, 297쪽 

영수각永受閣ᅵ척약재惕若齋 김응전金應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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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각永受閣   선무랑 청약재공(12세 응전) 및 그 선대先代의 사사祀事를 

     위한재실로1917년에 창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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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성우 金聲羽  16世 호남파

호; 성재誠齋

출생-사망 1634(인조12) ~ 미상

묘소
나주시 문평면 동막동에서 

노안면 금안리 가장굴 선영으로 이장

대표관직(경력)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생애 요약

- 진사 우건宇建의 손자요, 금계錦溪 유도有道의 작은 아들

-어려서부터 효성과 우애로 성장했고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는 꼭 진과珍果를 품에 안고 와서 노부모에게 올려 

육적陸績의 회귤懷橘 고사故事와 같았다.

-또한 평생 동안 남들과 다툼이 없었고 늘 화열로 일관하

여 80세를 넘기니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제

수되었다.

-생전에 용양위龍驤衛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다고 碑石에 새

겨져 있다.

참고문헌 대동보 권5 6쪽  보감 394쪽 

성재세가誠齋世家ᅵ성재誠齋  김성우金聲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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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성재공誠齋公 성우聲羽 후손들은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가장굴 세장산 서쪽  

    자락 인근 한옥마을에 조상을 숭양하고 종원들의 단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펜션 기  

    능을 갖춘 한옥을 준공하고 성재세가誠齋世家라고 명명하였다. 

2010년 집안의 문장門長이던 금사錦思 26세 윤식允埴 이하 여러 종원이 결의한 이  

    후 합심 노력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편액扁額은 고당顧堂 김규태金奎泰의 아들 창동昌東(24세)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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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오磝 17世 호남파

자: 탁보卓甫

출생-사망 1675(숙종 14)~ 1718(숙종 44)

묘소 전남 나주군 노안면 이룡등 앞산

대표관직(경력) 동몽교관童蒙敎官(종9품. 향교 교수직)

생애 요약

-오매당 성오의 차자로서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족보와 보감에 따르면 <천품이 순효하여 부모봉양에 감

지(甘旨; 부모의 변을 손으로 찍어 맛봄으로써 건강 상

태를 확인하는 것)의 정성을 다하였고, 부친의 병을 살

피고 간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특히 병세가 위

급할 때 울면서 단지(斷指)하여 적구(摘口; 피를 입에 흘

려 넣어 줌) 로서 소생 회춘케 하였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3년간 매일 세 차례씩 무덤에 나가 통곡하며 정

성을 다하니 호랑이가 지켜 주었다.>고 했다.

-이러한 효행이 나라에서 펴낸 삼강행실록 三綱行實錄에 

기록되었다. 효행으로 종구품 동몽교관董夢敎官(☛)에 제

수되었다.

-1903년 고종임금은 효행을 기리는 旌閭정려에 백원헌百

原軒이라는 현판을 직접 써 주었다. 

-배위는 함평이씨,

-슬하에 계자系子 덕린德麟(생부 학碻)

참고문헌 대동보 5권 9쪽  보감 222쪽, 425쪽

어서각御書閣ᅵ탁보卓甫 김오金磝
 

 



210

  

      어서각御書閣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영안마을 입구

17세 김오金磝(1675-1718)의 효행을 기리는 정려旌閭로서, 나주군 노안면 영평

리 영안마을 입구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다. 그 효행이 삼강

록三綱錄에 기록되어 있으며 1903년 고종은‘백원헌百元軒’이라는 글을 직접 써서 어

필 현판을 하사 하였으므로 어서각御書閣이라고도 한다. 후손 24세 기우基禹가 주축이 

되어 1922년 효자각(孝子 贈童蒙敎官 瑞興金磝之閭)으로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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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성오金聲五 16세 호남파 

자: 이화而和  호: 오매당五梅堂 

출생-사망 1640(인조 18) ~ 1711(숙종 37)

묘소 전남 나주군 노안면 안산 합장

대표관직(경력) 음직; 선무랑 기자전 참봉

생애 요약

- 처사 봉기의 증손, 치도致道의 장자

- 품성稟性이 침중沈重하고 효우의 정이 두터웠다.

- 솔선수범하는 정신으로 가업에 힘써 후손에게 모범이 되

었다.

- 배위는 나주 정씨

- 슬하에 三남 

참고문헌 대동보  5권 8쪽  보감 222쪽, 395쪽 

귀후재歸後齋ᅵ이화而和 김성오金聲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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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에 16세 오매당五梅堂 성오聲五를 존숭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건립한 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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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사권金仕權 23世 호남파 / 장흥고씨長興高氏 

자: 달권達權  호: 모암慕庵

출생-사망
모 암     ; 1828(순조 28) – 1892(고종 29)

장흥 고씨 ; 1848(헌종 14) - 미상

묘소 광주시 광산구 연산리 호봉산

대표관직(경력) 효자孝子 효열부孝烈婦로 삼강록三綱錄에 등재

생애 요약

1. 모암 김사권

- 처사 형록亨祿의 증손, 처사 재운載韻의 손자요, 종칠鍾

七의 장자

-하늘이 낸 효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였다. 병환에는 약시중

으로 밤을 새웠고 가정사는 반드시 어르신께 말씀드린 후 

실행하였으며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었다.

-모친이 연세가 90에도 하늘에 기도 하였으나 운명하자 혼

절을 거듭하였고 3년상을 어김없이 수행, 三綱錄에 수록

되었다.

-실적비는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에 있다

2.장흥 고씨

-처사 시영時英의 따님이며 모암의 부인

-시어머니 상중에 부군이 만사 제폐하고 오직 시묘만 하자 

홀로 어려운 가정살림에 진력하였다. 부군이 1년간의 병

고 끝에 세상을 뜨자 시아버지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살림을 일으켜 자손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슬하에 2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5  180쪽  보감 618/619쪽 

실적비實蹟碑  모암慕庵 김사권金仕權과 효열부 장흥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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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암과 장흥고씨 효자효열비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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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종섭 金鍾燮 23世 

자: 응문應文  호: 만향晩香  

출생-사망 1869 (고종 6) - 1936

묘소 광주시 광산구 연산리 호봉산 

대표관직(경력)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

생애 요약

- 처사 진택振澤의 손자요, 통정대부通政大夫 재권在權의 

  장자

-천품이 늠름하여 일찍부터 대기大器의 기상을 지녔다. 

1904년 (광무8년) 기자전箕子殿 참봉參奉에 제수되었고 

일본 강점기 때 넉넉한 가산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이 되었다.

-만년에는 나주군 노안면 영안촌에 만향정晩香亭을 지어 

사우士友들과 강학講學과 시장詩章을 즐겼다.

-배위는 숙인 금성나씨, 계배繼配는 숙인 천안전씨

-슬하에 계자系子 기영基榮(생부 안섭安燮)

참고문헌 대동보 권5 68쪽  보감 679쪽 

만향정晩香亭ᅵ김종섭金鐘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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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향정晩香亭   만향공이 후학 양성과 접빈接賓, 강학講學과 만절晩節의 국향菊香을  

                  상징한 정자로 1920년에 창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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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기수金基洙 24世 호남파

자: 성사聖泗  호: 성와省窩

출생-사망 1876 (고종 13) - 미상

묘소 나주시 노안면 금안동 가장굴 선영

대표관직(경력) 통사랑 능참봉通仕郎 陵參奉

생애 요약

- 형조참판刑曹參判이면서 가선대부嘉善大夫였던 한옥漢玉

의 증손자요, 통훈대부 돈령부도정通訓大夫 敦寜府都正

(정3품) 원섭源燮의 장자

-지극 정성의 효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였다. 고종 광무8년

(1904년)에 통사랑 능참봉에 제수되었다.

-어느 해 친환親患으로 부친 병세가 위급해 자기 손가락을 

베어 피를 입에 넣어드렸으며, 상喪을 당하자 예절을 다

하여 시묘를 하였다. 눈 오는 겨울에 후원에서 죽순이 솟

아 부모상에 올렸고 눈 덮인 들판을 건너 시묘 가는 길에 

까마귀가 앞장을 서서 길을 안내하였다고 전한다. 

-호남 유림에서는 성와공 사후 사관장四館掌(나주,전주,광

주,남원 향교)에서 통문을 돌려 효자로 추존하였다.

-부인은 함안 윤씨. 

-슬하에 3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5 54쪽  보감 768쪽 

효행실적비孝行實蹟碑ᅵ성와省窩 김기수金基洙 

주소: 나주 노안면 금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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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지역 유림들이 성와공省窩公 기수基洙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강일계綱一契를 조직하여, 정성으로 설중죽순雪中竹筍의 기적을 전하면서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에 효행 실적비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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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연섭金延燮 23世 호남파

자: 자중自中  호: 하곡荷谷

출생-사망 1892(고종 20) - 1946

묘소 함평군 손불면 동암리 노적봉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현릉참봉顯陵參奉 윤택潤澤의 손자요 금포錦圃 한권漢權

의 장자

-일찍이 어려서부터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오면 함에서 

과일을 꺼내 부모에게 바쳤고 아침에 부모님 기색을 살피

고 저녁에 잠자리를 확인하는 정성을 평생토록 행하였다.

-부모님 병세가 위급해지면 하늘에 기도하여 병세를 여러

번 완화시키자 향리鄕里 모든 이가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찬하였고 고을에서 도道로 효자로 지정해 주기를 추천

하였다.

-부인은 안동 김씨

-슬하에 4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5 128쪽  보감 225, 684쪽 

효자기적비孝子記蹟碑ᅵ하곡荷谷 김연섭金延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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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이 1976년 8월 문평면 북동 하의촌 명하마을 앞 도로 변에 하곡荷谷 연섭  

     延燮의 생전에 중국의 육적陸績을 능가한 그의 효성을 증거하기 위해 효행기적비  

     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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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기우金基禹  24세 호남파

 자: 문익文益   호: 술와述窩 

출생-사망   1885(고종 22) - 1969

묘소   나주군 노안면 복호촌 선영 아래

대표관직(경력)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생애 요약

- 고종 광무 9년 (1905) 문음으로 참봉에 제수

   이어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으로 올랐다

- 효성이 강한 공은 선군先君 형제 사이에 두터웠던 

   형제애를 추모하고 후학양성을 위하여 노안면 

   영평리에 체화정棣華亭을 창건하였으나 6.25 

   동란때 소실되어 후손이 현판만 보존하고 있다 

- 또한 영수각永受閣, 귀후재歸厚齋등의 제실을 

   마련하여 춘추 성소省掃 및 봉사奉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고

- 선친의 성제유고誠齊遺稿와 7대조 남강공南岡公 경硬의 

   유고를 서원연고瑞原聯稿로 편찬하여 널리 간행하였다

- 슬하에 4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5  65쪽  보감 773쪽

 체화정棣華亭 술와述窩 김기우金基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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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정 雙溪亭 ᅵ향약鄕約을 실행하는 장소 

나주군 노안면 금안동은 고려 이후 호남 3대 반촌班村 중의 하나다. 쌍계정雙溪

亭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며 주변에 쌍계정의 전설을 간직한 300

여년을 넘은 팽나무와 느티나무의 노거수老巨樹들이 더해 아름다운 풍광을 이룬다.

<雙溪亭>이라는 글씨는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썼다고 하고 안쪽에 사성강당四姓

講堂이라는 현액이 걸려 있다. 1550년 무렵에 금안동으로 이거해 온 서흥김씨瑞興

金氏가 나주의 토착세력인 나주정씨羅州鄭氏, 하동정씨河東鄭氏, 풍산홍씨楓山洪氏 

들과 함께 지역을 경영해 온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쌍계정雙溪亭은 고려 충렬왕때 금안동 입향조인 문정공文靖公 정가신鄭可臣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강학이나 시회는 물론이고 재지사림在地士林이 향촌자치鄕村自

治, 즉 향약鄕約을 실행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16세기 호남 누정문화樓亭文化를 

대표하는 유서 깊은 건물이다. 조선시대에는 김건金鍵, 신숙주申叔舟, 정서鄭鋤, 홍

천경洪千璟등이 대를 이어 강학하던 곳이다. 전남 유형문화재 34로 지정되어 있다. 

내부에는 중수기重修記와 함께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의 시가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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