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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순위공 휘 심사(忠順衛公 諱 審思)

충순위공(忠順衛公) 휘(諱) 심사(審思 : 21세)의 

자(字)는 중보(仲甫)이고 호(號)가 백자당(栢子

堂)이다. 판서공(判書公) 휘(諱) 인(靷 : 15세) 계

(系)의 증(贈) 영의정(領議政) 휘(諱) 사빈(士彬 : 

19세)의 손자이다.

의정공(議政公) 사빈(士彬)의 아들은 의흥현

감(義興縣監) 휘(諱) 의(檥 : 20世)와 우찬성(右

贊成) 증(贈) 영의정(領議政) 충재공(冲齋公) 휘

(諱) 벌(橃)과 찰방(察訪) 휘(諱) 예(欚)와 문과

(文科) 한림(翰林) 휘(諱) 장(檣)이 있고, 딸은 1

녀가 진사(進士) 이감(李椷)에게 출가(出嫁)했다. 

그 차자(次子) 충정공(忠定公) 휘(諱) 벌(橃 : 20

세)이 귀(貴)히 됨에 따라 영의정(領議政)에 추증

(追贈)되었다.

의흥현감(義興縣監) 야옹(野翁)선생 휘(諱) 의

(檥 : 20세)는 7남 1여가 있는데 ① 심기(審己)는 

안동 북후 도계촌(道溪村), ② 심언(審言)은 예천 

제곡(渚谷), ③ 심문(審問)은 경남 산청(山淸), ④ 

심사(審思)는 예천(醴泉) 감천(甘泉) 진작(眞勺), 

⑤ 심변(審辯)은 봉화 명호(鳴湖), ⑥ 심행(審行)

은 안동 북후 도계촌(道溪村), ⑦ 심지(審止)는 안

동 현공산(賢空山)이며, 여서(女壻)는 이유(李瑜)

이고 군영(君塋), 군보(君寶), 군옥(君玉)의 세 아

들을 두었다.

충순위공(忠順衛公) 휘(諱) 심사(審思)는 의흥

현감(義興縣監) 야옹(野翁)선생 휘(諱) 의(檥 : 20

세)의 넷째 아들이다. 정덕(正德) 신미(1511)년에 

예천군(醴泉郡) 용문면(龍門面) 제곡리(渚谷里)

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덕성(德性)을 쌓아 명성

(名聲)을 예찬(禮讚)함이 있었고 가풍(家風)을 빛

내어 모든 사람의 칭찬(稱讚)을 받았다. 공이 성취

(成就)하고 지어놓은 글들이 많았으나 여러 차례

의 병화(兵火)로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관작(官爵)은 충순위(忠順衛)에 이르렀으며 사

과(司果)로 융경(隆慶) 정축년인 1577년에 향년

(享年)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배위(配

位)는 여천권씨(呂泉權氏)로 아들은 독자(獨子) 

기자전(箕子殿) 참봉(參奉)을 지낸 흔(昕 : 22세)

이다. 충순위공(忠順衛公)의 묘소(墓所)는 예천군

(醴泉郡) 감천면(甘泉面) 진평리(眞坪里 : 眞勺)의 

갑좌원(甲坐原)에 있으며 의인(宜人) 여천권씨(呂

泉權氏)와 동원(同原)에 쌍분(雙墳)이고 묘비(墓

碑)가 있다.

참봉공 휘 흔(參奉公 諱 昕)

기자전(箕子殿) 참봉공(參奉公) 휘(諱) 흔(昕 : 

22세)은 증(贈) 영의정(領議政) 휘(諱) 사빈(士彬 

: 19세)의 증손(曾孫)이며 의흥현감(義興縣監) 야

옹공(野翁公) 휘(諱) 의(檥 : 20세)의 손자이다.

참봉공(參奉公)은 1540년에 예천군(醴泉郡) 용

문면(龍門面) 제곡리(渚谷里)에서 충순위공(忠順

衛公) 휘(諱) 심사(審思 : 21세)의 독자(獨子)로 

태어났다.

배위(配位)는 능주구씨(綾州具氏)로 진사(進

士)를 지낸 여림(汝霖)의 딸이다.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① 장사랑(將仕郞) 극인(克仁), ② 월봉

(月峰) 극예(克禮), ③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로

서 임진(1952)년에 임란원종공신(壬亂原從功臣)이 

된 극관(克寬)이다. 관직(官職)은 참봉(參奉)이며 

1610년에 향년(享年) 71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묘

소(墓所)는 예천군(醴泉郡) 감천면(甘泉面) 대맥

리(大麥里)의 장자골에 건좌(乾坐)로 합폄(合窆)

되어 있으며 묘비(墓碑)가 있다.

참봉공 휘 흔의자(參奉公 諱 昕의 子)

將仕郞公 諱 克仁(참사랑공 휘 극인)
장사랑공(將仕郞公) 휘(諱) 극인(克仁 : 23세)

은 참봉공(參奉公) 휘(諱) 흔(昕)의 장자(長子)로 

을사년(乙巳年)에 출생하였다. 관작(官爵)은 문관

(文官)의 품계(品階)인 장사랑(將仕郞)이었으며 

졸년(卒年)은 알 수가 없다.

묘소(墓所)는 예천군(醴泉郡) 감천면(甘泉面) 

대맥리(大麥里) 장자골의 동록(東麓) 건좌(乾坐)

에 있다. 배위(配位)는 공주이씨(公州李氏) 승복

(承福)의 딸이며 생졸년은 미상(未詳)이고, 묘소

(墓所)는 고위(考位) 묘소(墓所) 뒤 건좌(乾坐)에 

연분(連墳)이며 묘비(墓碑)가 있다. 아들은 여해

(汝海) 양(量)이 있고 두 딸은 신응악(申應岳)과 

변건(邊鍵)에게 각각 출가(出嫁)했다.

月峰公 諱 克禮(월봉공 휘 극례)
월봉공(月峰公) 휘(諱) 克禮(극예 : 23세)의 자

(字)는 중원(仲遠)이고 호(號)는 월봉(月峰)이며 

참봉공(參奉公) 휘(諱) 흔(昕)의 차자(次子)로 선

조(宣祖) 정미년(丁未年)에 출생하였다.

월봉공(月峰公)은 임오(壬午) 정월(正月) 25일

에 졸(卒)하였다. 배위(配位)는 진주강씨(晋州姜

氏) 응해(應海)의 딸이며, 경신(庚申)에 출생(出

生)하여 경오(庚午) 11월 21일에 졸(卒)하였다. 묘

소(墓所)는 영주시(榮州市) 방곡(芳谷) 수담(水

潭) 을좌(乙坐)에 합폄(合窆)되어 있다. 아들은 자

(字)가 순필(順弼)인 경택(瓊澤)과 자(字)가 천필

(天弼)인 경현(瓊玹) 형제가 있다.

사천공 휘 극관(斜川公 諱 克寬)
야천공(斜川公) 휘(諱) 극관(克寬 : 23세)은 자

(字)가 이율(而栗)이고 호(號)는 야천(斜川)이며, 

기자전(箕子殿) 참봉공(參奉公) 휘(諱) 흔(昕)의 

삼자로 명종(明宗) 경신년(庚申年)에 출생하였다.

관직(官職)은 선무랑(宣務郞 : 종6품)으로서 선

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33세로 공을 세워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권을 

받고 병절교위(秉節校尉)로서 훈련원(訓練院) 주

부(主簿)를 지냈다.

선조 27년인 1594년이며 갑오년(甲午年)에 무과

(武科)를 급제(及第) 했는데 이때가 35세였다.

증손(曾孫)인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

사(同知中樞府事) 휘(諱) 종윤(宗胤 : 26세)의 귀

(貴)로 건륭(乾隆) 22년에 어모장군(禦侮將軍) 훈

련원정(訓練院正)을 증직(贈職) 받았다.

퇴관(退官) 후에 고향(故鄕)인 예천군(醴泉郡) 

보문면(普門面) 진향리(眞香里)에 돌아와 야천정

(斜川亭)을 짓고 자적(自適)하면서 학문을 닦고 

후학(後學)을 길렀다.

졸년(卒年))은 1634년 갑술(甲戌)이고 배위(配

位)는 초배(初配)가 숙인(淑人) 순흥안씨(順興安

氏) 임(任)의 딸이며, 재배(再配)는 숙인(淑人) 단

양우씨(丹陽禹氏)로 참봉(參奉) 봉량(鳳亮)의 딸

이다.

묘소(墓所)는 예천군(醴泉郡) 감천면(甘泉面) 

대맥리(大麥里)의 선고(先考) 묘소(墓所) 아래에 

초배(初配) 숙인(淑人) 안씨(安氏)와 함께 건좌

(乾坐)로 합폄(合窆)되어 있고 족후손(族後孫) 상

대(相大)가 비문(碑文)을 지었다.

재배(再配) 숙인(淑人) 단양우씨(丹陽禹氏)의 

묘소(墓所)는 예천군(醴泉郡) 보문면(普門面) 독

죽리(篤竹里) 곤좌(坤坐)에 있다. 아들은 ① 자

(字)가 시성(時聖)인 색(穡), ② 자(字)가 이필(而

弼)이고 僉正(첨정)인 稷(직), ③ 자(字)가 시임

(時臨)이고 통훈대부(通訓大夫)인 稱(칭), ④ 자

(字)가 시상(時常)이고 호(號)는 향추(香秋)인 稼

(가), ⑤ 자(字)가 시명(時明)이고 호(號)는 향산

(香山)이며 증(贈) 형조참의(刑曹參議)인 치(稚), 

⑥ 자(字)가 시숙(時肅)인 추(秋)가 있고 딸은 1녀

가 김성(金珹)에게 출가(出嫁)했다.

斜川亭과 魯樵亭(야천정과 노초정)
야천공(斜川公)이 후학(後學)을 기르던 야천정

(斜川亭)은 원래(元來) 예천군(醴泉郡) 보문면(普

門面) 진향리(잔香里)에 있었는데 일제시대(日帝

時代)에 훼철(毁撤)되었다. 이를 1980년(경신년)

에 11세손 홍섭(洪燮)이 문노(門老)들의 뜻을 받

들어 태성(泰星), 태상(泰相), 상봉(相鳳), 오창(五

昌), 영준(寧俊)과 합의(合議)하여 예천군(醴泉

郡) 감천면(甘泉面) 포리(浦里) 56-1의 주마산(走

馬山) 남록(南麓)에 옮겨 중건(重建)하였다. 야천

정(斜川亭) 바로 옆에는 오창(五昌 : 35세)이 호군

(護軍) 휘(諱) 달문(達文 : 31세)이고 호(號)가 노

초(魯樵)인 선조(先祖)를 위하여 지은 노초정(魯

樵亭)이 있다.

<복야파종회장 권계동>

장사랑공 극인의 묘소(감천면 대맥리 장자골)

야천공 극관의 교지 야천정 중건기(上 임술, 下 정해) 노초정(31世 호군 달문의 정자)감철면 포리 56-1

야천정(예천군 보분면 진향리) 야천공 극관의 묘소(감천면 대맥리 선고계하)

충순위공 심사의 묘소(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참봉공 흔의 묘소(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忠順衛公 諱 審思와 諸後孫
충순위공 심사 제후손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