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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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보명 시기 서기 구분 서문 발문

1 辛亥譜 영조7 1731 목판본 金世鳴 硬 硬 繼甲 尙精

2 丙午譜 정조10 1786   “

3 壬子譜 철종3 1852   “ 奎濴

4 庚午譜 고종7 1870   “

5 丙子譜 고종13 1876   “ 熙國 奎斗

6 乙丑譜 일제 1925 금속판본 張錫英 斗埴 源燮 
湜東 基禹

7 甲子譜 대한만국 1984   “ 柳奭佑
澤洙 秉義 仁得 
兌成 鼎東 奎卓 

洛敎

8 己丑譜 대한민국 2009   “ 金秉義 基煥

우리문중 수보연혁修譜沿革

족보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제왕연표가 곧 족보의 효시이다

우리나라 족보는 고려때부터 시작 되었고 역시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데서부터이

다. 대체로 고려 중엽 이후로서 김관의의 왕대실록王代實錄, 임경숙의 성원록璿源

錄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왕실의 친척인 종자宗子 종녀宗女까지 기입

되어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백성들 간에 처음으로 족보의 체계를 이룬 것은  문화유씨文化柳氏의 가정보嘉靖譜

로 이는 명나라 가정嘉靖 41년, 조선조 명종 17년(1562년)에 나왔으며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외손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족보는 후일 여러 족보를 만드는데 좋은 모

형이 되었고 이와 같은 체계적인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가첩家牒이나 가승家乘이 

있었을 뿐이다. 

서흥김씨의 첫 족보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여년전 영조 7년 (1731년)에 간행된 

신해보辛亥譜이며  2017년 현재까지의 수보연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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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보辛亥譜(1731년) 서문 국역

     서흥김씨는 신라, 고려 때부터 큰 줄기로 이어져 여러 갈래에 이르기까지 그 아
름다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특히 세상을 크게 빛내는 지혜와 큰 재주로 학문을 
넓히는 선비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이 바뀐 후 남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살필 
수 없고 다만 전해온 말에 의하면 김알지金閼智의 후예로 듣고 있을 뿐 그 득성得姓
함이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무양狄武襄(宋나라 文臣 狄靑을 말하
며 그는 左民春秋에 밝았다)이 양공梁公(唐나라 名臣 狄仁傑의 封號)의 바른 길義을 
범犯하지 않았던 고사故事에 따라 알지閼智 이후 중간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코자 한다. 

    고려 금오위중랑金吾衛中郞 휘 보寶를 시조로 하고 그의 손자 휘 천록天祿에 이
르러 벼슬이 상장군판도사사上將軍版圖司事에 올라 처음으로 서흥군瑞興君에 책봉되
었다. 그 뒤 사세四世를 지나 휘 중건中乾・중곤中坤・중인中寅의 삼형제가 있어 중
건은 양지陽智(경기도 지명)에 자리잡으니 양지로부터 멀고 가까운 곳에 퍼지는 자들
이 많았다. 중곤은 현풍玄風에 사는 공조전서工曹典書 곽주郭珠의 딸을 맞아 현풍에
서 살았고 중인은 중형仲兄(中乾) 참의공叅議公을 따라 같은 고을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중계仲季 두 형제의 두 파 자손들이 호령湖嶺(호남과 영남) 지방에 많다. 
중곤은 처음으로 조선조朝鮮朝에 출사出仕하여 태조・정종・태종・세종 등 사조四朝
에서 헌부憲府(司憲府)에 나아갔고 간성諫省(司諫院)에 들어오는 등 청관직淸官職을 
두루 거쳤다.

     다시 삼세三世를 내려와서 문경공文敬公이 탄생하여 성현의 길을 열고 성리性
理의 배움을 밝혀 동토東土(우리나라)의 학통을 세웠으며 비관閟官(閟宮의 樌語. 文廟
를 말함)의 바른 맥脈을 이었다. 또한 그 연원淵源은 깊어 정암靜庵(趙光祖)을 친히 
훈도하여 진정眞正을 밝혔고 회퇴晦退(회재 李彦迪, 퇴계 李滉)가 주장한 평실平實(平
易한 가운데 참된 것)과 정순精純(精詳하면서도 純垢한 것)의 학설은 모두 그가 전한 
것이다. 아아! 천 갈래 물도 그 근원은 같고 만 가지枝 나무도 그 뿌리는 하나이다. 
한 사람의 몸에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몇의 자녀를 가졌으며 그 
딸이 또 몇 자녀를 낳았겠는가

     퇴도退陶 이선생은 일찍히 선생(寒暄堂)의 손자 초계군수草溪郡守 휘 입立과 선
생의 외증손外曾孫 정상국鄭相國(정정승) 곤수崑壽(이조 宣祖때 名臣. 호는 栢谷)가 
모은 한원당寒暄堂의 저술과 편집 자료를 받아 경현록景賢錄이라 제명題名하였다. 서
천선생西川先生(鄭崑壽)의 아우 문목공文穆公 한강선생寒岡先生(鄭逑: 퇴계에게 배웠
고 大司憲을 지냈으며 算數・醫學・禮學에 밝음)역시 그 기록을 이었는데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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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선생의 사실과 소론의 본말本末 그리고 외족外族들의 보질譜秩(世系) 등을 모두 
갖춰 장차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일이 성사되기 전에 화재로 중단하게 되었다. 문경공
文敬公의 八세손이며 참봉參奉인 휘 하석夏錫은 앞서 편찬한 경현록 정본(退溪편수) 
속록續錄(寒岡편수)을 두루 살펴 빠진 것과 실리지 않은 것을 힘써 모으고 여러 사적
事蹟으로 보충하며 또 안팎 보록譜錄을 함께 실어 속록보유續錄補遺라 불렀으나 그 
보록補錄 또한 많이 망실亡失되어 오래도록 세상에 소장所藏된 것은 지극히 제한된 
숫자일 것이다. 오늘 영남의 김계갑金繼甲・김상정金尙精・김세장金世璋・호남의 김
석구金錫龜・김뢰金礌・김무金碔등은 추선追先(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의 뜻이 지극하
여 이에 족보 편집을 마치고 기궐剞劂(刻字와 組版)에 이르니 이는 이른바 아버지가 
꺾은 나무를 아들이 능히 짐지는 일이며 그 소리를 떨어뜨리지 않음이다

그간 비록 민강珉矼(주워 모은 돌다리)의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사사로운 
생각으로 큰 법도와 떳떳한 도리에 어긋남은 옳지 않고 또 실자室者(부인)를 성나게 
해서 어떤 얼굴 빛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 하여 붓을 들게 되었다. 문경공文敬公과 
우리 점필재佔畢齋(金宗直) 선조는 사제師弟의 사이로 그 정분情分의 두터움을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또 안팎 지파支派 결친結親이 마치 한 줄기로 서로 통해왔기 
때문에 감히 경염敬艶(높히고 꾸미는 것)의 사설을 여러 분들 앞에 늘어 놓는다면 
참으로 영참侫僣(망녕되고 외람됨)의 비평을 여기에 면할 수 없으리라.

   

                    숭정 기원후 95년 신해(1731년) 3월 길일 갑자
 
                                             일선후인 김세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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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보辛亥譜(1731년) 서문序文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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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보 표지(1731년 발행)         신해보 본문 天(첫쪽)

   신해보 서문(마지막)      신해보 서문(중간)      신해보 서문(첫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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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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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보乙丑譜(1925년)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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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보乙丑譜(1925년)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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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보甲子譜(1984년)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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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보甲子譜(1984) 한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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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보己丑譜(2009) 한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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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파별 항렬표各派別 行列表

京     畿 嶺     南 羅 州 海 南 草 溪陽 智 肅 川 長 派 仲 派 季 派
13세 忠○ 克○ 壽○ 壽○ 壽○ 鳳○

돌石변 順○ 德○

14세 √涵 碩○ 應○ √定 應○ 得○
宇○ 永○ 祖○

15세 ○礪 ○信 大○ 自○ 大○ ○剛
○道 震○ 門○

16세 √塤 彦○ 光○
√돌石변 ○聲 光○ 光○

聲○ 再○ 世○

17세 鼎○ ○純 聖○
○龜 ○是 聖○ 삼氵변

돌石변 致○ 昌○

18세 舜○ 德○ 夏○ 尙○ 夏○ 德○
○夏 ○孫 宗○

19세 時○ √벼禾변 ○傳 ○賢
國○

○羽
√삼氵변

○祿
○垕 ○鍾 ○傳

20세 聲○ 應○ 繼○ 東○ ○柱 ○韻
○鍊 永○ ○國

21세 ○澤
漢○ ○謙 ○濟 ○坤 ○濟 宗○

○澤 宗○ ○濟

22세 宗○
○範 昌○ ○運 錫○ ○蓮 ○權 白○ ○運

23세 ○燮 ○彦 奎○ 奎○ 奎○ ○燮 ○燮 奎○
24세 ○坤 學○ ○東 ○東 ○東 基○ 基○ ○東
25세 錫○ ○漢 熙○ 熙○ 熙○ 熙○

○錫
熙○
○錫 熙○

26세 ○洙 禧○ ○埴 ○埴 ○埴 洛○
○埴 ○埴

27세 ○植 ○燮 兌○ 鍾○
兌○ 兌○ ○模

兌○ 兌○

28세 ○煥 培○ ○永 ○洙
○永 ○永 燦○

○永 ○永
29세 載○ ○鍾 秉○ 秉○ 秉○ ○均 秉○
30세 ○鏞 ○淵 ○容 ○容 ○容 鍾○ ○容
31세 淳○ 東○ 在○ 在○ 在○ ○洙 在○
32세 ○模 ○煥 ○銖 ○銖 ○銖 相○ ○銖
33세 炯○ 基○ 源○ ○烈
34세 ○埈 ○柱 ○柱
35세 鎭○ 魯○ 魯○
36세 ○浩 ○基 ○基

▶자료참조 : 1. 서흥김씨 대동보 2010 (권1) 120쪽,  2. 서흥김씨 보감 부록 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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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중 봄 가을 시향제 일람

제향 날짜 祭 享 장 소 비고
양력 음력

2월中丁日 도동서원 춘향제
(道東書院 春享祭)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4월2일
경기파 영광 입향조 歲祭
8世 生員奉訓郞 휘 啓述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죽동산9  죽림재(竹林齋)

3월3일
호남파 파조 時祭
9世 副護軍公 휘 緫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산길20 익모재(益慕齋)

3월7일
경현서원 춘향제
(景賢書院 春享祭)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영안마을 

3월上丁日 영남 중파 파조 춘향례
11世 監察公 휘 彦庠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1160 구니서원(求尼書院) 
4월

둘째일요일

초계파 파조 時祭
7世 博士公 휘 中寅  

경남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610 봉강재(奉岡齋)
4월

끝 토요일

해남파 파조 時祭
9世 直長 휘 縉

전남 해남군 문내면 

충평리 산94-1 선영

5월25일
옥천서원 춘향제
(玉川書院 春享祭)

전남 순천시 임청대길 18  

8월中丁日 도동서원 추향제
(道東書院 秋享祭)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   

8월23일
문경공 한훤당 配位
貞敬夫人 順天朴氏 忌祭祀

대구 달성군 현풍면 

지동(못골)

10월1일
옥천서원 추향제
(玉川書院 秋享祭)

전남 순천시 임청대길 18 

10월 

첫일요일

무열사 대제(武烈祠 大祭)
⋅始祖 中郞將公 휘 寶
⋅2世祖 精勇將軍 휘 德仁
⋅3世祖 瑞興君 휘 天祿

경기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무열사(武烈詞)
단체참례
(대종회주관)

10월 

첫 일요일
경기파 中祖 判書公 設壇祭
7世 禮曹判書 휘 中乾 

경기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판서공 설단(判書公 設壇)

10월1일-

10월2일

1.한훤당 불천위 제사
 (寒暄堂不遷位祭祀)
2.한훤당 추묘사(秋墓祀)

1.대구 달성군 현풍면 못골

2.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산 1 

10월2일
영남파 中祖 시제
7世 禮曹參議公 휘 中坤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낙고재(洛皐齋)

10월2일
영남 長派 파조 시제
11世 宣務郞 휘 彦塾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낙고재(洛皐齋)

10월2일
영남 季派 파조 시제
11世 參奉公 휘 彦學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낙고재(洛皐齋)

10월3일
호남파 임실 입향조 묘제 
12世 嘉善大夫 휘 應權 

전북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  

도치산묘역

10월 
둘째일요일

경기파 광양 입향조 묘제

8世 參議公 휘 順遜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서산영대(西山靈臺)

10월10일
영남 仲派 파조 시제

11世 監察公 휘 彦庠
경남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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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중 조선조 과거 급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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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만익金萬益 21세 경기파 숙천계肅川系

 자字: 대수大受

출생-사망 1652(효종 3년) ∼ 1706(숙종 32년)

묘소 법흥산法興山 조부祖父 산소 아래 합장

대표관직(경력)

成均館 전적(典籍 : 正五品), 사험부감찰, 

공조좌랑 행장연현감(工曹佐郞 行長連縣監)

예조정랑(禮曺正郞), 통훈대부(通訓大夫)

  생애 요약

- 승사랑 예빈시봉사(承仕郞 禮賓寺奉事) 극관(克寬)의 증

손, 처사 여규(汝圭)의 장자

- 어려서부터 천품이 영오초탈(穎悟超脫)하여 학문이 뛰어

났으며 경사(經史)에 통효(通曉)하였다.

- 숙종 7년(1681) 약관 30세의 나이에 문과 급제

- 배위 숙인 개령문씨

- 슬하에 3남

  참고문헌 대동보 2권 214쪽, 보감 519쪽

조선조 과거(科擧)급제자 인물

김만익金萬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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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응문金應文 16세 경기파  

 자字: 도수道守

출생-사망 1748(영조 24년) ∼1824(순조 24년)

묘소 신정읍 태인 여암촌

대표관직(경력)

통훈대부通訓大夫 : 正三品

행예조좌랑行禮曺佐郞 겸 춘추관기사春秋館記事, 

경상도장시도사慶尙道掌試都事

  생애 요약

- 죽헌(竹軒) 신기(愼機)의 증손, 부사과 경수(慶壽)의 

  손자, 처사 원정(元鼎)의 차자

- 어려서부터 총명으로 학문을 익혔고 단아(端雅)한 품성으

로 문로(門老)들의 촉망을 받았으며

- 정조 19년 문과에 급제

- 배위 숙인 부안김씨

- 슬하에 아들이 없어 종질(從姪) 대업(大業 : 생부 應期)

를 계자로 하였다.

  참고문헌 대동보 1권 33쪽,  보감 380쪽

도수道守 김응문金應文  



296

인물명
김치곤金致坤 21세  영남중파

자: 시약時若

출생-사망 1789(정조 13 - 1831순조 31)

묘소 창녕 남면 탄원촌

대표관직(경력)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생애 요약

- 한훤당선생의 11대손. 생원 수개의 8대손, 처사 여욱

汝郁의 손자이며 처사 동려東礪의 계자(系子: 生父 璟

礪)이다.

- 어려서부터 품성이 명민하고 학업에 정진

- 평소 불편부당不偏不黨의 신념으로 업무에 임하였고 

청백한 처신으로 관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였다.

- 특히 당쟁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정의 쇄신을 도모하여 

정론을 폈고 국력의 신장을 위하여 경제의 뜻을 펴려

하였으나 곧은 성품으로 권세에 아부하지 않았으므로 

모두가 경원敬遠하자 퇴관하여 동강東岡에서 서적과 

자연을 벗 삼아 초연超然하게 지냈다.

- 배위는 숙인 안동권씨

- 슬하에 2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3  28쪽  보감 528쪽

시약時若 김치곤金致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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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와樂窩 김대곤金大坤 

유학에 큰 어르신으로 성재선생惺齋先生을 추앙 야동, 평촌, 청간 등을 요람지

로 삼아 주거해 왔고 이 지역에서 대곤大坤, 치곤致坤, 석희錫熙의 세분이 대과에 

급제하고 벽계碧桂 등 석학을 배출한 곳으로 아직도 그 자취가 유려하게 남아 있다

인물명
김대곤金大坤  21세 영남중파

자: 원약元若   호: 낙와樂窩 

출생-사망 1783(정조 7) - 1842(헌종 8)

묘소 미곡美谷

대표관직(경력)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 從三品

생애 요약

- 생원 수개壽愷의 八대손, 처사 상정尙精의 증손, 처사 

경려璟礪의 장자

- 품성이 영특하고 뛰어나 일찍부터 학문에 정진 문명文

名을 얻었다.

- 순조純祖 16년(1816) 문과文科에 급제 

- 율봉도찰방栗峯道察訪,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正六品,  

  통정대부행병조참의우부승지通政大夫兵曹參議右副承旨

- 1818년부터 1841년 까지 관직에 종사하며 선정을 배

풀고 때로는 강직한 성품을 보이기도 했다. 

- 배위는 숙부인 하산장씨夏山張氏

- 1남 4녀

참고문헌 대동보 권3  222쪽  보감 536쪽 



298

제애霽崖 김석희金錫熙 

인물명
김석희金錫熙  22세 영남중파

자: 경가敬可     호: 제애霽崖

출생-사망 1804(순조純祖 4) - 1862(철종哲宗 13)

묘소 고암면 중대정려中垈旌閭 뒷 기슭 초빈곡草濱谷

대표관직(경력)
도당록都堂錄, 홍문과수찬弘文館修撰,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 從三品

생애 요약

- 통훈대부 행 무겸 선전관 자강自剛의 7대손, 처사 

   국전國銓의 증손, 중려重麗의 손자, 진곤鎭坤의 장자

- 어려서부터 천품이 남보다 뛰어나게 영리하고 슬기로  

 우며 범상함을 넘어서서 뛰어나서 다른 아이들과 장난  

 을 하지 않으며 학업에 스스로 애써 노력하여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넓어 경사經史(경서經書와 사기史記

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 능했음

- 경연經筵(: 임금의 수강 장소)에 올라 경서經書를 

   강론

- 관직에서 물러나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를   

 사랑하며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키며 지냈다.

- 배위는 숙인 달성서씨

- 슬하에 3남

참고문헌 대동보 권3  168쪽  보감 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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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희국金熙國   25세 영남장파  

 자:  윤약允若,  호: 낙하洛下

출생-사망 1824(순조 24년) ∼ 1901(광무5년)

묘소 현풍면 지동池洞  선영 아래

대표관직(경력) 홍문관교리(弘文館敎理), 흥해군수(興海郡守)

  생애 요약

- 증승정원좌승지贈承政院左承旨 경전敬傳의 6대손, 우암 

友巖 준동駿東의 장자

- 천성이 어질고 너그러웠으며 의용(儀容)이 넉넉하고 괴위

(魁偉)하여 대인군자의 기품을 지녔고 학업에도 면려하여 

경서에 통효通曉하였고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이르기 까지 

막힘이 없었다.

- 철종 7년 문과에 급제

-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과 후진 양성으로 여생을 보냄

- 배위 숙인 일선김씨,  숙인 현풍곽씨

- 1남5녀

  참고문헌 대동보 2권 630쪽,  보감 797쪽

낙하洛下 김희국金熙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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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석보金錫輔  22세 영남중파

 자: 가익可翊  호: 연고蓮皐

출생-사망 1814(순조 14년) ∼ 1875(고종 12년)

묘소 영산 봉곡촌

대표관직(경력)

증광과增廣科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典籍(:正六品)에 제수, 

본관록本館錄, 응교應敎, 어영청御營廳 악정樂正: 正四品 남

학교수南學敎授,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曹參議, 도정 

동부승지都正 同副承旨 등 역임

  생애 요약

- 처사 국함의 증손, 경려의 손자, 통정대부행병조참지 

   우부승지 通政大夫行兵曹參知右副承旨 대곤의 아들      

- 어려서 부터 가학家學을 승습承襲하여 예절바르게 

   성장했다.

- 헌종 一年에 생원과生員科에 합격

- 배위 숙부인 옥산장씨

- 슬하에 2남2녀

註

증광과 :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과거

본관록 : 홍문관교리, 수찬의 一次 추천록. 二次 추천은 

도당록都堂錄이다

  참고문헌 대동보 3권 222쪽,  보감 595쪽

연고蓮皐 김석보金錫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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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명
 김기운金麒運 22세 영남장파   

 자: 성서聖瑞

출생-사망 1846(헌종 12년) ∼ 1886(고종 23년)

묘소 현풍 오산동 안산玄風 午山洞 案山

대표관직(경력)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正六品, 원릉별검元陵別檢

  생애 요약

- 가천대부 첨지봉추부사 수항壽恒의 9대손, 처사 강제康

濟의 아들

- 공은 어려서부터 家學을 승습(承襲)하여 경사(經史)에 밝

았고 문사(文士)가 깊어 문로들의 기대를 모았다.

- 고종 7년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고 청관직淸官職에 발탁

- 배위 숙인 청주송씨

- 슬하에 1남

註. 원릉 : 영조와 그의 계비(繼妃) 정순왕후의 능

  참고문헌 대동보 2권 200쪽,  보감 581쪽

성서聖瑞 김기운金麒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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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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 1892(고종 29년)

묘소 입암立岩 서쪽 기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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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희암禧馣의 손자. 

   영섭永燮의 장자

- 공은 천품이 영특하고 학업에 침잠(沈潛)하여 

   일찍부터 문장(文章)이 뛰어났고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언론이 정중하였다.

- 고종 25년(1888) 전시(殿試)에서 문과에 급제

- 등용문(登龍門)에 올랐으나 애석하게도 4년 뒤인 

   1892년에 별세

- 배위 공인恭人 남원양씨

- 슬하에 1남1녀 (석규錫奎 : 생부 배은培殷)

주(註)

전시 : 임금이 직접 친임親臨하여 보이던 과거,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의 3단계중 최종 과거

  참고문헌 대동보 1권 543쪽,  보감 9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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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팔順八 김석원金錫源

인물명
 김석원金錫源 22세 영남중파 

 자: 순팔順八

출생-사망 1855(철종 6년) ∼ 미상

묘소

대표관직(경력)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생애 요약

- 생원(生員) 수개(壽愷)의 9대손, 처사 우려(遇礪)의 손자, 

호곤(灝坤)의 차자

- 어려서부터 재주가 총명하고 지기(志氣)가 고매(高邁)하

여 학문에 남다른 진취를 보였다.

- 고종 28년(1891)에 문과에 급제

- 순종 4년 이른바 경술합방庚戌合邦이 이뤄지자 모든 것

을 버리고 만주로 망명亡命

- 이역에서 망국의 한을 삭이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봉천奉

天에서 별세하여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음

- 배위 공인恭人 고성이씨

- 슬하에 2남2녀

  참고문헌 대동보 3권 228쪽,   보감 5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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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무관외관관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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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품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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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후기

     각 지역 문중에 계신 어르신들의 안내 없이는 주소가 없는 선영의 묘 자리를 

찿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역시 문중일은 지방을 지키는 어르신들의  

도움이 절대적임을 이번 답사에 절실히 느꼈다. 평생 한번도 면식이 없는 우리 답

사팀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배려로 가슴을 뭉쿨하게 만든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문중 문화유적과 관련된 자료는 신해보辛亥譜 이래로 7번 수보修譜한 족

보族譜와 한훤당 관련 기록 모음인 경현록景賢錄(1970년刊), 서흥김씨 보감寶鑑

(1999년刊) 정도였지만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재실의 액판 내용, 묘비에 쓰여진 비

문과 전승되어 내려오는 가첩家牒등은 소중한 자료이었다. 족보와 보감은 기록의 

연속성과 일관성,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 여러 종류

의 자료들을 찾아서 참고하였다. 

     어떤 종원들은 집단적으로 "거주미상"이라고 표현된 채 족보에서 사라져 버리

기도 했고, 어떤 문중은 족보가 수보修譜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편입되어 들어

오기도 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후일에라도 대종회가 각 파문중에서 보관중인 자료를 모아 문중사가 심도 있고 체

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서흥김씨 문화유적이 한훤당 후예로서 자부심 가득했던 조상들의 숨결임을 현

장에서 목격했고 면면이 내려 오는 우리 문중의 끈끈한 정을 이번 답사 길에서 확

인할 수 있어 행복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중의 유적을 답사하고 그 기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에 걸처 온전히 향리를 지키고 있는 문로門老들의 목임을 편집 후기

로 밝혀 둠은 큰 기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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