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원류분파도(世系源流分派圖)시조태사공이하15세계통도(始祖太師公以下十五世繼統圖) 
始祖   1 世   2 世   3 世   4 世   5 世   6 世   7 世   8 世   9 世   10 世 

선평(宣平) 습돈(習敦) 여기(呂基) 남수(南秀)    희(熙)    자(資) 근중(斤重) 득우(得雨)    혁(革) 삼근(三近) 계권(係權) 

  
 

  
   

  
계행(係行) 

  
 

  
   

 
삼익(三益) 원용(元龍) 

  
 

  
   

 
삼우(三友) 맹구(孟龜) 

  
 

  
   

  
중구(仲龜) 

  
 

  
   

  
숙구(叔龜) 

  
 

  
   

  
계구(季龜) 

  
 

  
  언적(彦迪) 견기(堅器) 근(謹) 신(信) 

  
 

  
  지철(之哲) 규(揆) 신(莘) 효영(孝瑛) 

  
 

  
  

   
효정(孝珽) 

  
 

  
 처상(處商) 자징(自澄) 귀생(貴生) 진(珎) 수천(壽川) 

  
 

  
 원수(元水) 기(麒) 양(穰) 경주(敬珠) 삼직(三直) 

  
 

  
열(烈) 호(好) 부(富) 강(杠) 간(澗) 득지(得止) 

  
여중(呂重) 금(土+崟) 구(銶) 심(深) 용(龍) 기(琪) 정(鼎) 서린(瑞麟) 

 

      
    ㅣ 

  
보린(寶麟) 환(懽) 

      
학(鶴) 규(珪) 경(鏡) 곤옥(崑玉) 양비(良毗) 

          
양필(良弼) 

始祖  1世  2世  3世  4世  5世  6世  7世  8世  9世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세거지 

선평(宣平) 습돈(習敦) 여기(呂基) 남수(南秀)   희(熙)   자(資) 근중(斤重) 득우(得雨)   혁(革) 삼근(三近) 判官公계권(係權) 영형(永衡) 학조출가(學祖出家)등곡대사(燈谷大師) 

           
監察公영전(永銓)   정(珽) 진사공홍(弘) 상윤(象尹) 손(遜) 의성(義城)송호(松湖) 

             
진사공등(登) 철손(喆孫) 귀철(貴喆) 검암(儉岩)상주(尙州) 

             
구애공응(譍) 현정(玄貞) 흥세(興世) 

 

               
흥립(興立) 안동(安東)소산(素山) 

               
흥생(興生) 

 

               
흥개(興凱) 

 

              
우정(宇貞) 득용(得龍) 

 

               
득강(得江) 

 

              
홍정(洪貞) 흥중(興中) 예천(醴泉)갈동(葛洞) 

            
학생공호(琥) 웅(雄) 응시(應時) 윤신(潤身) 영주(榮州) 

               
윤문(潤文) 

 

            
위(瑋) 항(沆) 무상(無尙) 운(雲) 

 

               
묵(默) 

 

            
장사랑환(瓛) 옹(邕) 응학(應鶴) 수영(壽永) 오락(五樂)봉화(奉化) 

           
진사공영균(永勻)   수(琇) 응창(應昌) 언종(彦宗) 대붕(大鵬) 안동(安東)울진(蔚珍) 

            
환(瑍) 한창(漢昌) 백양(伯陽) 득서(得瑞) 의성(義城)비정(飛亭) 

               
득양(得亮) 상주(尙州) 

           
부사공영추(永錘) 구(球) 인조(仁璪) 운학(雲鶴) 응시(應時) 예천(醴泉)의성(義城) 

               
응휘(應暉) 

 

               
응질(應晊) 

 

               
응청(應晴) 

 

              
종학(從鶴) 응명(應明) 

 

              
계학(季鶴) 응엽(應曄) 

 

             
인거(仁琚) 언형(彦亨) 

  

             
인진(仁珍) 

   

             
인침(仁琛) 

   

           
장령공영수(永銖) 영(瑛) 생락(生洛) 증승지규보(奎報) 채(棌) 교하(交河) 

               
식(植) 

 

              
기보(箕報) 승의랑극(克) 소산(素山)현애(玄厓) 

               
증승지태(兌) 의성(義城)청산(靑山) 

               
춘당공원(元) 안동(安東)소산(素山) 

              
목사공성보(星報) 후정(後靖) 울산(蔚山) 

               
상암(尙巖) 

 

             
생한(生漢) 봉사공지효(至孝) 상심(尙審) 

 

              
통훈공정보(政報) 면(冕) 안동(安東) 

            
번(璠) 생해(生海) 대효(大孝) 문정공상헌(尙憲) 서울(漢陽) 

              
원효(元孝) 휴암공상준(尙寯) 서울(漢陽) 

              
극효(克孝) 문충공상용(尙容) 서울(漢陽)홍성(洪城) 

               
부사공상관(尙寬) 서울(漢陽) 

               
상건(尙謇) 

 

               
부윤공상복(尙宓) 청주(淸州) 

              
학생공선효(善孝) 상안(尙安) 옥구(沃溝) 

               
상빈(尙賓) 

 

            
순(珣) 사직령생하(生河) 이(頤) 인상(麟祥) 영산(靈山) 

               
인서(麟瑞) 

 

              
호(顥) 인지(麟趾) 영해(寧海)봉화(奉化) 

             
눌재공생명(生溟) 현(顯) 계종(繼宗) 봉화(奉化)입암(立岩) 

              
조(頫) 계현(繼賢) 예안(禮安) 

               
20世 

 

               
원천공달행(達行)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세거지 

          
정헌공계행(係行) 참봉공극인(克仁) 숙보(淑寶) 수(洙) 응용(應鏞) 산수(山壽) 안동(安東)묵계(默溪) 

              
응탁(應鐸) 종윤(宗胤) 

 

              
응종(應鍾) 석복(碩福) 

 

             
기(淇) 무심(無心) 

  

              
인심(仁心) 

  

             
혼(渾) 응전(應銓) 시청(時淸) 안동(安東) 

            
덕보(德寶) 옥(沃) 응건(應健) 흠(欽) 안동(安東)묵계(默溪) 

               
협(鋏) 

 

               
굉(鍧) 

 

               
자(鎡) 

 

               
경(鏡) 

 

               
일(鎰) 

 

              
응순(應順) 호(鎬) 의성(義城)봉화(奉化) 

              
응시(應時) 찬(鑽) 

 

             
택(澤) 몽용(夢龍) 

  

             
홍(洪) 응생(應生) 

  

              
응용(應龍) 종인(宗仁) 

 

               
종의(宗義) 

 

              
응명(應明) 종업(宗業) 

 

            
양보(良寶) 

    

           
진사공극의(克義) 세주(世周) 정옥(廷沃) 암호(巖虎) 수청(受淸) 검단(儉丹) 

           
生員公극례(克禮) 세은(世殷) 정헌(廷憲) 몽호(夢虎) 중청(中淸) 봉화(奉化)금산(錦山) 

               
득청(得淸) 

 

               
수청(守淸) 

 

              
여호(汝虎) 일청(一淸) 

 

              
산호(山虎) 근청(謹淸) 연일(延日)의양(義陽) 

               
시청(時淸) 예천(醴泉) 

             
정준(廷準) 

   

             
정노(廷老) 경호(景虎) 익청(益淸) 봉화(奉化) 



           
학생공극지(克智) 세준(世準) 희진(喜珍) 시화(時華) 윤(潤) 비안(比安) 

             
자홍(自弘) 경웅(敬雄) 동욱(錬旭) 

 

           
군수공극신(克信) 세상(世商) 기량(起亮) 무경(茂京) 시산(是山) 의성(義城) 

              
무생(茂生) 학호(鶴鎬) 

 

               
학수(鶴壽) 

 

         
어담공삼익(三益) 원용(元龍) 득수(得壽) 영우(永宇) 철손(哲孫) 만걸(萬傑) 인수(仁壽) 안동(安東) 

              
만경(萬敬) 필원(弼元) 

 

            
영진(永鎭) 철언哲彦) 수(壽) 윤종(胤宗) 영주(榮州) 

           
을수(乙壽) 선강(善剛) 세희(世希) 언기(彦紀) 응보(應寶) 지예(知禮) 

         
삼우(三友) 계공랑맹구(孟龜) 용려用(礪) 참봉공시좌(時佐) 계(繼) 사양(士良) 광한(光漢) 상리(上里)문경(聞慶) 

               
광철(光澈) 

 

               
광옥(光沃) 

 

              
사검(士儉) 광택(光澤) 

 

               
광현(光灦) 

 

               
광조(光澡) 

 

               
광위(光渭) 

 

             
서(緖) 사온(士溫) 

  

             
집(緝) 사득(士得) 광윤(光潤) 

 

               
광제(光濟) 

 

               
광호(光灝) 

 

               
광척(光滌) 

 

               
광필(光泌) 

 

            
참봉공시양(時亮) 경(經) 사공(士恭) 호순(浩順) 창영(昌寧)삼척(三陟) 

              
사일(士一) 광협(光浹) 

 

               
광흡(光洽) 창녕(昌寧) 

              
사효(士孝) 광순(光淳) 

 

               
광사(光泗) 

 

              
사제(士焍) 광선(光诜) 하양(河陽) 

             
윤(綸) 사권(士權) 

  

            
생원공시우(時佑) 문(紋) 사원(士元) 해생(亥生) 예천(醴泉)광주(廣州) 

              
사리(士利) 필(弼) 예천(醴泉) 

              
사창(士昌) 

  

             
결(結) 

   

            
원생(元生) 

    

           
생원공이려(以礪) 견(堅) 광세(光世) 응문(應門) 원백(元伯) 함창(咸昌) 

          
중  파중구(仲龜) 

      

          
숙  파숙구(淑龜) 

      

          
등암공계구(季龜) 옥린(玉璘) 경조(敬祖) 괄(适) 

   

             
독공공엄(淹) 대명(大鳴) 현(袨) 예천(醴泉) 

              
대정(大鼎) 겁(衱) 

 

               
심(襑) 

 

               
표(裱) 

 

               
조(祖) 

 

             
첨사공온(溫) 대수(大修) 광립(光立) 안동(安東)상주(尙州) 

             
항제공락(洛) 대진(大振) 보(補) 

 

               
징(瀓) 예천(醴泉) 

              
대성(大晟) 유(裕) 

 

           
석린(石璘) 황명(晃明) 낙와공치림(致林) 종연(宗連) 눌손(訥孫) 

 

      
8世 9世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16世 17世  세거지 

      
예의소승공생(生) 궤(軌) 적(積) 여경(餘慶) 기(麒) 문명(文明) 경우(景祐) 호군공신홍(信弘) 득경(得慶) 한명(漢鳴) 안동(安東)봉화(奉化) 

             
신향(信香) 성덕(聲德) 부사공숭철(崇鐵) 안동(安東)길안(吉安) 

               
참의공의철(義鐵) 

 

              
감찰공성훈(聲勳) 진방(振邦) 

 

            
첨사공경록(景祿) 사선(士善) 희익(希益) 중남(重南) 성주(星州)칠곡(漆谷) 

          
계공랑공린(麟) 문수(文粹) 귀정(貴鼎) 부영(富榮) 홍일(弘一) 계원(啓元) 안동(安東)의성(義城) 

       
생원공침(琛) 선(善) 윤신(允信) 언백(彦伯) 응록(應祿) 인서(仁瑞) 학선(學銑) 여홍(旅洪) 순백(順白) 함남(咸南)영흥(永興) 

       
7世 8世 9世 10세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세거지 

       
참봉공언적(彦迪) 견기(堅器) 근(謹) 신(信)   염(廉) 황(璜) 승(勝) 존수(存水) 별장공홍(洪) 동곡(洞谷)소산(素山) 

               
20世 

 

               
계공랑지형(之炯) 

 

               
증참의지엽(之燁) 

 

               
자헌공지병(之炳) 

 

               
15世 

 

               
국헌공준(浚) 

 

               
학생공수정(遂晶) 

 

               
윤정(潤晶) 

 

              
존선(存善) 광수(光守) 안동(安東)동곡(洞谷) 

               
광택(光澤) 

 

       
현감공지철(之哲) 규(揆) 신(莘) 효영(孝瑛) 여석(廬石) 승조(承祖) 당(塘) 

   

             
장(墇) 응상(應商) 영(永) 예안(禮安) 

               
창(昶) 

 

              
필상(弼商) 경란(慶鸞) 봉화(奉化)춘양(春陽) 

              
우상(佑商) 경홍(慶鴻) 

 

              
보상(輔商) 경무(慶鵡) 

 

           
여탁(廬琢) 

     

          
효연(孝연) 여흠(廬欽) 승노(承老) 우건(禹鍵) 원흥(元興) 명추(命秋) 영양(英陽) 

          
王+延 

   
원기(元起) 익추(益秋) 

 

               
동추(東秋) 

 

      
6世 7世 8世 9世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세거지 

      
호장공처상(處商) 자징(自澄) 귀생(貴生) 진(珎) 수천(壽川) 한보(漢輔) 양선(揚善) 흥(興) 사종(嗣宗) 칭익(稱益) 안동(安東) 

               
광익(光益) 

 

              
융종(隆宗) 충익(忠益) 

 

               
효익(孝益) 

 

               
성익(誠益) 

 

               
우익(友益) 

 

               
천익(天益) 

 

               
복익(復益) 

 

               
윤익(允益) 

 

              
첨종(添宗) 계익(繼益) 

 

               
무철(戊哲) 

 

      
사헌공원수(元水) 기(麒) 양(穰) 경주(敬珠) 삼직(三直) 옥진(玉珎) 추(錘) 형(硎) 억보(億寶) 대린(大麟) 안동(安東)예천(醴泉) 

               
중린(仲麟) 안동(安東) 

             
구(龜) 천수(天壽 0 하수(河燧) 

 

               
국승(國承) 

 

     
사과공열(烈) 호(好) 부(富) 강(杠) 간(澗) 득지(得止) 식(湜) 사준(士俊) 수강(守綱) 헌수(獻壽) 득몽(得夢) 안동(安東)용각(龍角) 

              
헌복(獻復) 득성(得聲) 안동(安東)신석(申石) 

               
득양(得良) 

 

               
득형(得亨) 

 

               
득정(得貞) 

 

               
득굉(得宏) 

 
  

 
2世 3世 4世 5世 6世 7世 8世 9世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세거지 

  
선군공여중(呂重) 금(土+崟) 구(銶) 심(深) 판관공용(龍) 기(琪) 정(鼎) 서린(瑞麟) 

       

         
보린(寶麟) 환(懽) 백희(伯喜) 여영(麗英) 철수(鐵壽) 상(鏛) 응생(應生) 청주(淸州) 

             
담수(聃壽) 장(鏘) 계생(繼生) 

 

             
득수(得壽) 

   



9世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16世 17世 18世 19世 20世 21世 22世 

삼근(三近) 계행(係行) 극예(克禮) 세은(世殷) 정헌(廷憲) 몽호(夢虎) 중청(中淸) 주민(柱旻) 종열(宗烈) 지관(至寬) 이횡(爾鐄) 태운(泰運) 성택(聖宅) 세순(世淳) 

            인택(仁宅) 건순(健淳) 

             의순(儀淳) 

             경순(儆淳) 

            景宅(出)  

           성운(晟運) 경택(景宅) 의순(義淳) 

          爾金+器 호운(浩運) 이하(履夏) 희순(喜淳) 

             흥순(興淳) 

          이겸(爾謙) 경운(敬運) 이택(履宅) 근순(勤淳) 

         지휘(至輝) 이연(爾鍊) 오운(五運) 현택賢宅) 국순(國淳) 

             호순(浩淳) 

             정순(正淳) 

             직순(直淳) 

          이구(爾銶) 五運(出)   

           백운(白運) 수택(守宅) 중순(重淳) 

           천운(千運) 비택(棐宅) 선순善淳) 

             원순元淳) 

             형순(亨淳) 

             정순(貞淳) 

            榮宅(出)  

            추택(樞宅) 일순(日淳) 

            건택(建宅) 日淳(出) 

             두순(斗淳) 

             규순(奎淳) 

            양택(養宅) 윤순(胤淳) 

             철순(喆淳) 

           만운(萬運) 영택(榮宅) 우순(祐淳) 

             祺淳(出) 

         지미(至美) 이형(爾鉶) 昆+鳥運 응택(應宅) 혁순(赫淳) 

         지보(至寶) 이상(爾尙) 영운(永運) 택건(宅建) 달순(達淳) 

            이강(履康) 경순(慶淳) 

             기순(起淳) 

             준순(俊淳) 

        승열(承烈) 지정(至精) 이진(爾珍) 창운(昌運) 원택元宅) 경순(儆淳) 

           계운(啓運) 형택(亨宅) 영순(榮淳) 

             도순(導淳) 

          이현(爾鉉) 서운(瑞運)   

           복운(復運)   

           해운(海運)   

          이용(爾鎔) 광운(光運)   

           경운(慶運)   

         지백(至白) 이당(爾鐺)    

          이흠(爾欽)    

         지아(至雅) 이옥(爾鈺)    

          이협(爾鋏)    

          爾金+雨    

          이심(爾鐔)    

          이감(爾鑑)    

         지용(至用) 이정(爾錠)    

         지민(至敏)     

        숭열(崇烈) 지원(至遠) 이명(爾銘) 정운(鼎運) 규택(揆宅) 世淳(出) 

             낙순(洛淳) 

           도운(道運) 이원(履源) 건순(健淳) 

           규운(奎運)   

           추운(樞運)   

          이찬(爾鑽) 봉운(鳳運) 계택(啓宅) 후순(厚淳) 

            순택(順宅)  

          이쟁(爾鏳) 상운(商運) 광택(光宅) 도순(度淳) 

             이순(以淳) 

             施淳(出) 

           세운(世運) 光宅(出) 시순(施淳) 

            啓宅(出)  

         지근(至近) 이추(爾錘) 덕운(德運) 양택(陽宅) 선순(善淳) 

           경운(景運) 희택(羲宅) 호순(浩淳) 

          이화(爾鏵) 시운(始運) 의택(義宅) 인순(仁淳) 

             예순(禮淳) 

          이강(爾鋼0 방운(邦運) 형택(亨宅) 근순(謹淳) 

          이장(爾鏱)    

        양열(揚烈) 지겸(至謙) 이윤(爾鈗) 홍운(鴻運) 안택(安宅) 기순(祺淳) 

          이환(爾鋎) 성운(盛運) 시택(時宅) 진순(進淳) 

          이계(爾銈) 달운(達運) 봉택(奉宅)  

           영운(靈運) 황택(璜宅) 맹순(孟淳) 

           익운(益運) 奉宅(出)  

            승택(承宅) 악순(岳淳) 

          이광(爾銧) 휴운(休運) 구택(搆宅) 여순(麗淳) 

            璇宅(出)  

            璜宅(出)  

           보운(普運) 선택(璇宅) 대순(大淳) 

           치운(致運) 搆宅(出)  

            履宅(出) 재순(載淳) 

            계택(啓宅) 경순(敬淳) 

           하운(河運) 이택(履宅) 영순(永淳) 

             載淳(出) 

          이횡(爾鋐)    

          이철(爾鐵)    

          이전(爾銓)    

         지일(至一) 이복(爾鍑) 태운(台運) 명택(命宅) 용순(庸淳) 

          이삽(爾鈒) 台運(出)   

           승운(承運) 상택(相宅) 인순(麟淳) 

            윤택(潤宅) 麟淳(出) 

             봉순(鳳淳) 

          이방(爾鈁) 명운(溟運) 진택(晋宅) 이순(以淳) 

      
시중공학(鶴) 규(珪) 경(鏡) 곤옥(崑玉) 양비(良毗) 운수(云脩) 계문(戒文) 형(衡) 태산(泰山) 봉령(奉嶺) 수안(遂安)김천(金川) 

               
봉강(奉崗) 

 

               
봉악(奉嶽) 

 

           
길수(吉脩) 치(峙) 처강(處崗) 유지(有智) 윤조(胤祖) 음성(陰城)고흥(高興) 

               
찬조(纘祖) 

 

             
처산(處山) 유원(有元) 현문(顯文) 현암(玄岩)광주(廣州) 

               
표문(表文) 강릉(江陵)진천(鎭川) 

              
유방(有房) 응정(應鼎) 

 

               
응필(應弼) 송화(松禾)청도(淸道) 

            
산영(山英) 하상(賀祥) 용남(龍男) 중연(仲延) 해주(海州) 

               
호언(好彦) 

 

            
사립(斯立) 경지(敬智) 광국(匡國) 순조(順祖) 김화(金化) 

          
양필(良弼) 현수(玄脩) 욱(昱) 일원(日遠) 호인(好仁) 윤양(尹養) 태인(泰仁) 

           
학수(學脩) 선문(善文) 희(熙) 태석(泰石) 태수(泰峀) 

 
시조 1世 2世 3世 4世 5世 6世 7世 8世 9世 10世 11世 12世 13世 14世 15世  세거지 

                                                                                                                                     안동김씨대동보 수편(安東金氏大同譜 首編)中에서 구전공(苟全公) 14世孫 김태동(金台東)옮겨씀. 

生員公(克禮派)系譜圖 



          이벽(爾銢) 두운(斗運) 중택(重宅) 聖淳(出) 

             상순(象淳) 

            明宅(出)  

          이호(爾鎬) 필운(弼運) 명택(明宅) 광순(光淳) 

          爾金+南 붕운(鵬運) 원택(元宅) 성순(聖淳) 

           溟運(出)   

           제운(濟運) 晋택(出)  

            시택(始宅) 헌순(憲淳) 

           섭운(涉運)   

          이갑(爾鉀) 용운(龍運) 천택(天宅) 경순(敬淳) 

             양순(良淳) 

             공순(恭淳) 

           규운(奎運)   

       주국(柱國) 웅열(雄烈) 지화(至和) 이침(爾鍼) 성운(聖運) 시택(時宅) 정순(政淳) 

             大淳(出) 

          이적(爾鏑) 정운(政運) 모택(謨宅) 대순(大淳) 

         지항(至恒) 이장(爾鏱) 효운(孝運) 홍택(弘宅) 상순(商淳) 

            천택(天宅) 商淳(出) 

             성순(晟淳) 

             도순(道淳) 

           기운(璣運) 정택(貞宅) 학순(學淳) 

           履運이운 亨宅(出)  

            貞宅(出)  

            성택(誠宅) 극순(極淳) 

            광택(廣宅) 도순(道淳) 

         지연(至鍊) 이일(爾溢) 규운(奎運) 효택(孝宅) 덕순(德淳) 

             복순(福淳) 

             익순(益淳) 

             혜순(惠淳) 

            제택(悌宅) 정순(鼎淳) 

         지상(至祥) 이도(爾道) 쾌운(快運) 복택(福宅) 석순(碩淳) 

             길순(吉淳) 

             謙淳(出) 

            수택(壽宅) 성순(聖淳) 

            일택(一宅) 겸순(謙淳) 

         지서(至瑞)     

        창열(昌烈)      

        비열(丕烈) 조열(祖悦)     

         귀열(貴悦) 이옥(爾玉) 명운(命運) 상택(尙宅)  

            수택(壽宅) 학순(學淳) 

           휴운(携運) 정택(定宅)  

           진운(臻運)   

          이진(爾鎭) 쾌운(快運) 승택(承宅)  

            영택(永宅)  

        익열(翊烈) 지흥(至興) 이경(爾鍄)    

          이박(爾鎛) 길운(吉運)   

       주우(柱宇) 홍열(弘烈) 지강(至剛) 세경(世鏡) 한운(翰運) 양신(養新) 시백(時白) 

             중백(重白) 

            양진(養珍) 종백(宗白) 

             경백(景白) 

             後白(出) 

            양균(養均) 후백(後白) 

            養淳(出)  

            양빈(養彬) 성백(聲白) 

             승백(承白) 

            양덕(養德) 치백(致白) 

             능백(能白) 

           형운(亨運) 양순(養淳) 현백(顯白) 

             계백(繼白) 

             孝白(出) 

         지선(至善) 천경(天慶) 남운(南運) 양충(養忠) 효백(孝白) 

           복운(復運) 양록(養祿)  

            양복(養福)  

            양희(養禧)  

            양호(養祜)  

          윤경(允鏡) 래운(來運) 양원(養元) 기순(璣淳) 

             상순(常淳) 

            양의(養義)  

           휴운(休運)   

         지회(至晦) 방경(邦鏡) 익운(翼運) 기택(基宅) 영순(永淳) 

             치순(致淳) 

            양지(養志) 여백(汝白) 

        광열(光烈) 지명(至命) 도경(道鏡)    

          德鏡(出)    

         지대(至大) 유현(有鉉) 제운(濟運) 이형(履炯) 염순(念淳) 

         지수(至粹)     

         지원(至元)     

         지구(至久) 덕경(德鏡) 붕운(鵬運) 이징(履徵) 분순(賁淳) 

             태순(泰淳) 

       주한(柱漢) 원열(元烈) 지건(至健) 이선(爾銑)    

          이석(爾錫) 대운(大運) 양택(養宅)  

          이빈(爾鑌) 효운(孝運) 주욱(周郁) 회순(會淳) 

            주환(周煥)  

        형열(亨烈)      

        응열(應烈) 지덕(至德) 이달(爾達) 홍운(弘運) 동택(東宅)  

            광택(光宅)  

        명열(命烈)      

        성열(盛烈)      

        명열(明烈)      

       주연(柱衍) 충열(忠烈)      

       주미(柱美)       

      득청(得淸) 시곤(始琨) 수일(守鎰)      

       시수(始琇) 태정(兌挺) 응규(應奎) 순일(順鎰) 대선(大善)   

          이일(利鎰) 시선(始善)   

       시우(始瑀) 태형(兌亨) 중규(重圭) 시갑(時鉀) 해운(海運) 양억(養億) 희순(喜淳) 

            양천(養千) 덕순(德淳) 

            양만(養萬)  

         중구(重九) 시태(時泰) 진운(振運) 양세(養世) 원순(原淳) 

             성순(聖淳) 

             광순(光淳) 

             종순(宗淳) 

         준창(重昌) 귀재(貴才)    

          이재(利才)    

        태빈(兌彬) 중원(重元)     

        태현(兌賢) 중일(重一) 의득(儀得) 만행(萬行)   

      수청(守淸)        

     여호(汝虎) 일청(一淸) 주영(柱英) 주열(株烈) 지경(至慶) 이석(爾錫) 성운(成運) 중택(重宅) 득순(得淳) 

             구순(九淳) 

             경순(景淳) 

             귀순(貴淳) 

             낙순(樂淳) 

            만택(萬宅) 맹순(孟淳) 



             계순(啓淳) 

             해순(海淳) 

             복순(福淳) 

        진열(震烈) 지흥(至興) 이현(爾鉉) 고운(高運) 기택(基宅) 우순(于淳) 

            경택(慶宅) 영순(永淳) 

     산호(山虎) 근청(謹淸) 주호(柱昊) 무서(武瑞) 유길(有吉) 주명(珠明) 기찬(器燦) 이필(爾弼) 윤순(倫淳) 

             종순(宗淳) 

           후찬(煦燦) 이성(履성) 보순(輔淳) 

             운순(運淳) 

            이광(履光) 정순(禎淳) 

             재순(載淳) 

             원순(元淳) 

           대찬(大燦) 이추(履秋) 인순(仁淳) 

            이화(履和) 효순(孝淳) 

             영순(英淳) 

            이윤(履潤) 상순(相淳) 

          구민(球敏) 국찬(國燦) 이달(履達) 현순(顯淳) 

             간순(幹淳) 

            이덕(履德) 의순(儀淳) 

           진찬)振燦) 이상(履商) 봉순(鳳淳) 

            이철(履喆)  

            이익(履益) 우순(禹淳) 

             기순(夔淳) 

         유릴(有逸) 준옥(俊玉) 맹찬(孟燦) 상철(尙喆) 연순(燕淳) 

            성철(成喆) 묵순(默淳) 

         유창(有昌) 구휘(球輝) 백찬(百燦) 이중(履重) 신순(信淳) 

             득순(得淳) 

             노순(路淳) 

             천순(天淳) 

            이석(履奭) 일순(馹淳) 

            이업(履業) 인순(麟淳) 

            이진(履進) 취순(取淳) 

           몽찬(夢燦)   

           규찬(奎燦) 이대(履大) 경순(慶淳) 

            이해(履海) 형순(亨淳) 

           수찬(秀燦) 이봉(履鳳) 용순(容淳) 

      시청(時淸) 몽필(夢弼) 경우(慶遇) 언명(彦明) 세흥(世興) 태일(泰一) 국성(國成) 이도(以道) 

             흥도(興道) 

            국충(國忠) 상순(尙淳) 

           태백(泰伯) 국선(國善) 길순(吉淳) 

           태현(泰顯) 국신(國信) 하순(夏淳) 

             殷淳(出) 

             주순(周淳) 

            국열(國烈) 은순(殷淳) 

           태채(泰采) 국찬(國贊) 유순(有淳) 

            국정(國正) 동순(東淳) 

            국융(國隆) 노순(老淳) 

            국노(國老) 기도(基道) 

             재도(在道) 

             원도(垣道) 

         덕명(德明) 광흥(光興) 태유(泰裕)   

           태악(泰岳) 국방(國方) 귀순(貴淳) 

             수순(壽淳) 

           태영(泰永) 국대(國大) 원순(遠淳) 

            국윤(國潤) 태순(太淳) 

             대순(垈淳) 

           태동(泰東) 국민(國敏) 복순(福淳) 

             신순(新淳) 

          영흥(英興) 태희(泰喜) 경택(敬宅) 기순(棋淳) 

      익청(益淸) 주명(柱明) 안열(安烈) 지달(至達) 이건(爾鍵) 항운(恒運) 이숙(履淑) 정순(正淳) 

             의순(宜淳) 

         지덕(至德)     

        계열(繼烈) 지태(至泰) 이박(爾鏷)    

          이선(爾銑)    

         지중(至重) 이약(爾鑰) 제운(際運) 이조(履祚) 한순(漢淳) 

          이수(爾銖)    

        휘열(徽烈) 지유(至柔) 이정(爾鋌)    

       주선(柱鮮) 위열(偉烈) 지후(至厚) 이박(爾鎛)    

          이익(爾釴) 창운(昌運)   

          이책(爾鏼)    

          이영(爾鍈)    

         지순(至純)     

        무열(茂烈) 지국(至國) 이중(爾仲) 경운(景運) 이식(履植) 기순(基淳) 

            이도(履道) 응순(應淳) 

       주려(柱麗) 흥열(興烈) 지환(至煥) 이순(爾錞)    

         지성(至聖) 이개(爾鍇)    

          이확(爾鑊)    

        정열(貞烈) 지윤(至允) 爾金+亟    

        기열(基烈) 지추(至秋) 이탁(爾鐸) 성운(聲運) 이묵(履默) 종순(宗淳) 

            인택(仁宅) 계순(啓淳) 

             성순(聖淳) 

          이도(爾鍍) 회운(會運) 구택(龜宅) 麗淳(出) 

             부순(富淳) 

          이곤(爾錕) 會運(出)   

           순운(順運) 인택(麟宅) 해순(海淳) 

             하순(河淳) 

       주해(柱海) 의열(毅烈) 지완(至完) 이능(爾錂) 종운(宗運) 순택(順宅) 소순(素淳) 

           震運(出)   

           정운(貞運) 이은(履殷) 素淳(出) 

             기순(氣淳) 

             성순(性淳) 

            이한(履漢) 덕순(德淳) 

             박순(博淳) 

         지귀(至貴) 爾錂(出) 진운(震運) 이덕(履德) 정순(貞淳) 

            이단(履壇) 술순(述淳) 

             원순(元淳) 

         지봉(至鳳)     

        굉열(宏烈) 지규(至規) 이상(爾鏛) 際運(出)   

           장운(章運) 이구(履久) 인순(寅淳) 

           陽運(出)   

          이겸(爾謙) 찬운(纘運) 이락(履洛) 규순(圭淳) 

             길순(吉淳) 

            이의(履宜) 倫淳(出) 

             간순(侃淳) 

            이제(履齊) 윤순(倫淳) 

           胄運(出)   

           래운(來運) 이진(履震) 길순(吉淳) 

           영운(榮運) 이형(履珩) 서순(書淳) 

             大淳(出) 

            이평(履坪) 準淳(出) 

             대순(大淳) 

          이종(爾鍾) 주운(胄運) 이관(履觀) 명순(命淳) 



          이쟁(爾鏳) 양운(陽運) 이기(履琦) 경순(敬淳) 

             종순(宗淳) 

         지구(至矩) 이성(爾鋮) 계운(啓運) 이필(履弼) 호순(祜淳) 

        영열(英烈) 지봉(至鳳) 이침(爾鋟) 성운(聖運) 시택(時宅) 정순(政淳) 

             대순(大淳) 

28世孫 金 台東 옮김 

안동김씨(吾金)파(派)현황 

 

 

비안공 삼근(三近) 직계 

10 세 11 세 12 세 13 세 

계권(系權) 

판관공 

학조(學祖) . . 

영전(永銓)감찰공 

정(珽) 생원공 

홍(弘) 진사공,  

등(登) 진사공,  

응(譍) 구애공 

호(琥) 학생공 웅(雄) 

위(瑋) . 

환(瓛)장사랑공 
옹(邕) 참봉공,  

추(樞) 운남공 

영균(永勻)진사공 
수(琇),  응창(應昌),  

환(瑍) 한창(漢昌) 

영추(永錘)부사공 구(球) 인조(仁璪) 

영수(永銖)장령공 

영(瑛) 삼당공 
생락(生洛),  

생한(生漢) 

번(璠) 서윤공 생해(生海) 

순(珣) 진사공 
생하(生河) 

생명(生溟) 

계행(係行) 

정헌공 

극인(克仁)참봉공 

숙보(叔寶) 수(洙) 

덕보(德寶) 옥(沃) 

양보(良寶) . 

극의(克義)진사공 세주(世周) 정옥(廷沃) 

극례(克禮)생원공 세은(世殷) 

정헌(廷憲),  

정준(廷準),  

정노(廷老) 

극지(克智)학생공 세준(世準) 희진(喜珍) 

극신(克信)군수공 세상(世商) 기량(起亮) 

 

파명록 
     갑자보(甲子譜)’를 보면  

 8 세 김혁(金革) 이래로 경북 안동군(安東郡) 일원을  

     안동김씨(安東金氏)의 세장지지(世葬之地)로 삼고 있으나,  

     관향(貫鄕)인 안동(安東)에 터를 잡고 세거하게 된 것은 그 이전부터라고 믿어진다.  

11 세 김영전(金永銓)의 자손들은 김영전(金永銓)의 조부(祖父) 김삼근(金三近)의  

     대 이래로 안동(安東)의 소산(素山)에서 살면서 의성(義城)ㆍ예천(醴泉)ㆍ영풍(榮豊)ㆍ 

     봉화(奉化)ㆍ영덕(盈德) 등 경북 일원에 나뉘어 터를 잡았던 것 같다.  

     김영전(金永銓)의 동생 김영윤(金永勻)의 자손들은 김영윤(金永勻)의  

     둘째 아들 김환(金瑍)의 후계(後系)가 의성(義城)에서 살았고,  

16 세 김치문(金致文)의 후계(後系)는 상주(尙州)에 살았으며,  

     그밖에  

22 세 김유순(金儒淳) 이래로 일부가 울진(蔚珍)에,  

23 세 김수근(金秀根) 이래로 선산(善山)에 정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영추(金永錘)의 자손들은 예천(醴泉)과 의성(義城)에 많이 살았다.  

11 세 김영수(金永銖)의 자손들 중에서  

12 세 김영(金瑛)의 후계는  

15 세 김양(金樑)의 대를 전후하여 지금의 경기도 파주(坡州)ㆍ교하(交河)에 살게되었고,  

17 세 김중현(金重鉉)의 대 이후에 전북 정읍(井邑)ㆍ순창(淳昌)ㆍ 

순 파  명 世 순 파  명 世 

1 판관공(判官公,係權)파 10 35 계공량공(啓功郞公,孟龜)파 10 

2 감찰공(監察公,永銓)파 11 36 참봉공(參奉公,時佐)파 12 

3 진사공(進士公,弘)파 13 37 참봉공(參奉公,時亮)파 12 

4 진사공(進士公,登)파 13 38 생원공(生員公,時佑)파 12 

5 구애공(龜厓公,譍)파 13 39 생원공(生員公,以礪)파 11 

6 학생공(學生公,琥)파 12 40 중파(仲龜) 10 

7 장사랑공(將仕郞公,瓛)파 12 41 숙파(叔龜) 12 

8 진사공(進士公,永勻)파 11 42 등암공(藤菴公,季龜)파 12 

9 부사공(府使公,永錘)파 11 43 습독공(習讀,庵)파 13 

10 장령공(掌令公,永銖)파 11 44 첨사공(僉使公,溫)파 13 

11 증승지공(贈承旨公,奎報)파 14 45 항제공(恒齊公,洛)파 13 

12 승의랑공(承議郞公,克)파 15 46 낙와공(樂窩公,致林)파 13 

13 증승지공(贈承旨公,兌)파 15 47 예의소승공(禮儀少丞公生)파 8 

14 춘당공(春塘公,元)파 15 48 호군공(護軍公,信弘)파 15 

15 목사공(牧使公,星報)파 14 49 부사공(府使公.崇鐵)파 15 

16 봉사공(奉事公,至孝)파 14 50 참의공(參義公,義鐵)파 15 

17 통훈공(通訓公,政報)파 14 51 감찰공(監察公,聲勳)파 16 

18 문정공(文正公,尙憲)파 15 52 첨사공(僉使公,景祿)파 14 

19 휴암공(休庵公,尙寯)파 15 53 계공랑공(啓功郞公,麟)파 12 

20 문충공(文忠公,尙容)파 15 54 생원공(生員公,琛)파 9 

21 부사공(府使公,尙寬)파 15 55 참봉공(參奉公,彦迪)파 7 

22 부윤공(府尹公尙密)파 15 56 별장공(別將公,洪)파 15 

23 학생공(學生公,善孝)파 14 57 계공랑공(啓功郞公,之炯)파 20 

24 사직령공(社稷令公,生河)파 13 58 증참의공(贈參義公,之燦)파 20 

25 눌제공(訥齊公,生溟)파 13 59 자헌공(資憲公,之炳)파 20 

26 원천공(源泉公,達行)파 20 60 국간공(菊幹公,浚)파 15 

27 정헌공(定獻公,係行)파 10 61 학생공(學生公,遂晶)파 15 

28 참봉공(參奉公,克仁)파 11 62 현감공(縣監公,之哲)파 7 

29 진사공(進士公,克義)파 11 63 호장공(戶長公,處商)파 6 

30 생원공(生員公,克禮)파 11 64 사헌공(司憲公,元水)파 6 

31 학생공(學生公,克智)파 11 65 사과공(司果公,烈)파 5 

32 군수공(郡守公,克信)파 11 66 선군공(選軍公,呂重)파 2 

33 어담공(漁潭公,三益)파 9 67 판관공(判官公,龍)파 6 

34 주부공(三友)파 9 68 시중공(侍中公,鶴)파 6 



     담양(潭陽)ㆍ고창(高敞) 등지로 산거해갔다.  

     또한  

12 세 김번(金璠)의 후계(後系)는 대체로  

15 세 김상헌(金尙憲)ㆍ김상용(金尙容)의 대부터 3대에 걸쳐  

     경기도 양주(楊州)ㆍ여주(驪州)ㆍ포천(抱川) 등지와  

     충북 괴산(槐山), 충남 홍성(洪城)ㆍ논산(論山)ㆍ은진(恩津)ㆍ공주(公州)ㆍ서천(舒川)ㆍ 

     아산(牙山)과 천원(天原)의 목천(木川) 등지, 전북 옥구(沃溝)ㆍ정읍(井邑)에 나뉘어  

     정착했으며 김번(金璠)의 동생 김순(金珣)의 후계(後系)는  

18 세 김필광(金必光)의 대에 일부가 안동(安東)에서 칠곡(漆谷)을 거쳐 창녕(昌寧)의  

     영산(靈山)에 터를 굳혔던 것을 비롯하여  

17 세 이후에 영덕(盈德)의 영해(寧海)ㆍ밀양(密陽)ㆍ영양(英陽)ㆍ봉화(奉化)에 살았다.  

11 세 김극인(金克仁)의 자손들은  

19 세 김정환(金鼎煥) 이래로 일부가 전북 무주(茂朱)에,  

14 세 김응순(金應順) 이래로 경북 성주(星州)에, 자리잡았고,  

     그밖에 안동(安東)을 비롯하여영덕(盈德)ㆍ의성(義城)ㆍ칠곡(漆谷)ㆍ청도(淸道)  

     등지에도 살았던 것 같다.  

     김극인(金克仁)의 동생인 김극의(金克義)와 김극례(金克禮)의 자손들은 주로  

     안동(安東)과 봉화(奉化)에 세거하였으며 그 중  

17 세 김광렬(金光烈)의 후계(後系)가 강원도 춘천(春川)에,  

15 세 김근청(金謹淸)의 후계(後系)는 김근청(金謹淸)이 해주(海州)로 옮겨간 이후  

     해주(海州)부근에서살았다. 

     김극지(金克智)와 김극신(金克信)의자손들은의성(義城)에 세거의 터를 정하였다.  

     한편  

 9 세 김삼익(金三益)의 후계(後系)는 안동(安東)ㆍ예천(醴泉) 등지와  

14 세 김언기(金彦紀) 이래로 함안(咸安) 등지에 산거하였고,  

     김삼우(金三友)의 후계(後系)는 선대(先代)부터 세거해온 안동(安東)과  

16 세 김엽(金燁) 이래로 문경(聞慶),  

18 세 김업(金業) 이래로 삼척(三陟),  

18 세 김창기(金昌起) 이래로 창녕(昌寧),  

15 세 김현(金袨) 이래로 예천(醴泉) 등지에 옮겨가 자리잡았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9 세 김근신(金謹信)과 김진(金珎)의 자손들은 안동(安東)에 많이 살았고  

     일부만  

20 세 의 대를 전후하여 영양(英陽)의 진보(眞寶) 등지와 영덕(盈德)으로  

     옮겨가 살았던 것 같다.  

     또한  

 9 세를 김화(金華)와 김경주(金敬珠)의 후계(後系)가 안동(安東)의 예안(禮安)과  

     봉화(奉化)의 춘양(春陽)에 세장지지(世葬之地)를두고 있으므로  

     이들지역에 오래 세거한 것같다.  

 8 세 김정(金鼎)의 자손들은 김정(金鼎) 이래로 충북청주(淸州)를 세거의터로삼아왔으며, 

 6 세 김학(金鶴)의 자손들은 황해도 금천(金川)의 토산(兎山)에서 살다가  

13 세 김형(金衡)의 대를 전후하여 일부가 강원도 이천(伊川)에 이거한 것 같고  

12 세 김치(金峙)의 후계(後系)가 안성(安城)을 거쳐 충북 음성(陰城)과  

     경기도 양주(楊州)에 나뉘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20 세 김덕남(金德南)의 대부터 전남 고흥(高興)에도 자손들이 살게 되었으며,  

     김복형(金復亨) 이래로 강원도 강릉(江陵)에,  

15 세 김응필(金應弼) 이래로 경북 경산(慶山)의 자인(慈仁)에 살게 되었던 것이  

     임술보(壬戌譜)에 보인다.  

     황해도 토산(兎山)에 살았던 자손들은 이후에 해주(海州)ㆍ황주(黃州)ㆍ송화(松禾)ㆍ 

     수안(遂安) 등지로 산거해왔으며  

21 세 김천수(金千壽)의 후계(後系)는 평남 성천(成川)으로 옮겨가 살았다고 믿어진다. 

  

그리하여 1930년경,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중면(中面) 화성군(華城郡) 정남면(正南面) 동탄면(東灘面),  

        김포군(金浦郡)  대곶면(大串面)  

        강화군(江華郡)  길상면(吉祥面)  하점면(河岾面),  

강원도: 명주군(溟州郡)  강동면(江東面)  

충북  : 청원군(淸原郡)  괴산군(槐山郡) 음성군(陰城郡) 일원,   

충남  : 연기군(燕岐郡)  논산군(論山郡) 상월면(上月面),  

        부여군(扶餘郡)  부여읍(扶餘邑)  천원군(天原郡) 일원,  

전북  : 순창군(淳昌郡)  풍산면(豊山面)  고창군(高敞郡) 공음면(孔音面),  

전남  : 고흥군(高興郡)  도양읍(道陽邑)  

경북  : 달성군(達成郡)  성서면(城西面)  의성(義城) 안동(安東) 청송(靑松)ㆍ 

        영양군(英陽郡)  예천군(醴泉郡)  봉화군(奉化郡),일원  

경남  : 함안군(咸安郡)  칠서면(漆西面)  함양군(咸陽郡) 안의면(安義面)  창녕군(昌寧郡)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대성면(大成面)  

평북  : 귀성군(龜城郡)  박천군(博川郡)  용천군(龍川郡) 일원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족보발행년보 

관향(貫鄕)을 같이하는 씨족(氏族)의 상계(上系)를 수록한 책을 족보(族譜)라 하고,  

  각파(派)의 세계(世系)를 한데모아 그 순서(順序)와 계통(系統)을 정하여  

  합보(合譜)한 보첩(譜牒)을 대동보(大同譜)라고 한다. 

  족보는 조상의 역사이며 인류의 생활 기록으로서 돈종목족(敦宗睦族)과  

숭조함양(崇祖涵養)을 최고의 가치(價値)로 여긴다. 

  족보는 중국 한(漢)나라 왕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476년 성종(成宗)때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를 최초의 문헌(文獻)이라고 한다. 

  

1. 초보(初譜) 

오김(吾金)의 족보(族譜)는  

17세손 문곡(文谷) 수항(壽恒)께서 처음 시작하였다. 

그는 일찍 족보에 뜻을 두고 손수 초고(草藁)를 만드시다가 마무리 하지 못하고  

상자에 넣어 두었는데,  

그 때가 1659년(己亥, 孝宗10)이었다. 

30년이 지난 후, 아들 삼연(三淵) 창흡(昌翕)께서는 결략(缺略)을 보완하던중  

1689(己巳, 肅宗15) 기사환국(己巳換局)을 당하여 부친이 사사(賜死)되자 이를  

다시 상자에 넣어 30년을 보관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초간보(初刊譜)이다. 

  

2. 제1간 기해보(己亥譜, 1719 肅宗45) 

초간보(初刊譜)를 토대로 삼연께서 서문(序文)인 족보서(族譜序)를,  

죽취공(竹醉公) 제겸(濟謙)께서 발문(跋文)인  

기해구간서족보후(己亥舊刊序族譜後)를 지어 보책(譜冊)을 인쇄하려고 하던 중,  

1721년(辛丑, 景宗1) 신임사화(辛壬士禍)를 만난 그 이듬해 몽와(夢窩) 창집 

(昌集)께서 유배되자, 삼연선생마저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시니,  

또 중단하고 말았다. 

4년뒤(1725년 乙巳, 英祖1), 교교재공(嘐嘐齋公) 용겸(用謙)선생에 의하여 다시  

2년간을 수보(修譜)한 후 1727년(丁未, 英祖3)에 비로소 보책(譜冊)이 인쇄되었다. 

그 때 삼연께서 지으신 서문(序文)은 친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대동보에  

수록된 족보서(族譜序)는 노천(櫓泉) 신겸(信謙)께서 추서(追書)하였다. 

기해보는 공수부정부군(公須副正府君)을 1세로 하여 22세에 이르렀고,  

10세에 와서 6파(派)가 되니, 보책(譜冊)은 4권이었다. 

  

3. 제2간 경술보(庚戌譜, 1790 正祖14) 



교교재공(嘐嘐齋公)께서 범례(凡例)를 초정(草定)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졸(卒)함에 따라 익헌공(翼憲公) 이소(履素)께서 계술(繼述) 책임을 지고  

평안감사(平安監司)로 나가 봉전(俸錢) 십만량을 내어 출판비로 쓰니,  

중수(重修)한 지 1년도 안되어 편찬을 마무리 하였다. 

발문(跋文)은 이안(履安)께서 썼다. 

경술보의 특징은 자녀행(子女行)을 선남후녀(先男後女)로 고치고 생졸모년 

(生卒某年)위에 황명년호(皇明年號)를 쓰며, 숭정 갑신후(崇禎甲申後)는  

아조(我朝)의 모종모년(某宗某年)이라 섰으며,  

보책은 기해보의 배인 8권으로 늘어났다. 

  

4. 제3간 계사보(癸巳譜, 1833 純祖33)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조순(祖淳), 우의정 달순(達淳)께서 경비를 의연(義捐) 

하는 한편, 순조(純祖)의 비(妃) 순원왕후(純元王后)께서 내탕전(內帑錢)  

천민(千緡)을 하사함에 따라 곧 일을 시작하려고 하던 중 이공(二公)의 갑작스런  

별세로 그 이듬해 편찬하였으며,  

발문(跋文)은 판서(判書) 이양(履陽)께서 썼다. 

계사보는 몰(歿)을 졸(卒)로, 취(娶)를 실(室)로, 졸(卒)에도 월일을 첨록(添綠) 

하는 등 귀천(貴賤)을 없게하였다. 

  

5. 제4간 무인보(戊寅譜, 1878 高宗15) 

충순공(忠純公) 문근(汶根)께서 선지(先志)의 뜻을 두었으나 성취하지 못하고  

문헌공(文獻公) 병학(炳學),  

충문공(忠文公) 병국(炳國)께서 여러 종족들과  

입의출재(立議出財)로 도우며,  

철종(哲宗)의 비(妃) 대비전하(大妃殿下)가  

천민(千緡)을 하사하시니,  

소산(小山) 병주(炳柱), 만제(晩濟) 세균(世均)께서  

주관하여 편찬하였으며,  

발문은 영초(潁樵) 병학(炳學)께서 썼다. 

무인보는 원세선영도(遠世先塋圖) 및 원류분파도는 권수(卷首)에 싣고,  

생존배우(生存配偶)는 사조(四祖)까지 기록하였다. 

  

6. 제5간 병인보(丙寅譜, 1926) 

발문은 종한(宗漢)께서 썼다. 

병인보는 종통(宗統)을 승속(承續)함은 반드시 적장(嫡長)으로 하나,  

차파(次派)로 승통할시 그 사유(事由)를 기록토록 하였으며,  

서자(庶子)를 삭제하고 그 소생모(所生母)는 실(室)이라 하며,  

또한 종통의 승속은 적소서장(嫡少庶長)이라도 반드시 선적후서(先嫡後庶)하여  

가법(家法)을 세웠으며,  

나아가 별보(別譜)의 별자(別字)를 삭제하였다. 

  

7. 제6간 기해보(己亥譜, 1959) 

6.25동란후 용진(容鎭), 희진(憙鎭), 홍한(洪漢), 의동(宜東), 성진(晟鎭)께서  

주관하여 편찬하였으며,  

발문은 용진(容鎭)께서 썼다. 

기해보는 여란(女欄)은 서(婿)를 주로 한 구보(舊譜)를 탈피하여 남자와 동등하게  

기록하였으며 현대식 양장본(洋裝本)으로 혁신을 기하였다. 

권수는 한 질 9권으로 되어있다. 

  

8. 제7간 임술보(壬戌譜, 1982) 

중앙화수회(中央花樹會) 진동(震東), 의동(儀東)께서 주관하였으며,  

1질 13권을 편찬하였고, 발문은 두현(斗顯)께서 썼다. 

임술보는 생존자의 서기년도와 간지(干支)를 넣고,  

세계원류분파도는 20세기로 확대하며, 원문(原文)과 번역문을 동시에 붙이고,  

발문은 수편(首編)에 편집하였다. 

  

9. 제8간 갑자보(甲子譜, 1984) 

  대종회(大宗會) 성진(晟鎭)께서 주관하여 1질 12권을 간행하였고,  

  발문은 성진(晟鎭)께서 썼다. 

  갑자보는 번역문을 병기(倂記)하고,  

  서기년도와 간지(干支)를 기록하며,  

  수편(首編)만을 한 권으로 독립시켰다. 

  

 제9간은 두 갈래가 아닌 통합 대동보 편찬이 이룩되어 진정한 족보가  

 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경북 안동시 대석동   (重東 제공)  

◇교육행정직 40년간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