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安東地方 在地士族의 結合樣相

- 「友鄕稧」를 중심으로 -

안동대학교 도서관

윤 동 원

< 목  차 >

 

 

    1. 머리말

    

    2. 연구자료

  

    3. 우향계의 성립과 구성

    

    4. 우향계의 분석

    5. 맺음말

       <참고문헌>



42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6輯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안동지방에 존재했던 계 중 가장 먼저 수계된 「우향계(友鄕

稧)」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서 재지사족들의 결합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우향계원의 대부분은 안동권씨, 흥해배씨, 고성이씨, 영양남씨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여 벼슬길을 버리고 은둔한 志士들로 우

향계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이난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가진 사족들의 조직임

이 밝혀졌다.

세조의 등극에 불만을 가졌던 안동출신 사족들은 대거 낙향하여 유향소를 중심

으로 활동하다가 세조 말에 유향소가 혁파되자 우향계를 조직하여 계속해서 향촌

지배의 핵심세력으로 존재하면서 다시 유향소가 복립 되는 성종 19년까지 안동지

방의 향론을 주도해 갔으리라는 것은 13명의 가계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이다. 이들은 향사당 건립의 주역인 안동권씨와 영양남씨의 후손들이며, 또한 안

동권씨, 영양남씨, 흥해배씨는 서로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19년 사림파의 활동으로 재차 복립된 유향소는 사림파의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재소(京在所)를 통한 훈구파의 지배영역으로 흡수되어 도리

어 사림파에 의해 혁파가 주장되었지만, 안동을 위시한 영남지방에서는 재지사족

중심 기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족계, 안동, 재지사족, 우향계, 진솔회, 세호계, 수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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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안동은 일찍부터 사족의 본거지였고, 16세기 후반에는 퇴계의 학문적 배경과 더

불어 사회⋅경제적인 배경으로 전형적인 사족지배를 확립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재지사족(在地士族)1)들은 향촌에서 기반강화를 위해 향약(鄕約), 동계(洞契), 동

약(洞約)을 실행하는 한편 서원과 향교활동을 통해 사족으로서의 기득권을 확충해

왔다. 이런 경향은 16세기 중엽 이후 17〜8세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문계(文契), 종계(宗契)로 대표되는 족계(族契)를 결

성하여 일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하여 왔다.2)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4세기 전반에 족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며3) 16세기 중반을 거

치면서 재지사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에 창계된 족계로

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548년 예안현의 「온계동중친계(溫溪洞中親契)」와

1583년 안동 진성이씨 가문의 「족중완의(族中完議)」4)가 있어 조선시대 족계 운

영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족계가 비록 가문마다 특징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통점은 족계원이 같은 조상

의 후손이라는 점, 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돈독한 화목을 강조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친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경사에 상부상조한다거나 조상의 공동

제사를 그치지 않고 지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조선 후기의 족계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족계는 그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혈연이라는 구속을 받아 가입

이 의무적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족계 중에는 자발적으

로 참여하고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띤 족계의 형태도 있었다. 따라서 족계는 문중

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는 점만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지역적, 혈연적 상호협동 조직체로서 특

히 지방민간의 상호부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는 자

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약용은 이를 설명하기를,

1) “在地士族”이란 “在京”에 대칭되는 지역적인 범위로서의 “在地”와 “吏族”에 대칭되는 신분으로서의 “士

族”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향촌사회에서 中小地主로서 경제적 기반과 士族

으로서 신분적 배경을 가진 계층이며, 麗末에 添設職, 同正職 등을 통해 품관이 되어간 계층과 왕조교체

로 인해 낙향세력 및 세조 등극에 반대한 士類들이 그 주류를 이룬다.

2) 김학수, 2000 「黃山稧를 통해 본 조선후기 在地士族의 결합 양상, 『고문서연구』, 75쪽

3) 정구복, 1999 「한국 族契의 淵源과 性格」, 『고문서연구』16, 115〜123쪽

4) 김문택, 2005 「16〜17C 安東 眞城李氏家의 族契와 門中組織의 형성과정」, 『朝鮮時代史學報』, 32

집.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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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稧者潔也…潔祭名也, 令俗醵錢殖利, 名之曰稧…鄕村醵錢者, 亦皆名稧耳, 此等之稧, 當名曰稧, 契者約也,

…」5)

계(稧)란 결(潔)인 것이다. …결(潔)은 제사(祭祀)이름이다. 지금 풍속에는 돈을 추렴하여 이자를 불리는 것

을 이름 하여 계라고 한다.…향촌에서 돈을 추렴한 사람들도 또한 계를 이름 할 따름이다. 이 같은 계는 마

땅히 계라고 이름 할 것이다. 계란 약속이고 합침이다.

라 하여 특히 경제활동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일찍이 백남운(白南雲)은 계의 연원과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를

‘사회단위발전사(社會單位發展史)’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선구적인 작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6) 비슷한 시기에 저곡일선(猪谷一善)도 계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당시

의 ‘일반경제사(一般經濟史)’의 수준에서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7)

우리나라에 있어 계(契)의 명칭은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하며, 최초의 계는

고려 의종 때 유응규(庾應圭) 등이 조직한 문관과 무관 집안의 자제들로 구성된

「문무계(文武稧)」로 알려지고 있다.8)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난 70세 이상의 원로

대신들로 조직된 「기로회(耆老會)」9)와 「동갑계(同甲稧)」 등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동진의 「난정계(蘭亭稧)」가 서기 353년에 있었으며,

당나라의 「향산지회(香山之會)」와 송나라의 「기영회(耆英會)」, 「진솔회(眞率

會)」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계회를 모방한 계가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수계되고 있다. 특히 안동지방에는 조선 초기 이래로 중국의

「향산구로회(香山九老會)」, 「진솔회(眞率會)」를 모방한 상당수의 계회가 결성

되어 있었다. 이증(李增)의 「우향계(友鄕稧)」, 이현보(李玄輔)의 「애일당구로회

(愛日堂九老會」,10) 이굉(李浤)의 「진솔회(眞率會)」, 권위(權暐)의 「임계계회(壬

癸稧會)」11) 등이 바로 그것이며,12) 역사가 깊은 여러 계가 맺어져 계원간의 친목

5) 丁若鏞, 『雅言覺非』 卷3 稧條.

6) 백남운, 1927 「조선계의 사회적 고찰(1, 2)」, 『현대평론』.

7) 猪谷一善, 1928 『朝鮮經濟史』, 東京 : 大鐙閣.

8) 『高麗史』 列傳 卷 12, 庾應圭(資諒)條 및 權文海, 『大東韻玉』 卷 14, 契項 참고.

9) 1203년에는 최초의 기로회 사례인 ‘海東耆老會’가 조직된다. ‘해동기로회’는 崔讜 등 9명의 致仕大臣들

로 조직된 것인데, 단순히 친목을 도모한 것으로 사교계의 일종이다. 이 밖에도 1220년경 庾資諒 등에 

의해 조직된 것과 1310년경 蔡洪哲 등이 조직한 ‘기영회’, 1320년경 崔有渰 등이 조직한 ‘海東後耆老

會’ 등이 있다.

10) 1533년 농암 이현보가 1519년 안동부사로 봉직했을 때 부내의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청사마당에 초청하여 성대한 양로연을 베풀었다. 이 양로연을 안동의 옛 이름인 ‘화산’에서 

따와 화산양로연이라고 하였다. 화산양로연에 이어 고향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초청했는데, 마침 그 

숫자가 아홉이고 애일당에 모였기에 ‘애일당구로회’라 명명했다.

11) 1613(광해군 5)년 안동 향내에 사는 임자년과 계축년에 출생한 60세 이상의 耆德人 11인이 도의의 

교를 맺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든 유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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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터이 하고 덕업(德業)과 풍화(風化)를 밝혀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안동의 정

체성이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혈연적 유대가 사회적, 학문적 유대로 발전한다는 일반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포괄

적 의미에서 사회조직을 이해하고 기층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필요

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

다.. 우향계는 「진솔회」, 「세호계」, 「수호계」로도 불리었으나 이들을 통틀어

본 연구에서는 「우향계」라 칭하기로 하고 각 계별로 분석해 보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그 사례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안동지방에 존재했던 계 중 가장 먼저 수

계된 「우향계(友鄕稧)」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서 재지사족들의 결합양상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자료

우향계에 관한 자료로는 『영가지(永嘉誌)』, 『교남지(嶠南誌)』에 전해지는 단

편적인 기록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된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49권의 「안동법흥고성이씨편(安東法興 固城李氏

篇)」의 「우향계축(友鄕稧軸)」, 「진솔회(眞率會)」와 2006년 안동민속박물관에

서 간행된 『안동의 契(1)』에 수록된 「세호계(世好稧)」, 「수호계(修好稧)」의

좌목(座目)과 「세호계안(世好稧案)」등이다.

3. 우향계의 성립과 구성

1) 우향계의 성립

안동지방에는 조선 초기 이래 상당수의 계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우향계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수계된 계회로 1478(성종 9)년 안동 향중의 안동권씨, 흥해

배씨, 고성이씨, 영양남씨, 안강노씨 등 5개 성씨 중 나이 많고 덕망있는 13명이

서로에게 덕업(德業)을 권하고 허물을 바로 잡아 친목을 두터이하고 풍화(風化)를

밝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모임의 이름은 『맹자(孟子)』의 한 구절을 취하였는데, “한 고을의 선한 선비

는 그 고을의 선한 선비와 벗하고(一鄕之善士斯 友一鄕之善士)”에서 취하였다. 계

원들은 이날의 모임을 기리기 위해 계축(契軸)을 만들어 나누어 가졌는데, 계축에

는 13명의 좌목(座目)과 당시 조정의 원로이자 문장가인 서거정이 지은 「부우향

12) 김학수, 2000 앞의 논문,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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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附友鄕稧歌)」란 송시(訟詩)가 실려 있다.

진솔회는 우향계의 창립계원들이 타계한 후 이굉(李浤)을 비롯한 창립계원들의

후손이 중심이 되어 총 15명으로 결성하였는데 당초의 계원이었던 5개 성씨 가운

데 흥해배씨와 안강노씨가 보이지 않고 청주정씨, 안동김씨, 반남박씨, 능성구씨

등의 인물이 새롭게 보인다.

진솔회의 조직 시기는 불명확하나 『교남지』 「南敬智條」에 “暉珠后 號退山

成廟武護軍 戊午禍棄歸 與鄕大夫結契 以寓志“라는 기록과 “이굉(李浤)은 73세 때

인 계유(1513)년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낙동강 상류에 귀래정을 짓고 향중의

선비들과 진솔회를 결성하였으며, 3년 후인 병자(1516)년에 타계하였다”.라고 신도

비에 적고 있어 진솔회의 조직 시기는 이때가 아닌가 한다. 조직 동기도 단순한

교유단체로 변모해갔다. 이후 약 200년간 거의 활동을 하지 않다가 세호계(世好

稧)가 재조직되면서 입의(立議)가 마련되고, 여기에 향약 4대 강목이 첨가되면서

점차 그 성격이 변모되어 갔으나 참가 범위는 어디까지나 우향, 진솔회원의 자손

들 만이기 때문에 족적(族的) 바탕에 근거를 둔 동계(洞契)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진솔회에 이어 1702년 11월에는 우향계 창립계원의 후손 63명이 우향계와 진솔

회를 계승을 표방하며 천등산 봉정사(鳳停寺)에 모여 세호계(世好稧)로 계명을 변

경하고 총 9개조의 규약13)을 갖추었다.

1865년에는 우향계 창립당시의 5개 문중 가운데 안동권씨, 흥해배씨, 고성이씨,

13) 세호계안 절목에 보면, 

    一. 一年一度式相會爲乎矣, 或春三惑秋九定行事(일년에 한번씩 모이되 혹은 봄 삼월로, 혹은 가을 구월

로 정함)

    一. 會期及會所有司, 臨時齊會, 議定通告사(회기 및 회소는 유사가 임시로 정하여 통고할 것)

    一. 聚會時, 各持壺榼爲乎矣, 務從簡約, 以存眞率遺意事(모일 때는 각자 술병과 합을 지참하되 간편, 검

약을 힘써 쫒아 진솔의 유의를 보존할 것)

    一. 有司或如發文及聚會時, 如有蹭蹬之弊, 則論罰事(유사가 혹 글을 보내거나 모일 때 만일 어긋나는 

폐가 있으면 따져서 벌할 것)

    一. 有司本官則四員, 他官則各一員式, 過一會後相遞事(유사와 본관 네명, 타관은 각기 한명씩 한번 모인 

뒤에 교체할 것)

    一. 今此修稧, 實非偶然, 各自修飭, 一遵友鄕眞率之餘意, 終始不替事(이제 이 수계는 실로 우연이 아니

다. 각자 조심해서 우향과 진솔의 남은 뜻을 따라 시종 변치 않을 것)

    一. 稧案及凡文書, 有司這這與受, 俾無遺失事(계안 및 모든 문서는 유사가 인수인계를 해서 유실함이 

없을 것)

    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禍難相救等事, 一依呂氏鄕約事(덕을 서로 권장하고, 과실을 서로 규제하고, 어

려움을 서로 구제하는 일 등은 한결같이 어씨 향약에 따를 것)

    一. 今會未參之員, 後會當追書, 而亦不可無 定限, 此後二會, 則勿爲追錄事(이번 모임에 미참한 회원은 

다음 모임에 마땅히 추가로 쓰되 또한 정한이 없을 수 없다. 이 후 두 번 모임의 경우에는 추록하

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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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남씨 등의 후손 45명이 천등산 봉정사에 모여 계의 명칭을 수호계로 변경하

고 해마다 문중별로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다.

수호계는 1903년 광흥사에서 가졌던 모임까지 39년간 유지되었으나 끝이 나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계의 명칭을 당초의 이름인 우향계로 회복하였다.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우향계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향각 설립추

진위원장인 이석희(李碩羲)씨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우향계안」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7호(2001. 11. 1.)로 지정받았다. 그리고 우향계회 행사

장소 및 비품 보관장소의 필요에 따른 우향각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장과

노진환(盧鎭桓) 평통부의장이 노력하여 우향각을 2002년 11월 25일자로 완공하였

다. 향후 활동으로는 13명의 선조의 위패를 봉안할 묘우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2006년에는 착공할 예정이다.

우향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계(儒稧)에 속하는 계로 창계한 이래 오

늘날까지 500여년을 이어오면서 계의 명칭도 변경되고 참여 인원도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현재까지도 선세(先世)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하여 계원간

의 세의(世誼)를 다지고 있다.

2) 우향계의 구성과 운영

가. 구성

안동에는 일찍부터 공고한 재지적 기반을 가진 안동권씨, 안동김씨 등이 13〜4

세기 경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주위의 많은 토성(土姓)을 중앙 정계로 인도하였다.

중앙 정계에 진출한 안동지방 사족은 타읍출신 사족과의 통혼권을 확대시켜 왕조

교체기와 이후의 정치적 혼란기에 이들을 대거 안동으로 흡수하였는데, 의성김씨,

영양남씨, 흥해배씨, 청주정씨, 고성이씨, 진성이씨 등은 그러한 대표적인 가문이

다.

우향계는 외지에서 들어 온 사족들의 후예들이 안동출신 사족들과 연대하여 결

속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후손들에 의하여 진솔회(眞

率會), 세호계(世好稧), 수호계(修好稧) 등으로 계승되었다.

그 동안 안동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향계안」에 이름을 남겼는데, 창립연도인

1478년부터 1903년까지 계회에 참여한 인물들은 약 570명에 이른다. 좌목에는 계

원들의 직역과 성명⋅본관⋅자⋅생년⋅거주지 등의 항목을 적고 부친이나 우향계

의 창립 선조들과의 관계를 기록하였다. 이밖에도 취회(聚會)일시와 장소, 참여인

원 등이 기록되어 있어 우향계의 계승과 확장 과정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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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회 때 마다 계원들은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사(先聖先師)의 신위에 전작(奠爵)

을 드린 후 향약(鄕約)을 읽고 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의 행사절차를 통하여 수호

돈목(修好敦睦)하는 풍화도속(風化導俗)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서는 중국의 선성선사에게 전작례를 올리던 것을 바꾸어 우향계의 창립 선조 13

명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의 계회는 2004년에 안동권씨 문중의 주도로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의 도계

서원 경내의 만대헌(晩對軒)에서 모임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고성이씨 문중의

주최로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의 원산재(院山齋)에서 모임을 가졌다.

4. 우향계의 분석

계안에 등재된 인원을 살펴보면 창립 계원의 후손인 안동권씨, 흥해배씨, 고성

이씨, 영양남씨 등 4개 성씨는 본손과 외손을 합해 527명이 등재되어 전체에서

93%를 차지한다. 기타 성씨는 약 40명으로 전체에서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은 우향계의 창립 선조들과의 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계기로 모

임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하나 아마 내빈 자격으로 참석한 분들이 아닌가

추측된다. 창립계원의 후손 5개 성씨를 계원수로 분류해 보면 안동권씨가 276명으

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고성이씨 98명, 영양남씨 62명, 흥해배씨 46명, 안강노씨 1명

이다. 또 이들 성씨의 외손자격으로 참여한 인물이 44명인데 안동권씨 외손이 31

명, 고성이씨 외손이 11명, 영양남씨와 흥해배씨의 외손이 각각 1명이다. 그 내용

은 〈표 1〉과 같다.

〈표 1〉성씨별 계원 수

성씨별 계원 수 외손

안동권씨 276 31

흥해배씨 46 1

고성이씨 98 11

영양남씨 62 1

안강노씨 1

계 483 44

우향계를 결성한 13명의 면모를 살펴보면 결성할 당시 이들의 연령은 50〜60세

에 이르렀으며, 정치적 성향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

거나 관작(官爵)을 버리고 낙향하여 임천에 은둔한 지사(志士)들로서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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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권자겸(權自謙)

계안에서는 좌목을 연치(年齒)순으로 기재하였는데, 공은 13명 중 연령이 가장

많아 좌목의 첫머리에 올랐다. 본관은 안동이며 벼슬은 수의부위전행좌군사용(修

義副尉前行左軍司勇)을 지냈다. 진용부위호용시위사우령사정(進勇副尉虎勇侍衛司

右領司正) 거약(居約)이다. 행장이나 전하는 기록이 없어 행적 등을 자세히 상고

할 수 없어 아쉽다. 공의 아들인 진사 철경(哲經)은 우향계를 계승한 진솔회원이

다.

〇 배효건(裵孝騫)

본관은 흥해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관찰사 환(桓)의 넷째아들이다. 옥과현감(玉

果縣監)을 거쳐 남원진관병마절제도위(南原鎭管兵馬節制都尉)를 지냈다. 아버지

환은 가선대부로 판진주목사겸권농병마절제사(判晋州牧使兼勸農兵馬節制使)를 지

냈다.

〇 이증(李增)

본관은 고성으로 세종 때 좌의정을 역임한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원(原)의 아

들이며, 고려 때 문하시중을 지내고 명필문장으로 이름 난 문정공(文貞公) 암(嵒)

의 증손이다. 고성이씨 안동 입향조로 우향계를 조직하여 덕업을 권하고 친목을

두텁게 하며 풍화를 밝히는데 힘썼는데, 그 행적이 『영가지』에 기록되어 있다.

1419(세종원)년 한양에서 태어나 1453(단종원)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음보(蔭補)

로 진해⋅영산(靈山) 두 고을의 현감을 지냈는데 다스림이 청렴 공직하였다. 1455

년 세조가 등극하자 벼슬을 버리고 산수가 아름다운 안동으로 이거(移居) 정착하

였다. 1480(성종 11)년 타계하니 향년 62세였으며,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공이

타계한 후 아들인 유수(留守) 굉(浤)과 좌랑 명(洺)은 우향계를 계승한 진솔회를

결성하였다.

〇 남경신(南敬身)

본관은 영양으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벼슬은 선무랑전장흥고부사(宣務郞前長興

庫副使)를 지냈다. 아버지는 창신교위호익시위사전령사직(彰信校尉虎翼侍衛司前領

司直)을 역임한 원귀(元貴)이고, 조부는 과의장군의흥시위사상호군(果毅將軍義興侍

衛司上護軍)⋅삼척진병마절제사(三陟鎭兵馬節制使)를 역임한 부량(富良)이다.

〇 노맹신(盧孟信)

본관은 안강(安康)으로 진무부위전의흥위중부사용(進武副尉前義興衛中部司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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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하였다. 아버지는 수의교위용무시위사전영부사직(修義校尉龍武侍衛司前領副司

直) 선(繕)이다.

〇 배효눌(裵孝訥)

본관은 흥해로 선무랑전통례원통찬(宣務郞前通禮門通贊)을 역임하였다. 아버지

는 선균관학유(成均館學諭)⋅사헌부감찰⋅이조정랑을 역임한 남(楠)이다.

〇 배치공(南致恭)

본관은 영양이며 자는 근보(謹甫)로 1419(세종원)년에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병

조참판, 회령도호부사, 명나라 주문사(奏聞使)를 역임한 우량(佑良)이고, 증조부는

고려 공민왕 때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역임한 휘주(暉珠)이다. 용양위부사직으로

세조정난(世祖靖難)에 원훈(元勳)이 되었으며 뒤에 서부주부(西部主簿)⋅공조좌랑

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유명(遺命)으로 단갈(短碣)에 군적(軍職)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세조 수선(受禪)에 정난공(靖難功)을 받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우향계를 수계하며 자적하다가 1497(연산군 3)년에 타계하였다.

〇 권곤(權琨)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가진(可珍)으로 1427(세종 9)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횡

선현감을 지낸 계경(啓經)으로 세조의 왕위찬탈에 벼슬을 던지고 은거를 하였으

며, 형인 개(玠) 또한 벼슬을 버리고 송파(松坡 :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은거하였

다. 벼슬이 선략장군에 이르렀으며 1502(연산군 8)년에 타계하였다. 손자 벌(橃)의

귀(貴)로 이조판서 및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증직되었다. 아들인 습독(習讀)

사영(士英)과 생원 사빈(士彬)은 우향계를 계승한 진솔회원이 되었다.

〇 남치정(南治晶)

본관은 영양이며, 자는 자진(子晉), 호는 원락재(遠樂齋)이다 의량(義良)의 아들

로 1427(세종 9)년에 태어났으며 1482(성종 13)년에 타계하였다. 1453(단종원)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문장과 행의로 명망이 높았다.

〇 남경인(南敬仁)

본관은 영양이며, 자는 성삼(省三)이다. 형귀(亨貴)의 아들로 1414(태종 14)년에

태어나 1483(성종 14)년에 타계하였다. 벼슬은 장흥고부사를 역임하였다.

〇 배도(裵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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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은 흥해로 사헌부집의⋅여흥부사(驪興府使)를 역임한 효숭(孝崇)의 아들로

태어났다. 벼슬은 충찬위진무부위(忠贊衛進武副尉)를 역임하였다.

〇 배정(裵禎)

본관은 흥해로 생몰년은 미상이다. 가각고녹사(架閣庫錄事) 효장(孝長)의 아들이

며 백죽당(栢竹堂) 상지(尙志)의 증손이다. 1456(세조 2)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예

안훈도(禮安訓導)와 창원교수(昌原敎授)를 지냈다.

〇 권숙형(權叔衡)

본관은 안동이며 생몰년은 미상이다. 고려 공민왕 때 예의판서를 지낸 송파(松

坡) 인(靷)의 후손으로 사정공 개(玠)의 아들이다. 영주교도(榮州敎導), 별시위사맹

(別侍衛司盟)을 역임하였으며, 고향에 내려와서는 부친이 이루지 못한 유지를 받

들어 우향계축을 완성하였다. 아버지인 개는 벼슬이 부사정에 이르렀으나 단종이

화를 당함에 출사의 뜻을 버리고 향리인 송파로 돌아와 단계 하위지(河緯地)의 어

린 조카 원(源)을 보호하여 사위로 삼고 단계의 향화(香火)를 받들게 하였다. 개는

일찍이 계(契)를 하자고 수창하였으나 계축(契軸)이 완성되기 전에 타계하여 장남

인 숙형이 대신 승계(承繼)하였으며, 그 동생인 진사 숙균(叔均)은 우향계를 이은

진솔회원이 되었다.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던 학자들의 학통을 계승한 영남출신의 관리

들은 세조의 등극을 찬탈로 규정하고 향리로 돌아와 재지사족으로서 향촌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嶠南誌』 권11 인물조의 기록을 보면 세조의 등극에 따른 안

동지방 사족 동향을 볼 수 있는데,

權玠, 靷曾孫 官司正 端廟禍 無意仕進 遯本郡 參友鄕稧

南敬仁, 暉珠後 世宗朝武 副使 端庙禍起 歸遯 與權自謙李增諸賢 修友鄕稧以寓忠憤14)

즉, 권개(權玠)와 남경인(南敬仁)은 세조가 등극하자 향리로 돌아와 우향계를 조직

하여 충분(忠憤)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향계란 『영가지(永嘉誌)』

인물조에

李增, 固城人 鐵城府院君原子 中景泰癸酉進仕 蔭仕官至靈山縣監…與府人有耆德者十三人 爲友鄕稧15)

14) 『嶠南誌』卷 11, 安東郡 人物條(蔭仕).

15) 『永嘉誌』卷 7, 人物(寓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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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職 姓名 本貫 官職 姓名 本貫

司勇 權自謙 安東 縣監 裵孝騫 興海

縣監 李  增 固城 副使 南敬身 英陽

司勇 盧孟信 安康 通贊 裵孝訥 興海

司正 南致恭 英陽 司勇 權  琨 安東

進士 南致晶 英陽 副使 南敬仁 英陽

忠贊衛 裵  裯 興海 訓導 裵  禎 興海

別侍衛 權叔衡 安東

官職 姓名 本貫 官職 姓名 本貫

留守 李  浤 固城 佐郞 李  洺 固城

充義 朴  䃞 習讀 權士英 安東

內禁 具仁貞 副正 鄭希周 淸州

縣監 鄭元老 淸州 生員 權士彬 安東

進士 權叔均 安東 縣監 金永銓

上將 權哲從 安東 進仕 南八俊 英陽

奉事 金允离 進仕 權哲經 安東

忠順 南敬智 英陽 15명

라 하고 있어, 이증 등 13명이 조직한 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13명의 관직 및

본관은 〈표 2〉와 같다.

〈표 2〉우향계원 명단

계원 13명의 관직을 보면 모두 유향품관에 해당하고 또 권씨가문은 안동권씨가

12세기에서 14세기말에 걸쳐 이족(吏族)에서 차례로 사족화 되어 갈 때, 재지사족

으로 토착한 한미한 가문16)이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물론 남치공처럼 세조의

행위에 강한 반발을 보인 사람도 있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안동지방 재지사족들

이 지배적 신분으로서의 우월성과 처향(妻鄕)⋅외향(外鄕)이라는 연유로 이 지방

으로 래주(來住)하여 온 척족(戚族)세력들 간의 계적(契的)유대 및 친목도모가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들 13명은 권개, 남경인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로 생각되는데, 남치공은 세조

정난 공신으로 서훈되었으나 훈록을 받지 않았고, 또 뒤이어 주부, 공조좌랑 제수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도리어 이러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오직 군적(軍籍)만을

써 줄 것을 유명(遺命)하였다. 따라서 우향계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가진 사족들의 조직임을 알 수 있다.

〈표 3〉진솔회원 명단

16) 이수건, 1980 『嶺南士林派의 形性』,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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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幸 … 靷 厚 啓經 玠 叔衡 *

叔均 ** 桂 好文

琨 * 士英 **

士彬 ** 橃

婿 李時敏

婿 南義良 治英 八凱

八 俊 

**

權幸 … 允乎 具 世珍 靷 厚 啓經 玠 叔衡

婿 金重實 就用 婿 裵桓

重
婿 權德生 乙衡 當 居約 自 謙 

**

婿 南八凱

哲終(從) **

哲經 **

權幸 … 守洪 子與 允乎 具 世珍 靷 厚 啓經 玠 叔衡

婿 權良俊 精(粹) 燮 用 希正 婿 裵尙志 權 孝長 禎 

婿 權玠

桓 孝崇
裯

*

孝騫 * 祐

진솔회원은 15명으로 이들의 관직도 유향품관에 해당한다. 성씨는 대개 고성이

씨, 안동권씨이나 청주정씨와 본관이 밝혀져 있지 않은 사람이 4명이나 되었다.

안동지방의 재지사족들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향계원과 진솔회원 중

안동권씨와 영양남씨의 가계를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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婿 李繩直 時敏 崇準

宗準

弘準

楠 孝訥

杜 婿 權自謙

軫
婿 李之

成
根安

婿 

裵禎

南君甫 … 有孫 暉珠 敏生 富良 元貴 敬身 *
婿 權哲

從(終)

亨貴 敬仁 *

敬智 **

義良 致英 八俊 **

致晶 *

佑良 致恭 *

婿 裵楠 孝訥

約生
婿 李擔(계

원)
暿

婿 

李增 *
浤 **

洺 **

〈그림 1〉안동권씨가계도

『안동권씨세보』에 의해 작성함

〈그림 2〉영양남씨가계도

『영양남씨세보』에 의해 작성함

* 우행계원

** 진솔회원

가계도를 보면 노맹신을 제외한 12명은 전부 혼인관계로 연결되어있는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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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흥해배씨, 영양남씨 세개 성은 서로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고 있고, 특

히 남씨는 무(武)로, 배씨는 문(文)으로 진출하여 당시 “남무배문(南武裵文)”17)이

라 칭할 정도였다.

우향계를 계승한 세호계와 수호계의 모임 첫해의 참여 인원을 분석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1702(임오) 세호계 명부(봉정사)

칭위 성명 본관 비고 칭위 성명 본관 비고

通德郞 權用正 安東 權士英 6세손 幼學 裵聖龜 興海 裵裯 7세손

幼學 權淮 安東 權士英 5세손 幼學 權斗衡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權斗經 安東 權自謙 7세손 幼學 權斗韓 安東 權士英 6세손

幼學 權蕆 安東 權叔均 6세손 通德郞 南興夏 興海 南致恭 7세손

幼學 權在亨 安東 權自謙 7세손 通德郞 權道矩 安東 權叔均 7세손

幼學 南良賚 英陽 南致恭 6세손 幼學 權斗錫 安東 權自謙 7세손

幼學 權承緖 安東 權叔衡 6세손 幼學 權弼韓 安東 權士英 6세손

幼學 南中直 英陽 南敬身 7세손 幼學 權鼎韓 安東 權士英 6세손

幼學 權任正 安東 權士英 6세손 通德郞 李後植 固城 李洺 7세손

幼學 權斗正 安東 權自謙 7세손 進士 權任矩 安東 權叔均 7세손

幼學 權以時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振安 安東 權叔衡 8세손

幼學 權錫祉 安東 權哲從 6세손 幼學 權義錫 安東 權叔衡 8세손

通德郞 南重賚 英陽 南致恭 6세손 通德郞 鄭錫耈 淸州 鄭元老 7세손

前縣監 權泰時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震發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萬兼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裵聖翊 興海 裵도 7세손

幼學 權東振 安東 權哲從 7세손 幼學 權東始 安東 權哲從 7세손

前郡守 權聖矩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斗南 安東 權士彬 6세손

前縣監 權斗寅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柳正時 全州 權叔均 외8세손

幼學 權柱韓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裵聖麟 興海 裵裯 7세손

通德郞 權萬矩 安東 權叔均 7세손 通德郞 鄭碩耆 淸州 鄭元老 7세손

幼學 權秀韓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權東起 安東 權哲從 7세손

幼學 權震錫 安東 權叔均 6세손 幼學 權斗甲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權漢民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權東佑 安東 權哲從 7세손

通德郞 南亨夏 英陽 南致恭 7세손 幼學 權暹 安東 權士彬 7세손

幼學 權守經 安東 權士彬 7세손 幼學 權運亨 安東 權叔衡 9세손

幼學 李明夏 固城 權自謙 외7세손 前典籍 柳敬時 全州 權叔均 외8세손

幼學 權胤錫 安東 權叔衡 7세손 幼學 權東彦 安東 權哲從 7세손

前郡守 李後榮 固城 李洺 7세손 幼學 權運泰 安東 權叔衡 9세손

幼學 裵世謙 興海 裵裯 6세손 幼學 南金冑 英陽 南致恭 8세손

生員 權愭 安東 權士彬 6세손 幼學 裵斗昌 興海 裵裯 8세손

幼學 權處經 安東 權士彬 7세손 李汝泌 李浤 7세承嫡孫

幼學 權在準 安東 權自謙 7세손

17) 『嶠南誌』 卷 11, 安東郡, 人物條(武科) 南義良 “富良弟 兄弟五人俱登科 時有南武裵文之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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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702년 봉정사에서 개최된 세호계원을 성씨별로 분류해 보면 안동권씨가

44명, 영양남씨가 7명, 고성이씨⋅흥해배씨가 각 4명, 청주정씨⋅전주류씨가 각 2

명으로 총 63명이다. 전솔회원에 없던 청주정씨와 전주류씨가 각 2명이 참여했다.

나머지는 모두 진솔회원의 후손들로서 권자겸의 후손 5명, 권사영의 후손 5명 등

으로 분석되었다.

〈표 5〉1865(을축) 수호계 명부(봉정사)

칭위  성 명 본관     비   고 칭위  성 명 본관     비 고

李庭百 固城 李增 14세손 權國銖 安東 權玠 14세손

權赫孚 安東 權玠 11세손 李晋秀 固城 李增 13세손

權灝元 安東 權玠 11세손 南宗漢 英陽 南致晶 13세손

李瓚 固城 李增 15세손 權章夏 安東 權琨 13세손

南世毅 英陽 南致恭 11세손 李庭奎 固城 李增 14세손

權石龍 安東 權琨 12세손 權翊夏 安東 權琨 13세손

李儲秀 固城 李增 13세손 權載明 安東 權琨 12세손

權載銓 安東 權琨 12세손 李庭鯤 固城 李增 14세손

李彙秀 固城 李增 13세손 裵永錫 興海 裵裯 15세손

權錫重 安東 權琨 12세손 權驪淵 安東 權叔衡 13세손

南鍾成 英陽 南致晶 11세손 權載一 安東 權琨 12세손

李重坤 固城 李增 11세손 南萬星 英陽 南致恭 14세손

權基漢 安東 權玠 13세손 權聖浩 安東 權琨 13세손

李林秀 固城 李增 13세손 權載直 安東 權琨 12세손

李佳秀 固城 李增 13세손 權載纘 安東 權琨 12세손

李庭翼 固城 李增 14세손 權天浩 安東 權琨 13세손

李庭益 固城 李增 14세손 南道吾 英陽 南敬身 13세손

權宅銖 安東 權玠 14세손 權啓永 安東 權琨 13세손

權 安東 權自謙 11세손 權相燮 安東 權琨 15세손

裵晟模 英陽 裵裯 13세손 權載軾 安東 權琨 12세손

權靖夏 安東 權琨 13세손 裵弘翼 興海 裵禎 11세손

權載熙 安東 權琨 12세손 南道源 英陽 南敬身13세손

權震宇 安東 權玠 13세손

1864(을축)년에 결성된 수호계원은 45명으로, 성씨별 구성을 살펴보면 안동권씨

25명, 고성이씨 12명, 영양남씨 6명, 흥해배씨 2명이었다. 안동권씨는 권곤이나 권

개의 후손들이 대부분이며, 고성이씨는 모두 이증의 후손들이다.

연도별 계의 참석인원을 분석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연도별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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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참여인원(侍贊․仰贊․追到 포함) 계회장소 계  명

1478(무술) 13 우향계축

1513(계유) 15 진솔회

1702(임오) 63 봉정사 세호계

1703(계미) 8

1865(을축) 45 봉정사 수호계

1868(무진) 22 봉정사

1872(임신) 29 서악사

1875(을해) 24 운대사

1877(정축) 33 청성서원

1879(기묘) 35 남흥재사

1880(경진) 54 반구정

1881(신사) 58 가수천재사

1882(임오) 73 송파재사

1883(계미) 28 고운사

1886(병술) 75 유곡재사

1887(정해) 64 능동재사

1888(무자) 42 봉정사

1891(신묘) 65 봉정사

1898(무술) 98 능동재사

1903(계묘) 69 광흥사

합계 913

유향계는 총 20회 개최되었는데 연도별 참여인원을 분석해 보면, 참여인원은

913(중복자 포함)명이었다. 최대 참여인원은 최초의 우향계 모임으로부터 7주갑

되던 1898년 능동재사 모임에서 98명이 참여하였다. 매회 평균 46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회의 장소는 안동권씨의 청성서원(靑城書院), 송파재사(松坡齋舍), 유곡재사

(酉谷齋舍), 능동재사, 영양남씨의 남흥재사(南興齋舍), 고성이씨의 반구정(伴鷗亭),

흥해배씨의 가수천재사(嘉水川齋舍) 등에서 열렸으며, 사찰의 경우에는 봉정사, 서

악사(西嶽寺), 운대사(雲臺寺), 고운사(孤雲寺), 광흥사(廣興寺) 등을 이용하였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조직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또는 경

제적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사례의 일

환으로 조선시대 안동지방에 존재했던 계 중 가장 먼저 수계된 「우향계(友鄕

稧)」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서 재지사족들의 결합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우향계원의 대부분은 안동권씨, 흥해배씨, 고성이씨, 영양남씨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여 벼슬길을 버리고 은둔한 志士들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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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계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이난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가진 사족들의 조직임

이 밝혀졌다.

세조의 등극과 그 말년의 유향소 혁파에 따른 것인데, 세조의 등극이 재지사족

세력의 확대라면 유향소의 혁파는 재지사족 세력의 구심점 상실이었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이 왜 세조 말〜성종 초에 우향계를 조

직했는가는 유향소 혁파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향소는 세조 말에 유향품관이 수령과 결탁되어 백성을 침학함에서 혁파되었

다고도 하고, 이시애의 난에 가담함으로써 혁파되었다고도 한다. 이는 세조의 즉

위에 따른 영남지방 사족의 동향을 살핀다면 혁파의 원인이 반 세조세력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세조의 등극에 불만을 가졌던 안동출신 사족들은 대거 낙향하여 유향소를 중심

으로 활동하다가 세조 말에 유향소가 혁파되자 우향계를 조직하여 계속해서 향촌

지배의 핵심세력으로 존재하면서 다시 유향소가 복립 되는 성종 19년까지 안동지

방의 향론을 주도해 갔으리라는 것은 13명의 가계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이다. 이들은 향사당 건립의 주역인 안동권씨와 영양남씨의 후손들이며, 또한 안

동권씨, 영양남씨, 흥해배씨는 서로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19년 사림파의 활동으로 재차 복립된 유향소는 사림파의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재소(京在所)를 통한 훈구파의 지배영역으로 흡수되어 도리

어 사림파에 의해 혁파가 주장되었지만, 안동을 위시한 영남지방에서는 재지사족

중심 기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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