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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후기 안동 상층 鄕吏의 鄕職繼承과 

존재양상

鄭 晟 鶴

이 논문은 족보, 선생안, 그리고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조선후기 안동 

향리의 감영리의 독점과 계승양상, 거주지와 항렬을 통한 동족의식, 그리

고 토지 소유규모를 양반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존재양상을 검토한 것이

다. 

18, 19세기 향직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감영의 영리는 일부 

군현의 향리가문에 의해 독점되었다. 안동의 안동권씨와 안동김씨는 경상

감영의 영리를 독점한 대표적인 향리가계였다. 

영직은 안동권씨, 안동김씨 향리가계 내부에서 직계 장자중심으로 계승

되어 갔다. 영직의 장자중심 계승은 그것을 독점한 가계와 소외된 가계와

의 분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영리를 집중 배출한 가계 내부에서의 경쟁도 

격화시켜 갔다. 이 같은 사실은 향리 가계내부의 분화와 경쟁을 야기하였

다.

향리사회에서 향직의 독점과 소외는 일차적으로 혈연적 결집력을 약화

시켰다. 그들의 거주형태와 항렬자 사용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향리들은 읍치에 거주하였지만 양반의 동성촌락처럼 특정 조상을 공유하

는 후손들끼리 집중적으로 모여 살지 않았다. 그리고 사족화의 길을 선택



했던 일부 가계의 경우는 거주지조차 옮겨갔다. 항렬 사용의 범위와 집중

도도 양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말하자면 향리들의 족적결합은 그 강

도에서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향직의 독점과 소외는 토지 소유규모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

다. 향리의 경우는 족적유대의 미발달로 인해 빈한한 동족을 구제를 강화

하거나 경제활동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향리들의 토지 소유규모의 양극화 현상은 바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리들은 양반과는 달리 동족의 결속과 그들끼리의 공동체

적 대응이 아니라 분산과 개별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근대 이행기의 향리들은 양반과는 달리 동족의 결

속과 공동체적 대응, 그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분산과 개

별화의 길을 통해 근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주요어 : 향리, 영리, 안동, 《토지조사부》, 향직 계승 양상, 항렬

학  번 : 2010-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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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고려 말 지방사회의 지배 집단이었던 鄕吏는 조선전기 계층분화를 겪으

며 士族과 吏族으로 분화되었다. 16세기 이후 사족은 다양한 지배기구와 

조직을 장악함으로써 지배신분인 양반으로 변모한 반면, 이족은 관의 제

반업무를 담당하며 단순 행정 사역계층으로 격하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

로 접어들며 향촌 지배체제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들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국가의 관주도 향촌 통제책으로 인해 양반들이 기존에 

담당했던 부세운영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 사회경제적 변

화를 토대로 새로운 세력의 성장이 활발해지고 관권과의 결탁을 통해 향

촌지배질서에 참여를 시도하며 양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이

다. 반면 향리1)들은 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향촌에서의 영향력

도 커져갔다.

조선후기 향리층에게 관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했던 향직의 수행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양반의 경우 성리학적 지식을 통한 과거급제나 관직, 

혹은 顯祖를 중심으로 결속한 가문이나 문중을 통해 권력이 나온다면, 향

리는 향직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향직은 향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다수의 향리 관련 

연구가 향직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향직 수행자

를 파악함으로써 향리층의 신분변동과 계층구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1) 본고에서 사용하는 鄕吏는 호적대장 말미의 ‘都已上’조에서 戶長과 記官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상

층 향직을 역임한 인물이나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하겠다. 권기중, 2010, 〈향리층의 존재양태〉,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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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연구에서는 假吏층이 향리집단으로 편입한 사례를 통해 조선후기 

향리층의 신분귀속성이 점차 약화된다는 논지가 주를 이루었다.2) 그러나 

최근에는 초기 연구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연구가 학계의 주류를 이루

고 있다. 이훈상은 향리 관련 고문서와 문집 등을 분석하여 일부 주도가

계에서 상층 향직을 독점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리의 편입

이 기존 향리층을 압박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조선후기 향직은 소수의 향

리 가계에 의해 지배되는 寡頭的체제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3) 권기중

은 대구, 단성, 상주 등의 호적 분석을 통해 가리층이 향리와 같은 계층

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향리 가문 가운데 일부 가문들만이 차별적으

로 상층의 향리 집단을 구성한 것은 향리층 내의 분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4) 나선하는 나주 향리사회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세력인 가리의 이서집단 편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향리세력과는 位階질서

에 기초한 읍권이 형성되었고 일부 향리 세력이 주요직책인 公兄을 독점

하는 현상이 19세기 후반까지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5)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향리층의 신분변동과 계층구성에 대한 이해를 넓

힐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향리사회의 향직이 일부 가계로 집

중되는 현상을 신분문제와 계층분화에만 국한시켜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향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지는 못하

였다. 그 결과 양반이나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향리층의 특수성을 밝히지 

못하였다. 최근 향리후손의 근대사회진출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2) 김필동, 1982, 〈조선후기 지방이서집단의 조직구조(상, 하)〉, 《한국학보》28,29; 김준형, 

1987, 〈조선 후기 울산 지역의 향리층 변동〉《한국사연구》56; 1990,〈조선후기 향리층의 변

동- 언양 지역의 예를 통한 접근〉,《경상사학》6.

3) 이훈상, 1998,〈조선후기의 향리〉,《일조각》.

4) 권기중, 2010,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10, 〈18~19세기 감영소재지의 

인구구성과 향리층의 존재양상-경상도 대구부 동상면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71.

5) 나선하, 2006, 〈조선후기 나주 향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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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조선후기 향리층의 집단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기

인했다고 생각된다. 

향리후손들의 근대 사회 진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

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향리 후손들이 근대 사회진출에 대해 성공

적이었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았다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며 연구자들 사

이에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선 향리 후손의 근대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훈상은 稻葉岩吉, 

Gregory Henderson의 연구와6) 현지조사에 근거하여 근대 이후 향리 후

손들로부터 지식인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국회의원도 다수 배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현상은 개항이후 한국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7) 홍성찬은 전라도 全南 同福지방에서 구한말까지 읍권을 

장악하였던 吳氏가문의 근대시기 대지주로의 성장과 부의 세습·관리과정

을 상세히 밝혔다.8) 또 19세기 말에 이미 대지주로 성장한 全南 谷城의 

주요 향리가계들이 근대화를 통해 더 큰 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전국

에서 지명도를 가진 인물을 배출했다고 주장했다.9) 박진철은 나주지역의 

사례를 통해 일제 지배 하에서 변화하는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지방유지로서의 명망도 잃지 않는 향리후손의 

모습을 그려냈다.10)

6) 稻葉岩吉, 1925〈朝鮮社會史の斷面(下)〉《東亞經濟硏究》,; Gregory Henderson, 1968, 

《Korea: The politics of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7) 이훈상, 1998, 《조선후기의 향리》,일조각 1쪽; 1994,〈조선후기의 향리와 근대 이후 이들의 

진출〉, 《역사학보》; 1999,〈논평, 근대이후 향리집단의 사회진출과 지역의식〉, 《한국 근대

이행기 중인연구》, 연세대 국학연구원편, 서신원.

8) 홍성찬, 1992, 〈일제하 동복 대지주의 존재형태-오건기가의 동고농장 경영사례〉《한국근대농

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20세기 전반기 전남 화순군 동복면 일대의 사례》, 지식산업사.

9) 홍성찬, 1999, 〈한말‧일제하의 사회변동과 향리층-전남 곡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근대

이행기 중인연구》, 서신원.

10) 박진철, 2008, 〈조선후기 나주 향리층의 일제하 존재양상〉,《한말 일제하 나주지역의 사회변

동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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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상의 연구들과 달리 향리 후손의 사회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

각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지수걸은 공주지역의 유지집단을 분석하여 그 

가운데 향리 출신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11) 김현영은 근대

화 과정에서 향리는 오히려 식민지 지배에 협력한 지배엘리트로 역할 했

으며, 변동의 주체로 주목해야할 층은 饒戶富民層과 읍권에서 이탈되어 

실세한 양반들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였다.12) 

이와 같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존 연구들이 

개별 사례를 향리 후손 전체의 양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몇몇 사례들

을 통해서 향리 후손 전체의 근대 대응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조선후기 향리층의 집단적인 특징과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을 통해 그

들의 근대 대응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향리층의 집단적인 특징과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향직이 어

떠한 방식으로 후대에 전승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향리들이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향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는 대부분 향직이 부계를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층향직자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일 성관이라 하더라도 父祖의 계열에 따라 향직을 계승한 가

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가 확연히 구분되었다.13) 이러한 과정을 이훈상은 

조선후기 양반의 경우 장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었으나, 향리가계에서는 

현실 대처능력을 갖춘 가계원에게 주요직임이 배정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능력에 기초한 향직 계승을 주도가계가 우월한 가세를 유지하고 결속

11) 지수걸, 1999,〈구한말-일제초기 유지집단의 형성과 향리〉,《한국 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연

세대 국학연구원편, 서신원.

12) 김현영, 1999,〈조선후기 향촌사회 중인층의 동향 -서얼층의 활동을 중심으로-〉,《한국 근대

이행기 중인연구》, 연세대 국학연구원편, 서신원.

13) 권기중, 앞의 책, 178~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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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는 기반으로 이해하였다.14) 그러나 조선후기 향직이 특정 가계

로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향직계승이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직이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었는지에 대해 자

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향직의 일부가계 독점과 계승양상이 향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수향리가계의 향

직 독점과 장자중심의 계승은 향리가계의 분화와 분열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분화는 우선 족적결합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족적결합 강도는 거주형태와 항렬의 사용 범위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향리가계의 분화는 경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경제력의 가장 큰 척도라 할 수 있는 토지소유

규모를 중심으로 향리가계의 경제적 분화를 밝혀 볼 것이다. 

향리층의 족적결합과 경제력을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저명 양반가문

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리층의 집단적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향직을 독점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

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존재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향리 일반이 아니라 경상도 안

동지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안동은 양반 

名族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안동의 향리들 역시 경상도 영리를 독

점 배출하여 향리세가 강한 대표적인 곳이었다. 일반적으로 특정집단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번성했을 때 그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

을 생각하면, 안동은 향리, 나아가서는 양반과의 비교연구에 적절한 지역

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안동은 이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수

의 자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이

14) 이훈상, 앞의 책,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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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주요 자료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족보15) -안동 향직을 독점했던 安東金氏와 安東權氏 향리가계의 

족보와 안동 양반가문의 족보가 전해지고 있다. 

족보를 통해 항렬의 사용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선생안과 《토지조

사부》에 기재된 인명을 족보에서 추적하는 것으로 향직을 역임한 인물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土地調査簿》16) -1913년에서 1914년까지 안동 각 마을의 지주총

대들이 제출한 〈土地申告書〉에 근거하여 작성된 《安東郡 土地調査簿》

에는 지목, 사정일자, 토지평수, 토지소재지,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의 주

소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규모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거

주 동리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지적도가 존재한

다. 지적도를 통해 家垈의 위치 파악하는 것으로써 거주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③《分封記》17) -三公兄을 지칭하는 三行頭가 陞座 할 때 禮錢을 나

누어 낸 것을 기록한 문서이다. 《分封記》에는 19세기 약 50년 동안 예

전을 낸 안동지역 향리들의 姓과 직책, 거주 동리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 

戶名이 기재되어 있다. 

④ 先生案 -1566년 직전부터 1894년 갑오개혁까지 약 330여 년에 

걸쳐 경상감영 영리의 명단을 기록한 《嶺營掾房先生案》18)과 19세기 후

15) 《安東 權氏 大同譜》, 1907,  安東權氏大同譜所.; 안동권씨 한글판 전산대동세보, 2012, 안동

권씨종보사; 《안동권씨 대동보》, 1984, 安東金氏大同譜所,; 《豊山柳氏世譜》, 1985, 豊山柳氏

世譜編纂委員會.

16) 《土地調査簿》는 안동시청에 보관되어 있으며 한국학자료센터의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

을 마친 상태이다.

17) 《分封記》는 안동의 고 김을동이 소장한 고문서 자료로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이훈상교수 개

인 소장 자료이다. 이훈상, 2010, 〈19세기 후반 향리 출신 노년 연령집단과 읍치의 제의 그리

고 포퓰러 문화의 확산〉, 민속학연구 제 27호,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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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영리의 명단인 《營吏官案》19)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선생안과 족보

의 대조를 통해 영리들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8)《嶺營掾房先生案》, 장서각 청구번호 B9D-6. 이하 《영방선생안》으로 지칭하겠음.

19)《營吏官案》, 1987,《慶北地方鄕吏關係古文書資料集成》1 《考古歷史學志》3, 東亞大學校 博物

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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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조선후기 安東鄕吏의 監營吏독점과 계승

조선후기의 향직은 특정 성씨와 가계로 집중되었다. 안동의 향리직 역

시 안동권씨·안동김씨 향리 출신이 독점하였으며,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 

가계에서 경상감영의 영리를 독점 배출하였다.20) 

營吏는 각 군현의 吏房이나 戶長 출신 가운데 차출하여 監營에서 근무

하도록 하였다. 감영의 영리는 관할 도내의 수령에 대한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부세재정, 행정 전반의 일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여러 향리직 가

운데 권한과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이 바로 감영의 영리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부세제도의 변화로 인해 監司의 역할이 가중되면서 감영리의 임

무와 권한도 더욱 증대되어 나갔다. 감영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직을 

두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결국 소수의 특정 가계가 영리를 집중 배출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경상감영에서 근무한 영리의 명단을 기록한 《營房先生案》에 의하면 

1600년대 이전에는 여러 군현의 향리들이 영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안동 향리들이 영리를 독점하며 감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일례로 1687년 이후부터 갑오개혁 이전까지 200여 년간 

감영리 가운데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감영 이방은 총 1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42명이 안동출신이었다.21) 

안동 향리가문 내에서도 특정 성씨, 특정 가계로 향직이 집중되는 현상

이 나타난다. 안동에서 향리를 배출한 성씨는 安東 權氏, 安東 金氏, 驪興 

20) 이훈상, 1998, 〈鄕吏集團 威勢의 地域과 家系에 따른 中層的 構造의 形成〉《조선후기의 향

리》, 일조각.

21) 이훈상, 2006, 〈조선후기 경상도 監營의 영방營房과 安東의 향리사회 -안동 향리사회의 영방 

주도권 유지 전략과 향리 가계들의 상호 견제 기제〉, 《대동문화연구》55호, 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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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氏, 安東 張氏이다. 이 중 여흥 민씨와 안동 장씨는 향리를 배출한 인

원도 적었으며 요직을 역임하지 못한 반면, 안동권씨, 안동김씨 향리는 

안동지역의 고위 향직뿐만 아니라 영리를 집중적으로 배출하여 사실상 안

동의 향리사회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안동권씨 가계에서 조선중기 이후 영리를 배출할 수 있었던 派는 同正

公 棣達派, 副戶長公 時中派, 副正公 通義派, 戶長公 大宜派, 樞派로 총 5

개이다. 이들 派의 영리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파 내부에서도 일부 

가계의 영리직 독점현상이 발견된다.22) 

　 17세기 18세기 19세기

同正公 

棣達派

應錙系 4(14.8%) 6(13.3)% 15(12%)

應錘系 3(11.1%) 9(20)% 46(36.8%)

副戶長 

時中派

若水系 1(3.7%) 1(2.2%) 2(1.6%)

俊敏系 2(7.4%) 6(13.3%) 32(25.6%)

副正公

通義派

孝源系 2(7.4%) 9(20%) 9(7.2%)

成沖系 4(14.8%) 3(6.7%) 4(3.2%)

戶長公 

大宜派
守倫系 8(29.6%) 8(17.8%) 14(11.2%)

戶長公

樞派
理系 3(11.1%) 3(6.7%) 3(2.4%)

　합계 27(100%) 45(100%) 125(100%)

<표 1> 안동권씨 향리 가계의 영리 배출 현황

*비고: 《영방선생안》에 오른 안동권씨 214명 중 출신 가계를 확인하지 못한 17명은 제

외함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안동권씨 5개 파 8개 가계에서 영리를 배출

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8개 가계에서 비교적 비슷한 인원을 배출하였

22) 이훈상, 1998,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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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若水系에서 가장 적은 1명, 守倫系에서 가장 많은 8명을 배출했지만 

비율을 따져 보았을 때 특정 가계의 독점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9세기에는 특정가계의 독점이 확인되는데, 應錘系에서 전체의 

40%가량인 46명을 배출하였고 俊敏系계에서 역시 32명을 배출하여 전체

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若水系에서는 2명, 理系에서는 3명만을 

배출하였다. 19세기 안동권씨 영리의 62.4%를 배출한 應錘系와 俊敏系 

두 가계가 19세기 영방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戶長公 

處商派

嗣宗系 1(14.3%) 10(43.5%) 34(68%)

隆宗系 2(28.6%) 4(17.4)% 3(6%)

戶長公 

生派

聲德系 1(14.3%) 4(17.4%) 3(6%)

聲勳系 0(0%) 1(4.3%) 2(4%)

別狀公 

洪派
就成系 3(42.9%) 3(13%) 8(16%)

戶長公 

元水派
硎系 0(0%) 1(4.3%) 0(0%)

합계 7(100%) 23(100%) 50(100%)

<표 2> 안동김씨 향리 가계의 영리 배출 현황

*비고: 《영방선생안》에 오른 안동김씨87명 중 출신 가계를 확인 못한 7명은 제외함23)

<표 2>를 통해 안동김씨 향리가계의 영리배출 역시 안동권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김씨 향리 역시 17세기에는 別

狀公 洪派 就成系에서 가장 많은 3명을, 戶長公 處商派 嗣宗系와 戶長公 

生派 聲德系에서 1명을 배출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호장공 처상파 사종계의 약진이 시작되다가 결국 19세기에는 戶長公 處

23) <표1>과 <표2>는 이훈상, 1998, 앞의 책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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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派 嗣宗系에서 안동김씨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34명을 배출하며 영

리직을 독점하고 있다. 

10 19 20 21 22 23 24

棣達 世弼
　

謹
　 　 　

　
誠

　 　

　 　
瑠 孝忠

　

　
孝淑 應緇

　 　

　
應錘 得正 泓 권희학파

　 　 　 　

　
澂

53명의영리

배출　

<그림 1> 안동권씨 同正公 棣達派 가계도

1 6 13 14 15 16

宣平 處商 興 嗣宗 稱益
　 　 　 　 　

　
光益 汝豪

40명의 

영리배출　 　 　

　
汝傑

　

　 　

　
汝俊

　 5명의 

영리배출　 　

　
汝英

　

　 　

　
隆宗

　

　 　

<그림 2> 안동김씨 戶長公 處商派 가계도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향리 가계 가운데 각각 영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同正公 棣達派 應錘系와 處商派 嗣宗系의 가계도를 통해 19세기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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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배출한 가계의 가계도를 확인해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우선 <그림 1>을 통해 안동권씨 同正公 棣達派 應錘系의 가계도를 살펴

보면 始祖 權幸으로부터 棣達은 10세손이고 應錘는 22세손이다. 응추는 

두 명의 손자를 두었는데 泓의 후손은 영조 戊申亂을 제압하는데 공을 세

워 사족화 하였고, 澂의 후손은 영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53명의 영리

를 배출하는 명문 향리가계로 성장하였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안동김

씨 戶長公 處商派 嗣宗系는 시조 金宣平의 후손으로 6세인 戶長公 處商

을 중시조로 하고 있고 嗣宗은 14세손이다. 사종의 손자 汝豪의 후손 가

운데 40명의 영리를 배출하였다.

족보와 《영방선생안》과의 대조를 통해 안동권씨 棣達派의 경우 澂의 

후손에서 53명의 영리를, 안동김씨 嗣宗系의 경우 汝豪의 후손 가운데 

40명의 영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24) 이들 두 가계의 영직 계승을 <표 3>

으로 나타내보았다.

24)《영방선생안》의 이름과 족보상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출생년도와 字가 같은 경우 동일

인으로 처리하였다. 이훈상은 〈조선후기 경상도 監營의 營房과 安東의 향리사회 -안동 향리사

회의 영방 주도권 유지 전략과 향리 가계들의 상호 견제 기제〉에서 안동권씨 應錘계 영리를 

58명, 汝豪 후손역시 44명을 확인하였으나 필자는 각각 53명, 40명만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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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계승자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합계

장자계승 1 1 2 2 4 1 7 6 5 29(55%)

차자계승 1 1 2 1 2 1 4 　 11(21%)

삼남 이하 

계승
　 　 1 1　 2　 　 2　 　 1 7(12%)

기타　 　 　 　 1 1 1 2 　 6(12%)

합계 1 2 4 6 8 4 12 10 6 53(100%)

<표 3> 안동권씨 同正公 棣達派 澂 후손의 영리직 계승         단위:명

   　세대

계승자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합계

장자계승 1 2 2 3 4 5 2 5 3 27(68%)

차자계승 1 　 1 　 1 　 2 　 1 6(15%)

삼남 이하 

계승
　 　 　 　 　 　 　 　 　 0(0%)　

기타　 　 1 2 　 1 3 　 　 　 7(18%)

합계 2 3 5 3 6 8 4 5 4 40

<표 4> 안동김씨 戶長公 處商派 汝豪 후손의 영리직 계승      단위:명

장자계승의 경우 영직이 장자에게 전승된 것이고, 장자가 비록 영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장손으로 전승된 경우도 장자 계승으로 보았다. 직계자

손에게 영직이 계승되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기타에 포함시켰다. 

<표 3>을 통해 안동권씨의 영리직은 대부분 직계 자손에게로 이어졌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직계자손 가운데서도 특히 장자중심으로 

계승이 되었다. 반면 기타에 해당하는 6명(11%)만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

지 않고 영리직에 차임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영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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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의 후손은 영직에 오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안동김씨 汝豪 후손 역시 안동권씨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장자계승이 전체 40명 가운데 27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고, 

영직을 수행하지 못한 자의 아들이 영리로 차임된 것은 총 7명밖에 되지 

않는다. 

안동에서 영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두 가계의 영직 계승양상을 통해 영

직이 장자중심의 직계자손에게 전승되었으며, 영리직을 수행하지 않은 자

의 아들이 영리로 차임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리 선정이 현직 영리가 후임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25) 현직 영리가 후임 선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직계자손 가운데서도 주로 적장자에게 영리직을 계승시켰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영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가

계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출신가계가 능력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에 전라감영의 영리였던 李德龜는 영리를 세

습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 그가 영리로 근무하며 다른 가문으로부터 많

은 공격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이 대대로 영리를 한 집안과 이덕구처럼 當

代에 영리를 한 집안의 격이 다르다든가, 출신이 한미하다든가 하는 것들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6) 간혹 이덕구와 같이 상층향직을 역임

하지 못하였던 가계에서도 영리가 배출되었지만 이미 요직을 차지하고 있

던 다른 명문향리가계의 배척 속에서 그 직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덕구는 자식에게 영리직을 계승시키지 못하고 향

직에서 물러나 생을 마감한다. 

25) 김현영, 2006,〈조선후기 한 營吏의 일생 -李德龜(1701~1774)의 石泉遺稿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82호, 한국사학회, 166쪽.

26) 김현영, 2006, 위의 책,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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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 향직의 일부가계 독점 현상은 장자 중심의 직계자손에게 향직이 

계승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직을 집중 배출한 가계라 할지라

도 모든 가계원이 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장자 중심의 

직계가족에게 향직이 이어지며 향역에서 벗어난 다수의 가계원이 존재하

였다. 그런데 한번 향역에서 멀어진 자들에게 다시 향직을 맡을 기회는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향직이 동족과 같은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계승되

는 것이 아니라 좁은 범위의 직계 가족에게 향직이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단성현에서는 3대 이상 비향역자로 호적에 등재된 경우 더 이상 호적에 

향리의 직역을 사용하지 않았다.27) 이것은 안동 영리를 집중 배출했던 안

동권씨 체달파 징 후손, 혹은 안동김씨 호장공 처상파 여호 후손일지라도 

향직을 수행하지 못한 채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향리로서 존재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향직 계승 양상은 향리층의 존재양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

다. 우선 향직을 수행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 간에 분화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화는 결국 향리 가계의 결속과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누대에 걸쳐 향직을 독점하는 가계와 그렇

지 못한 가계 사이에 경제적 분화도 일정하게 진행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27) 권기중, 2010, 앞의 책,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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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향리가계의 족적결합

조선후기 향직을 수행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의 관계는 그들의 족

적결합 강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양반들은 향촌사회에서 

지배층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동족 간에 유대와 결속을 공

고히 하였다. 양반들은 넓게는 족보의 간행과 항렬자의 사용을 통해, 좁게

는 종가를 중심으로 특정 촌락에 거주공간을 집중하고, 다양한 조상의 현

양사업을 통해 동족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리가

계의 거주공간과 항렬의 사용을 양반과 비교한다면 족적결합의 정도를 파

악할 수 있다. 

1. 거주형태

향리들은 수령을 보조하며 관아의 제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읍치

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따라서 안동의 읍치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권씨와 김씨는 향리의 후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안동의 읍치는 

府內面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내면 안동권씨와 안동김씨의 존재는 1914

년의 土地調査簿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 부내면의 동리는 <그림 

3>과 같다.

   

28) 이수건, 1989,《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35쪽; 권기중, 2010,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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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동 부내면 지도

《土地調査簿》에서 부내면을 주소로 하고 있는 인물은 총 1,564명이

다. 그 가운데 향리 후손으로 추정되는 권씨와 김씨는 793명으로 전체의 

51%에 해당한다. 물론 土地調査簿가 토지소유자만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치를 1914년 전후의 실제 가구 수로 파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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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씨

동리
권,김(A) 타성 전체(B) 비율(A/B*100)

法尙洞 116 22 138 84%

栗世洞 64 24 88 73%

新世洞 100 40 140 71%

駑下洞 77 31 108 71%

安幕洞 52 22 74 70%

玉洞 81 40 121 67%

龍上洞 95 89 184 52%

東部洞 42 41 83 51%

西部洞 88 112 200 44%

泥川洞 40 74 114 35%

松峴洞 19 96 115 17%

安奇洞 19 180 199 10%

합계 793 771 1,564 51%

<표 5> 부내면 거주자 거주동리

<표 5>를 통해 향리후손으로 추정되는 권씨와 김씨 793명의 거주 동

리를 살펴보면 法尙洞, 栗世洞, 新世洞, 駑下洞, 安幕洞에 집중적으로 거

주하였다. 그에 반해 泥川洞, 松峴洞, 安奇洞과 같은 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권,김씨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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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안동김씨

동 비율 동 비율

법상동 71(17%) 옥동 46(12%)

용상동 62(15%) 서부동 46(12%)

신세동 55(13%) 법상동 45(12%)

노하동 43(10%) 신세동 45(12%)

서부동 42(10%) 노하동 34(9%)

율세동 36(9%) 용상동 33(9%)

옥동 35(8%) 율세동 28(8%)

안막동 25(6%) 안막동 27(7%)

동부동 19(5%) 이천동 24(6%)

이천동 16(4%) 동부동 23(9%)

안기동 11(3%) 송현동 12(3%)

송현동 7(2%) 안기동 8(2%)

합계 422(100%) 합계　 371(100%)

<표 6> 부내면 거주 권씨·김씨 동리

<표 6>을 통해 안동권씨와 안동김씨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안동권씨는 

법상동, 용상동, 신세동에 집중적으로 살았고 안동김씨는 옥동, 서부동, 

법상동, 신세동에 비슷한 비율로 거주한 것을 알 수 있다.

《土地調査簿》의 거주지 분포를 조선후기 안동지역 향리 관련 고문서

인 《分封記》에 나타나는 거주지와 비교할 수 있다. 조선후기 三公兄이 

陞座 할 때 禮錢을 나누어 낸 것을 기록한 《分封記》에는 권씨와 김씨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이 안동의 향리임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자료

에는 성과 함께 戶奴名, 거주동이 기재되어 있어 제한적이지만 향리들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서별로 호노의 이름이 같은 경우 동일인물로 

파악했다. 호노 한명의 이름에 복수의 동리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

다. 가령 丁得의 경우 壬寅年에는 법곡으로, 癸未年에는 율리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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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인물로 파악했다.29) 그 결과 <표7>과 같이 총 

72명의 거주 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씨 김씨

거주동 인원 거주동 인원

法谷 18 法谷 7

新世 12 城谷 3

城谷 11 梨洞 3

栗里 6 堂北 2

校洞 1 栗里 2

堂北 1 廣石 1

玉里 1 校洞 1

　 金谷 1

　 　 新世 1

　 　 玉里 1

합계 50 합계 22

<표 7> 《分封記》의 권씨와 김씨의 거주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해 지명의 변동이 있어 《분봉기》와 

《土地調査簿》의 지명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강을 살펴보는 데는 큰 문

제가 없다. 《분봉기》에 향리들이 많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지명을 

《土地調査簿》가 작성된 시기의 지명으로 바꾸면 법곡은 법상동, 성곡은 

용상동, 율리는 율세동이다.30) 

이를 토대로 <표 7>을 다시 살펴보면 안동권씨의 경우 법상동에 가장 

많은 18명, 신세동에 12명 용상동에 11명 율세동에 6명의 순으로 거주했

29) 권씨 가운데 4명이 2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고 2명이 3개의 주소를, 김씨는 2명이 2개의 주

소를 가지고 있었다. 

30)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1984,《경상북도지명유래총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안동민속박물관, 

2002, 《안동의지명유래》, 안동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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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土地調査簿》상에 나타나는 거주 순서와 거의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안동김씨 역시 법상동, 용상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土地調査簿》에 집중적으로 거주한 동과 대체로 일치

하고 있다. 즉 권씨와 김씨는 부내면 내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동이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가계별로 동일한 곳에 모여 거주지를 형성했는지, 또 향직을 

수행한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들의 거주지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비교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족보의 이름을 《土地調

査簿》에서 대조를 해보았다. 안동권씨와 김씨 가운데 영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두 가계인 안동권씨 同正公 棣達派 澂 후손과 안동김씨 戶長公派 

汝豪 후손들이 읍치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1913년 당시 토지소유자로 등록되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나이를 13

세 이상으로 가정하고 그들의 조상 가운데 3대 이내에 영리를 배출한 인

물을 추려보면 澂과 汝豪 후손에서 각각 134명과 46명을 확인할 수 있

다.

　거주동리

성씨 부내면 기타 미확인자 합계

안동 권 25(19%) 36(27%) 73(54%) 134

안동 김 15(33%) 5(11%) 26(56%) 46

<표 8> 향리후손의 족보와 《土地調査簿》의 인명 비교          

                                                         단위:명

징 후손과 여호 후손 가운데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물을 토지조사부

에서 확인해본 결과 <표 8>과 같이 족보상의 이름 절반 이상을 《土地調

査簿》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안동권씨·안동김씨 모두 50% 이상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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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으며 부내면이 아닌 다른 면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수가 존재하였

다. 주소지가 부내면으로 확인된 안동권씨 25명과 안동김씨 15명 역시 

족보상의 인물과 동일인물인지 여부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土地調査簿》에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人名과 거주 洞名 외에 다른 정

보가 없다. 따라서 주소와 이름만으로 동일 인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후기와 20세기 초의 거주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부자·형제간

에는 동일 동리에서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향리 후손 가운데 《土地調査簿》부내면에서 확인이 되는 인물일지라도 

그의 아버지나 형제는 다른 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또 토지조사부가 작성된 1914년대는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양반가계 뿐만 

아니라 향리가계에서도 대부분 대동항렬자를 사용한 시기였기 때문에 족

보와 《土地調査簿》 양쪽에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은 

족보와 《土地調査簿》의 대조를 통해 향리가계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것

을 더욱 어렵게 했다. 

족보와 《土地調査簿》의 인명 대조가 쉽지 않은 현상은 비단 澂후손

과 汝豪 후손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향리 가계 대부분에 해당하

는 것이었다. 반면 양반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안동의 명문가의 후

손들은 대부분 족보의 이름을 《土地調査簿》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거주

지 역시 그들 성씨가 동성촌락을 형성했다고 알려진 지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향리 후손들이 토지가 없거나 안동에 더 이상 거

주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한 

인물들은 안동의 최고 명문 향리 가계의 후손이었으며 영리를 불과 몇 해 

전까지 역임한 자의 직계 후손임을 생각하면 토지가 없거나 그들의 기반

이 있던 안동을 떠났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족보의 인명을 《土地調査簿》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이유로 改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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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개명은 일반적이었다. 

양반은 물론이고 노비들도 종종 개명을 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1) 

향리들 역시 개명을 통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

다. 18세기에 전라도 영리를 역임한 李德龜의 경우 일생동안 총 4개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그 형제들 역시 2~3개의 別名을 사용하였다.32) 또 

《영방선생안》과 족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혈연관계, 字, 그리고 生年

을 통해 동일인물이 확실함에도 두 곳에 사용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모든 계층에서 개명이 일반적이었다면 향리후손들만 유

독 《토지조사부》와의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향리가계의 족보 편찬 과정에서 대동항렬자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안동권씨의 경우 1907년에 대동

항렬이 제정되었는데, 안동권씨 향리후손들은 1907년 이전에 태어난 인

물들도 족보에는 대동항렬을 사용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

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 안동 최고의 거부로 알려진 權台淵은 영리를 

다수 배출한 부호장공파 후손으로 대동항렬자가 제정되기도 전인 1880년

에 태어났다. 그러나 족보에는 안동권씨 31세 대동항렬자인 丙을 사용한 

丙鍵이라는 이름으로, 《土地調査簿》에는 台淵으로 기재되어 있다. 안동

김씨 역시 18세기 초엽에 대동항렬자를 제정했지만 향리가계에서는 대체

로 20세기 초반 인물들부터 대동항렬자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리 가

계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사용한 이름(《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름)

과 대동항렬자를 사용한 족보의 이름이 달랐던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또 다른 경상 감영리 인명부인 《營吏官案》과 족

31) 정진영, 2000, 〈18세기 호적대장 ‘戶口’기록의 검토 -<族譜>·<同案>類와의 비교〉, 《한국중

세사논총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32) 김현영, 2006,〈조선후기 한 營吏의 일생 -李德龜(1701~1774)의 石泉遺稿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82호, 한국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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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인명 대조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營吏官案》에는 안동권씨 안동김

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영리관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

씨와 김씨 가운데 대동항렬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름은 한명도 없었다. 그

러나 족보에는 동시대를 살았던 대다수 향리들이 대동항렬자가 포함된 이

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향리들이 20세기 초반 족보 편찬과정에서 실

제 사용한 이름이 아닌 대동항렬자를 포함한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향리 후손이라는 것을 숨기고 양반의 질서로 빠르게 편입되고자 했기 때

문이라고 추측된다.33) 

향리후손의 족보와 《토지조사부》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향

리 후손의 가계별 거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졌

다. 그러나 향리들의 거주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존재한

다.

먼저 《土地調査簿》와 지적도를 통해 향리와 양반의 家垈 분포를 비

교함으로써 거주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향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였던 법상동과 양반들이 동성촌락을 형성했던 풍산류씨 

세거지 하회동과 의성김씨 세거지 천전동의 垈 분포를 지적도를 통해 나

타내 보았다. 

33) 權寧○(안동권씨대종회 관계자)의 구술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일부 향리 후손들은 그들이 향리 

후손이라는 사실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싫어하며 강하게 부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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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향리 거주지 가대분포    

                          (법상동)

  *비고: =권씨 =김씨 =타성

 

<그림 5> 양반 거주지 가대 분포  

                          (하회동)

  *비고: =풍산류씨 =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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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양반 거주지 가대 분포      

                      (천전동)

  *비고: =의성김씨  =타성

위의 <그림 4>는 법상동 전체에서 가대만 표시한 것이고 <그림 5>, 

<그림 6>은 각각 하회동과 천전동에서 가대가 집중 분포한 곳을 잘라낸 

것이다. 먼저 <그림 4>를 통해 향리들의 거주지로 알려진 법상동을 살펴

보면 권씨·김씨의 가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분포를 확인하면 권씨·김씨·타성이 잡거하고 있어 동일 성씨끼리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양반들의 거주지로 알려진 

하회동과 천전동은 타성의 가대를 거의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

운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리가

계는 양반처럼 동족간의 결속이 용이한 형태로 거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부 가계의 거주지를 《토지조사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 향리가계원의 이탈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조사부》에서 

거주지가 확인되는 인물은 바로 안동권씨 澂의 4대손 昌始 후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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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26 27

○澂 ○命達 ○億均
　 　 　

　
○兆均 ○德寬

　 　

　
德顯

　

　
○德來 ○昌實

　 　 　

○昌質
　

○昌擇
　

昌始 >
　

龍稱
　

<그림 7> 안동권씨 昌始 후손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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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9 30 31 32 33

昌始 永琓 啓用 秉弘 大錘 重鈺 泰穆　 　 　 　 　 　
　 　 　 　 泰麟　 　 　 　
　 　 　 大相 重慶 泰鎭　 　 　 　 　
　 　 　 　 重璣　 　 　 　
　 　 　 大三 重昊　 　 　 　
　 　 　 重旭　 　 　
　 　 秉一 大健 重國　 　 　 　
　 　 秉七 度夏　 　 　 　
　 　 秉九 大恒　 　 　 　
　 啓老 載鍾 丙淑 重夔　 　 　 　

*비고: 1. ○표시는 영리를 역임했음을 의미.

   2. 음영이 처리된 인명은 《土地調査簿》상에 豊山面 幕谷洞에 거주한다고 나타남

<그림 7>에서 음영이 처리된 인명들은 《土地調査簿》에서 豊山面 幕

谷洞의 주소를 가진 인물들로 가까운 일가족이 동일 동리에 거주하는 것

을 보았을 때 족보의 이름을 《土地調査簿》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수의 

향리 후손으로 판단된다.

昌始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영리를 역임하지 않았으며 안동 

향리의 명단인 〈安逸班先生案〉34)에서도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향직을 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창시의 후손들은 

막곡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한 것이 《토지조사부》를 통해 확인된다. 창시

34)〈安逸班先生案〉, 장서각 청구번호 B9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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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손들이 이곳에 언제 정착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족보

상에 창시의 묘소가 막곡동에 있고 그 후손들도 그 인근에 繼葬한 것을 

통해 창시 대에 이곳에 정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향리들이 읍

내에서 外村으로 물러나 거주하는 것을 退村이라 하는데 창시 생존 시에 

退村한 듯하다. 안동에서는 “감영리로 퇴촌하면 양반이 된다”고 하였

다.35) 창시도 퇴촌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양반사회로의 편입을 시도했

다. 권희학을 추숭하기 위한 鳳岡影堂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확

인된다.36) 창시의 동생인 龍稱도 司馬試 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과거시험

을 준비하며 부내면을 떠났을 것이다.37) 

여말선초 이래 향리들은 退村을 통해 사족으로 전환해 갔다. 조선전기 

이후 신분제가 공고해지면서 읍치를 떠나 外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

이 전적으로 사족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내내 창시와 같은 

상층 향리들이 읍치 외곽으로 이주하는 것이 확인된다.38) 중요한 점은 이

들의 이주가 양반화의 과정이든, 향역에서의 소외로 인한 몰락화의 과정

이든 지속적으로 그들의 근거지로부터 이탈되어 갔다는 것이다. 결국 향

리가계는 양반가문이 동성촌락과 종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간 것과는 반

대로 점차 이탈과 분산의 길을 걸었음을 의미한다.39)

35) 權寧○ 구술(안동권씨대종회 관계자).

36) 이수환, 2012, 〈조선후기 안동 향리 권희학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봉강영당 건립〉,《대

구사학》106, 224쪽.

37) 崇禎三己酉式年司馬榜目, 하버드 옌칭 도서관. 용칭은 정조(正祖) 13년(1789) 기유(己酉) 식년

시(式年試) 진사 三等 제74인으로 합격하였다.

38) 이훈상, 1990, 〈향리집단과 양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분 차등적 종족 질서의 확립과 신분상

승에 대한 제약-《거창 신씨 세보》의 간행과 향리파의 편입-〉《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39) 權寧○씨의 구술에 따르면 향리가계에는 중시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종가의 형태의 조직은 없

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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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렬사용과 그 범위

족적결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항렬의 사용을 알

아보는 것이다. 안동 향리가의 항렬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후기 

5명 이상의 영리를 배출한 가계의 세대별 인원수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

과 19세기 후반까지 영리를 배출한 가계라 할지라도 그 인원수에 있어서

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가계

세대

同正公 棣達派 副正公 通義派
副戶長公 

時中派

戶長公

大宜派

得宗

(22)

得禮

(22)

澂

(22)

石堅

(23)

益堅

(23)

復潤

(23)
有棱(21)

柱望

(24)

22 　 　 　 　 　 　 1 　

23 1 1 2 　 　 　 1 　

24 3 2 2 1 1 3 4 　

25 7 3 6 1 5 3 7 2

26 13 8 16 3 3 11 16 6

27 21 17 37 7 3 10 27 12

28 42 36 58 10 5 10 50 17

29 55 73 102 11 9 9 67 24

30 90 100 175 17 11 7 65 48

31 111 122 232 19 　 5 76 57

32 109 　 　 　 　 10 　 62

합계 452 362 630 67 36 65 314 228

<표 9> 안동권씨 영리배출 가계 世代별 인원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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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세대

戶長公  處商派 別狀公 洪派

汝豪(16) 汝俊(16) 是亟(16) 之烱(20)

17 1 1 1 　

18 4 2 1 　

19 9 2 5 　

20 14 5 9 　

21 21 5 8 2

22 31 5 17 3

23 45 5 29 3

24 73 9 22 8

25 103 13 22 24

26 　 　 　 27

27 　 　 　 36

28 　 　 　 49

29 　 　 　 58

30 　 　 　 91

31 　 　 　 　

합계 301 47 114 301

<표 10> 안동김씨 영리배출 가계 世代별 인원     단위:명

*비고: 이름 옆 괄호는 해당인물의 世代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영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계는 안동권씨 同正公 澂후손

과 안동김씨 汝豪 후손들이다. 이들 두 가계는 각각 600, 300여명으로 

번성하였다. 그에 반해 중시조로부터 10세대 가까이 지나도록 세대별 인

원이 겨우 10~20명 안팎인 경우도 존재하였다. 바로 안동권씨 副正公 通

義派나 안동김씨 戶長公 處商派 汝俊, 是亟의 후손은 타 가계에 비해 상

대적으로 세대별 인원이 적다. 이들 가계는 조선후기 영리를 배출했지만 

그 인원이 소수였기 때문에 영방의 주도권을 행사한 가계로 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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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은 가계간의 갈등이나 다른 이유로 다수의 인물이 족보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족보의 인원 누락을 증명

해줄 2차 사료가 부족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설령 족보상에 누락이 없

다하더라도 한 세대에 10여명의 항렬을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총 인원수가 일정 수를 넘어가는 가계들을 대상으로 항렬 사용을 

확인해 보았다. 

가계　

세

대

同正公 棣達派
副戶長公 

時中派

戶長公

大宜派
世益(23) 世傑(23) 澂(23) 有棱(21) 柱望(24)

항렬

종류
범위

항렬

종류
범위

항렬

종류
범위

항렬

종류
범위

항렬

종류
범위

22 　 　 　 　 　 　 1 형제 　 　

23 　 　 　 　 　 　 1 4촌 　 　

24 1 형제　 1 형제　 1 형제 1 형제 　 　

25 2 형제 1 형제 2 4촌 1 8촌 1 형제

26 2 6촌 1 4촌 2 8촌 1 10촌 1 4촌

27 3 8촌 2 8촌 2 8촌 3 12촌 1 6촌

28 5 8촌 2 8촌 3 10촌 5 14촌 1 8촌

29 2 10촌 3 10촌 3 12촌 5 16촌 3 8촌

30 3 14촌 10 10촌 4 14촌 3 14촌 5 12촌

31 3 16촌 3 12촌 　 　 　 　 3 14촌

32 3 18촌 　 　 　 　 　 　 　 　

33 3 18촌 　 　 　 　 　 　 　 　

<표 11> 안동권씨 향리가계의 항렬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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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세대　

戶長公 處商派 別狀公 洪派

汝豪(16) 之烱(20)

항렬종류 범위 항렬종류 범위

18 1 형제 　 　

19 1 4촌 　 　

20 1 6촌 　 　

21 2 8촌 　 　

22 3 10촌 1 형제

23 2 12촌 1 4촌

24 2 14촌 1 4촌

25 4 16촌 2 4촌

26 3 16촌 3 6촌

27 　 　 4 8촌

<표 12> 안동김씨 향리가계의 항렬 종류와 범위

<표 11>, <표12>는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가운데 향리가계의 항렬 사

용과 그 범위를 각 가계의 중시조를 기준으로 대동항렬이 사용되기 이전 

세대까지 파악해 본 것이다. 이들 향리가의 항렬 사용 양상을 양반과 비

교하기 위해 안동의 양반 가계인 佳日洞에 거주한 안동권씨와 河回洞에 

거주한 풍산류씨의 항렬 사용 양상을 <표 13>로 나타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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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씨

세대

안동 권  

權宏(21)

  성씨

세대

풍산 류        

柳成龍(12)

항렬

종류
범위

항렬종

류
범위

22 1 형제　 13 1 형제

23 1 형제　 14 1 4촌

24 1 4촌　 15 1 6촌

25 1 6촌 16 2 8촌

26 1 8촌 17 2 10촌

27 1 10촌 18 2 12촌

28 2 12촌 19 3 14촌

29 2 14촌 20 3 16촌

30 4 16촌 21 2 18촌

31 5 18촌 22 2 20촌

32 3 20촌 23 　

<표 13> 양반가 항렬 종류와 범위

*비고: 1.종류는 각 세대에 사용되었던 항렬의 수 

      2.범위는 항렬자 가운데 가장 넓은 사용된 항렬의 범위

위의 <표 11>, <표 12>, <표 13>을 통해 항렬의 종류와 범위를 비교

해 보면 향리가와 양반가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향

리·양반가 모두 복수의 항렬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10촌을 넘는 

族의 범위에까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향리

가계에서 더 많은 항렬 종류와 좁은 촌수에서 특정 항렬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된다. 안동권씨 동정공파 세걸의 후손 가운데 30세에는 10개의 항렬

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데 <표 11>, <표 12>, <표 13>에 기재된 향리

가계와 양반가계의 항렬 범위는 가장 넓은 촌수에서 사용된 것의 범위이

지만, 해당 범위내의 모든 구성원이 그것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 35 -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수의 인원만 사용한 항렬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 인원의 촌수가 10촌이라면 항렬의 범위가 10촌으로 표시되는 것이

다. 또한 10촌의 범위에 사용되는 항렬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다른 항렬

을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별로 항렬자의 사용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

세대
世益 世傑 澂 有棱 柱望

24 　 　 　2/2(100%) 3/7(43%) 　

25 3/7(43%) 　 3/6(50%) 15/16(94%) 　

26 7/13(54%) 7/8(76%) 13/16(81%) 25/27(93%) 7/7(100%)

27 12/21(57%) 11/17(65%) 30/37(81%) 35/50(70%) 12/12(100%)

28 9/42(21%) 19/36(52%) 35/58(60%) 22/67(33%) 14/17(82%)

29 25/55(45%) 27/73(37%) 68/102(67%) 24/65(37%) 6/24(25%)

30 49/111(44%) 17/100(17%) 73/175(42%) 31/76(40%) 17/48(35%)

31 　 　 　 　 12/57(21%)

합계 105/249(42%) 81/234(35%) 224/396(57%) 155/308(50%) 68/166(41%)

<표 14> 안동권씨 향리가계 항렬자 사용인원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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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세대
汝豪 之烱

19 9/9(100%) 　

20 14/14(100%) 　

21 13/21(62%) 　

22 25/31(80%) 4/4(100%)

23 38/45(84%) 4/4(100%)

24 61/73(84%) 7/9(78%)

25 　 11/25(44%)

26 　 10/28(36%)

27 　 7/36(19%)

합계 160/193(83%) 43/106(41%)

<표 15> 안동김씨 향리가계 항렬자 사용인원

                                           단위:명

 가계

세대
權宏(안동권)

 가계

세대
柳成龍(풍산류)

24 6/6(100%) 14 6/6(100%)

25 8/8(100%) 15 10/10(100%)

26 16/16(100%) 16 13/30(43%)

27 21/22(95%) 17 42/47(89%)

28 29/34(85%) 18 64/84(76%)

29 24/44(55%) 19 71/113(63%)

30 51/64(80%) 20 150/166(90%)

21 211/218(97%)

합계 　155/194(80%) 합계 567/674(84%)

<표 16> 양반가계 항렬자 사용인원                     단위:명

*비고: <표 14>,<표 15>,<표 16>에 나타난 인원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항

렬의 사용을 나타낸 것

위의 <표 14>, <표 15>, <표 16>은 각 세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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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항렬의 사용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향리 가

계 가운데 澂 후손과 汝豪후손이 특정 항렬의 사용인원이 가장 높았다. 

이들은 각각 57%와 79%의 인원이 특정항렬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두 

가계를 제외하면 가장 넓게 사용된 항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50% 이

하만이 특정 항렬을 사용했다. 반면 양반 가계의 경우 전체에서 안동권씨

는 80%, 풍산류씨는 84%의 높은 비율로 특정항렬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汝豪후손을 제외한 모든 향리가계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항렬 사용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촌수가 멀어진 친척들과도 

항렬을 사용하며 동족이라는 유대로 결속하는 모습이 아니라 좁은 단위에

의 결속이 보이는 것이다. 반면 양반가의 경우는 간혹 특정 세대에서 낮

은 비율이 나타나더라도 다음 세대에 다시 높아진다. 안동권씨의 경우 29

세에 55%만이 항렬을 사용하였지만 30세에 80%로 항렬 사용 비율이 높

아졌으며 풍산류씨도 19세에는 63%만 사용했지만 다음 세대에 90%, 

97%로 높아졌다. 이런 경우는 가계 내부의 결집력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

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양반가에서는 촌수가 멀어진 가계원들도 중시조

를 중심으로 결집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향리가계에서는 지속적

인 가계원의 이탈과 분화를 발견할 수 있다.

향리가계의 이탈이나 분화는 다만 양반과의 항렬자의 비교에서만 확인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의 핵심 향리세력들은 향직을 벗어나 사족화의 

길을 걸었다. <그림 1>의 가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홍과 징은 동정

공 체달파의 후손으로 형제이다. 홍의 후손 權喜學은 1728년(영조 4) 李

麟佐의 난을 평정한 공을 인정받아 揚武原從功臣 2등에 책봉되었고 그 

뒤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는 등 안동 향리사회에서 공훈·관직으로 압

도적인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이후 권희학의 후손들은 유학을 칭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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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화에 성공하였다.40) 반면 징의 후손은 안동권씨 가운데 가장 많은 영리

를 배출한 명문 향리가계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들 두 가계의 항렬을 비

교하면 사족과 향리가계의 항렬사용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

가계　

세대

    泓 후손(사족)        澂 후손(향리)

항렬종류 사용인원 항렬종류 사용인원

24 1 2/2(100%) 1 2/2(100%)　

25 1 2/3(67%) 2 3/6(50%)

26 1 5/6(83%) 2 13/16(81%)

27 1 6/6(100%) 2 30/37(81%)

28 1 11/11(100%) 3 35/58(60%)

29 1 23/23(100%) 3 68/102(67%)

30 1 42/42(100%) 4 73/175(42%)

합계 91/93(98%) 224/396(57%)

<표 17> 안동권씨 체달파 泓가계(사족)와 澂가계(향리)의 항렬 

사용 비교

<표 17>을 통해 이들 두 가계는 동일 조상에서 향리와 사족으로 분화

되었음에도 항렬의 종류와 사용인원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

집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족화에 성공한 홍의 후손은 19세

기 후반까지 단 하나의 항렬을 사용하고 세대의 모든 인원이 동일 항렬을 

사용한 반면, 명문 향리가로 성장한 징의 후손은 각 세대별로 세대를 거

듭할수록 항렬의 종류가 많아지고 특정 항렬의 사용 인원도 50% 이하로 

내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권희학 후손들은 양반들에게 인정받고 양반사회로의 완전한 편입을 

위해 권희학을 기리는 鳳剛影堂이라는 사우를 건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40) 이수환, 2012, 〈조선후기 안동 향리 권희학 가문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봉강영당 건립〉,《대

구사학》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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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였다. 체달파 응추계는 경상 감영직 독점으로 인해 다른 향리 향리가

계로부터 갈등을 샀다. 이러한 이유로 봉강영당 건립에 안동 내 다른 향

리 가계들은 참여하지 않고 체달파 응추계, 즉 홍과 징의 후손들이 주도

하였다.41) 이러한 모습은 홍과 징 후손이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봉강영당 건설에 참여한 징 후손을 살펴보면 향

직을 계승하며 영리직을 맡은 인물이 아니라 유학을 칭하면서 양반사회에 

편입되고자 노력한 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반이 되기 위해서인

지, 향직 경쟁에서 밀려나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향직에서 물러나 

사족화를 시도한 징 후손들만 권희학이라는 현조를 추숭하기 위해 노력했

던 것이다. 그에 반해 영리직을 계승하였던 인물들의 참여는 찾아보기 어

렵다. 그리고 항렬자를 살펴보면 애초에 두 가계 사이에 동족의식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안동권씨 25세인 권희학 세대에 이미 

홍과 징 후손은 다른 항렬을 사용하기 때문이다.42) 그리고 그 후대에도 

두 가계에서는 대동항렬을 사용하기 전까지 동일항렬을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41) 이수환, 2012, 앞의 논문, 220쪽.

42) 25세에 홍의 후손은 喜를 징의 후손은 均을 항렬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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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향리후손의 토지소유 규모

《土地調査簿》 작성 당시 안동은 총 20개 面 186개 洞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10년대 초반 작성된 《土地調査簿》를 통해 안동지역의 지목

구성을 살펴보면 밭이 전체면적의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논이 

31%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표18>참조) 이를 통해 

당시 안동은 밭 중심의 토지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목 면적 비율

田 60,171,266 61%

畓 30,857,976 31%

林野 3,592,273 4%

垈 3,148,919 3%

墳墓地 406,815 4%

池沼 50,830 0.05%

雜種地 10,095 0.01%

社寺地 9,259 0.009%

합계 98,247,433

<표 18> 안동 지목 구성                 단위:평(坪)

  

전체 안동 토지 가운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0.9%만을 소유하였고 그 

면적이 국유지에 비해 1/6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본인 토지소유자는 50

명만이 등장하고 그들의 소유면적 역시 평균적으로 1정보에도 미치지 않

는 2,636평을 소유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昌原郡 토지조사부에서 

內西面 山湖里에서만 14명의 일본인지주가 발견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이다.43) 이것은 일제 식민지 초기 안동이 개항장과 멀었고 양



- 41 -

반세가 강고하던 탓에 식민지 자본의 침투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라 생각된다.

안동의 《土地調査簿》는 전체 18만 여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필지는 60개 정도 존재하였다. 

무신고지가 30개 필지로 총 8,861평, 통지가 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

한 필지가 9개로 총 1,652평, 그리고 분쟁지는 11개 필지로 총 9,838평

이다. 전체 안동의 토지 면적을 생각해보면 극히 적은 것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사실은 《토지조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토지소유형태

가 개항과 식민지 자본의 침투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토지조사부》를 통해 토지소유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문제점도 존

재한다. 《토지조사부》상의 개인 토지소유는 소유면적이 실제보다 과장

되었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자, 형제, 숙질간에 개별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특정인의 이름으로 신고하거나 당시에 대규모로 존재하던 

宗中田畓을 宗孫의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토지 소유자를 양

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문중전답

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으로 토지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토지가 종중전

답임을 밝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양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

고 주로 종손이나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4) 

이와 같이 실제로는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1인 소유지로 신고 된 토지가 

많았을 것이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1914년에 모두 살아있는 경우 아버지

의 이름으로 토지를 신고하고 아들의 이름으로는 적은 토지를 신고한 경

43) 이세영, 2011,〈1910~1945년 창원군 내서면의 토지소유구조 변동〉《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

와 장부》, 선인 377쪽.

44) 김건태, 2006, 〈독립·사회운동이 傳統 同姓村落에 미친 영향 -1910년대 경상도 안동 천전리 

사례-〉, 대동문화연구 54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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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별 토지 소유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이 연구와 관련하여 토지조사부가 가지는 가장 큰 한계는 첫째 토

지소유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 향리로 추정되는 인물

들의 경우 족보와 토지조사부에서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는 조선후기 향리와 양반 명문가의 거주지가 서로 달

랐다는 사실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양반들은 동성촌락을 형성하여 특정 동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고, 

향리와 그 후손들은 향직 수행을 위해 읍치에 거주하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특히 안동은 양반과 향리의 구분이 엄격하였고, 따라서 이들

의 거주지도 읍치와 동성촌락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안동에서 안동의 대표적인 반촌, 곧 佳日洞의 安東權氏, 下溪·溫惠里의 眞

城李氏, 河回洞의 豊山柳氏, 川前洞의 義城 金氏 그리고, 素山洞에 거주한 

安東 金氏와 읍치의 안동권씨, 안동김씨 향리후손들과의 토지소유 규모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45)

45) 안동권씨와 안동김씨는 향리와 사족의 혼동을 막기 위해 사족의 경우 아래에서는 각각 가일권

씨, 소산김씨로 지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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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리 후손 양반 후손 

安東權 安東金 安東權 眞城李
豊山

柳
義城金 安東金

인원수 424 374 81 117 214 150 164

田

전

체
1,516,012 949,921 337,680 949,487 971,427 465,218 473,754

평

균
3,576 2,540 4,169 8,115 4,539 3,101 2,889

畓

전

체
1,203,978 552,663 381,500 623,374 911,248 447,028 610,077

평

균
2,840 1,478 4,710 5,328 4,258 2,980 3,720

垈

전

체
89,097 57,211 35,494 44,778 74,963 60,985 37,086

평

균
210 153 438 383 350 407 226

평균합계 6,626 4,171 9,317 13,826 9,147 6,488 6,835

<표 19> 안동 거주 양반후손과 향리후손의 평균 토지소유     단위 : 평(坪)

  

<표 19>를 살펴보면 각 신분별로 모집단의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다. 

부내면에 거주한 향리의 후손과 그 일족으로 추정되는 권씨와 김씨는 각

각 424명과 374명이 존재한다. 양반의 경우 풍산류씨가 214명으로 가장 

많고 가일권씨가 81명으로 가장 적다. 

  안동권씨 향리 후손 424명은 평균적으로 6,626평을, 안동김씨 향리 후

손 374명은 4,171평을 소유하고 있다. 안동권씨와 안동김씨는 안동의 향

리 사회를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사이의 토지소유규모는 

2,500평 정도가 차이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안동권씨가 안동김씨에 

비해 더 많은 영리를 배출하였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양반가의 경

우 진성이씨의 토지소유가 13,826평으로 가장 높고 천전김씨가 6,488평

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순위는 진성이> 가일권> 풍산유> 

소산김> 안동권씨향리> 의성김> 안동김씨향리 순이다. 평균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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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안동의 유력 양반 성씨들이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양반들의 재산이었던 書院이 소유한 

토지도 있었다.46) 

토지소유면적 뿐만 아니라 지목 구성에 있어서도 양반들이 더 우월하

였다. 대체로 논의 경제적 가치가 밭에 비해 더 크다. 그런데 양반의 경

우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진성이씨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논과 밭의 비

율이 1:1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가일권씨와 소산김씨는 오히려 논을 더 많

이 가지고 있었으며, 의성김씨와 풍산류씨의 경우 밭의 비율이 다소 더 

높긴 그러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향리가의 경우 상대적으

로 밭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대지에서 발견된다.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토지를 소

유한 의성김씨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407평의 대지를 소유하여 향리가

를 압도했다. 가일권씨의 경우는 438평으로 향리가의 2배에서 3배에 이

르는 규모이다. 조선시대 가옥은 家格을 나타내는 상징을 상징한다. 따라

서 양반들의 가옥의 넓이가 상대적으로 넓었다고 생각된다. 또 읍치인 부

내면에 비해 한적한 향촌에 거주한 양반들의 집터에 텃밭이나 마당이 포

함되어 이런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앞서 《분봉기》를 통해 상층 향리들은 읍치의 인근에 위치한 법상동

과 율세동과 같은 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부내면 외곽에 위치

한 노하동 이천동 등에는 적은 수가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읍치 중심지와 그 외곽에 거주하는 향리들의 토

지 소유규모를 비교해 본 것이 <표 20>이다. 

46) 退溪 李滉을 배향한 陶山書院이 田畓垈 합쳐서 71,293평, 西厓 柳成龍과 그의 셋째아들 柳袗을 

배향한 屛山書院이 61,773평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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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치중심 읍치외곽

법상동 율세동 이천동 노하동

인원수 116 64 40 77

田
전체 434,121 340,042 71,955 121,148

평균 3,742 5,313 1,799 1,573

畓　
전체 380,791 322,990 23,022 74,250

평균 3,283 5,047 576 964

垈　
전체 36,744 18,005 2,548 6,265

평균 317 281 64 81

평균합계 7,342 10,641 2,439 2,618

<표 20> 읍치 중심동과 외곽동 거주 김씨,권씨 토지소유 비교  

                                                          단위:평(坪)

*비고: 각 동의 권씨와 김씨만을 대상으로 표를 작성함. 

<표20>을 살펴보면 읍치 중심에 있는 동리 거주자와 읍치 외곽에 거

주한 자들 사이의 토지 소유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읍

치의 중심동인 법상동과 율세동에 거주하고 있는 권씨와 김씨는 평균적으

로 7,342평과 10,641평을 소유하여 양반가와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읍치 외곽에 위치한 이천동과 노하동에는 2,439평, 2,618평을 소유

하여 양반후손 뿐 아니라 같은 부내면 중심 동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

목 구성에서도 읍치 인근에 거주한 향리 후손들은 양반 후손들과 같이 전

답의 비율이 1:1에 가까운 반면, 읍치 외곽 거주자들은 밭의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법상동이나 율세동에 거주한 인물들은 상층향직을 수

행했던 자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고, 부내면 외곽에 위치한 이천동과 노

하동 등에는 향직에서 소외된 자들이 이주해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상층 향직을 수행한 자들은 향직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토지를 집적할 수 

있었지만 향직 경쟁에서 밀려난 향리들은 빈한한 영세농으로 전락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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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의미한다. 다음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10정보 이상을 소유한 

향리 후손은 총 21명이다. 21명의 거주지를 확인해 보면 법상동이 7명으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율세동,신세동,서부동,안막동,동부동,옥동 순이

다.47) 10정보 이상 대토지를 소유한 인물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그림 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동 읍치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상층 향리 

후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鄕吏 양반

安東

權

安東

金
합계

佳日

權

眞城

李

豊山

柳

義城

金

素山

金
합계

10정보 

이상
15(4%) 6(2%) 21(3%) 7(9%) 13(11%) 14(7%) 4(3%) 8(5%) 46(6%)

5~10 25(6%) 10(3%) 35(4%) 3(4%) 14(12%) 17(8%) 10(7%) 12(7%) 56(8%)

3~5 32(8%) 27(7%) 59(7%) 9(11%) 24(21%) 26(12%) 20(13%) 13(8%) 92(13%)

2~3 26(6%) 22(6%) 48(6%) 8(10%) 10(9%) 25(12%) 15(10%) 14(9%) 72(10%)

1~2 76(18%) 51(14%)
127  

(16%)
13(16%) 21(18%) 38(18%) 32(21%) 27(16%)

131 

(18%)

1정보 

이하

250 

(59%)

258 

(69%)

508 

(64%)
41(51%) 35(30%) 94(44%) 69(46%) 90(55%)

329 

(45%)

합계
424 

(100%)

374 

(100%)

798 

(100%)

81 

(100%)

117 

(100%)

214 

(100%)

150 

(100%)

164 

(100%)

726 

(100%)

  <표 21> 향리,양반 후손의 토지 소유면적별 분포                 단위:명

47)부내면에 거주하는 10정보 이상의 권씨 김씨의 거주지는 법상동 7명, 율세동 4명, 신세동 3명, 

서부동 3명, 안막동 2명, 동부동1명 옥동 1명으로 총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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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A) 향리(B) 비율(B/A*100)

10정보 

이상
208 21 10.1%

5~10 604 35 5.8%

3~5 1,274 59 4.6%

2~3 1,906 48 2.5%

1~2 5,094 127 2.5%

0~1 16,238 508 3.1%

합계 25,324 798 3.2%

<표 22> 향리 후손의 토지소유 면적별 분포 

 단위 :명

향리 후손들 개인의 토지소유에서도 계층 분화를 발견할 수 있다. 향

리 후손 가운데 1정보 이하를 소유한 빈농의 비율은 전체의 64%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 양반가는 45%에 그치고 있다. 향리 후손 가운데 토지 

소유 규모가 영세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의미이다. 다수의 영

세농이 발견되는 가운데 대토지 소유자들도 발견된다. 10정보 이상 소유

한 인물이 21명이었고 5~10정보를 소유한 자도 35명이었다. 향리 후손 

가운데 10정보 이상을 가진 대지주는 그들 전체에서는 비록 3%에 해당

하는 21명이지만 안동의 토지소유자 전체에서 비교해 보면 적은 수가 아

니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정보 이상을 소

유한 인물은 안동 전체에서 208명이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 21명이 향리 

후손이다. 조선시대의 대지주는 대체로 양반이었으며 양반세가 강한 안동

에서 10정보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 가운데 10.1%가 향리라는 것은 그만

큼 향리 후손들 가운데도 큰 재산을 가진 자가 많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10정보 이상 소유자 가운데 개인소유가 아닌 기관 이름으로 신고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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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1곳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향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다.48)  

　토지

신분　

인원 상위5%

소유 토지(A) 

전체

토지(B)

비율(A/B*

100)
상위 

5%
전체

鄕吏후손 40 798 1,950,439 4,368,882 44.6%

양

반

후

손　

安東權 4 81 330,969 754,674 43.9%

眞城李 6 117 625,446 1,617,639 38.7%

豊山柳 11 214 767,922 1,957,638 39.2%

義城金 8 150 286,533 973,231 29.4%

安東金 8 164 420,427 1,120,917 37.5%

<표 23> 토지소유 상위5%의 토지 면적 비율 

<표 23>은 향리 후손과 양반 후손의 경제적 분화를 알아보기 위해 토

지소유 상위 5%의 토지가 각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향리후손의 전체 798명 가운데 5%에 해당하

는 인원은 40명이고 양반후손은 안동권씨 4명, 진성이씨 6명, 풍산류씨 

11명, 의성김씨 8명, 안동김씨 8명이다. 상위 5%의 소유 토지가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향리후손이 44.6%, 양반 후손은 안동권씨가 43.9%

로 가장 높고 의성김씨가 29.4%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향리후손의 상위

5% 토지소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리층의 양극화가 양반에 비해 심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의 표

에서 확인한 것보다 실제 계층분화는 더 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문중답과 족답 등이 빈한한 동족의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향리가계에서는 그러한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48) 기관지 11곳은 국유지, 동양척식주식회사, 봉정사, 광흥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안동군 향교, 

예안군 공립보통 학교, 야소교 장로회, 서악사, 예안군 향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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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확인한 향리층의 경제력 양극화는 조선후기 특정 가계의 향

직 독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상층 향직을 독점한 일부 가

계원은 명문 양반가와 유사한 토지를 가진 대지주로 성장한 반면 향직에

서 멀어진 다수의 향리 후손은 영세농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면명 면적 비율 　 면명 면적 비율

1 府內面 500,975 32.7% 11 臨縣內面 32,709 2.1%

2 臥龍面 277,632 18.1% 12 一直面 31,863 2.1%

3 南先面 126,985 8.3% 13 禮安面 13,153 0.9%

4 臨西面 119,836 7.8% 14 臨北面 12,872 0.8%

5 吉安面 93,824 6.1% 15 豊北面 9,231 0.6%

6 西後面 71,824 4.7% 16 祿轉面 4,171 0.3%

7 南後面 68,742 4.5% 17 臨東面 2,626 0.2%

8 豊山面 63,403 4.1% 18 豊西面 2,573 0.2%

9 北後面 60,206 3.9% 19 豊南面 2,455 0.2%

10 東後面 37,613 2.5% 20 총합계 1,532,693 100.0%

 <표 24> 법상동 율세동 거주 향리 후손의 토지분포            단위:평(坪)

  

성씨 거주면
거주면 소재 

토지면적(A)

소유토지 

전체면적(B)

비율(A/B*

100)

풍산류씨 豊南面 1,284,128 1,957,638 66%

안동권씨 豊西面 533,748 754,674 71%

진성이씨 陶山面 993,833 1,618,621 61%

의성김씨 臨縣內面 647,393 778229 67%

안동김씨 豊西面 395,821 1,120,917 35%

<표 25> 양반 후손의 토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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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를 통해 법상동과 율세동에 거주한 상층 향리 후손의 토지분포

를 살펴볼 수 있다. 향리 후손들의 토지는 그들의 거주지인 부내면에 

37%만이 위치하고 있다. 그에 반해 <표25>를 통해 살펴본 양반들의 토

지는 대부분 거주 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

산동에 거주한 안동김씨를 제외한 양반 성씨들은 거주하고 있는 면에 

60%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풍서면 소산동에 거주한 안동김씨는 

유일하게 35%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소산동이 면의 경계

에 있었기 때문이다. 풍서면 소산동 바로 옆에 있는 安郊里는 《土地調査

簿》 작성 당시의 이름은 안교동으로서 풍산면 소속이었다. 안교동은 굉

장히 넓은 뜰을 가지고 있는데 소산동의 김씨들은 그곳에만 303,479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안동김씨의 거주면인 풍서면 토지와 안교동의 

토지를 포함하면 699,300평이 되고 이것은 안동김씨 토지 전체의 62%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동김씨 역시 거주지 인근에 토지가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리후손의 토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부

내면이 읍치였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부내면이 읍치이지만 면별 토지면적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면에 

비해 크게 좁은 것은 아니었다.(<표26>참고) 전체에서 13번째로 큰 면이

었으며 양반들의 거주면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풍서

면과 임현내면에 비해서는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즉 단순히 부내

면이 읍치이기 때문에 향리들의 토지가 분산되었다는 설명은 성립되지 않

는다. 따라서 토지소재지의 차이는 결국 토지집적 방식과 목적의 차이에

서 설명해야 한다.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효율적이라 말하

기 어렵다. 토지의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반들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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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相換이나 移買를 통해 거주지 인근의 토지를 집적해 왔다. 《토지조사

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동 양반후손들의 토지소유 형태는 이러한 현

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도 부재지주가 존재했었

다.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

문에 조선후기의 부재지주는 대부분 전현직 관리였다. 관직을 매개로 한 

영향력이 있어야만 거주지와 떨어진 곳의 지대를 거두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49) 안동 지역 향리들의 토지에 대한 관리도 부재지주와 유사하

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리들은 향직을 토대로 안동 지역에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토지가 안동 전체에 산재해 

있어도 지대 수취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면 토지면적 　 면 토지면적

1 臥龍面 7,315,664 11 臨北面 4,363,110

2 禮安面 6,651,092 12 一直面 4,275,123

3 北後面 6,522,647 13 府內面 4,207,629

4 西後面 5,872,645 14 豊北面 3,966,782

5 吉安面 5,619,787 15 東後面 3,965,978

6 陶山面 5,543,651 16 南先面 3,803,182

7 豊山面 5,303,928 17 南後面 3,400,461

8 祿轉面 5,015,074 18 豊西面 3,237,680

9 豊南面 4,960,081 19 臨西面 3,185,851

10 臨東面 4,412,621 20 臨縣內面 2,555,175

총합계 94,178,161

<표 26> 면별 토지면적                                       단위:평(坪)

〇비고: 田畓垈만 포함한 값

49) 김건태, 2005,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부재지주지 경영〉,《대동문화연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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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안동 상층향리의 향직 계승방식, 족적결합, 그리고 

경제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안동의 향리는 조선후기 향직 가운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감

영의 영리를 독점 배출하였다. 안동의 여러 향리 가계 가운데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두 성씨에서 상층향직을 독점하였고, 두 성씨 내부에서도 일부 

특정 가계에서만 영리를 독점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영직이 일부

가계로 집중되어 가는 현상은 바로 향직이 장자중심의 직계자손으로 계승

되었기 때문이다. 권력싸움에서 승리한 일부 영리 가계에서 향직을 그들

의 자식에게 집중적으로 계승하게 되면서 특정가계의 상층 향리직 독점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승방식에 의해 영리를 집중 배출한 

가계 내부에서도 영직의 계승과 탈락이라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

었다. 즉 한번 향직에서 멀어진 가계에서는 향리 사회로의 재편입이 사실

상 불가능 하게 되었다. 따라서 명문 향리가계내부에서도 일부가계에서는 

향직을 독점하는 반면, 나머지는 향리와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향리를 역임하는 계열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유대나 결속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동족의식의 미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 이러한 분화의 결과는 결국 경

제력의 척도인 토지소유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향리가계의 결속과 동족의식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형태와 항렬 

사용범위를 양반가와 비교해 보았다. 《토지조사부》와 《분봉기》를 이

용해 상층 향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동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비록 

향리들의 《토지조사부》와 족보에 사용한 이름이 달라 세부적인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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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지적도의 家垈분포를 통해 향리들은 同姓끼리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리를 다수 배출한 가문이라 하더라도 향직을 맡지 않고 사족으로 신분

을 상승시켜 나간 경우에는 그들의 거주지인 읍치지역을 떠났다. 결국 향

리들은 양반과 같이 특정 마을, 종가를 중심으로 결합을 강화해 가지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향리층의 항렬 사용 범위 역시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

로 좁았다. 명문 양반가계의 항렬은 세대가 내려오더라도 대부분 동일 항

렬을 사용하여 결집한 반면, 향리가계에서는 세대가 흐를수록 항렬의 수

가 많아지고 특정 항렬을 사용하는 범위 역시 좁아져 갔다. 이러한 현상

은 명문 향리가문에서 사족화한 가계와 계속해서 영리직을 담당해 나갔던 

가계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향리들의 토지 소유규모를 양반과 비교해 보았다. 부내면에 거주하는 

전체 향리를 대상으로 명문 양반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양반의 토지 소

유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층향리들의 거주지였던 법상동과 

율세동의 권씨와 김씨를 중심으로 양반과 비교해본 결과 토지의 소유면적 

뿐만 아니라 지목구성에서도 대등한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상층 향리

들의 경제력은 안동 명문 양반가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었다.

향리들의 토지소유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

이다. 물론 양극화 현상은 명문 양반가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그 구체

적 내용에 있어서 향리들의 계층분화가 더 현격하였다. 상층향리들의 토

지는 조선시대 최고 명문으로 행세한 안동 양반가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 

그에 비해 1정보이하의 빈농층은 향리가계에서 양반에 비해 20% 가까이 

더 높았다. 1정보 이하를 가진 향리층은 64%에 해당하는데 비해 양반층

은 45%에 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 양극화 현상은 향직의 참여여부

와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향직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일부 가계는 



대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었지만, 향직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대다수는 영

세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향직을 놓고 경상도 혹은 각 군현 단위에서의 경쟁도 있었지만, 일부의 

군현과 가계에서 향직을 배출하는 현상이 고착화된 18, 19세기 이후의 

상황에서는 가계 내부 혹은 형제간의 경쟁체제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양

반들의 과거 경쟁시스템과는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향직의 담당 

여부 곧, 향직의 독점과 소외는 일차적으로 혈연적 결합, 즉 동족 결속의 

매개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에 사족화의 길을 

선택했던 일부 가계의 경우는 거주지조차 옮겨갔다. 혈연적 결집력이 약

화될 수밖에 없었다. 향리 가계의 거주형태와 항렬자 사용은 이 같은 현

실을 잘 보여준다. 향리들은 읍치에 모여 살았지만 양반의 동성촌락처럼 

특정 조상을 공유하는 후손들끼리 집중적으로 모여 살지 않았으며 항렬의 

사용에서도 그 범위와 집중도가 양반에 비해 낮았다. 말하자면 향리들의 

족적결합은 그 강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향리들의 

경우는 족적유대의 미발달로 인해 빈한한 동족을 구제를 강화하거나 경제

활동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향리들의 

토지 소유규모의 양극화 현상은 바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

라서 향리들은 양반과는 달리 동족의 결속과 그들끼리의 공동체적 대응이 

아니라 분산과 개별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근대 이행기의 향리들은 양반과는 달리 동족의 결

속과 공동체적 대응, 그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분산과 개

별화라는 방식을 통해 근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본고는 안동이라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조사부와 족보를 중심으로 

접근하였기에 일정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접근을 바

탕으로 조선후기 향리의 향직계승과 존재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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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의 사례와 다른 사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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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ccession of Hyangjik and The 

Aspect of Angdong Hyangli in late Chosŏn 

Dynasty

Jung Sung-ha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s on the succession of hyangjik(鄕職) and the 

way how it existed Angdong(安東) Hyangli(鄕吏) with the list of the 

ex-officers(先生案), Jokbo(族譜), Land register(土地調査簿)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ndong hyangli monopolized kamyongli(監營吏) which have the 

most powerful job in hyanjik. The member of Andong Kwon(安東 

權), and Andong Kim(安東 金) monopolized upper hyangjik, then 

only few lineage could turned out upper hyangjik. It happened 

because commonly lineal family members inherited hyangjik. The 

method of heritage caused succession and fail of hyangjik even in 

the lineage which monopolized upper hyangjik. It occurred the 

weakening of the tribalism among hyangli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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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as competition for hyangjik with other city and district. 

However, since only few counties and lineages monopolized the 

upper hyangjik in 18 and 19th, the competition in the lineages or 

brothers became more important. This phenomenon was totally 

different with yangban(兩班)’s competing system such as kwagŏ(科

擧). 

 The bond between the lineages, which had chances to be hyangli, 

and others, which did not, was hardly existed. In addition, some 

hyangli descendants who wanted to be sajok(士族) left the area 

where their ancestor lived for long time. The residence type and 

the aspect of using hangryol(行列) have proved their weak 

tribalism. In sum, hyangli had weaker family bond than yangban. 

Therefore, hyangli did not supported for their poor same race. 

Polarization of land possession was the result of differentiation. 

Key Words : hyangli(鄕吏), gamyeongli(監營吏), Andong(安東), land 

register(土地調査簿), hangryol(行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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