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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언상金彦庠 11세 영남중파 파조派祖

자: 주경冑卿

출생-사망 1480(성종 11) ∼ 1540(중종 35)

묘소 창녕군 갈동 葛洞

대표관직(경력)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생애 요약

- 한훤당寒暄堂 굉필宏弼의 차자

- 타고난 기품이 남보다 뛰어나게 영리하고 슬기로우며 

세속적인 것이나 일반적인 한계를 벗어나 매우 약빠르

고 재주와 꾀가 많은 아이로 불리었다.

- 연산군 10년 문경공이 순천에서 형벌을 받자 공도 사

천으로 유배되었으나 1506(병인)년에 풀려남

- 1513년 문음으로 참봉에 제수, 중종17년(1522)에 생

원生員이되어 내사시직장內資寺直長, 동부주부東部主

簿 등을 역임

- 배위는 밀양 손씨

- 슬하에 一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1  7쪽, 보감 276쪽

               창  녕 昌 寧

삼세사현사三世四賢祠  

 
  삼세사현三世四賢을 모시기 위한 사당으로 구니서당求尼書堂 뒤편에 있으며 한훤당

선생의 둘째 아들 현감공縣監公 언상彦庠, 성재공惺齋公 립立, 생원공生員公  수개壽愷, 

그리고 찰방공察訪公 수회壽恢를 모셨다. 1943년에 건립했다. 주소: 경남 창녕군 고암

면 야동冶洞)  시제는 음력 10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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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지단杖履之壇 성재惺齋김립金立

 

인물명 
김립金立   12세 영남중파

자: 입지立之   호: 성재惺齋

출생-사망 1497(연산 3) ∼ 1583(선조 16)

묘소 경남 창녕군 갈동 구니항求尼項의 선영 아래

대표관직(경력) 통정대부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생애 요약

- 문경공 굉필宏弼의 손자, 사헌부감찰 언상彦庠의 독자

-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넓으며 그 학식

엄격하게 시행하므로 사람들의 촉망을 받았으며

- 중종中宗23년 (1528)에 진사시 합격

-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 하였다.

- 옥천(沃川) 초계군수(草溪郡守)로 역임

- 풍저창수(豊儲倉守) 예빈시부정(禮賓寺副正) 선공감정(繕

工監正) 등을 역임

- 청백한 생활과 학덕으로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

  퇴계선생(退溪先生 :李滉)에게 문례(問禮)하자 퇴계선생

이 말하기를『김초계(金草溪에게 내가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 판관判官 전부典簿를 지냈고 이 때 경현록景賢錄을 살펴 

틀린 자구字句를 바로 잡기도 했다. 

- 배위는 숙부인 현풍곽씨 현감 위(瑋)의 따님으로

- 슬하에 4남1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1  7쪽,  보감 291 

삼세사현실기서(1937) 보감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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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선생惺齋先生 장구지단杖屨之壇

    이 길은 그 옛날 성재선생이 다니시던 유서 깊은 길이니, 그 자취 길이 기리고저 
1982년 온 종친 정성 모아 단壇 쌓아 표석標石 세웠다.
선생의 휘諱는 입立이요 자字는 입지立之이며 호號가 성재惺齋다. 한훤당 선생의 손자로 
1497년 입향조 휘諱 언상彦庠공과 비妣 밀양 손씨의 외아들로 나셨다. 1528년 사마시司
馬試에 급재하여 형조정랑刑措正郞 선공감정繕工監正을 거쳐 통정계通政階에 오르고 밖으
로  네 고을 지성껏 다스렸다.
     퇴계退溪 남명南冥 고봉高峯 하河西 등 큰 선비들과 교유하고 특히 퇴계 선생과의 
각별한 인연 있어 한 평생 도의道義로 깊이 사귀시고 두 아들을 수학케 하였다. 
그리고 한훤당 유집遺集 경현록景賢錄 편찬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천곡川谷서원 세울 때는 
유림의 공론으로 원향院享을 주제主祭하였으니 실로 일세유림一世儒林의 으뜸 이였음을 
말하여준다. 
    세월 아득하여 그 온전한 모습 찿을 길 없고 다른 이의 글속에서 그 조각 더듬을 수
밖에 없음이 한없이 안타깝다. 
1583년 돌아가시니 향년이 87세이다. 배配는 현풍 곽씨 현감 위瑋의 따님이시고 생원 수
개壽愷 찰방 수회壽恢 수념壽恬 세 아들을 두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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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君度 김수개金壽愷

   

인물명
김수개金壽愷 13세 영남중파

자: 군도君度

출생-사망 1540(중종 35) ∼ 미상

묘소 경남 창녕군 갈동 구니항 (부모 묘 아래)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한훤당의 증손, 현감 언상彦庠의 손자, 통정공 성재惺齋 

입立의 장자

- 천품이 총명하고 효행이 지극했으며 家學을 정진하여 生

員에 오름

- 선조25년(1592)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초유사招諭使 학

봉鶴峯  김성일金誠을 도와 전라도 군량을 진주성으로 

이송하는데 공을 세우고

- 진주성이 함락되고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이 순절하

자 화왕산 기슭에 은거하여 여생을 마쳤다. 

- 배위는 의인宜人 밀양 박씨

- 슬하에 2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쪽,  보감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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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以度 김수회金壽恢 

인물명 
 김수회金壽恢 13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 이도以度

출생-사망 1545(인종 원년) ∼ 미상

묘소 경남 창녕군 갈동 구니항(큰형 무덤 아래)

대표관직(경력) 소촌찰방召村察訪

  생애 요약

- 한훤당의 증손, 현감 언상彦庠의 손자, 통정공通政公 성

재惺齋 입立의 둘재 아들

-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혀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칭찬이 높았다.

- 임진왜란이 일어나 대가大駕(임금이 타든 수례)가 의주義

州로 파천播遷하자 큰형 생원공(生員公: 수개壽愷)과 함께 

초유사招諭使 김선생을 찾아가 종군할 것을 청해 소촌찰

방召村察訪으로 군량 수송의 중임을 맡아 만난을 무릅쓰

고 완수 하였다.

- 학봉선생이 진주성에서 순절하자 사임하고 돌아와 화왕

산 기슭에 집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 배위는 숙인 신창표씨新昌表氏

- 2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7쪽,  보감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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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사현三世四賢을 모시기 위한 사당으로 구니서당求尼書堂 뒤편에 있으며 한훤당선생

의 둘째 아들 현감공縣監公 언상彦庠(11세), 성재공惺齋公 립立(12세), 생원공生員公 

수개壽愷(13세), 그리고 찰방공察訪公 수회壽恢(13세)를 모셨다. 1943년에 건립했다.

    

언상彦庠의 후손들이 약 300여 년전에 봉선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 그후 묘각 또는 

서당으로 이용되어오다가 1916년 동재와 서재 그리고 문루와 함께 중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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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헌부감찰 언상彦庠 묘 11세       용양위부호군 립立 묘 12세

   생원공生員公 수개壽愷 묘 13세    찰방공察訪公 수회壽恢 묘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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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재杏東齋와 은행나무(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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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감공(언상)의 장자 성재공惺齋公 립立과 한훤당선생의 외증손 

               한강寒岡선생이 함께 심었다고 구전되는 나무로 수령 400년이 

               넘는다. 행동재란 이름도 이 은행나무의 동쪽에 있는 집이란 

               데서 지어졌다고 한다.    높이: 약 37m 둘래 : 6.5m

            주소 :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계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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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심金審 14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출생-사망 1590(선조 23) ∼ 미상

묘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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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아들

-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기품이 있으며 학문을 좋

아하여 일찍부터 소학小學을 익혀 소학가小學家의 칭

호와 함께 사우士友들이 신망이 두터웠다.

- 문음門蔭으로 출사 

- 배위 숙인 김해김씨

- 슬하에 1남 3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4쪽, 보감 341쪽 

낙남재樂南齋 김심金審

한훤당선생의 현손玄孫 사과공司果公(심審)과 그의 아들 부사공府使公

(자준自俊)의 祀事를 위해 1954년 창건

주소: 경남 창녕군 도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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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英仲 김자준金自俊

인물명 
김자준金自俊 15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영중英仲

출생-사망 1610(광해2) ∼ 미상

묘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갈동葛洞

대표관직(경력)  기장현감機張縣監과 영변부사寧邊府使 : 종3품

생애 요약

- 생원 수개壽愷의 손자, 병절교위 용양위부사과秉節校

尉龍驤衛副司果 심審의 장자

- 병자호란에 분한 생각이나 기운으로 무과武科에 올랐

으며

- 매우 영특하고 민첩한 성품으로 집안에 전해온 전서典

書를 익혀 진퇴가 분명하고 효우의 정이 깊었다.

- 배위는 숙부인 밀양 박씨

- 슬하에 3남 1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4쪽, 보감 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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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남재樂南齋

     한훤당선생의 현손玄孫 사과공司果公(심審)과 그의 아들 부사공府使公(자준自俊)의 

      祀事를 위해 1954년 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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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자강金自剛 15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유중柔仲

출생-사망 1604 (선조37) ∼1654 (효종 5)

묘소 창녕 고암 저전동에 쌍분

대표관직(경력) 통정대부행무겸선전관通政大夫行武兼宣傳官 : 正三品

생애 요약

- 생원生員이자 학자인 수개壽愷의 손자요, 통정대부通

政大夫 정定의 둘째이다.

- 어려서부터 의지가 너그럽고 동정動靜이 단정하여 주

변의 신임이 두터웠다

-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위국충절의 대의를 위해 출사出

仕

- 배위는 숙인 안동권씨

- 7남 1녀

동정動靜 : 일상적인 모든행위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쪽, 보감 362 

경모재景慕齋 유중柔仲 김자강金自剛

선전관공宣傳官公 자강自剛(15세)과 그 아들 부사공府使公 내성迺聲

(16세)과 손자 5분(17세) - 시호是瑚, 시련是璉, 시박是璞, 시용是瑢, 

시림是琳의 3대 재실로 1902년에 창건했다. 시련, 시박, 시용, 시림은

관련 자료가 없어 여기에 실리지 못했다.

주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대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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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내성金迺聲

   

인물명  김내성金迺聲16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출생-사망 1617(광해光海 9) ∼ 미상

묘소 창녕군 고암면 저전동에 쌍분

대표관직(경력) 전력부위展力副尉 용양위부사과龍驤衛副司果

생애 요약

- 생원生員이자 학자인 수개壽愷의 증손, 통정대부通政

大夫 행용양위부사과 정定의 손자, 통훈대부행무겸 선

전관 자강의 장자.

- 어릴 적부터 학문과 지식 및 군사상의 책략과 여러 가

지 기예를 익혀 유망한 재목으로 성장했다.

- 배위는 숙인 창녕성씨

- 6남 3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쪽, 보감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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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汝器 김시호金是瑚 

  

인물명
김시호金是瑚 17세 영남중파

자:  여기汝器

출생-사망 1641(인조仁祖 19) ∼ 1711(숙종肅宗 37)

묘소 창녕군 고암면 저전동昌寧 高岩 楮田洞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통운대부 자강의 손자, 용양위부사과 내성의 장자

- 일찍부터 집안 대대로 전하여 오는 학문을 이어받아 

세가世家(여러 대를 계속하여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아 오거나 특권을 누려 오는 집안)로서의 규모를 닦

아 학문으로 널리 아려지고 신망이 높았다.

- 행의行誼로 출사

_ 당시 남로(南老:남인과 노론) 당쟁으로 빈번히 일어난 

사화士禍(조선 때, 조신朝臣 및 선비들이 정치적 반대

파에게 몰려 참혹한 화를 입든 일)에 출사의 뜻을 버

리고 초야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지내며 70여 

평생을 온전히 보냈다.

- 배위는 창녕조씨

- 1남 1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쪽, 보감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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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모재景慕齋

선전관공宣傳官公 자강自剛(15세)과 그 아들 부사공府使公 내성迺聲(16세)과 손자 

5분(17세) - 시호是瑚, 시련是璉, 시박是璞, 시용是瑢, 시림是琳의 3대 재실로 

1902년에 창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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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시찬金是瓚  17세 영남중파

 자 : 기지器之

출생-사망 1655 (효종 6) - 1690 (숙종 16)

묘소 경남 창녕군 야동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통훈대부행무 겸 선전관 자강自剛의 손자, 

   원성遠聲의 둘째 아들

- 배위는 대구서씨

- 슬하에 3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3   9쪽

영모재永慕齋 기지器之 김시찬金是瓚

한훤당선생의 7대손 시찬공是瓚公의 배위配位 달성 서씨의 묘전을 

위해 1902년에 창건된 재사이다.

    주소 : 경남 창녕군 고암면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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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모재永慕齋 

한훤당선생의 7대손 시찬공是瓚公의 배위配位 달성 서씨의 묘전을 위해 1902년에 창건된 

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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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시해金是瑎 17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 원기元器 

출생-사망 미상 

묘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야동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통훈대부행무겸 선전관 자강의 손자, 부사공府使公 

   내성迺聲의 6남

- 배위는 창원 황씨

- 슬하에 3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3  6쪽 

기룡재起龍齋 원기元器 김시해金是瑎 

창녕읍 용석리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원기元器 시해공是瑎公을 위한 재실로 용석이란 

지명과 주자朱子의 여산와룡암廬山臥龍庵과 기정起亭을 취하여 깊은 연못 속에 누워있

는 용이 일어나 하늘에 오른다는 뜻으로 아름을 지었다. 약 백여 년 전에 창건되었고 

1963년에 중건되었다. 

주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신주소: 공용석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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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룡재起龍齋 

원기元器 시해공是瑎公을 위한 재실이며 약 백여 년 전에 창건되었고 1963년에 

중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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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본당報本堂 경신敬信 김석규金錫奎 

벽계공碧桂公 호구浩龜의 부친 경신敬信 석규공錫奎公의 우애가 어린 아름답고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기념하고 보본계후報本啓後의 뜻을 담아 1957년 창건되었으며 석규공

錫奎公의 신주을 모신 神室과 강당 및 숙소가 있어 선사先祀 재회齋會의 장소로 쓰이고 

있다.

주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658번지 계팔(신주소: 계팔길 61-12)

인물명
김석규金錫奎  22世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  경신敬信

출생-사망 1803 (순조 3) - 1855 (철종 6)

묘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계팔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처사 택곤宅坤의 셋째아들

- 천성이 후덕하고 학문에도 힘써 여러 번 과거에 응시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행의行誼로 출사

- 야동에서 계팔로 이사하여 자수성가로 기반을 닦았다.

- 배위는 현풍곽씨

- 2남 3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216쪽  보감  5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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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본당報本堂

경신敬信 석규공錫奎公의 보본계후報本啓後의 뜻을 담아 1957년 창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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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사映湖祠 양언良彦 김석온金錫溫 

철종 5년 갑인년甲寅年(1854) 석온錫溫, 규덕奎德 두 분이 주관하여 창건한 정자로 

선조(先祖)의 덕업(德業)을 이어받아 지키거나, 손님을 맞거나,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장

소로 그동안 여러 차례 중건 개축을 거듭하다 더 이상 보수 유지가 어려워 신축이 불가

피 하게 되어 2007-2009에 건립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정자의 목적(교육, 접빈, 회당)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후손들

은 전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어 조상의 선영이 있는 고향을 찾을 기회마저 없어져가는 

이때에 17세 시연공是璉公 이후 각기 모시던 전 조상님의 신주를 함께 모시여 제를 드

리고 있다 (음 10월 15일 경)

당초에는 호숫가에 세워졌으나 지금은 호수도 없어지고 정자도 1918년에 현재의 위

치로 이건移建되었고 현판도 영호映湖亭에서 영호사映湖祠로 바뀌었다,

 주소: 경남 창녕군 유어면 풍조리 (신주소: 외부 풍조리 291)

인물명 

1. 김석온金錫溫 22世 嶺南仲派  자 : 양언良彦

2. 김규덕金奎德 23世  嶺南仲派 자 : 치범致範

지역 경남 창녕군 유어면 풍조리 (신주소: 외부 풍조리 291)

출생-사망

1. 1807 (순조 7) - 1871 (고종 8)

2. 1827 (순조 27) - 1878 (고종 15)

묘소

1. 풍조촌風槽村 

2. 창녕읍 외부리 산72번지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1. - 복곤(福坤)의 장자

2. - 준해峻海의 장자

- 1남

참고문헌
1. 대동보 권3  48쪽

2. 대동보 권3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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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사映湖祠

철종 갑인년(1854) 석온錫溫, 규덕奎德 두 분이 주관하여 정자로 창건했으나 더 이상 보수 유지가 

어려워 신축이 불가피 하게 되어 2009에 건립했다. 당초에는 호숫가에 세워졌으나 지금은 호수도 

없어지고 정자도 1918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移建되었고 현판도 영호사映湖祠로 바뀌었다,

17세 시연공是璉公 이후 각기 모시던 전 조상님의 신주를 함께 모시고 제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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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계정碧桂亭 벽계碧桂 김호구金浩龜 

벽계 호구공浩龜公의 아호를 따서 편액扁額한 강학장수講學藏修의 정자로 공     의 

생전의 뜻을 헤아린 며느리들이 곡식을 한말씩 추렴하여 오랜 세월을 불려     서 늘인 

성금을 토대로 힘을 모아 세운 정자이다.

 매년 전춘일餞春日[봄을 마지막으로 보냄]에는 지방유림들의 추모계회追慕契     

會인 회보계會輔契가 열리고 있다.

주소: 경북 창녕시 고암면 계상리 계팔 (신주소: 계팔길 85)

인물명 
 김호구金浩龜 23세 영남중파

 자: 성노聖老   호: 벽계碧桂

출생-사망 1833 (순조 33) - 1904 (광무 8)

묘소 경북 창녕시 미곡 죽전동

대표관직(경력)  통정대부通政大夫 정삼품正三品 

생애 요약

- 처사處士 택곤宅坤의 손자, 석규錫奎의 장자

- 어려서부터 두터운 효성으로 부모를 섬겨 지체志體의 

봉양으로 소흘함이 없었고

- 학문을 좋아하여 경사經史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이르

고

- 평소 우애와 당대의 존경받는 유학자들과 교유 하였

다.

- 음사蔭仕로 출사

- 배위는 전의 이씨全義李氏

- 6남 2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216쪽  보감 6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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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계정碧桂亭 

벽계 호구공浩龜公의 아호를 따서 편액扁額한 강학장수講學藏修의 정자로 공의 생전의 뜻을 

헤아린 며느리들이 곡식을 한말씩 추렴하여 오랜 세월을 불려서 늘인 성금을 토대로 힘을 모아 

세운 정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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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재鳳陽齋 농간聾澗 김규선金奎瑄 

한훤당 13대손 진사 농간공聾澗公이 제종祭宗들과 더불어 후생 강학지소

講學之所를 위해 건립한 재사이다. 19세기 말에 창건하였고 1960년대에 

중수하였다. 

인물명
김규선金奎瑄 23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국서國瑞    호: 농간聾澗 

출생-사망 1836 (헌종 2) ∼1939 (광무 7) 

묘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청간리 청간촌淸澗村 

대표관직(경력) 증광생원시增廣生員試에 급제

생애 요약

- 통정대부 행병절교위 용양위부사과通政大夫 行秉節校

尉 龍驤衛副司果 정定의 9대손, 처사 협곤浹坤의 손자. 

석흠錫欽의 큰 아들

- 천품이 총명하면서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했으며

- 15세 때 모부인을 여의고 20세 때 부친상을 당하자 노

모를 모시고 꿋꿋하게 집안을 이끌었다.

- 어려서부터 호학호문好學好文하여 사서삼경에 통달하

였고 문사가 출중하였다.

- 고종高宗 11년(1874)에 증광생원시增廣生員試에 3등

으로 합격하여 주변의 촉망을 받았으나 그 당시의 형세

나 세상 형편의 불운으로 출사를 단념하고 봉양재를 지

어 강학에 전력하여 후진양성에 여생을 보냈다.

- 배위는 의인宜人 창녕 조씨

- 4남 3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99쪽  보감 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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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재鳳陽齋 

한훤당 13대손 진사 농간공聾澗公이 제종祭宗들과 더불어 후생 강학지소

講學之所를 위해 건립한 재사이다. 19세기 말에 창건하였고 1960년대에 

중수하였다. 

특히 봉양새는 오색오음五色五音을 갖춘 서조瑞鳥(: 상서로운 새. 봉황 

따위를 이른다)로 단혈丹穴(예전에 중국에서 남쪽의 태양 바로 밑이라고 

여기던 곳)에서 도道가 실현되는 성세聖世(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또는 시대를 높여 이르는말)에만 나타나는 새이다.

이 재실이 봉이 나는 단혈丹穴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뜻에서 봉양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주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청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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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재追遠齋 제애霽崖 김석희金錫熙 

 
홍문관교리 제애霽崖 석희공錫熙公이 이곳 선영의 묘전을 위하여 재실의 경영을 도

모하다가 별세하자 그의 손자 계은桂隱(식동禔東)이 힘을 모아 세운 재실로 증자曾子의 

말을 취하여 추원이라 하였다. 주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야동 (신주소: 청간길 151)

인물명 
 김석희金錫熙 22세 영남중파

 자: 경가敬可  호: 제애霽崖

출생-사망 1804 (순조 4) - 1862 (철종 13)

묘소 고암면 중대정려中垈旌閭 초빈곡草濱谷

대표관직(경력)
 성균관 사성司成 從三品

도당록都堂錄, 홍문과수찬弘文館修撰, 

생애 요약

- 통원대부 겸 선전관 자강自剛의 7대손, 처사 국전國

銓의 증손, 중려重麗의 손자, 진곤鎭坤의 장자

- 천품이 슬기롭고 영특하여 잘 깨달고, 학업에 있어 

기억력이 뛰어나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 막힘이 없었

다.

- 헌종 3년 34세에 식년시式年試 文科에 급제하여 양사

兩司[사헌부와 사간원]에 중임 되었다

- 경연經筵[임금의 수강장소]에 올라 경서經書를 강론함

에 뜻이 깊고 충효절의忠孝節義의 사리辭理가 분명하

였다.

- 도당록都堂錄, 홍문관수찬 弘文館 修撰: 從六品 및 

   敎理,

- 관직에서 물러나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를 

사랑하며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

를 즐겨 지키며 지냈다.

- 배위는 숙인 달성서씨

- 슬하에 3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68쪽  보감 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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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식동金禔東 24세 영남중파

 자: 호견灝見  호:  계은桂隱

출생-사망 1867(고종高宗 4) - 1936

묘소 장등長嶝 중대정려中垈旌閭 뒷 기슭 초빈곡草濱谷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제애공霽崖公 석희錫熙의 손자, 통덕랑通德郞 호감浩

鑑의 계자(系子: 生父 규삼奎三)

- 자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며 단정하

고 조용했으며 친구들과 한 번도 격구擊毬(예전에, 젊

은 무관이나 민간의 상류층 청년들이 말을 타고하는 

운동경기)로 다투는 일이 없이 과독課讀에 임하여

- 어버이를 그리워하며 생각함과 동시에 몸가짐을 조심

하고

- 평생을 육영育英에 종사하고 문집文集을 남겼다.

- 행의行誼로 출사

- 배위는 안동손씨

- 슬하에 2남4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68쪽  보감 742쪽

호견灝見 김식동金禔東

주소: 고암면 야동 (신주소: 청간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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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재追遠齋 

 

홍문관교리 제애霽崖 석희공錫熙公이 이곳 선영의 묘전을 위하여 재실의 경영을 

도모하다가 별세하자 그의 손자 계은桂隱과 식동禔東이 힘을 모아 세운 재실이다



126

숭조단崇祖壇 사윤士潤 김응백金應白

     
원래 諱 응백應白의 선영先塋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산98번지였으나 지역사

회개발로 부득이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5번지에 모시면서 달성군 유가면 용동 

산123번지 있던 4세손 諱 하중夏中, 諱 하우夏祐, 6세손 諱 홍전弘傳, 달성군 구지면 

도동 산1-1에 있던 6세손 諱 필전必傳 등도 함께 모시어 高峰·道洞 후손後孫은 조상

祖上을 공경恭敬하고, 자자손손 번영繁榮하고 화목和睦하고자 2012. 5.17 숭조단崇祖壇

을 건립建立했다. 묘제일은 매년 음력 10월1일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이다. (현재 50위

/1구 1위 6위, 1구 양위 44위를 모시고 있다)  

주소: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5번지

인물명 
김응백金應白 14세 영남장파

자: 사윤士潤   

출생-사망 1565 (명종 20) - 미상

묘소
경남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산98번지에서 경남 창녕군 성

산면 정녕리 산5번지로 이장하여 모심

대표관직(경력) 부사과副司果: 從五品

생애 요약

- 호조정랑戶曹正郞 대垈의 손자, 수직壽職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수항壽恒의 둘째 아들

-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고 학문과 식견이 풍부하여 사림

士林에 추망推望이 높았다.

- 배위 숙인 현풍 곽씨

- 슬하에 4남 4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2  20쪽,  보감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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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훈대부서흥김공 휘 응백후예지단 諱 應白後裔之壇 

 

원래 휘諱 응백應白의 선영先塋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산98번지였으나 지역사회개발로 부득       이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산5번지에 모시면서 달성군 유가면 용동 산123번지 있던 4세손 휘諱 하중夏    中, 휘諱 하우夏

祐, 6세손 휘諱 홍전弘傳, 달성군 구지면 도동 산1-1에 있던 6세손 휘諱 필전必傳 등도 함    께 모시어 고봉高峰·도

동道洞 후손後孫은 조상을 공경하고, 자자손손 번영하고 화목하고자 숭조단崇祖壇을    건립한다.  2012. 5. 17.(음 윤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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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사공 제단兩世四公祭壇 김익金翌 

대흠大欽(15세), 대박大鑮(15세), 대연大鋋(15세), 광사光泗(16세) 네 분을 모      

시기 위한 제단으로 1988년 조성하고 재사 겸 모임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재실을 지

었다. 또한 익翌(12세), 수종壽悰(13세), 응헌應憲(14세)의 묘소를 이장, 함께 봉안奉安

하고 있으며 여기에 납골당도 만들어 후손들도 함께 모시고 있다. 제일祭日은 음력 10

월 둘째 일요일

주소: 창녕군 대합면 내울리 산87번지 계동 마을/ 나복길 35

 

인물명 김익金翌 12세 영남계파   

출생-사망 1520 (중종 15) ∼ 미상

묘소 창녕군 성상면 정령리 

대표관직(경력)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 正六品

  생애 요약

- 문경공 굉필宏弼의 손자, 동부참봉 언학의 장자

- 천성이 따듯하고 풍채가 장중莊重하고 가정의 교훈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고 선조의 덕업을 이어받아 

  소흘함이 없어 주변의 촉망을 모았다.

- 음사蔭仕로 명종조에 출사

- 관직 재임 중 강직과 정론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곧 

  벼슬을 사임하고 돌아와서 숲과 샘에서 소요하며 

  자연과 더불어 수신독서修身讀書로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 배위 영인令人 밀영 박씨

- 슬하에 2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1  8쪽,  보감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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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수종金壽悰 13세 영남계파嶺南季波

출생-사망 1540(중종 35) ∼ 1607(선조 40)

묘소 현동 유곡지縣東 油谷池

대표관직(경력)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생애 요약

- 한훤당의 증손, 선무랑 언학의 손자, 사헌부감찰을 지낸 

익翌의 장자

- 어려서부터 가학家學인 소학을 익혀 우러르고 받드는 마

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길을 

걸었고 온화한 품성으로 널리 교유하여 집안의 명성을 

높였다.

- 임진왜란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과 효도, 절개와 의리로 

일관 하였다.

- 배위 공인恭人 남양 송씨

- 슬하에 一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4  601,  보감 317쪽

김수종金壽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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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응헌金應憲 14세 영남계파 

출생-사망 1578(선조 11) ∼ 1668(  9)

묘소 선고 감찰공 무덤 동쪽

대표관직(경력) 용양위부사과龍驤衛副司果 : 從6品 

생애 요약

- 사헌부감찰 익翌의 손자, 같은 감찰을 역임한 

  수종壽悰의 장자 

- 배위 공인恭人 창녕 성씨

- 슬하에 5남1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4  601쪽,  보감 343쪽

김응헌金應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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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대연金大鋋 15세 영남계파 

출생-사망 1620(광해 12) ∼ 미상

묘소
유곡지油谷池 안 왼쪽 기슭에 있어서나 위치가 정확하지 않

아, 서흥김씨 양세사공兩世四公 제단에 합장 

대표관직(경력) 전력부위展力副尉, 행용양위부사과行龍驤衛副司果

생애 요약

- 사헌부감찰 수종壽悰의 손자, 용양위부사과 응헌應憲의 

다섯째

-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성으로 도리를 다하였고 학문에 가

업家業을 이었으며

- 배위 숙인淑人 함양 박씨

- 슬하에 2남1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4  602쪽,  보감 366쪽

김대연金大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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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사金光泗 

인물명  김광사金光泗  16세  영남계파

출생-사망  1652 (효종 3) ∼ 미상

묘소
 옥녀봉 선영하玉女峯 先塋下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양세사공兩世四公 제단에 합장

대표관직(경력)

  생애요약

- 행용양위부사과行龍驤衛副司果 대연大鋋의 첫째 아들

- 배위 강진康津 최씨

- 1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4  6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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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사공 제단兩世四公 

        대흠大欽(15세), 대박大鑮(15세), 대연大鋋(15세), 광사光泗(16세)  네분을 

       모시기 위한 제단으로 1988년 조성하고 재사 겸 모임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재실을 지었다. 또한 익翌(12세), 수종壽悰(13세), 응헌應憲(14세)의 

       묘소를 이장, 함께 봉안奉安하고 있으며 여기에 납골당도 만들어 후손들도 

       함께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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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서흥김공瑞興金公 휘諱 익翊 지之묘갈墓碣 국역

    사헌부 감찰 서흥김공 휘 익翊과 욱昱은 문경공 한훤당 선생의 끝에 집 손자이니 정능동 무

인년에 출생하여 회갑년 이월십칠일에 세상을 맞이니 포산 옥평玉玶 지내池內 건 향천은 공의 무

덤이다. 빛나게 희생한 삼백여년이 지난 후손 신동信東이 묘갈이 없음을 한하여 재정을 독담하여 

석역石役을 시작하니 재종형 정동鼎東씨가 무더운날 멀리 찿아와 초하여온 시문으로 묘 갈문을 

초하여 재주를 사양하여 말하되 세상에 문사文士가 있다고 해서 유독장자는 선 조비 정경부인 친

가의 관창祼鬯[제사 때, 울창주를 땅에 부어 신을 청하여 내리게 하던 일]이라 사손嗣孫의 구의

垢衣[때 묻은 옷]가 대대로 지켜 대대로 지켜 나의 조상역으로 사장인데 어찌하리오 말하면  얼

굴이 심히 처연하니 비록 몸이 늙고 정신이 쇄하여 글을 짖지 못하니 어찌하리오 참아 사양하다

가 공의 가승을 안찰한즉 고려 도첨의찬성사 천록天錄관향을 빛낸 시조이다. 벼슬이 상승하여 드

디어 빛난 가문이 되었고 예조참의 중곤中坤  의영고사 소형小亨 충좌위사용 뉴紐에 이르러 휘 

굉필 증 우의정 시 문경공 한훤당 선생이 세상에 종사가 되시다.

     선생의 끝 아들 언학은 동부참봉 이니 비는 공인고령박씨 지돈령 따님이라 공은 자품이 온

화하여 성기가 청한하여 가훈을 준수하고 오직 선조에게 첨욕忝辱[더럽히고 욕되다]될까 두려워 

봉친奉親을 충성으로 봉양하고  지극히 아우에게 우애를 갖추니 담감湛龕을 음보蔭補[조상의 덕

으로 벼슬을 얻음]하고 벼슬을 불락하여 재직시에 강직정론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사임 귀향하여 

취미 생활로 임천林泉[숲과샘]에 힘쓰고 범포에 수신하여 독서에 열중하니 세상 마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배위는 성균진사 밀양 박경집의 따님으로 묘는 노나라 식으로 안장하였다. 슬하에 2남을 두

었으니 장남은 수종이고 차는 수이이니 숙부 욱에게 출계하여 형제 함께 감찰이 되었고 수종과 

응헌은 부사과를 지냈고 증손은 대흠 대연이니 그 나머지는 산록刪錄[생략하다]하고 명하노니 발

류拔類[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남]의 바탕과 사간邪干[사기(邪氣)가 이미 몸 안에 들어온 상

태]의 높음은 도가 근본에 세움에 나니 몸소 실천하여 감퇴하여도 성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밝히

는 편안한 백성이요 온전히 도망치듯 고상하게 사니 어찌 잠겨 빠짐을 논 하리오  내가 유적幽蹟

을 짚어 밝게 후인에게 보이노라

                            서기1976 병인 추8월 일 平陽 박근찬朴種燮 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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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종운金綜運 22세 영남계파嶺南季派

초휘初諱: 왕운瀇運  호: 은곡隱谷   자: 회지會之

출생-사망 1847 (헌종13) ∼ 미상

묘소 경북 창녕군 이방면 내동

대표관직(경력) 미상

생애 요약

- 횡재澋濟의 장자

- 배위 밀양박씨

- 슬하에 2남 1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4 693,  니남재 현판 사진 : 보감 207쪽

 니남재尼南齋 은곡隱谷 김종운金綜運 

   은곡공隱谷公을 위한 재실로 1977년에 창건되었으나 현재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  주소: 경북 창녕군 이방면 내동 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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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남재기尼南齋記

     창녕의 서쪽 30여리 되는 광등산 아래에 멀리 크게 한 판국을 이루었으니 갈암사

곡葛菴寺谷이다. 바라봄에 초목이 무성하고 깊이 빼어나 시원하게 넓고 좌우의 언덕이 

아름답고 묘하여 토질이 살찌고 기름져서 서너너덧 마을이 빙 둘러 퍼져있고 모두 이름

난 성바지 들이 많이 살고 있다.

 

     내동 뒤의 상리에 사람들이 김씨가 살았다고 일컬으니 전에 서흥김공 휘諱는 종운

綜運이요, 자는 회지會之요, 호는 은곡隱谷께서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았다 한다.

 

     그 선대를 살핀다면 고려조에 광정대부도첨의시랑찬성사 서흥군의 뒤요, 문경공 한

훤당선생의 끝 집의 자손이다. 공께서 현풍으로부터 옮겨 산 것이 두어 대가 되니 비록 

조상의 공이 백대에 있어 덕을 후생에 입혔으나 그러나 자손이 능히 그 음덕을 입지 못

하여 쇠하고 떨어져서 떨치지 못하니 이 혹 기수氣數에 관계 됨인가.천도天道는 두루 돌

아와 성하고 쇠함이 떳떳함이 없어서 사람이 능히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이루어 서는 것

이 어렵지 아니하니 공의 후손이 된 사람이 대대로 도타이 농사와 누에치기에 힘쓰고 

쓰는데 절도가 있어 쉬지 않는 공功이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어 드디어 넓은 

땅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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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조상을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서 공의 5대손 열수집이 

흩어져 바깥에 살고 나머지는 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서너 사람이 서로 더불어 꾀하고 

의논하여 정성을 다하여 한 집을 마을위에 지어서 추모하는 곳을 삼고 겸하여 제사에 

이바지하고 일가 간에 모이게 하니 이미 이루어짐에 후손 태성이 그 제종諸從의 뜻으로

서 나에게 와 말하여 이르기를 “재실의 이름과 기문이 실상 근심이 되니 생각해 주셔

야 하겠습니다”고 하거늘 이는 가히 무궁하게 전하는 것이니 어찌 가히 홀하게 하겠는

가. 

     내가 글을 못하는 것는 그대가 아는 일이니 본래 쪼각말로서 지을바가 아닌즉 어

찌 가히 기문을 하겠는가고 하였다. 갑자기 생각하기를 그 일가가 대니산 아래에 있어서 

이를 바라보면 북쪽이 되는 고로 그 이름을 니남이라하여 대략 부득이 써서 기록하노라.

                  정사년 3월   일에

     방후손 정동鼎東은 삼가 기록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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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희달金熙達 25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 찬도贊道   호 :  계산桂山

출생-사망 1882(고종高宗 19) ∼ 1967

묘소 고암면 계팔동桂八洞

대표관직(경력) 유학자

생애 요약

- 통훈대부행무겸선전관 자강의 10대손, 벽계 호구의 손

자, 익동의 계자系子(생부 원동)이다.

- 후학들의 교육을 위해 소학규범小學規範을 만듬

- 계양서당을 계팔리 깊은 산골짜기에 창건하여 후학에

게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하는 장소로 삼음

- 천성이 어질고, 학문을 좋아하여 성리학을 사물의 본

질, 원인 따위를 깊이 연구하여 밝히고, 실제로 몸소 

이행하였던 유학자

- 일제 말기 황민화皇民化(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일본 천황의 충실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정책)에 불응

하여 투옥

- 배위는 선산김씨

- 2남3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217쪽,1145쪽,  보감 822쪽

계양서당桂陽書堂 계산桂山 김희달金熙達 

계양서당은 벽계공의 손자 계산桂山 희달공熙達公의 문제門弟들이 주축이 되고 사  

    림士林과 자손들이 협력하여 지은 서당으로 정당正堂과 사당祠堂이 아름답다.  매년  

    공의 탄신일인 음력 2월21일에 추모 강회가 열린다.

주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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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桂山 희달공熙達公 선생 묘정비

 

계산桂山 희달공熙達公의 문제門弟들이 주축이 되고 사림士林과 자손들이 협력하여 지은 

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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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서당기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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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서당기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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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취澗翠 김희봉金熙琫 

1919년 독립운동에 참여 문호文豪인 심제深齊 조긍섭曺兢燮 선생을 움직여 독립선

언문을 제작 창녕 장날 살포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공모한 조심제曺深齊 선생과 공산

恭山 송준필宋俊弼 선생 등 동지들과 대구 형무소에 수감 8개월 옥살이 했다.  

주소: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인물명
김희봉金熙琫 25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 찬문贊文   호 : 간취澗翠

지역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출생-사망 1875(고종 12) - 1927(륭희 16) 

묘소 성산면 덕곡 앞산 복호등  합장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벽계碧桂 호구浩龜의 손자, 원동元東의 장자

- 공은 풍채風彩가 늠름하고 의지와 기개가 어려서부터 

대인의 기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친봉선事親奉先에 

정성을 다하여 일문一門의 모범이 되었다.

- 1919 3.1운동 때 세칭 '파리장서사건'에 가담하여 항

일투쟁을 전개하였다.

- 1920년 2월 창녕 장날에 「통곡아팔역 동포 오주열강

(慟哭我八域 同胞 五州列强)」이란 선언문(宣言文)을 

작성, 낭독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피체되어 다시 고초

를 치렀다고 한다. 

-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대통령표

창을 추서하였다. 

- 배위는 창원 윤씨

- 슬하에 4남 2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139쪽,  보감 821쪽 

독립유공자(공훈록)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252面·

昌寧郡誌(昌寧郡誌編纂委員會) 137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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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간취澗翠 김희봉

    金熙琫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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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견駱䭾 김희덕金熙德 

인물명 
김희덕 金熙德 25세 영남 중파

자: 낙견駱䭾 

지역 경북 창녕

출생-사망 1922 - 2006

묘소 대전 국립 현충원  장군 1묘역

대표관직(경력) 육군사관학교 교장 (육군중장)

  생애 요약

-육군사관학교 졸업, 미국 하버드 행정대학원, 육군군수참모부

장,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 국방부 관리차관보, 국방부 

특명검열단장

-제 20대 육군사관학교장 (1967.8.29 - 1969.5.3)

-훈장 - 은성.무성충무훈장, 금성화랑훈장

-저서 - 군대수첩, 군사영어사전

-육군중장 예편

-배위 김해김씨

-슬하에 3남

  참고문헌 대동보(2009) 권3 8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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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국립묘지 장군 1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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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 淸 道

송암松巖 김정삼金鼎三 

 주소:  경북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아음

 아음 입향조 송암공 내외분의 묘소 

인물명
 김정삼金鼎三  17世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사보士寶   호: 송암松巖

출생-사망 1657 (효종 8) - 1700 (숙종 26)

묘소
경북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아음 부곡동

(창녕 갈동에서 1981년 합장으로 이장)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소촌도찰방召村道察訪 수회壽恢의 고손, 병절교위秉節校尉 

상영尙榮의 손자, 처사 준천峻天의 제3자 이다.

- 부모의 효심과 친구와의 정이 두텁고 일찍부터 명예와 이

익과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조상

의 덕을 물려받아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기품이 있

어 품덕을 닦았다. 

- 특히 번거롭고 속된 세상에는 꿈에서도 들어가지 않을 정

도로 여겼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숲과 온천에서 즐거움을 

나누며 애써 높은 경륜을 펴려하지 않으니 보고 듣는 자 

모두가 기쁘게 받아드렸다.

- 아음에 입향 경로(창녕 계팔리-울주군 언양 경유)

- 행의行誼로 출사

- 배위 고성 이씨

- 슬하에 1남 1녀

참고문헌 대동보 3권 19쪽,  보감 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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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도군 아음 입향조 송암공 김정삼金鼎三 내외분의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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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재홍金再弘 20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익겸益兼   호: 도남道南

출생-사망 1787(정조 11) - 1858(철종 9)

묘소 아음미곡牙音美谷의 율전등栗田嶝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소촌도찰방召村道察訪 수회壽恢의 7대손. 송암松巖 정삼鼎

三의 증손. 처사 학현學賢의 셋째이다.

- 일찍부터 효도와 우애를 집안일을 보살펴 처리함을 바탕으

로 삼아 한훤당寒暄堂 이래 맥맥히 이어온 충성스럽고 미

덥게 하며 자상하며, 온순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검소하게 

하라는 가풍을 지켜 왔고 술선유후述先裕後의 길을 닦아 

자손들의 번영을 기하였다.

- 또한 도량이 깊고 명예와 이익을 떠난 청백한 처신으로 폭

넓게 교유하니 사우들의 칭송이 높았다.

- 행의行誼로 출사

- 배위는 선산 김씨

- 슬하에 2남 1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333쪽,  보감 494쪽

아산재牙山齋 도남道南 김재홍金再弘

아산재牙山齋는 1965년 도남공道南公의 후손들이 제관祭官이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

서 밤을 지내던 장소로 건립하여 지명 아산牙山을 따라 편액扁額한 것이다. 2011, 9, 

15 24세손 희대 희건 희국 등 후손들의 도움으로 아산재를 보수하였으며, 음력 10월10

일 창녕 구니서원 사현사에서 묘사를 지낸 후 그다음 일요일에 이곳에서 14세 탕宕. 15

세 상영, 16세 준천, 17세 정삼, 18세 성우, 19세 학현, 20세 재홍, 21세 보인輔仁의 

묘사를 지낸다. 또 그다음 일요일 신도에서 15세 중영부터 21세 덕유까지의 묘사를 지

낸다.

주소: 경북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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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재牙山齋는 1965년 도남공道南公의 후손들이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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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재기牙山齋記 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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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판봉안유지비柌板奉安遺趾碑 소정小庭 김준영金駿永

       
6.25동란때 인민군이 현풍 일대에 진입하자 위기를 느낀 사손嗣孫 준영형제가 한훤당선

생의 사판祠板[신주]를 등에 없고 현풍에서 아음리로 피신, 이곳에 봉안했고 이듬해 51

년에 다시 도동서원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장소 ;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아음)

아음 문중에서 당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피란계避亂契를 만들어 건립하였다.

인물명
 김준영金駿永 28世  영남장파

 자: 성가聲可   호: 소정小庭

출생-사망 1890 (고종 27) - 1953 

묘소 경북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동 당곡塘谷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니호尼湖 희전熙典의 증손, 현풍령玄風令 수암睡巖 화

식華植의 손자, 진사進士 태영兌榮의 장자이다

- 타고난 기품이 성실하고 영리하며 외모가 많고 빼어났

으며 일찍부터 학업에 스스로 애써 노력하여 문사文詞

가 일찍 성취하였고 언행이 침중沈重하니 모두가 큰 

그릇의 제목으로 기대를 모았다.

- 또한 효성과 숭조정신崇祖情神이 지극하여 지체志體 

감지甘旨에도 한치의 소흘함이 없었다.

- 특히 제종諸宗을 규합하여 乙丑보(1915)의 수보修譜 

간행을 주도하였고 경인庚寅년 병란 때는 대묘大廟 신

판神板의 보전에 진췌하는 등 세업世業을 훌륭하게 이

어 문망聞望이 높았다.

- 평소 지위나 권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예聲譽를 구

하지 않았으며 오직 화목과 겸손으로 선비의 풍도風度

를 지키면서 교자훈손敎子訓孫으로 일관하였다.

- 배위 여강이씨驪江李氏, 창녕성씨昌寧成氏

- 조카 병의秉義(생부 기영驥永)를 계자系子로 삼았다.

참고문헌 대동보 2권 551, 보감 9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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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판봉안유지비柌板奉安遺趾碑

      6.25동란때 인민군이 현풍 일대에 진입하자 위기를 느낀 사손嗣孫 준영형제가          

한훤당선생의 신주를 등에 없고 현풍에서 아음리로 피신, 이곳에 봉안했고 이듬해 

1951년에 다시 도동서원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154

                                  

    

      



155



156



157



158



159

인물명
 김익성金益聖  19세 영남중파嶺南仲派

 자 : 중현 仲賢

출생-사망 1735(영조 5) - 1790(정조 14) 

묘소 가배동加背洞에서 1997년11월9일 청도면 두곡리로 이장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한훤당선생의 9세손

- 배위는 진양강씨

- 슬하에 2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3  257쪽, 밀양 누정록(초판 1984, 253쪽)

중현仲賢 김익성金益聖

청도면 두곡리에 1750년(영조 26)에 입향을 시작 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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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중인金中寅  7세 초계파草溪派 파조派祖

출생-사망 1375(우왕禑王 1) ∼ 미상

묘소 설단비設檀碑: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대표관직(경력) 문과박사文科博士 : 정7품

생애 요약

-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봉환鳳環의 손자요 판서운관사判

書雲觀事 선보善保의 셋째 아들이다.

- 학문과 글을 좋아하여 두 형과 함께 당시 서흥김문의 삼

봉三鳳으로 글을 짓는 재능이 뛰어났고 경서經書와 사기

史記에 막힘이 없었다.

- 특히 조선조 초기 신조新朝에 출사하여 문과박사文科博

士정7품를 지내면서 학술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고 둘

째형인 참의공參議公과 함께 영남지방으로 거주지를 옮

겨 가문의 기반을 닦았다.

- 박사공의 후손들은 이후 초계草溪에 주거하였으므로 공

公은 곧 초계파조가 되었다.

- 묘소는 실전되었으나 후손들의 정성에 의하여 1968년에 

서거지인 합천군 오서리 단봉산 기슭에 사세봉단을 설단

하였고 봉강제에서 성소省掃 제향을 올리고 있다.

- 슬하에 一남

참고문헌 대동보 1권 16쪽, 보감 255쪽

합 천 陜 川
봉강재鳳岡齋 김중인金中寅

  봉강재鳳岡齋는 중인中寅(7세), 진형震亨(8세), 광윤光胤(9세), 시옥時玉(10세)의 

추모의 제향을 올리는 재실로 1955년 중건했다. 

현재는 휘 중인(中寅 7세)에서부터 현조(顯祖 14세), 경조(慶祖 14세), 홍조(弘祖 14세)

까지 20위를 함께 모심.

  사세제단비四世祭檀碑는 위에 선조 4분을 위한 제단비로 1968년 3월 설단봉안設

端奉安 되었다. 시제는 매년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  종친모임(정기총회) : 봉강재에

서 매년 양력 4월 두 번째 일요일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신주소: 오서3길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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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金震亨

인물명  김진형金震亨 8세 초계파

출생-사망 1400(정종 2) ∼ 미상

묘소
설단비設檀碑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신주

소: 오서3길 92-7)

대표관직(경력)

생애 요약

- 서흥군 천록天祿의 5대손, 판서운관사 선보의 손

자, 문과박사 중인의 아들.

- 공은 일찍부터 박사공의 훈도薰陶아래 학문을 익히

고 가업을 세워 새로운 세거지 초계草溪에 정착하

여 사림에 출입한 것으로 여겨지나 사적事蹟 및 묘

소가 모두 실전되어 사세봉단 설단을 만들어 제향

참고문헌 대종보 1권 16쪽, 보감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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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金光胤

인물명  김광윤金光胤 9세 초계파

출생-사망 1420(세종世宗 2) ∼ 미상

묘소
설단비設檀碑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신주소: 오서3길 92-7)

대표관직(경력) 주부主簿

생애 요약

- 문과박사 중인의 손자. 처사處士 진형의 아들

- 천품天稟이 명민하고 지기志氣가 고결하여 음사蔭仕로 

주부主簿에 올랐다.

- 불행하게도 묘소는 실전되고 고증문헌이 없어 망극하

였으나 자손들의 정성에 의해 1968년 3월에 세거지에 

사세봉단이 설단되어 봉강재에서 제향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대종보 1권 16쪽, 보감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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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옥金時玉

인물명 김시옥金時玉  10세 초계파

출생-사망 1450(연산 6)∼미상

묘소
설단비設檀碑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신주소: 오서3길 92-7) 

대표관직(경력) 참봉參奉

생애 요약

- 문과에 올라 박사를 지낸 중인의 증손자, 처사處士 진

형의 손자이자, 주부主簿 광윤의 아들

- 음사로 참봉參奉을 지냈으며 지행志行이 높았다.

- 무덤은 실전되었으나 1968년 경남 합천군 쌍책면 오서

리에 설치된 사세제단四世祭壇에 봉안되어 있다.

참고문헌 대종보 1권 16쪽, 보감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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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제단비四世祭檀碑

  중인中寅(7세), 진형震亨(8세), 광윤光胤(9세), 시옥時玉(10세)의 선조 4분을 위한 

  제단비로 1968년 3월 설단봉안設端奉安 되었다.    

    

     봉강재鳳岡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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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강재鳳岡齋 

      중인中寅(7세), 진형震亨(8세), 광윤光胤(9세), 시옥時玉(10세)의 추모의 제향을 올리  

      는 재실로 1955년 중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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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강재 중건기鳳岡齋 重建記

 초계의 오서梧棲에 서흥김씨 봉강재가 있어 문족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소님을 접대

하며 자손들을 가르치기도 했으 나 중세中歲에 들어와서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그만 폐

쇄되고 말았다. 김씨 가문에 일찍이 경암공耕巖公(백영伯英)이 있었는데 한훤당寒暄堂 

선생의 족질族姪로 친히 선생의 가르침을 얻어 그 문하에 따랐고 고을(南原)교수로 후진

들의 교화敎化에 힘써 왔다.

  때마침 사화士禍가 일어나 선생에게도 그 화가 미치자 공 또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어 호산湖山의 적막한 곳에 숨어 살면서 자손들에게 그 가르침을 펴고 근신한 채 다

시는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독서와 선현들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여생을 보냈

고 별세란 뒤 이 재실을 고을에서 지었던 것이다.

  그 후로 세상 정도正道가 무너지고 금수禽獸가 횡행하며 의관을 바로 갖춘 문족門

族들은 쇠락했고 시서詩書의 가르침이 막혔으며 학교 또한 황량荒凉하여 비 바람에 무

너질 지경에 이르르니 하물며 제사는 어떠하였겠는가? 근년에 이르러 김씨 가문에 약간

의 여력이 생기자 이 재실은 옛 선인先人(경암공耕巖公)의 유물이기 때문에 그 중건重建

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그 자손 종족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로 돌

아가야 하므로 어찌 그 힘을 다하지 않으랴 ?

 이 문중의 희곤熙坤. 규엽奎燁, 성운成運 등 여러 분이 각기 곡식을 거두어 몇 년

동안 증식하여 공사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옛 터에 옛 모습대로 중건키로 하고 

정성을 다하자 드디어 을미乙未년(1955) 봄에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돌아볼 때 지난 날 담장이 무너지고 잡초가 처연凄然하게 우거져 흰 이슬이 

고여 있었는데 홀연히 나는 듯한 기와와 단청丹靑으로 집을 꾸미니 김씨의 성체盛替는 

이 재실로 점칠 수 있음이로다.

 내가 낙성의 날을 생각할 때 노소가 함께 모여 차례로 술잔을 나누며 서로 어울려 

사간斯干의 시를 노래하고 장로張老의 송頌을 읊으며 축하와 감개가 이어질 것이다.

 무릇 수 백년 동안 참고 견디었는지 모르며 막히고 흥폐興廢 해온 가학 소학小學의 

글과 문경공文敬公의 학문을 외우고 강론하며 경암공耕巖公의 뜻을 생각하고 펴지 않겠

는가?

 나의 친구 김규태金奎泰(자 경노景魯)는 오서梧棲에서 호남 구례求禮로 옮겨 왔으

며 능히 그 가학家學을 밝히고 있는데 종손 희곤熙坤의 뜻을 편지로 전하면서 기문을 

청하니 이렇게 쓰는 바이다.

                           1955년(丁酉) 4월 15일     광산 김문옥金文鈺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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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석瀬石 김산립金山立 초계파 입향조

야로현에서 초계로 옮겨 살게 된 것은 박사공 5대손 뇌석瀬石 산립공山立公과 배

위 숙부인 강양이씨의 묘소가 모두 초계군 쌍책면 사양동에 있고 그 이후에 선영이 

모두 이곳 부근에 있기 때문이다.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

인물명
김산립金山立  12세 초계파草溪派  입향조入鄕祖

자: 탁경卓卿  호: 뇌석瀬石

출생-사망 1504(연산 10)∼1590(선조 23)

묘소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사양리 산 117번지 

대표관직(경력)
절충장군折衝將軍: 正三品, 

용양위부호군龍驤衛副護軍

생애 요약

- 문과 박사 중인의 5대손이요 참봉 시옥의 손자이자 

  남원교수南原敎授 백영伯英의 아들이다

- 어려서부터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으며 능력이 출

중해 주위에서 신망이 높았다

- 행의行誼로 팔계지八溪誌에 수록되기도 했다.

- 배위는 숙부인 강양이씨

- 슬하에 2남 1녀

참고문헌 대동보 1권 16쪽, 보감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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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석瀬石 김산립金山立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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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耕巖 김백영金伯英 

인물명 
김백영金伯英 11세 초계파

자: 일원一元    호: 경암耕巖

지역 합천군 야로

출생-사망 1480 (성종 11년) ∼ 미상

묘소 합천군 야로면 창동

대표관직(경력) 선무랑宣務郞: 종6품從六品, 남원교수南原敎授

생애 요약

- 주부主簿 광윤光胤의 손자, 참봉參奉 시옥時玉의 아들

- 정훈(庭訓)을 독실히 익혀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음

- 후학 지도에 정진하였고

- 청백한 기품과 두터운 덕행으로 팔계지八溪誌에 수록

- 한훤당선생이 순천에서 처형되자 하박河珀 이장배李長

培 정응상鄭應祥 등 제공과 함께 봉구奉柩하여 현풍으

로 돌아왔고 선생의 옛 집을 지키며 폐호閉戶한 체 종

신하였다.

- 배위는 의인宜人 선산김씨

- 슬하에 一男 

참고문헌 대종보 1권 16쪽, 보감 28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