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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김문 인물과 유적을 펴내면서

2014년 4월에 발간한 ‘서흥군과 한훤당‘ 앨범책자에 이어 우리 문중門中

에서 대를 이어 선조들의 덕행과 학식으로 후손들의 흠숭을 받고 있는 인물

과 유적을 답사해서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한권의 

책으로 나오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득관得貫의 공을 세우신 김보金寶 공의 손자 김천록金天錄 장군은 고려시대 

삼별초의 난(1270년)에 출사하여 대의충절大義忠節의 무공을 세우고 이어 

1274년(충렬왕 원년)에 려·원연합군麗·元聯合軍의 일본 대마도 정벌에 고

려의 무장으로 출사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1597년)때  왜적

을 맞아 남원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김렴金磏 공은 남원 충렬사에서 매년 그 

충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김인곤金仁坤 공은 1907년 해아밀사 사건으

로 군대가 해산되자 이천등지에서 의병을 규합, 봉기하여 왜군에 저항하였으

나 잡혀 참형을 당했으니 이 순국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이천시에서는 매년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일운동 김희봉金熙琫, 충신 김충

수金忠守, 효자 김함金涵, 효부 온양정씨, 청주한씨 등 우리 문중을 빛낸 선

조들과 그 유적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문중의 고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종원들에게 알려  종원간 

화합의 계기를 만듬과 동시에 대외에 선양宣揚함으로서 명문가名門家로서의 

위치를 반석磐石 위에 올려 놓고자 함입니다.

또한 이 책자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우리 문중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에 

필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우리 선조에 

대한 자긍심自矜心을 높이고 뿌리교육의 자료개발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믿거름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2017년 4월  일

                            서흥김씨대종회 회장 김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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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김문 연원 瑞興金門淵源
 

서흥김문瑞興金門의 시조始祖는 고려중기 19대왕 명종明宗의 명장名將 휘諱 보寶공

으로 신라 경순대왕敬順大王의 넷째아들 보국대안군 평장사輔國大安君平章事 김은

열金殷說공의 오세손五世孫이시다. 

시조 보공은 세우世羽공의 맏아들로 1183년(명종13)에 탄생하셨으며 일찍이 무과

武科에 급제하고 32세 나이에 관직이 금오위정용중랑장金吾衛精勇中郞將에 오르셨

다. 시조 보공의 아들 덕인德仁공 또한 무장으로 좌우위정용장군左右衛精勇將軍을 

지내셨다.

서흥김씨가 득관得貫하게 된 것은 보공의 손자 천록天祿공에 이르러서이다.  천록

공은 1270년(원종11) ‘삼별초의 난’에 출사하여 대의충절大義忠節의 무공을 세

우고, 1274년(충렬왕 즉위년)과 1281년(충렬왕7) 려·원연합군麗·元聯合軍의 두

차례 일본 정벌에 고려의 무장으로 출사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천록공은 광정

대부도첨의시랑匡靖大夫都僉議侍郞 찬성사상장군贊成事上將軍 판판도사사判版圖司

事에 오르셨고 원조元朝에서도 충현교위 관군총파忠顯校尉管軍摠把의 대작大爵을 

제수받았다.  고려조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천록공에 서흥군瑞興君 봉작封爵을 내

렸으나 자신이 시조가 되심을 송구히 여겨 조부 보寶공을 시조로 모시게 되었으니 

시조 삼대三代가 무장武將의 가문에서 문무제예文武諸禮를 익힌 조상들이다. 후손

들은 이로부터 본관本貫을 「서흥瑞興」으로 하게 되었다.

시조 보공과 2세조世祖 덕인공 그리고 3세조 서흥군 천록공에 대한 제향祭享은 매

년 음력10월 첫째 일요일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월향리 무열사武烈祠에서 모시고 

있고, 재실 숭모재崇慕齋가 있다.  시관始貫의 길을 열어주신 서흥군 천록공은 현

손玄孫으로 중건中乾 · 중곤中坤 · 중인中寅 삼형제분을 두셨고, 판서운관사공判

書雲館事公 선보善保공이 부친이시다.

선보공의 첫째아들 판서공判書公 휘 중건中乾(7世 호 인재仁齋)은 한성부漢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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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 정동貞洞에서 출생하여 조선 태조 때에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태조에서 세종까지 

사조四祖를 섬겼으며 삼도관찰사三道觀察使와 예조판서禮曹判書에 오르기 까지 청

백리淸白吏로 명성이 높았다. 경기파[判書公派]의 중조中祖 이시다.  판서공判書公 

중건中乾은 삼형제를 두시니 맏아들 생원봉훈랑生員奉訓郞 계술啓述은 경기 안성에 

정착하셨고,  둘째아들 참의공參議公 순손順遜은 전남 광양에, 셋째아들 예조좌랑

禮曹佐郞 삼원三原은 평안도 숙천肅川 지방을 중심으로 분산 거주하게 되었으니  

숙천파肅川派의 중조가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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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영고

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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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파의 중

조가 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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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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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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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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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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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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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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김문 신라세보

                                                  *책자로 발간시 재편집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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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凡例

1. 편집의 근간은 서흥김씨 대동보(기축보己丑譜 2009), 서흥김씨보감瑞  

興金氏寶鑑(1999)과 경현록景賢錄(국역 1970)을 기준으로 삼았고    

1757년(영조 33) - 1765년(영조41)에 전국 읍지邑誌를 통합하여 펴  

낸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국역판(1998)를 참고 했다. 

2. 편집의 중점은 세거지世居地별로 고려, 조선조의 인물로서 종구품從九品 

이상과 충효열忠孝烈에 오른 분에 한정하였고 특히 후손들의 흠숭欽崇을 

받아 제실에 신위를 봉안하고 누대累代에 걸처 향사享祀를 모시는 

선조의 유적지에 주목했다.

3. 현대 인물의 수록 범위는 편집 당시 생존해 있지 않은 분으로서      

독립운동지사, 관계官界나 군 장성으로 국가에 공헌도가 있는 분,

   학계에 족흔足痕을 남기신 분, 그리고 덕망 있는 사업가로           

한정하였다.

4. 인물의 출생과 사망의 년대 기록은 보감의 기록을 그대로 이용했다.  

보감은 생몰生沒이 미확인된 분은 전후좌우의 기록을 감안,        

추정하여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 서흥군과 한훤당(2014년刊)에 이미 실린 유적지와 관련 인물은      

중복을 피해 이 책에 수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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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세거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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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세거지世居地  약사略史

     우리 문중 최초의 족보인 신해보辛亥譜 (1731년 영조7)의 

서문에서 선보善保(1350-미상/6世)의 큰 아들 7세 판서공判書公 중건中乾 

(1370-미상/7세)이 경기도 양지陽智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고 

경기파로 분류되어 있다. 허나 중건의 큰 아들 계술啓述 (1410-미상/8세)의 

묘가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세장산에 있고 둘째 아들 순손順遜 

(1413-미상/8세)의 묘는 광양군 옥룡면 죽산리에, 계술의 아들 효인孝仁( 

1450-미상/9세)도 부인 해주 오씨海州吳氏 함께 영광 대마면 세장산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 양지에서 호남으로 이주, 생활의 터전을 잡은 것으로 

본다.      

     중건의 후손이 호남에서 다시 경기도 안성으로 입향하여 살기 시작한 

세대는 효인의 장자 석규碩珪(1473-미상/10세)와 부인 파평 윤씨 그리고, 

어머니 인천 채씨蔡氏와 아들, 언순彦詢  (1492-미상/11세)과 언심彦諶 

(1495-미상/11세)으로 본다. 석규 

이후 후손들의 묘가 전부 경기도 안성군 고산면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 시기는 대략 조선조 연산燕山때인 1500년도 경으로 추정한다.

      경기파의 주 세거지는 경기도 남단에 위치한 안성시 고산면 일대이며 

후손들의 거주 분포는 서흥군의 영정을 모신 무열사武烈祠가 위치한 안성시 

고산면 월향리(옛 지명은 월로동月老洞)와 인근 지역인 용인, 이천, 오산, 

수원, 광주등 이다. 

      무열사武烈祠에는 재실 숭모재崇慕齋와 함께 판서공判書公  인재仁齋 

중건中乾 (7世)의 설단비設壇碑, 서흥군 신도비神道碑  그리고 

서흥김문 삼강정문三綱旌門과 청주한씨의 비가 세워저 있으며 이천시 신둔면 

체육공원안에 의병장 김인곤金仁坤 (24世/일명 김봉기金鳳基)의 추모비가 건립

되어있다.

    

 



19

대강大綱 김석규金碩珪 

인물명
 김석규金碩珪 10세 경기파 

 호: 대강大綱

출생-사망  1473(성종 4년) - 미상

묘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  가엽산

대표관직(경력)  좌리이등공신佐理二等功臣 용양위부사직龍驤衛副司直

생애 요약

- 예조판서 중건의 증손이며 정의현감 효인의 장자

-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시와 글에 능하고 경서에 밝았다. 

- 부음父蔭으로 출사하여 충순위 병절교위에 올랐고 성종 

20년 용양위부사직龍驤衛副司直에 제수되었다. 

- 부인은 파평 윤씨

- 슬하에 2남을 두었는데 장자 언순은 승의부위를 지냈고 

둘째 언심은 학자이다.

참고문헌  대동보 권1, 2쪽   보감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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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小綱 김언순金彦詢 

인물명 
  김언순金彦詢  11世 경기파 

호: 소강小綱

출생-사망   1492(성종 23) - 미상

묘소   경기도 용인군 고삼면 월로동

대표관직(경력)   승의부위承義副尉

  생애 요약

- 예조판서 중건의 증손이며 용양위부사직龍驤衛副司直을    

   역임한 석규 碩珪의 큰 아들이다. 

   조부의 음덕陰德으로 충순위忠順衛에 나아가

   승의부위承義副尉(정8품)를 지냈다

- 큰 아들 인嶙은 중종조中宗祖에서 정략장군 

   행용양위부사과定略將軍 行龍驤衛副司果를 지냈고 

   둘째 아들 이峓는 무과에 올랐다

  참고문헌  대동보 권1  2쪽  보감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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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순위忠順衛 승의부위承義副尉

 김언순金彦詢 묘비 

                     김언순金彦詢 묘   경기도 용인군 고삼면 월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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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錦湖 김  린金  嶙 

인물명 
김  린金  嶙  12세 경기파

호: 금호錦湖  

출생-사망 1514(중종 9) -  1558(선조 21)

묘소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월로동 

대표관직(경력) 정략장군定略將軍  행충무위부사과行忠武衛副司果

생애 요약

- 중종 9년 향제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천품이 곧고  

   올바랐으며 친구와의 정이 돈독하였다.

- 문음門陰으로 서반에 출사하여 정략장군定略將軍 행충무  

   위부사과行忠武衛副司果를 역임하였다.

- 부인은 청주한씨로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 행감찰  

   贈通政大父承政院左副承旨行監察 경면慶綿의 따님이다.  

   슬하에 1남4녀를 두었는데 장자 충수忠守는 임란때 의병  

   장이며 딸은 조순趙純, 김홍적金弘迪, 윤여성尹汝成, 

   강충남姜忠男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참고문헌  대동보 1권 2쪽  보감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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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죽헌蒼竹軒 김충수金忠守 

인물명 
 김충수金忠守 13세 경기파 

 자: 여문汝文  호: 창죽헌蒼竹軒   

출생-사망 1549년(명종 4년) - 1592.10.19(선조 25년)

묘소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월향리 84-2

대표관직(경력)
봉정대부 사헌부장령贈奉正大夫司憲府掌令으로 

추서追敍, 정4품

생애 요약

- 중건中乾의 7대손인 김충수金忠守(13世)는 경기도 

   양지 월로동 (현 안성군 고삼면 월향리)에 거주 했다. 

- 임진왜란(1592년) 때 산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규합  

하여 의병진을 조직하고 안성의 죽산으로 가면서 칼을 휘

둘러 말하되  “이제 약한 고기를 호랑이 입에 던지나니  

죽음은 필연적이다. 너희들은 한신韓信 말을 듣지 않았는

가?  사지死地에 빠진 후에야 산다 하였으니 마음을 갖

이하여 공훈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하고 바로 

적진으로 들어가 왜병을 무수히 베었으나 수적인 열세로 

적에게 잡혔는데 

- 아들 김함金涵(14世)이 아버지를 구하고자 홀로 적진에  

들어와 사투하였으나 끝내 부자가 동시에 순절殉節 

   하였다. 

- 임금께서는 그 죽음을 귀히 여겨시고 절개를 표창하여 

   김충수에게 충忠으로서 장녕掌令을 추증追贈 하시었다

-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삼강정문이 세워저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77호

참고문헌
대동보 권1 17쪽  보감 179쪽  

여지도서 경기도 2, 316쪽   창죽헌실기 중보(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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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錦齊 김  함金  涵 

인물명 
 김함 金涵 14세 경기파  

 호: 금제錦齊  

출생-사망  1568년(선조 원년) -  1592년(선조 25년)

묘소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월향리 84-2

대표관직(경력)
 조산대부 사헌부지평贈朝散大夫司憲府持平으로 

 추서追敍, 정5품

생애 요약

- 중건中乾의 8대 손인 김함金涵(14世)은 경기도 양지 월

로동 (현 안성군 고삼면 월향리)에 거주 했다. 

- 아버지 창죽헌이 임진왜란(1592년) 때 산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을 규합하여 의병진을 조직하고 안성의 죽산으로 

가면서 칼을 휘둘러 말하되  “이제 약한 고기를 호랑이 

입에 던지나니  죽음은 필연적이다. 너희들은 한신韓信 

말을 듣지 않았는가?  사지死地에 빠진 후에야 산다 하

였으니 마음을 갖이하여 공훈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노

라”하고 바로 적진으로 들어 갔으나 수적인 열세로 적

에게 잡혔는데 

- 아들 김함金涵(14世)이 아버지를 구하고자 홀로 적진으

로 쳐들어가 분투하였으나 끝내 부자가 동시에  순절殉

節 하였다. 

- 임금께서는 목숨을 대신한 그 효를 가상히 여기시고 

  절개를 표창하여 김함에게 효孝로서 지평持平을 

  추증追贈 하시었다

-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삼강정문이 세워저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77호

참고문헌
 대동보 권1 17쪽   보감 180쪽

 여지도서 경기도 권2  316쪽  창죽헌실기 증보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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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孝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김함金涵 묘비

 

   

                   김함金涵 묘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월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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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정씨溫陽鄭氏      

인물명
 온양정씨溫陽鄭氏 - 금재공 김함의 손자                

김배培(16世)의 부인

출생-사망  1608(선조 41) -  1636(인조 14) 

묘소  경기 이천시 자래동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조산대부이성현감朝散大夫利城縣監(1606년경) 수문      

   守文의 현손이며 처사 돈지敦之의 딸

- 금재공 김함(14세)의 세째손자 통덕랑 배培의 부인 온양  

   정씨는 인조13년 병자丙子(1636)에 호란胡亂을 당하여  

   어린 두 딸을 업고 안고 이천 거마산巨馬山 속에 피신했  

   으나 청군靑軍의 만행 (병자호란)으로 욕을 면키 어려움  

   에 이르자 두 어린 딸과 함께 못에 빠져 순절하니 그 칭  

   송이 일세에 빛났다. 

- 이천 자래동子來洞에 지금은 연못의 흔적이 없어 젔지만  

   연못 위 언덕에 온양정씨의 묘석이 당시의 정렬貞烈을   

   말하여 주고 있다. 

- 영조16년 (1740)에 5대손孫 대영大榮(18세)과 7대손 동

현東賢(20세)의 상소로 명정命旌되었다.

-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삼강정문이 세워저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77호

참고문헌 대동보 권1 17쪽   보감 180쪽/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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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부 온양정씨 溫陽鄭氏 묘  경기 이천시 자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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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大受 김만익 金萬益 

인물명
 김만익 金萬益  21세  경기파 숙천계肅川系

 자: 대수大受

출생-사망  1652(효종 3)  - 1706(숙종 32)  

묘소  법흥산 조부祖父 직稷 산소 아래 합장

대표관직(경력)  통훈대부 通訓大父(정3품)

생애 요약

- 승사랑예빈사봉사承仕郞禮賓寺奉事 극관克寬의 증손이며 

처사 여규汝圭의 큰 아들이고 영일迎日 정계요鄭繼堯의 

외손자다

- 숙종7년 신유 1681년 30세의 나이에 문과에 올라 성균

관 전적典籍(정6품)을 거처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이

르렀고 이후 공조좌랑 행장연현감工曺佐郞行長連縣監으

로 외직에 나갔다가 신병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 이후 숙종 27년(1701)에 다시 입각하여 전적典籍 예조정

랑禮曺正郞을 거처 통훈대부通訓大父에 올랐다

참고문헌  대동보 권1 214쪽  보감 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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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淸州韓氏       

인물명  청주한씨 - 통덕랑 익성通德郞益聖(18세)의 부인

출생-사망  1685년(숙종 11) - 1731년(영조 7)

묘소  경기 안성시 오림동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숙종조 1680년 전후 서평군西平君 계희繼希의 10대     

  손이자 한원韓源의 딸

- 창죽헌공蒼竹軒公 김충수(13세)의 5대손 통덕랑 익성    

  通德郞 益聖의 부인 청주한씨는 영조 신해辛亥년에 부군  

  夫君이 위독危篤하자 단지수혈[斷指垂血：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먹이는 것]로 부군을 소생시켰으나 수일 후    

  끝내 임종하니 자식이 없는 것은 부도婦道를 다하지     

  못함이라 하여 부군을 따라 순절하니 정렬貞烈을        

  칭송하는 소리가 일세에 높았다. 

- 영조16년 경신(庚申 1740)에 5대손孫 대영大榮(18세)과  

  7대손 동현東賢(20세)의 상소로 열부烈婦로 표창되어    

  정문을 세웠다

-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삼강정문三綱旌門이 세워저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77호

참고문헌  대동보 권1  20쪽  보감 181쪽/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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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부 청주한씨 비문 

경기도 양지에 쌍령산맥의 한지맥으로 응봉산이 있으니 이 아름다운 산에 산수가 
가려한 곳이 있어 이곳을 이름하여 둔전곡이라 한다 이곳에 세인의 귀람이 될 한
분의 분묘가 있으니 서흥김공 휘 익성선생 부인의 유택이다. 

그의 선대에서 관을 서흥으로한 것은 신라 시림에서 탄봉하신 대보공 휘 알지준 
28대손 경순왕 휘 전의 제4자인 고려공부시랑평장사대안군 휘 은설의 후금오위정
령중랑장 휘 보의 손인 고려광정대부시랑 찬성상사상장군판판도사사 휘 천록께서 
서흥군으로 봉군되어 관우로 한 것이다 

후 현손의 휘가 중건이니 조선조에 벼슬이 예조판서에 이르고 사조를 모시면서 천
렴순백함이 온천하에 전하였으며 공의 손에 휘 효인이요 관은 현감이니 공은 좌리
원종공신에 훈하였으며 

효인의 현손에 휘 충수요 관장령이니 공이 임진왜란에 창의하여 군졸을 규합하고 
죽산에서 항전하다가 세가 불리하였으나 굴하지 아니하고 적소에서 순절殉節하였
으니 공의 장자 지평공 휘 함涵은 부 장령공이 적소에서 사로 잡히여 있는 것을 
보고 검을 뽑아 휘두르면서 적 백 수인을 죽이고 아버지와 함께 장렬히 순절하니 
청난후 선조 조에 와서 정려旌閭를 명하고 삼강록에 기재토록 하였으며 

함의 손孫에 휘 배의 부인 온양정씨는 병자호란을 만나 호적이 침략하여 각처에서 
인심이 소란하니 이천 신마산 기슭에 은신하였으나 적의 침공이 임박함을 알고 적
에게 능욕을 당할까 두려워 두 딸과 함께 언덕밑 깊은 못에 투신하여 죽으니 일가
에 충신 효자 열부 인륜의 삼강이 온 나라와 향리에 규범이 되었다.

효제야자孝悌也者는 기위인지본흥其爲人之本與라 공부자孔夫子께서 말씀하였거니
와 알면서 행하지 못함이 범속이 아니겠는가 이 일문一門에는 충과 효와 렬이 대
를 이어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천도를 받들어 행으로 옮기는 가문임에 중언할 필
요가 없다 

지평공 휘 함의 부인 현손 익성의 부인 청주 한씨에 숭례의 규범이 범속을 지나던 
중 그의 부군의 병이 위중하여 모든 약으로 구하지 못하고 임종에 이르니 부인이 
단지斷指[손까락을 짜름]를 하여 다시 소생케 하여 애도 한후 통탄하면서 자기
내심 혈윤血胤[자손]도 없이 봉사도 못함을 한하여 종부지사從夫之死[남편을 따라 
죽음]가 의당하다고 생각하고 안장하여 일일이 예를 다한후 일일에 일문의 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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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자리하게 하고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하나의 자식도 없어 조상을 봉사하지 
못한즉 이 불효의 죄가 심히 큰 것을 금하지 못하니 차라리 지아비를 따라 죽는 
것이 가하다 하고 약을 마시고 자진自盡[목숨을 끊음]하니 부인의 정렬貞烈이 만
인의 사표가 되어 지우영전至于令傳[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하여 세인의 이
목을 기우리고 있다 

그후 세월이 지나 방후손傍后孫 동현이 상소하여 정묘정사正廟丁巳에 정려旌閭[충
신(忠臣)ㆍ효자(孝子)ㆍ열녀(烈女) 등(等)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
(表彰)하는 것] 를 명하였으나 자손이 한미寒微[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함]
하여 마음은 극진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던 중 방후손 석렬, 연, 태환 제씨가 주선
하여 일문의 중의를 모아 구재鳩財[재물을 거두어 모음]하여 미석에 행장을 각하
여 영구이 추모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문을 청하기에 미력이 명하여 영세불망토록 
전함을 원함이다

1986년 2월 
강릉후인 대보공 57세손 진해振海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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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부 청주한씨 추모비    경기 안성시 오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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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비 있는 곳에 당시에는 영파
정映波亭이란 정자기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 바위 앞에 지
금도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 이
름하여 벽무담碧霧潭

 

         청주한씨 비석 아래 바위에 새긴 명문明文   ‘oo臺 新沼洞 碧霧潭 映波亭’ 

       (oo대 신소동 벽무담 영파정) 우리 선조들의 자취가 묻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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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道守 김응문 金應文 

인물명 
김응문金應文 16세  경기파  

자: 도수道守

출생 - 사망 1748(영조 24)  - 1824(순조 24) 

묘소
정읍 태인 여암촌에서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산 79-6으로 이장

대표관직(경력) 예조좌랑禮曺佐郞

생애 요약

- 죽헌竹軒 신기愼機의 증손이며 부사과副司果 경수慶壽의  

   손자이고 처사 원정元鼎의 둘째 아들이다

- 정조7 계묘癸卯 (178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에 오르고 행예조좌랑行禮曺佐郞  

   겸 춘추관기사春秋館記事를 수행하였고 경상도장시도사

   慶尙道掌試都事에 역임도 하였다

- 슬하에 아들이 없어 종질從姪 (5촌 조카) 대업大業

   (생부生夫 응기應期)을 양자로 삼았다 

참고문헌  대동보 권1 33쪽  보감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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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곤 金仁坤          

인물명 김인곤金仁坤 24世 경기파  일명 김봉기金鳳基

출생-사망 1859(철종 10) - 1907(순종 원년)

묘소 실전

대표관직(경력) 통훈대부감역通訓大夫監役/의병장

생애 요약

- 음사陰仕(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로 진출하여 통훈대부감역通訓大夫監役에     

   이르렀으며

- 1907년 해아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경향 각지에서 의병의 봉기하였다. 

- 이때 공은 격문으로 의병을 규합하여                   

   광주, 이천, 죽산, 안성, 양지, 양근 등지에서           

   아홉번이나 왜군과 전투, 결국 사로 잡혔으나 모진      

   고문을 감내하고 절개와 의리를 내세워  마침내         

   참형에 처해젔으니 당시 49세였다

- 이천시에서는 해마다 공의 불굴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공의 추모비는 현재 이천시   

   신둔면 추모공원에 세워저 있다.

- 경기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출생

참고문헌 대동보 권1 59쪽   보감 6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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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훈대부감역通訓大夫監役 의병장 김봉기金鳳基 추모비  경기 이천 신둔면       

소재 (이천 신둔면 체육공원 시설 안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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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南溪 김원계金元桂  

인물명
김원계 金元桂  22世 경기파  

초명初名: 종성宗城 자: 자유自由   호: 남계南溪

출생-사망 1863년(철종 14) -  1907년(순종 원년)

묘소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남정리

대표관직(경력) 가선대부 육군참령 嘉善大夫 陸軍參領

생애 요약

- 구한말의 어지러운 내외정세에 분기하여 군문에 투신 

   가선대부 육군참령에 이르렀다 1946-7년 1대, 2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의 계급이 참령이었다.

-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야인으로 돌아와 평생을 

   임천에서 후학지도에 힘을 기울여 덕망이 높았다.

참고문헌 대동보 권1 66쪽   보감 5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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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계金元桂 묘비 

 

  

                 육군참령 김원계金元桂 묘소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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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天卿 김배윤金培胤  

인물명 
김배윤金培胤  28세 경기파  숙천계

자: 천경天卿

출생-사망 1869(고종 6) - 1892(고종 29) 

묘소 입암立岩 서쪽 기슭에 합장

대표관직(경력)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龍驤衛副護軍 

생애 요약

-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龍驤衛副護軍 겸

   돈영부도정敦寧府都正 희암禧馣의 손자이며 영섭

   永燮의 큰 아들이다

- 고종 25년 (1888) 전시殿試에서 약관 20세의 

   나이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등용문에 올랐으나 

- 애석하게도 4년 뒤에 별세하니 향년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야朝野에서 모두 애도 하였다

참고문헌  대동보 권1 543쪽  보감 9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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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배혁金培赫    28세 경기파 숙천계

 자: 후삼后三  

출생-사망   1886(고종 23) - 1963

묘소   인천시 문학동 공동묘지

대표관직(경력)   현대독립지사

생애 요약

-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종언宗彦  

   의 5대 손이며 태섭泰燮의 아들

-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자

   이를 저지하고자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서재필徐載弼  

   박사와 접촉하여 국내 사정을 세계에 호소토록 하였다

- 이어 국민회장으로 피선되어 해외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활약하다가 1937년 도산 안창호등을 동반하여 귀국한   

   뒤 반일 동우회 사건을 주동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징  

   역을 받았고 평양으로 이감 복역중 1945년 해방을 맞아  

   출옥하였다

- 배위 문화김씨 자식이 없고

- 배위 백천조씨는 3남을 두었다 

참고문헌  대동보 권1 532쪽  보감 916쪽

후삼后三 김배혁金培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