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장 민 황 기

여흥민씨 입암공파보
편찬 설명회



민씨의 중심

입암공파 종중

미래로 세계로



1. 주관 및 후원

○주관 : 여흥민씨 입암공파 종중

-간행위원장 : 민강식(여흥민씨 입암공파 종중 회장)

위원 : 고문 민은식 민병권 부회장 민영주 민영식 민우기
민강일 이사 민병길 민병일 민준기 민득기 민우기 민정기 민황기
민경춘 민경악 민경원 민오홍 민근홍 총무 민형기 감사 민병승 민
인기

-편집위원장 : 민황기 교수(철학박사,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장)

위원 : 민형기 민경상 민경수

○후원 : 여흥민씨 집의공(휘 충원) 종중(회장 민경춘) 교위공(휘
여준)〔진사공 휘 구〕 종중(회장 민응기) 운촌공(휘 여검) 종중(회장
민경춘) 삼계공(휘 환) 종중(회장 민병승) 의재공(휘 득중) 종중(회
장 민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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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명칭 : “여흥민씨 입암공파보(2021 辛丑譜)”

○목적 : 선조의 정신문화 계승 발전, 종원 돈목과 종
중 위상 제고, 미래 자손의 명문가 양성교육

○내용 : 서권 1권과 자손록 3권 총 4권(1질)

-서권 ; 종훈, 유훈, 교육이념, 서문, 축간사, 사적화보, 
입암공의 선계, 입암공의 생애와 위상, 입암공 후손의
역사인물, 선고선비 단향 세일사, 부록, 참고문헌, 편집
후기

-자손록 ; 입암공 직계선조 및 입암공 이하자손(장파
삼방 21세 중(重)자 이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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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기간

2018.11(착수일)-2021.5(완료예정일)[약 2
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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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권

입암공파보



종훈 宗訓 :『입암집』 권5, 「오언고풍시」, 「讀小學」; 大學

7

修身몸과 마음을 수양한다修身몸과 마음을 수양한다

齊家가정과 가문을 번영시킨다齊家가정과 가문을 번영시킨다

治國국가와 세계에 공헌한다.治國국가와 세계에 공헌한다.



종 훈

8

수신

제가 치국



유훈 遺訓 : 오륜 五倫 『동몽선습』, 『맹자』 「등문공장구」

9

父子有親 부모와 자녀는 자애와 효성으로 친애롭게父子有親 부모와 자녀는 자애와 효성으로 친애롭게

君臣有義 국가와 공직자는 예의와 충성으로 공의롭게君臣有義 국가와 공직자는 예의와 충성으로 공의롭게

夫婦有別 남편과 아내는 존경과 조화로 분별 있게夫婦有別 남편과 아내는 존경과 조화로 분별 있게

長幼有序 어른과 어린이는 우애와 공경으로 질서 있게長幼有序 어른과 어린이는 우애와 공경으로 질서 있게

朋友有信 친구사이에는 학문과 덕행으로 신의 있게朋友有信 친구사이에는 학문과 덕행으로 신의 있게



교육이념 敎育理念 : 사교 四敎 ; 논어 술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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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行 忠 信文 行 忠 信

학문을 배우고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충성스럽고 진실한 인간이 되라

학문을 배우고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충성스럽고 진실한 인간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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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종중 회장/간행위원장 민강식서문종중 회장/간행위원장 민강식

축간사 1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축간사 1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축간사 2청운대학교 총장 이우종축간사 2청운대학교 총장 이우종



일러두기

입암공파보 편찬 토대

-입암공파의 인터넷 족보 구축 국역화 진행

1802년 임술보와 1962년 임인보 근간, 1992년 임신보와 2004년 간행
된 갑신보 토대, 문헌, 기타 고증자료를 참고로 하여 누락과 오류가 있
으면 보정하고 갑신보 이후 출생, 사망 학력, 묘소 등 변동사항을 보완
정비한 족보로 서권(序卷)과 자손록(子孫錄) 총 4권 1질(帙)로 편집, 발
간.

서권은 1권으로 종훈, 유훈, 교육이념, 서문, 축간사, 사적화보, 입암공
의 선계, 입암공의 생애와 위상, 입암공 후손의 역사인물, 선고 선비 단
향 세일사, 참고문헌, 부록, 편집 후기 등 구성.

자손록은 1권∼3권으로 매 면마다 6단으로 나누어 기록하되, 매회 제일
아랫단에서 다음 기두로 올라갈 때는 견하(見下) 견상(見上) ○○면으
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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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본보의 문장은 한글세대들이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한글 우
선의 국한문 혼용으로 하였다. 

구보에 입록된 중국연호, 조선연호 및 간지연호 등은 모두 현대
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서기 연호로 환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간지를 병기하며 혼돈을 막기 위하여 한자로 하며
한글음을 병기하지 않는다.

생졸, 기타 연호는 서기 연호로 하며 간지는 한자 그대로 이기하
되 한글음을 병기하지 않는다.

자녀표시는 선남후녀(先男後女)로 하며 이름 뒤에 아들은 「子」
字로 딸은 「女」字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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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자손의 기록 순서는 아들을 장자부터 출생순으로 기록하고 그 뒤에 딸을 기록한
다. 단 여자의 순위는 미가녀를 우선으로 하고 출가녀를 차순으로 한다.

출가녀의 기록은 갑신보에서는 여서(女壻) 위주이었는데 이번에는 본인 위주로
기록하고 부(夫)는 방주(傍註)로 본관,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도 기입하며
부(父)는 부명(父名) 본관 등도 기재하도록 한다. 단, 외손도 기재할 수 있다. 

학력, 경력, 상훈 세 가지 중 각자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것 중 타인에게
알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1∼2줄(14자) 이내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계(出系)한 자는 생부(生父)의 자식란에 이름과 출계 사실을 기록하고 양부(養
父)의 자식란에는 양부의 이름 아래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자(系子)로 표시
한다.

구보 기재 중에서 변동사항(출생, 사망, 이장, 오기, 좌향) 등을 정정하고자 할 때
는 반드시 팩스, 우편, 복사, 메시지 등 문서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정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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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묘소의 지명은 구 지명 외에 현행 행정구역과 지번, 좌향, 기일 등을 수
단지에 의하여 기재한다. 단, 합폄(合窆), 합분(合墳), 쌍분(雙墳)으로 표
기하고 석물이 있을 때는 상석(床石)이 있다. 비(碑)가 있다. 등으로 기
재한다.
수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손의 기록이 누락된 종원은 인터넷족보에
서 수시로 추가 등재가 가능하도록 입암공파 종중 홈페이지가 구축되
어 있으니 추후 많은 이용하시기 바란다.
방주(傍註)의 표시로 生은 출생, 卒은 사망, 忌는 기일, 墓는 산소 위치, 
陽은 양력, 陰은 음력 등을 의미한다.
남자의 배우자는 配로, 딸(여자)의 배우자는 부(夫)로 표기하며, 아버지
는 父로 표기한다.
수단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는 갑신보 내용을 현대문으로 바꾸어 그대
로 옮겨 수록하였다.
그 외에 기록하지 못한 사항은 족보 편집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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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화보

16

입암공 선계입암공 선계

입암공입암공

입암공 자(思), 손(汝), 증손, 현손(光), 5대손(重)입암공 자(思), 손(汝), 증손, 현손(光), 5대손(重)

입암공 후손, 입암공 관련 행사입암공 후손, 입암공 관련 행사



선계 화보 44장

선현민자(先賢閔子) 영정(影幀)
성은 민(閔), 이름이 손(損)이고, 자(字)가 자건(子騫)이며, 공자의 제자 십철(十哲)
중의 한 인물로 효와 덕행이 뛰어났으며, 명나라 세종 가정9년(1530)에 선현민자
(先賢閔子)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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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민자(先賢閔子) 묘소
중국 산동성 제남시



여흥민씨의 유래와 행적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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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공(文景公) 민영모(閔令謨) 단소(壇所)
금자광록대부 문하시랑평장사 시호; 문경(文景)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사창리 349-6



21

현모재(賢慕齋) 전경

10세 대제학공 민유 11세 소윤공 민지생 12세 유수공 민심언 13세 호참공 민징원

등 수호재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860-1



유수공(留守公) 민심언(閔審言)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고조 호조·형조참판 개성유수
증 자헌대부 형조판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860-1



영호암(永護庵) 전경
유수공 민심언의 배위 여산송씨 부인과 석봉공 민충원 부부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세운 재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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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공 민충원 묘비

자헌대부 예조판서 민진후 짓고 쓰며 전면대자는 우옹 송시열이
씀. 1704년(숙종 30) 세움. 24



입암공 화보 38장

입암공(立巖公) 민제인(閔齊仁; 1493~1549, 향수 57세) 묘소

입암공파 파조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사
홍문관제학 에문관제학 오위도총부도총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 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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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공 민제인 신도비
우암 송시열 짓고 동춘당 송준길 쓰며 문곡 김수항 두전을 붙임. 1668
년(헌종 9) 세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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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집 장판각(立巖集 藏版閣) 전경

입암공 민제인의 입암집 판각을 보존하고 있는 판각

충남문화재(문화재 자료) 제341호 명칭: 민 입암집 판각 문화재지정 지정년도: 1995
년 10월 7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모리 290
27



입암집(立巖集)
저자; 민제인저판사항; 목판본 발행사항; 간지미상, 1610년(광해군2) 

형태사항; 6권3책, 사주쌍변, 변엽광곽22X15.4cm, 유계, 9행16자

판심: 상하화문어미; 33.5×20.5cm 

일반사항: 5849; 권1∼2(1책)는훈련도감목활자서: 만력38년경무-유근

지: 만력38년경무-민여임 28



동몽선습(童蒙先習)

입암 민제인 저·윤인서 발문; 1543년(중종 38) 간행된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최초의 아동 교과서로 1981년 6월 안춘근 선생에 의해 발견됨.29



입암공 아들 화보 6

군수공(郡守公) 민사용(閔思容; 1515∼1579)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장자 문천군수 증 자헌대부 좌참찬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 73-17 30



판관공(判官公) 민사안(閔思安; 1523∼1573) 묘소
입암공 삼남 임피 신채 순안현감 통훈대부 한성부판관 증 가선대부 이
조참판 입암집 6권 간행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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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공(監察公) 민사선(閔思宣; 생몰년 미상) 묘소

입암공 사남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32



입암공 손자 화보 26 

민사용 장자 고령공(庫令公) 민여건(閔汝健; 1538∼1585)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장손 장흥고령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 73-17 33



민사용 차남 교위공(校尉公) 민여준(閔汝俊; 1539∼1599)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손자 창신교위 증 통선랑 호조정랑 가증 자헌대부 좌참찬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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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용 삼남 군수공(郡守公) 민여신(閔汝信; 1554∼미상)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손자 호조정랑 봉상시첨정 안성군수 고산찰방 단양군수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선영 합폄 35



민사용 오남 진의공(振衣公) 민여임(閔汝任; 1559-1627)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손자 공조참판 증 좌찬성 청백리(1627년 인조 5)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 2리 산 30 36



민사용 육남 운촌공(雲村公) 민여검(閔汝儉; 1564-1627)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손자 울산부사 진무원종공신 특증 자헌대부 예조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산 23-25 37



민사용 칠남 집의공(執義公) 민여길(閔汝佶; 미상∼미상)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손자 증 통훈대부 사헌부집의 (2009. 4. 19.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
서 이장)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산 10-1
38



민사관의 장자 비의장(飛義將) 민여운(閔汝雲; 미상∼1593)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손자 용담현령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가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의병장 선무원종공신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 전사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산 70
39



용두재(龍頭齋)

전북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용두마을
40



민사안의 장자 당사공(棠沙公) 민여경(閔汝慶; 1546∼1600)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손자 경상감사 형조참판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선무원종공신 호성원종공신 입암집 6권 편찬

경기도 여주시 주어사지 부근
41



민사선의 삼남 현감공(縣監公) 민여헌(閔汝憲; 1622∼1668)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손자 통훈대부 행 양지현감

충남 홍성군 결성면 42



입암공 증손 화보 21

부윤공(府尹公) 민기(閔機; 1568∼1641)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장증손 생부 민여준 경주부윤 증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

충북 제천 백운면 도곡 1리 25 43



민여준 장자 진사공(進士公) 민구(閔構; 1566∼미상) 묘소
입암공민제인의증손성균진사

충남부여군부여읍가탑리산10-1 44



민여신 장자 부사정공(副司正公) 민근(閔根; 1573∼1641)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증손 생부 민여준 동몽교관 부사정

경기도 남양주 일패동 45



민여검 장자 언시공(言尸公) 민평(閔枰; 1582∼1646)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증손 효행 증 호조정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산 23-25 46



여흥민씨(驪興閔氏) 효자정려각(孝子旌閭閣)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78

47



민여길의 장자 좌승지공 민설(閔木+雪 ) 묘소
입암공 민제인인 증손 효행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산 10-1(2009. 4. 19 남양주 일패동에서 이장)
48



정충묘(精忠廟)
1636년 병자호란때쌍령리전투에서전사한

경상우도병마절도사민영장군, 경상좌도병마절도사허완장군, 공청도병마절도사이의배장군, 경상좌도안
동영장선세강장군등을모시는사당. 경기도광주시에서매년정월초사흘에제사를지냄.

경기도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326-4 49



민여헌 차남 판윤공 민백(閔栢; 1652∼미상) 묘소
감찰공 민사선의 손자 증 가선대부 한성판윤

충남 홍성군 결성
50



입암공 현손 화보 16장

민여건 손자 관찰사공(觀察使公) 민광훈(閔光勳; 1595∼1659)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장현손 통정대부 수 강원도관찰사 증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 73-17 51



민여준 손자 유계공(楢溪公) 민광윤(閔光尹; 1603∼1665) 묘소
군수공 민사용의 증순 생부 민근 사섬시 직장 유계집 1권 강호언지 1권 유고 6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모리 산 10-1
52



민여신 장자 감찰공(監察公) 민광성(閔光煋; 1596∼1654) 묘소
군수공 민사용의 증손 사헌부 감찰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53



여흥민씨 유택봉안묘소(幽宅奉安墓所)
언시공 민평의 장자인 참봉공(參奉公) 민광신(閔光晨; 1615∼1684)·참봉공(參奉公) 민경중(閔慶重; 
1650∼1729 생부 민광민)·교관공(敎官公) 민진운(閔鎭運; 1676∼1751) 및자손 봉안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산 11
54



입암공 5대손 화보 33장

민광훈 장자 인재공(認齋公) 민시중(閔蓍重; 1625∼1677) 묘소
입암공 민제인의 5대장손 가의대부 사헌부대사헌 형조참판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55



노봉선생문집(老峯先生文集)
민정중 저 12권 6책으로 4책에 입암공 민제인의 행장이 수록되어 있음.

56



둔촌공 민유중 신도비(神道碑)
가선대부 강화부유수 한수재 권상하가 짓고 숭정대부 좌참찬 민진후가 쓰며 민진원은 전을
붙임. 

1707년(숙종 33) 4월 세움. 57



민광전 장자 동중추공(同中樞公) 민창중(閔昌重; 1643∼1718) 숭모당
처사공민여간의장증손증가선대부동중추

경북문경시산양면봉정리산35 

합동유택봉안 58



좌랑공 민원중 효자정려(孝子旌閭)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210

59



사죽재(沙竹齋)
여흥민씨 여경공 민하중·사암공 민진홍·사죽공 민호수 재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72-7 60



민광열 장자 좌승지공(左承旨公) 민상중(閔相重) 묘소
당사공 민여경의 증손 통덕랑 선릉참봉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경기도 여주시 주어사지 61



민광소 장자 통덕랑공 민현중(閔顯重; 생몰년 미상) 묘소
집의공 민여길의 증손 통덕랑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산 10-1  2009. 4. 19. 원주 지정면 가곡리에서 이장
62



민광호 차남 절충장군공(折衝將軍公) 민수중(閔守重) 묘소
현감공 민여헌의 증손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

충남 홍성군 결성면 63



입암공 후손 화보 36장

애일당공 민진강 효자(孝子) 정려(旌閭)
1832년(순조 32) 4월 효행정려

64



민진강 애일당실기 65



민긍호(閔肯鎬;1865∼1908) 의병대장(義兵隊長) 초상화(肖像畵)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66



민종식(閔宗植; 1681∼1917) 의병대장 유허비(遺墟碑)
을미사변(명성황후시해)후관직을버리고충청도정산으로낙향하여1905년을사늑약이체결되자홍성에서의병을일으킴.

충남청양군정산면천장리
67



명성황후 어진 68



민영환 칼라 영정 69



입암 민제인 동몽선습 학술 대회
2015.5.29.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70



제1편 입암공의 선계

1. 여흥민씨의 유래

2. 여흥민씨의 시조와 본관

(1) 시조 (2) 본관 (3) 2세 소보공 민세형 (4)) 3세 복야공 민의

3. 명문가로서의 여흥민씨

(1) 여흥민씨 가문의 변천

(2) 조선왕조시대의 민씨 왕비

(3) 조선조의 각 씨 성본관별 관작순위

4. 여흥민씨의 분파와 문경공 민영모

(1)여흥민씨의 분파 (2) 4세 문경공 민영모 여흥민씨 분파계도

(3) 5세 정의공 민공규 (4) 6세 유덕공 민인균

(5) 7세 시랑공 민황 (6) 8세 찬성사공 민종유

(7) 9세 문순공 민적
71



제1편 입암공의 선계

5. 중흥조 사암공 민유와 유수공 민심언, 명문가로서의
중흥

(1) 중흥조 10세 사암공 민유

(2) 사암공의 다섯 아들

(3) 중흥조 12세 유수공 민심언

(4) 유수공의 네 아들

6. 석봉공의 대전 정착과 명문가로서의 비약

(1) 13세 석봉공 민충원

(2) 14세 사간공 민수

(3) 15세 전적공 민구손 72



제2편 입암공의 생애와 위상

입암 민제인의 연보

입암공 세계도 閔稱道----齊仁----三重

1. 생애와 인품

2. 유물

(1) 입암집 (2) 동몽선습

(3) 동국사략 (4) 백마강부

3. 유적

(1) 민 입암집 판각 (2) 묘역의 주요 유적

4. 입암공의 지성사적 위상

5. 입암공의 유물유적 관련 원문자료

73



제3편 입암공 후손의 역사 인물

1. 왕후에 오르신 분3 2. 정승의 반열에 오르신 분7

3. 공신의 칭호를 받으신 분12 4. 문형에 오르신 분13

5. 경연관에 오르신 분34 6. 봉작을 받으신 분4

7. 시호를 받으신 분31 8. 종묘에 배향되신 분6

9. 서원향사를 모시는 분12 10. 정려가 내려진 분33

11. 절의를 지키신 분24 12. 장신이 되신 분9

13. 청백리가 되신 분9 14. 호당에 들어가신 분2

74



선조고·비위 단향·세일사
참고문헌
부록
편집 후기 : 편집위원장
여흥민씨 입암공파보 간행 및 편집위
원회 명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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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록

입암공파보



자손록

권수: 3권, 2,154 쪽
특징
-입암공파 종중의 인터넷 족보 최초 진행 및 별도 파보
최초 구축 발행
-구성은 1802년 임술보와 1962년 임인보를 근간, 1992
년 임신보와 2004년 간행된 갑신보를 토대, 문헌, 기타
고증자료를 참고로 하여 누락과 오류가 있으면 보정하
고 갑신보 이후 출생, 사망 학력, 묘소 등 변동사항을 보
완 정비한 족보로 서권(序卷)과 자손록(子孫錄) 총 4권 1
질(帙)로 편집, 발간
-파보의 문장은 한글세대들이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한글 우선의 국한문 혼용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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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록

-자손록은 1권∼3권으로 매 면마다 6단으로
나누어 기록, 입암공을 중심으로 시조공 부터
직계 선조 및 입암공 아드님 부터 말손까지
수록, 단 장파 21세 중(重)이하 수록 제외.
세계도는 파보에 수록된 모든 분들의 이름(諱)
을 찾아보기 쉽게 도표로 만들어 수록.
색인록은 자손록 1권 말미에 본인 이름과 아
버지이름을 알면 파보페이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해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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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록

편집
-서권; 현대적으로 가로쓰기 및 좌에서 우
로 볼 수 있도록 구성 편집
-자손록; 세로쓰기로 하되 현대적으로 좌
에서 우로 볼 수 있도록 구성 편집
교정
-5교; 각 지파 후손대표 검수 후 완교 처리
인쇄 제본후 보책완성, 발송 또는 구입후
손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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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나무 숲을 걸으니 마음이 커진다.

오늘날 입암공파 종중의 명운은 종현 여러분의 행동
에 달려 있으므로, 그 행동은 修身, 齊家, 治國이어야
하고, 
이 행동화된 실천으로 민씨, 나아가 온 겨레가 크게 하
나 되는 大同세계를 열어가자.



81

내일의 해가 뜨는 것은 함께 더불어 실천하는 사람들
의 덕분이다. 
종현 여러분은 인류 미래의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는 宗訓 계승, 五倫 실천, 四敎문화를 선도하는 주
인공이며, 입암공파 종중은 그 교역장으로 거듭날 것
이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