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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通文은 조선시  민간에서 공 인 사안과 련하여 의사를 달하던 문서다. 

특정한 사안에 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특정 행동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성균 , 향교, 서원 등의 학교나 각 군 의 鄕所와 鄕約, 門中, 

稧, 義兵, 東學 교단, 農民軍 등에서 통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1) 박정규, 1994 ｢조선시  공론매체로서의 통문｣ 언론사상과 언론사, 나남; 박 학, 1994 

｢19세기의 동학통문 연구｣ 한국언론학보 32; 김경숙, 2001 ｢조선후기 문 통문의 유형

과 성격｣ 고문서연구 19; 김형수, 2007 ｢조선후기 남지역 여론 형성과 정치참여: 통

문과 상소｣ 조선시  고문서 자료집(I): 통문과 상소, 한국국학진흥원; 박 순, 2013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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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언제부터 통문이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525년( 종 

20) 역모 사건 때 ‘回文’을 내어 사람들을 모은 사례가 보이며,  ‘회문’이라는 

제명 하에 발의자들의 성명을 열서한 통문의 기본 인 형식도 확인된다. 그 후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 활동과 조선후기 서원, 문 , 향약, 계 등의 발달로 통문

은 더욱 범 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2)2) 

하는 통문 가운데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이 유생통문이다. 성균 , 

향교, 서원을 매개로 하는 유생통문은 儒疏․儒 로 표되는 유생들의 공론 결

집 과정을 보여 다는 에서 요한 의의가 있다. 이 은 유생들이 公論을 결

집하는 구조라는 에서 통문이 달되는 경로에 주목하 다. 

통문 달 경로는 우선 통문에 기재된 수신처와 발신처를 통해 살펴 볼 수 있

다. 그리고, 통문 내에 그 달 방법과 범 를 명시한 경우들도 있다. 이 에서

는 이것을 이용하여 성균 ․향교․서원에서 발송된 통문이 달되는 경로와 

달의 지역  범 를 고찰하 다. 이를 토 로 성균 ․서원․향교의 儒 에서부

터 鄕 , 道 , 疏 , 上疏로 이어지는 유생 공론의 결집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성균  통문과 지방 유생의 통문을 나 어 고찰하며 국 인 통

문 달 구조를 살펴보았다. 성균  통문은 재 학계에 소개된 자료들을 포

으로 활용하 다. 반면 지방유생 통문은 경주에 달된 남유생의 통문을 주

자료로 분석하 다. 경주지역에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반까지의 통문자료가 

집 으로 남아 있어 통문의 달 경로를 보다 종합 으로 악할 수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3)3)

론 주도 세력으로서의 사림과 통문네트워크｣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항아리.

2) 김경숙, 의 논문, 108-109면.

3) 재 한국학자료센터(http://www.kostma.net),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

(http://yoksa.aks.ac.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www.ugyo.net) 등에서 2,000

여 건에 이르는 통문의 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고문서집성(한국학

앙연구원), 옥산서원지(1993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조선시  고문서 자료집

(I): 통문과 상소(2007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각 기 에서 간행

한 자료집에도 다수의 통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김경숙은 그 목록를 작성하여 제공한 바 

있다(김경숙, 의 논문, 143면). 재 학계에 소개된 고문서 형태의 유생통문은 그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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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경상도의 진 읍이자 계수 이었을 뿐 아니라 남의 표 서원  하

나인 옥산서원의 존재로 인해 많은 통문이 오간 곳이다. 게다가 옥산서원을 

심으로 와 서 의 갈등,  서문답록, 태극문변, 우재선생실기 간행 등

을 둘러싸고 각종 시비가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4)

4)이런 탓에 18세기 이래 다

양한 사안에 련된 통문이 남아 있다. 이 에서는 재 학계에 소개된 옥산서

원, 경주최씨․용산서원, 여주이씨 독락당 소장 통문 가운데 1910년 이 에 발송

된 유생통문을 주로 분석하 다.
5)5)

2. 유생통문의 형식과 사안

1) 유생통문의 출

유생들이 언제부터 통문을 활용하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1565년(명종 

20)에 이미 지방 유생들이 통문을 이용한 사례가 보인다. 당시 성균  유생들은 

승려 普雨의 처단을 요구하며 여러 달 동안 상소를 올렸는데, 이 소식이 해지

자 남에서도 儒疏를 비하며 도내에 통문을 돌렸다.
6)

6) 남에서는 다른 도에

상당히 많지만 지역 으로는 경상도에 편 되어 있다. 라도 지역에도 상당수의 유생통

문이 확인되지만 부분이 19세기 후반 이후의 향교 답통이다. 

4) 경주에서 발생한 각종 시비에 해서는 다음  참조. 김건우, 2005 ｢ 서문답록의 간행

과정과 훼 시비｣ 장서각 14; 이수환, 2000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유통을 

둘러싼 서간의 향 ｣ 고문서연구 17(이수환, 2001 朝鮮後期書院硏究, 일조각 재수

록); 이수환, 2009 ｢경주지역 孫李是非의 말｣ 민족문화논총 42.
5) 이 자료는 모두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책자로도 인되어 있

다. 옥산서원 문서는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3 玉山書院誌, 남 학교출

부, 경주최씨․용산서원 문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0 고문서집성 51: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편 Ⅱ, 여주이씨 독락당 문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5 고문

서집성 65: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에 인되어 있다. 자료의 출처를 밝힐 때는 한

국학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제목을 ‘ ’로 제시하고 [ ] 속에 출 정보나 소장정보를 병기

하 다. 

6) 金富倫, 雪月 集 권3, ｢答永川士林｣ “吾嶺南通文上疏 自普雨時始”; 金農 필사, 請斬普

雨日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1565년 7월 28일 “聞東城外有金上 金鐵壽士剛 則伻邀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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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移文하 다고 하는데,
7)

7)당시 林薰이 작성하여 호남에 보낸 이 그 문집인 

葛川集에 실려 있다.
8)

8)  당시의 疏行日記에는 상경한 유생들이 상소와 련

하여 성균 과 서신을 주고받은 양상도 확인된다.
9)9)

1582년(선조 15) 이이가 편찬한 ｢학교모범｣에는 성균 에서 儒生을 削籍하면 

외의 學 에 通文을 보내도록 하 다.
10)

10)이것은 경향의 학교 간에 통문을 주

고받는 것이 이미 행화되었기에 가능한 발상일 것이다.

17세기 반 경상도 함양에 거주한 鄭慶雲의 孤臺日 (1592-1609)이나 안

에 거주한 金坽의 溪巖日 (1603-1641) 등 일기자료에는 지방 유생들이 수시

로 통문을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된다. 아울러 성균  유생들이 선조  5 의 문

묘종사, 해군  북인들의 창 군 처리 문제, 인조  李珥와 成渾의 문묘종사 

등과 련하여 상소를 올릴 때 지방에 통문을 보내 동참을 호소하 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1)

11)17세기 반에는 이미 성균 , 향교, 서원 사이에서 통문을 주고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1656년(효종 6) 라도 흥양 유생들이 도내 열읍에 통문을 돌려 순천 장을 

규탄한 일이 문제가 된 이 있었다. 이 때 館學儒生들은 그 연원은 알 수 없지

만 學宮에서는 ‘儒林의 盛事’나 ‘學宮의 大擧’가 있으면 통문을 돌리는 것이 通規

라고 주장하 다.
12)

12)비단 성균 이나 남뿐만 아니라 유생들이 통문을 이용하여 

공론을 결집하는 것은 국 인 유생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유생들이 지역을 넘나드는 통문을 활용하기 해서는 통문을 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제되어야 한다. 1565년 상소 당시 임훈이 작성하여 호남에 보낸 

 以吾等倡義擧事之意 袖出一道回文以示之”; 金宇宏, 開巖集 권3, ｢答星州士林文｣.

 7) 명종실록 권31, 명종 20년 8월 기축.

 8) 林薰, 葛川集 권2, ｢告湖南司馬所業儒鄕校書｣.

 9) 김우굉, 개암집 권3, ｢西行日記｣; 請斬普雨日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두 일기는 모

두 1565년 상주 유생들의 상소 여정을 담은 일기다. 김농이 필사한 청참보우일기가 보

다 원본에 가까우며, 김우굉의 문집에 실린 ｢서행일기｣는 그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0) 李珥, 栗谷全書 권15, ｢學校模範｣(1582) “若終不悔過 長惡益甚 反怨責己  則告于師長 

削其名籍 因通文于中外學 .”

11) 박 순, 앞의 논문, 247-258면.

12) 효종실록 권14, 효종 6년 6월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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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에는 그 수신처가 司馬所․業儒․鄕校로 지칭되어 있다.
13)

13)사마소는 생원․

진사들의 모임이며, 업유는 ‘교생’이라는 명칭을 꺼려한 양반유생들을 가리키던 

표 이었다. 즉, 생원․진사와 양반 유생, 향교의 교생이 유생의 네트워크에 포

함되어 있는 셈이다. 같은 해 상주의 상소도 김우굉 등이 사마소의 생원․진사

에게 ‘ 文’을 돌리면서 시작되었으며, 연명자들은 생원․진사와 양반 유생, 향교 

교생, 서원으로 지칭된 서당의 학생들이다.
14)

14)당시의 상소는 사마소와 업유층이 

주도하 던 셈이다.

그런데, 이때의 남 상소는 조선후기와 달리 군 단 로 조직되었다. 상주에 

앞서 개성과 양주, 안동과 남원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바 있는데, 김우굉을 소두

로 상경한 상주유생들도 8월 2일 독자 으로 상소를 올렸다. 뒤이어 도착한 청

도, 함창, 용궁, 천, 천, 성주 유생들도 상주와 별도로 상소를 올렸다. 비록 

도내에 통문을 돌려 공의를 모으기는 하 지만 상소는 읍 단 로 진행되었던 것

이다. 이것은 아직 한 道를 통 할 만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경하여 상소를 올리는 동안 군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 8월 8일부터 

연합상소를 올리기 시작하 고, 뒤이어 상경한 유생들도 연합소에 합류하 다. 8

월 25일까지 진행된 상소에 합류한 남의 읍은 총 39개에 이른다.
15)

15)이 상소를 

통해 유생들은 군 을 넘어 도 단 의 결속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후 40년쯤이 지난 1604년(선조 37) 남에서 五賢의 文廟從祀를 청하는 상

소를 올릴 때는 선산에서 도내 60여 개 읍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疏 를 개

최하 다. 이미 상소의 비단계에서부터 군  단 의 향교․서원이 연 하여 

도 단 의 연합을 이룬 것이다.
16)16)

이와 같은 연합이 가능했던 것은 선조 에 조정에서 향교의 상을 재정립하

고, 지방에서는 서원 건립이 빠르게 확산되어 각 고을의 유생들이 향교와 서원

13) 林薰, 葛川集 권2, ｢告湖南司馬所業儒鄕校書｣.

14) 박 순, 2006a ｢16세기 禮安縣 士族層과 士族社 의 구성｣ 진단학보 102, 140-144면.

15) 金宇宏, 開巖集 권3, ｢西行日記｣; 請斬普雨日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16) 박 순, 2006b 16~17세기 禮安縣 士族社  硏究,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88-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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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결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

17)1605년 성균  유생들이 5 의 문묘

종사와 련하여 지방에 보낸 통문에도 그 수신처가 열읍의 향교와 서원으로 명

시되어 있다.
18)

18)유생들은 17세기 에 이미 성균 을 정 으로 국의 향교와 

서원을 연결하는 유생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2) 유생통문의 형식

통문의 형식에 해서는 이미 종 에 ‘회문’이라는 제명 하에 안건을 기술하

고, 발의자들의 성명을 열서한 형태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19)

19) 하는 고문

서에서 확인되는 유생통문의 형식도 기본 으로는 차이가 없다.
20)

20)

유생통문의 형식도 다른 통문과 마찬가지로 ‘통문’이나 ‘답통’과 같은 제목 아

래에 ‘右文爲通諭事’와 같은 표 으로 시작하여 안건을 기술한다. 안건은 ‘玆以’, 

‘玆敢’ 등의 표 으로 통문을 발송한다거나 道 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발신측의 

행 를 기술한 다음 ‘伏願’ 등의 표 으로 수신측에 한 기 사항을 기술하고 

‘幸甚’으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문서의 왼쪽 하단 모서리 부분에 비스듬하게 草

書로 ‘此亦中’으로 시작하여 통문의 달에 련된 연락사항 등을 기재한다. 다

른 통문과 차이가 있다면 발신측은 ‘生等’, 수신측은 ‘僉君子’와 같이 유생을 가

리키는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이다. 

17) 박 순, 2006a 149-153면.

18) 선조실록 권189, 선조 38년 7월 병신.

19) 김경숙, 앞의 논문, 108-109면.

20) 다만 ‘회문’과 ‘통문’이라는 용어를 通用하 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에서 검

토한 유생통문에서는 ‘回文’이라고 칭한 사례는 없었다. ‘통문’과 ‘회문’의 사례를 나 어 

보면 通文은 다른 학교나 道  등에 보내는 문서로, 회문은 경내의 洞中이나 문 으로 

표되는 구성원에게 돌리는 문서로 나타난다. 외부로 보내는 문서와 내부로 보내는 문

서를 통문과 회문으로 구분하여 지칭한 것이다. 종․명종 때의 사례에서도 鄕徒를 만

들기 해 回文을 작성하 다거나 鄕中回文을 받았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회문은 본

래 향 에서 사용하던 문서 양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해서는 시기나 지

역 등을 고려하여 좀더 세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실록 권53, 종 20년 3월 

정축; 명종실록 권10, 명종 5년 8월 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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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824년 갈 (葛峯) 

김득연(金得硏) 포장 련 성균 (成均館) 

통문(通文)’, 한국학자료센터 제공

성균  통문과 지방유생 통문도 형

식상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발신자의 

구성에서는 차이가 보인다.

성균  통문의 발신자는 성균  유생

의 표인 掌議와 有司이다. 장의와 유

사의 명단은 姓만 기재하고 署押하 다. 

1565년 상주 유생들이 받은 성균 의 

답서에도 장의와 유사가 着署하고 이름

은 어 있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21)

21)

한편 동재와 서재의 최연장자인 東

班首와 西班首의 명의로 발송한 경우

도 있다. 1833년(순조 33) 태학 守僕廳

에서 양향교 수복청에 보낸 私通 등

에는 齋任을 차정하지 못하여 동반수

와 서반수가 서압하여 통문을 발송한

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22)

22)성균  통문

은 장의와 유사가 발송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空席일 경우 동반수와 서반수

가 발신자가 되었던 것이다.

의 사통을 통해 통문과 함께 수복청의 私通이 발송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

다. 1867년(고종 4) 안동향교에 보낸 통문에는 守僕廳이 폐지되어 ‘査通’을 발송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특기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성균  통문을 보낼 때는 사

통도 함께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3)

23)그 후 1869년(고종 6) 

21) 김우굉, 개암집 권3, ｢西行日記｣ [乙丑八月] 初二日; 같은 책, 初八日.

22) 한국학자료센터, ‘1833년 태학(太學) 통문(通文)’[고문서집성 76: 양 성박씨․덕남

서원편(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문 9] “私通 除煩 太學齋中敎是分付內卽接貴鄕通

文 ( 략) 玆以回通示意 値齋任之未差圖書 置未得踏署 以此意卽爲告譯于貴校齋任前 以

爲憑信之地 如何 馳通 癸巳臘月日 太學守僕廳拜.”

23) 한국학자료센터, ‘1867년 산김씨 유일재 문  산송 련 성균 (成均館) 통문(通文)’[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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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重建 기 을 모 하기 해 안동향교에 발송한 통문 사본과 1885년 상주

향교에 보낸 통문에는 私通이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통이 다시 복구되었

음을 알 수 있다.
24)24) 

태학 수복청 사통은 통문의 발송 사실과 수복청에서 수행해야할 업무를 달

하는 업무연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班首 명의의 통문을 발송하는 사정

을 달한 것을 통해 사통이 통문의 진 를 별하는 증빙문서로서의 성격도 지

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인한 사통이 3건뿐이고 그  시기가 가장 앞선 것

이 1833년(순조 33) 양향교에 보낸 사통이다. 따라서 언제부터 사통을 함께 

발송하 는지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한편 3건의 私通에는 모두 재임을 차정하지 못하여 도서를 지 못했다는 내

용도 포함되어 있다.
25)

25) 하는 통문에는 실제 ‘賢關’이라는 인장이 힌 사례

들도 확인된다. 하지만 모두 1809년 이후의 사례이고 그 이 인 1768년과 1776

년에는 태학 재임이 발송한 통문에도 인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인장

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 사이의 일로 추정된다.
26)

26) 

지방유생 통문은 성균  통문과 달리 多士의 聯名으로 발송되었다. 필자가 조

사한 원본 문서 가운데 가장 시기가 앞선 유생통문은 1649년 생원 南磁 등이 이

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지하기 해 도회를 제안한 통문이다. 이 통문은 제

목이 ‘安東士林通文’으로 1649년 12월 10일에 발문되었으며, 出文한 유생 19명의 

명단은 왼쪽 상단에서부터 와 같은 순서로 기재하고 원이 서압하 다.
27)

27) 斜

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 “此亦中 掌議未差則太學圖署及守僕廳査通廢之久矣 以班首着啣

出  以此準信 幸甚.”

24) 한국학자료센터, ‘1929년 태학(太學) 통문(通文)’[고문서집성 43: 안동 갈  순흥안씨편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문 4. 1929년은 1869년의 오류임]; 같은 곳, ‘을유년 태학

동반수(太學東班首) 박(朴) 등 통문(通文)’[상주 낙동 풍양조씨 양진당․오작당 소장, 고
문서집성 디지털001, 통문 5]. 

25) 한국학자료센터, ‘1833년 태학(太學) 통문(通文)’[고문서집성 76, 통문 9]; 같은 곳, ‘1867

년 산김씨 유일재 문  산송 련 성균 (成均館) 통문(通文)’[한국국학진흥원 소장].

26) 한국학자료센터, ‘기사년(己巳年) 성균 (成均館) 통문(通文)’[강진 양산김씨 군자서원 소

장]; 장서각디지털아카이 , ‘통문 6’[고문서집성 65, 통문 5]; 같은 곳, ‘1776년 유사

(有司) 김(金)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11].

27) 한국국학진흥원, 2004 2004년 문 기탁특별  도록: 주류씨 수곡  자료로 본 조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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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768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 한국학자료센터 제공

文은 기울여 쓰지 않고 왼쪽 상단에서부터 세로로 기재하 는데, 吏讀를 섞어 

사용하고 있다. 이 통문은 뒷 시기의 통문과 비교할 때 기본 인 형식에서는 차

이가 없으나 연명자 원이 서압을 

하고 斜文에 이두를 사용하 다는 특

징이 있다. 이 시기 유생통문의 특징

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이후의 통문은 개인들이 연

명한 경우보다는 향교나 서원 등 학

교의 ‘ 中’ 명의로 연명하는 것이 일

반 이다.  군 단  향교․서원의 

연합인 鄕 나 군 연합인 道 가 그 

단 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연

명의 순서는 좌측에서 시작한 경우도 

있고, 우측에서 시작한 경우도 있는

데, 어느 경우에나 다음 은 끝나는 

쪽에서 시작하여 연명이 이어지도록 

하 다. 

도회나 향회를 거쳐 발송하는 경우

나 사안이 한 경우 표에 해당

하는 도유사나 재유사, 공사원 등과 

함께 製通, 寫通, 曹司, 直日, 員 등

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도 있다. 疏

․疏廳에서 활용하는 용어를 통문을 발송하기 한 모임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통문의 발송도 그만큼 조직화되었음을 보여 다.

성균  통문과 달리 지방유생 통문에는 서압 사례가 매우 제한 으로만 확인

된다. 지방유생 통문은 謄書하여 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압이 필수

인 요소는 아니었던 듯하다. 신 성균 과 마찬가지로 통문의 달을 알리며 

기 양반가의 생활상, 한국국학진흥원,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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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낸 都色 명의의 私通이 남아 있어서 이를 통해 증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8)28) 

한편 1866년 정읍 巖書院 통문과 19세기 후반 라도 향교의 통문에는 印章

이  있다는 특징도 있다. 경상도의 경우에도 진주향교, 함양향교 등에서는 

비교  일 부터 인장을 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 더 많이 보인다.
29)

29)경상도 서원에서 인장을 사용한 것은 1910년 이후의 일이

다. 성균 에서 시작된 인장 문화는 지방까지 확산되지만 이를 수용한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통문의 수신처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정 서원이나 향교로 제한

된 경우도 있고, 특정 읍이나 여러 읍의 校院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다. 달 방

식은 原通을 차례차례 달하는 방식과 간 달처에서 원통을 등서하여 달

하는 방식이 있었다. 개 원통을 차례로 달하지만 사안이 시 하거나 넓은 지

역에 달하기 해 권역별로 발송할 때는 등서하여 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

다. 원통을 차례로 하는 경우 발송 측에서 도착과 달 일시, 달처를 기재

하도록 요청하기도 하 다. 이에 해서는 뒤에서 본격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유생통문의 사안

유생통문은 성균 , 향교와 서원을 매개로 한 통문이다. 그 사안은 개별 향교

나 서원의 운  문제에서부터 유생의 呈訴가 허용되는 ‘국가의 안 ’와 ‘斯文의 

수호’에 련된 사안까지 범 하다. 다만 존하는 고문서 형태의 통문은 보존

처의 이해 계와 련된 것으로 일상 인 사안보다는 斯文是非․文字是非, 상소

와 련된 사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  지방유생 통문의 주요 사

28) 한국학자료센터, ‘정유년 도색(都色) 김명구(金鳴九) 사통(私通)’[고문서집성 51, 사통 

3]. 이 사통은 갑자년 향교 도색이 용산서원 도색에게 병산서원의 통문을 달한 것이다. 

한국학자료센터의 제목은 오류이다.

29) 한국학자료센터, ‘1866년 고암서원( 巖書院) 통문(通文)’, ‘1866년 남원향교(南原鄕校) 

통문(通文)’, ‘1875년 진주향교(晋州鄕校) 통문(通文)’, ‘1899년 지례향교(知禮鄕校) 통문

(通文)’, ‘1899년 칠곡향교(漆谷鄕校) 통문(通文)’, ‘1900년 함양교회(咸陽校 ) 통문(通

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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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방유생 통문의 가장 일상 인 사안은 다른 향교나 서원에 지원이나 동의․

동참을 요청하는 경우다. 廟宇의 건립이나 重修, 祭享, 請額, 旌閭, 문집 간행 등

을 진행할 때 동의를 구하거나 물 인 지원을 요청하고, 의례를 진행할 때 청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라도의 경우 하는 유생통문은 주로 19세기 후

반에 작성된 것으로 旌閭와 련된 사안이 많다.

도내의 公議를 얻기 하여 보다 극 으로 통문을 발송하는 경우는 서원의 

차나 사승 계를 둘러싼 斯文是非, 문집이나 실기 등의 간행을 둘러싼 文字是

非가 발생했을 때다. 시비가 발생하면 더 많은 지지를 얻기 하여 여러 지역에 

통문을 발송하고 道 를 개최하여 세를 모으는 것이 일반 이었다. 이외에 山訟 

등 각종 소송에 휘말렸을 때에도 통문을 통해 지원을 호소하 다. 

가장 범 하게 公議를 결집해야하는 경우는 상소를 올리는 때이다. 남에

서는 17세기부터 다양한 사안으로 상소를 조직하 고, 정조  이후에는 사도세

자의 신원 문제와 련된 상소를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  고종 에는 원

군의 복귀와 서원훼철 반 , 斥邪 등을 주장하는 萬人疏를 조직하 다.
30)

30) 규모

의 상소를 조직하는 매개가 된 것이 通文과 道 다. 

성균  통문은 성균 이 발의자가 되어 발송하는 통문과 지방유생의 통문에 

한 답변인 答通이 있다. 하는 성균  통문은 다수가 답통이다. 

성균  답통의 주요 사안  하나는 上疏에 련된 것이다. 1776년( 조 49) 

3월 道儒疏는 모두 성균 을 경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謹悉體制가 성립된 이후 

지방 유생들은 상소를 올리기 에 미리 성균 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31)

31)이 

때문에 지방에서 諡號나 旌閭를 청하는 상소를 올릴 때도 미리 성균 에 통문을 

보내 승인 가부를 타진하 다. 

이외의 답통은 지방에서 발생한 사문시비․문자시비, 서원 제향 등에 련된 

성균 의 답변으로 그 사안은 지방유생 통문과 동일하다. 지방 유생들은 시비가 

30) 이수건, 1995  남학 의 형성과 개, 일조각, 493-550면; 정진 , 1997 ｢19세기 후반 

嶺南儒林의 정치  동향: 萬人疏를 심으로｣ 지역과 역사 4; 이수환, 앞의 책, 364- 

384면; 김형수, 앞의 논문.

31) 설석규, 2002 조선시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366-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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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문서

제목
날짜 발신 수신 안건 비고 수록처

1 答通文
정미[1667] 

10월 15일

장의 

유사
晉州儒林

남명집 부록 

시비
원본 고문서집성 60

2

館中答

崔栢年

再度構

誣通文

정미[1667] 

11월 1일
〃 晋州德川書院 〃 사본 〃

3 通文
무자[1768] 

10월 18일
〃 慶州鄕校 

 서문답록 
시비

원본 고문서집성 65

4
太學答

通文

기축[1769] 

6월 21일
〃 - 〃 사본

장서각디지털아

카이  신해록

5
太學館

通文

신묘[1771] 

10월 13일
〃

慶州鄕校 玉山書院 

安東鄕校 屛山書院 

禮安鄕校 陶山書院 

鄕校 白雲洞書院

尙州鄕校 道南書院 

晋州鄕校 德山書院 

하양향교와 

천 임고서원의 

소송

〃

경북향교자료집

성 1, 河陽環 

城寺決訟

6
太學館

通文 

임진[1772] 

4월 13일
〃

慶州鄕校 玉山書院

永川鄕校 臨皐書院

安東鄕校 屛山書院

尙州鄕校 道南書院

〃 〃 〃

7 答通
병신[1776] 

10월 12일
〃 嶺南疏廳 

 서문답록 
시비

원본 고문서집성 65

8 泮通草 [1783] 〃 -
태극문변 

시비
사본 〃

9 答通
갑진 

5월 5일
〃 汾江書院疏廳

안 분강서원 

청액 상소
원본

조선시  

고문서 자료집 

I: 통문과상소
10

太學晋

州答通

임자[1792] 

7월
〃 [진주]

식산집 내용 

시비
사본

고문서집성 
디지털002 

11 通文
임자[1792]

10월 일
반수 尙州鄕 中 〃 원본 〃

12 答通 
기사[1809] 

2월 일

장의 

유사
康津鄕校 

강진 김양 등 

제향
〃

한국학자료센터

호남권역

<표 1> 성균  答通의 사례 

발생할 때마다 성균 에 통문을 발송하여 지지의 답변을 얻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성균 은 유생사회의 최고 평결자라는 권 를 갖

고 국에서 발생한 각종 시비에 간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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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答通
갑신[1824] 

2월 일
〃 嶺南儒林

김득연 추증  

시호 요청
〃

한국학자료센터

남권역

14 答通文
병술[1826] 

3월 일
〃 嶺南儒林 〃 〃 〃

15 答通 
경인[1830] 

4월 일
〃 慶尙道士林 김용 청시 상소 〃 고문서집성 6

16 答通文
신묘[1831]

정월 일
〃 嶺南疏廳 〃 〃 〃

17 -
계사[1833]

12월 일
반수 密陽鄕校

박익과 정몽주 

제향
〃 고문서집성 76

18 答通文
정묘[1867]

10월
〃 嶧川書院 역천서원 훼철 〃 고문서집성 23

19 通文
정묘[1867] 

9월 일
〃 安東鄕校

안동 산김씨 

유일재 문  

산송 련

〃
한국학자료센터

남권역

20 通文
을유[1885]

12월 일
〃 尙州鄕校 

상주 趙靖 묘소

산송 련
〃

고문서집성
디지털001 

21 通文
병오[1906]

윤4월 일
〃 慶州鄕校 

우재선생실기 
시비 

사본
한국학자료센터

남권역

순

서
문서제목 날짜 발신 수신 안건 비고 수록처

1 館學通文 [1605] 장의 유사 - 정인홍 배척 사본
장서각디지털아카이  

신해록

2 通文

만력36년

[1608] 

5월 일

〃 忠淸道校院 오  문묘 종사 〃

장서각디지털아카이

여주이씨 문서 통문 

62

3 通文
정해[1827] 

정월 일
반수 慶州鄕校 

풍덕․개성 

병합  청주 

괘서 사건 후

여론 수습

원본
한국학자료센터 

남권역

4
太學通章

謄書

병인[1866] 

11월 일

장의 유사 

반수 발론 

제통 사통

慶尙大邱校

宮 輪告

척양과 강화 

반
사본 고문서집성 51

5 通文
기사[1869] 

6월 일
반수 安東鄕校 성균  건 〃 고문서집성 43

6 通文

무 3년

기해[1899] 

3월 25일

〃 英陽鄕校 起復 出仕 禁斷 원본
경북향교자료집성 1,

양향교편

<표 2> 성균  발의 통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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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는 않지만 성균 에서 먼  지원과 지지를 호소한 통문의 사례도 확인된

다. 성균 은 상소를 올리면 지방 校院에도 이를 통고했다고 하지만 사안마다 

모두 통문을 발송하 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

에 통문을 발송하 고, 이것이 지방유생들의 유소로 이어진 것은 분명하다.
32)

32)

하는 통문을 통해서도 선조․ 해군 의 5  문묘 종사, 1827년 풍덕 개성 병

합 후 여론 수습, 1866년 병인양요, 1869년 성균  건, 1899년 료들의 起復 

서용 건과 련하여 국에 통문을 발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균 은 19세

기말에도 여 히 유생사회의 주론자라는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3. 성균  통문의 달 경로

성균 의 통문은 그 수신처가 개별 향교나 서원, 疏廳, 특정 지역 등으로 기재

되어 있다. 특정 사안에 련된 답통일 경우 개 통문을 발송한 측에만 답통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이 도내의 시비와 계된 경우는 발송 범 가 더 넓

었다.  발의를 해 통문을 발송하는 경우는 그 상이 한 도 는 국으로 

확 되었다.

필자가 확인한 성균  통문 가운데 시기가 가장 앞선 것은 1605년 정인홍의 ｢跋

南溟集說｣을 비 하며 팔도의 향교와 서원에 보낸 통문의 사본이다.
33)

33)여기에는 

“성균  유생들이 삼가 ○○道 각읍 향교와 서원에 알립니다[成均館儒生等謹通

于○○道列邑鄕校及諸書院]”라는 문구가 실려 있다. 이어 1608년 5 의 문묘종

사와 련하여 李彦迪의 변무를 주장하며 충청도에 발송한 통문에도 동일한 문

구가 실려 있다.
34)

34)따라서 당시 성균 은 도별로 통문을 발송하여 향교와 서원

에 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각도에 어떻게 달되

32) 그 사례는 다음 에서 볼 수 있다. 장재천, 2010 ｢朝鮮時代 成均館 通文에 의한 公論 形

成 過程｣ 한국사상과 문화 53.
33) 장서각디지털아카이 , 경주 여주이씨 옥산정사 고문서, 辛亥  수록.

34) 장서각디지털아카이 , 경주 여주이씨 옥산정사 고문서, 통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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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각도 내에서는  어떤 경로로 통문이 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각도로 통문이 달된 구체 인 경로는 1827년 경주향교에 보낸 통문에서 보

인다. 이 때 청주에서 괘서 사건이 발생하 는데, 성균 에서는 그 련자들을 

발본 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상소를 올렸다.
35)

35)그리고, 그 경 를 은 통

문을 경주향교에 발송하 다. 이 통문에는 그 달 경로에 하여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비록 상소의 일이 하여 지방에 있는 여러 章甫에게 名帖을 받을 겨를이 없었

지만 같은 원수를 둔 의리 상 감히 통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먼  各道鎭管

邑校宮에 통문을 보냅니다. 바라옵건  여러분께서는 이 通諭를 차례차례 所管의 各

邑에 히 하고, 각읍의 향교와 서원도 각기 1건을 등서하여 境內의 多士에게 돌

려 보이십시오.”36)36)

이에 따르면 성균  통문은 각도의 鎭管邑 향교에 발송하여 하의 여러 고을

에 달하게 하고, 각읍의 향교와 서원에서는 각각 1건을 등서하여 경내의 多士

에게 回示하게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균 -진 읍 향교– 하 열읍 향교

와 서원–경내 유생의 달 구조이다. 

鎭管體制는 각도의 主鎭 하에 몇 개의 巨鎭을 두고 그 주변의 고을을 分屬시

킨 지방 방어체계이다.37)37)이 통문이 달된 경상도는 좌도의 경주진 , 안동진

, 구진 , 우도의 상주진 , 진주진 , 김해진 으로 나뉘어져 있었다.38)38)본 

통문은 이  경주진 의 거진인 경주의 향교에 달된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

면 동일한 진 인 안동, 구, 상주, 진주, 김해의 향교에도 같은 통문이 달되

었을 것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국의 진 읍에도 통문이 달되었을 것이다.

35) 순조실록 권28, 순조 26년 12월 병자.

36) 한국학자료센터, ‘1827년 성균 (成均館)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62면, 13-90 통문] 

“而雖緣疏事之忙急 未暇受帖於在鄕之僉章甫 然在同仇之義 不敢不通告 玆先發文于各道

鎭管邑校宮 伏願僉 此通諭 次次飛傳於所管各邑 而各邑校院 亦各飜騰一本 轉示境內

多士.”

37) 송기 , 2010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 사학보 53.
38)  회통 병  外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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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체제를 이용하여 통문을 발송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남으로 발송한 

통문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1823년 判書 金履陽 등이 공주에 金宗瑞의 사우를 

건립하며 지원을 요청한 통문의 사본에는 그 수신처가 尙州校院, 安東校院, 慶州

校院, 大邱校院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본문 에 먼  鎭管의 校院에 통문을 발

송하니 所屬各邑의 校院에 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9)

39)1840년 충주

에 洪履祥의 祠宇를 건립하면서 발송한 韓鎭  등의 통문은 그 수신처가 옥산서

원으로 되어 있으나 斜文에는 도내의 각 서원에 輪告하고 옥산서원에서 都廳을 

선임하여 慶州鎭管의 각읍에서 지원 을 걷어 보내  것을 요청하 다.
40)

40)역시 

진 체제를 이용하여 진 읍에 통문을 달하고 기 을 모 한 것이다. 1866년 

병인양요 후 斥洋을 주장한 泮中 남 유생들의 통문도 수신처가 ‘慶州鎭各邑校

院’으로 되어 있어 진 체제를 통해 통문이 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1)41)

그런데, 1823년 서 김이양 등의 통문을 보면 鎭管邑에 통문을 발송한다고 

하 으나 실제는 진주와 김해를 제외한 안동, 경주, 상주, 구 등 네 곳만을 명

시한 것을 볼 수 있다. 1772년 천 임고서원과 하양향교 사이에 環城寺 소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 을 때에도 성균  통문은 4도호부에 도착한 것으로 해

진다.42)42)이 사안과 련하여 1771년 10월 13일에 성균 이 발송한 통문의 사본

이 남아 있는데 그 수신처는 경주향교와 옥산서원, 안동향교와 병산서원, 안향

교와 도산서원, 순흥향교와 백운동서원, 상주향교와 도남서원, 진주향교와 덕산

서원 등 6개 지역의 향교와 표 서원이다. 이  안과 순흥을 제외한 경주, 

안동, 상주, 진주가 앞서 언 된 4도호부일 것이다. 진 읍에 통문을 발송하면서

도 여섯 읍이 아니라 네 읍에만 통문을 달한 것은 성균 의 통문 달 경로가 

39) 한국학자료센터, ‘1823년 경주향교(慶州鄕校) 사통(私通)’ 내 原通文謄書[옥산서원지 
878면, 13-100 통문] “先以仰通於鎭官校院 ( 략) 飛文轉通于所屬各邑校院一齊歛得以完

大事.”

40) 한국학자료센터, ‘1840년 한진억(韓鎭 )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41면, 13-69 통문] 

“此亦中 通文到後 次次輪告于道內各院 名帖 儒錢一一收聚 自本院今○內 合 于營建所

以竣大事 幸甚 貴府鎭管各邑 亦自本院定出都廳卽卽收合于本院 此去儒生商議輸 之地.”

41) 한국학자료센터, ‘1866년 반 회 (泮村 中)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39].

42) 한국학자료센터, ‘1772년 구(大邱) 칠곡(柒谷) 사림(士林)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4] “卽見太學通文抵到四都護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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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체제로서의 진 체제와는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807년 안동에서는 남인과 노론 사이의 향 을 둘러싼 辨誣疏를 올리며 안동, 

경주, 상주, 진주에 疏資를 분정하고 다시 소속읍에 분정하여 疏廳에 수송하라는 

통문을 보냈다. 이 통문에는 경주의 소속읍으로 천, 구 등 19개 읍이 열거되

어 있다. 여기에는 경주진  11개 읍 외에도 구진  13개 읍  북부의 인동, 

의흥, 신녕, 하양을 제외한 9개 읍이 포함되어 있다.
43)

43)즉, 이 통문을 돌릴 때 활

용한 경로는 진 체제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 통문이 疏資의 간 분정처로 삼은 안동, 경주, 상주, 진주는 진 읍이기도 

하지만 조선 기 경상도의 界首官이기도 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경주 

계수 의 속읍은 양, 양산, 울산, 청도, 흥해, 구, 경산, 동래, 창녕, 언양, 기

장, 장기, 산, 풍, 일, 청하 등 16개 읍이다.  통문의 달처에는 여기에 

천, 자인, 칠곡 등 세 곳이 추가되어 있는데, 자인은 1637년, 칠곡은 1640년에 

신설된 읍이다. 한편 구진    통문의 수신처에서 락된 인동, 의흥, 신

녕, 하양은 계수 제 하에서는 안동의 屬邑이다. 즉, 의 통문은 界首官制 하의 

경주 屬邑에 달된 것이다. 

계수 제는 한 道 안에서 몇 개의 심 고을을 계수 으로 설정하고, 이들 고

을이 주변의 여러 고을을 행정 으로 통솔하여 지방 업무를 처리하게 한 제도

다. 그러나 15세기 후반경부터 차 계수 을 특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임

의 으로 都 官을 설정하는 도회 제가 계수 제를 체하기 시작하 다. 하지

만 지방의 교육과 과거, 공도회 등의 시행에서는 여 히 계수 이 도회 으로 

설정되어 계수 의 기능이 유지되었다.
44)

44)17세기 반 金坽의 계암일록에도 

당시 4개의 界首官에서 公都 를 실시하 다는 기록이 있다.
45)45) 

그런데, 18세기 삼남과 강원도에서는 4長官에서 공도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

43) 한국학자료센터, ‘1807년 안동향교(安東鄕校)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13].

44) 소순규, 2015 ｢조선 기 도회 제의 운용과 특징: 계수 제와의 련성을 심으로｣ 한
국사학보 59.

45) 金坽, 계암일록 1617년 5월 19일 “ 例 大同都  方伯令道內界首官 各聚管內儒生 同日

製述 每取七人 於中央 製述優等  給初試公文 此道通左右五人 今監司尹暄爲是擧 以今

二十二日 令各邑士子 聚界首官試取 此近皆赴安東也”; 같은 책, 1628년 5월 10일 “監司金時

讓 設四界首官都 ”; 같은 책, 1637년 5월 30일 “方伯以四界首官長都 設行於開月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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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787년(정조 11) 경기감사 徐有防은 左右道로 나 어 시행하는 경기도 공

도회를 삼남과 강원도처럼 매년 4長官에서 실시하도록 요청하 다.
46)

46)  정약용

은 공도회를 ‘四長官公都 ’, ‘四長官都 ’라고 지칭하기도 하 다. 그런데 이 4장

이 곧 州로 조선 기의 계수 에 해당된다.
47)

47)1786년(정조 10) 黃胤錫은 공도

회를 ‘界首官公都 試’로 일컬었는데,
48)

48)이것은 4장 이 계수 제의 遺制 기 때

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이 계수 제에서 도회제로 체되는 가운데서

도 4장 이 계수 의 업무를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761년 강원감사는 세 鎭管에서 시행하는 공도회를 삼남

의 에 따라 각 鎭管에서 실시하도록 요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49)49)그리고 

에서 보듯 1787년에는 강원도도 4장 에서 공도회를 실시한 것으로 이야기된

다. 1844년(헌종 10) 11월 충청감사도 4鎭管에서 공도회 시를 실시하 다고 

보고하 는데,50)50)충청도의 4진 인 충주, 청주, 공주, 홍주는 4長官이기도 하 다. 

즉, 鎭管과 4長官은 원래는 별개 지만 18세기에는 통용되었고, 이때의 진 은 4

장 , 곧 이 의 계수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생들은 공도회에 응시할 때 해당지역의 長官에서 시험에 응시하 다. 경상

46)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6월 26일 임술 “(京畿監司徐)有防曰 本道年例儒生公都  十月

內 左右道設場 試 ( 략) 今以三南․原春諸道 之 每年四長官 先期初擇後 咸聚營門 以

爲試取  此非特州縣陞貢之義 亦出於爲民邑除弊之擧也 ( 략) 而今不必另事變通 一依四

道例 每年公都 講製 自四長官旁照諸道規式 參量儒生多寡 酌定數爻 先爲初擇後 自臣營 

都事及文官守令 亦依他道例試取 則事旣穩便 弊歸自祛.”

47) 丁若鏞,  猶 全書 ｢經世遺表｣ 권15, 科擧之規 一 “州試  一省之內 或有四州 或有三

州 列邑之人 合試於所領之州也-如今之四長官公都 -”; 같은 책, 文集 권9, ｢辭正 兼陳

科弊疏｣“縣定縣額州定州額-四長官 今 之州-道定道額 ( 략) 假令嶺南初試原額爲二百 

而一道試卷爲四千 四千之中居安東 四百 則今定擧額 安東薦一百 汰其四分之三 次赴州試

-卽四長官都 -”

48) 황윤석, 이재난고 권39, 병오년(1786) 8월 11일 신해 “聞本州以巡營 依大典通編新式 

各界首官公都 試 進定于九月一日.”

49) 승정원일기 조 37년 7월 8일 갑진 “洪鳳漢曰 此 江原監司金孝大狀啓也 以爲 本道公

都 時 三鎭管以詩賦題雙懸 ( 략) 使各鎭管 每歲八月 各取詩賦後 都事主管 令初擇儒生

咸聚課試 一依三南例定式事 令廟 稟旨分付 爲請矣.”

50) 국사편찬 원회 간행, 각사등록 6, 525면 ｢忠淸道監營狀啓謄 ｣ 제2책 “啓爲試取事 

( 략) 昨年條及今年條公都 初試 四鎭管良中 各差試官 合設試取是白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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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녕 의 사례를 보면 원래 안동도회 소속이지만 경주에 더 가까워 유생들이 

경주공도회에서 응시하 다가 擯貢으로 배척을 받았다. 이에 1782년 營門에 呈

訴하여 移屬을 허락받았다.
51)

51)빈공으로 배척을 받고 소속읍을 바꾸는 사례를 통

하여 어도 4장 에서 공도회를 시행하는 삼남에서는 각 읍이 각기 4개의 장

에 分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균 과 京中 통문이 진 을 칭하면서

도 4개 읍에만 달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界首官은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1757년( 조 33) 승정원일

기의 기사에 따르면 계수 은 4長官의 京主人이 輪回하면서 맡는 직임이다.52)52) 

1746년( 조 22) 강원감사가 비변사에 보낸 報狀에 따르면 앙 서에서 지방 

營門에 보내는 공문은 界首官에서 책임을 맡아 소속 각 읍의 경 리를 통솔하여 

거행하는 것이 通例라고 언 하고 있다.53)53)황윤석은 보다 구체 으로 “界首라는 

것은 주, 남원, 주, 나주 4長官의 京主人으로 각기 속읍의 京主人을 거느리

고 돌아가며 京房子를 보내 監營에 通報하며, 5일에 한번씩 바꾼다”고 기록하고 

있다.54)54)즉, 4장 의 경주인이 계수 이고, 이들이 소속읍의 경주인을 통솔하며 

돌아가면서 앙각사에서 감 에 보내는 문서의 달을 담당하 다는 것이다. 

4장 의 경주인이 감  문서의 달을 담당한 것은 당  감사가 4장 을 돌아

가며 직무를 보았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55)55)즉, 감사가 4장 에 머물기 

때문에 4장 의 경주인이 감  문서의 달을 담당하 던 것이다. 그러나 監營

이 설치된 이후에도 여 히 4장 의 경주인이 그 일을 총 하고 있었다. 계수

제는 폐지되었지만 행정문서를 수발하는 시스템에는 여 히 계수 제의 유제가 

남아 있었다. 

51) 한국학자료센터, ‘경상도(慶尙道) 신녕 (新寧縣) 신녕향교(新寧鄕校) 고왕록( 往 ) 
수록 1782년 기록’

52) 승정원일기 조 33년 5월 22일 임자 “上曰 界首官 何任 明鼎曰 四長官主人輪回爲之矣.”

53) 訓局謄  29책 “丙寅(1746)十二月 日 備局甘結 江原監司報狀內 ( 략) 京上司公事之

傳致營門  其責 在於界首官是遺 界首官之指揮各邑邸人竝力擧行  此是通八道應行之

例是乎矣.”

54) 황윤석, 이재난고 권13, 기축년(1769) 9월 17일 병신 “昨日 掌務書吏林世  以全羅監

營通報所入番界首官主人[주:界首  全州南原光州羅州四長官京主人 各率其屬邑京主人 輪

番出 京房子 通報監營 五日一遞] ( 략) 來納.”

55) 승정원일기 조 16년 윤6월 25일 갑자 “寅明曰 監司卽巡察使 故古則輪處四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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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12월 정조는 綸音을 간인하여 지방에 배포하 는데, 팔도는 감 과 4

장 에 각 1건을 반사하여 諸邑에 등서하여 달하게 하고, 병 과 수 에도 각 

1건을 반사하여 동일하게 諸鎭에 등서하여 달하게 하 다.
56)

56)이 윤음의 반포

에도 4장 이 활용된 것은 4장 이 여 히 국가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균 이나 경  통문의 달도 경주인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1823년 서 

김이양 등과 金濟豊 등이 京中에서 발송한 두 통문에는 사우 건립에 필요한 비

용을 열읍에 分定하며 미리 邸人에게 그 비용을 지불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통문의 달 역시 京邸吏, 곧 京主人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

다.
57)

57)통문이 각 읍으로 발송될 때는 각 읍 경주인, 4장 으로 발송될 때는 4장

의 경주인이 그 달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단된다. 

鎭管邑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균 에서 발송된 통문은 斜文이나 본문에 

통문을 각 읍에 달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령 1866년 성균 에서 斥

洋을 주장하며 大邱校宮에 달한 통문은 등서하여 각 읍에 달하 다.
58)

58)  

1825년 三道疏廳에서 慶州校院에 疏資와 유생의 지원을 요청하며 발송한 통문에

도 도착 즉시 통문을 각 읍에 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9)

59)통문에 기재

된 ‘ 구교궁’이나 ‘경주교원’과 같은 수신처는 최종 수신처가 아니라 간 달

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1899년 喪中의 出仕 지를 주장한 성균  통문의 달 경로는 다소 차

이가 있다. 이 통문은 구에서 수신하여 각 읍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인데, 수신

처는 양향교다.
60)

60) 양은 본래 안동진 에 소속된 곳이며, 이 사안이 특별히 

56) 승정원일기 정조 즉 년 12월 28일 을축 “命書傳敎曰 綸音 賜 ( 략) 八道則監營及

四長官 各 一件 使之轉謄諸邑 兵水營 各 一件 亦使轉謄諸鎭.”

57) 한국학자료센터, ‘1823년 경주향교(慶州鄕校) 사통(私通)’[옥산서원지 878면, 13-100 통문] 

原通文謄書 “顧念近來列邑看作例套謾費歲月 故各所助物 先爲推用邸人處 諒此知悉 幸甚”; 같

은 문서, 原通謄草 “故獲已求助於列邑校院 而貴邑邸人處已爲推用 以此諒之 幸甚.”

58) 한국학자료센터, ‘1866년 태학(太學)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38] “此亦中 太

學通章謄書輪告 趁卽輪通于各洞各宅 無至不知之弊 亦爲幸甚.”

59) 한국학자료센터, ‘1825년(?) 삼도소청(三道疎廳)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21] 

“到之日卽爲飛傳各邑.”

60) 한국학자료센터, ‘1899년 양향교(英陽鄕校) 통문(通文)’[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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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교에만 국한된 사안도 아니었다. 이 과 같은 달체계라면 안동향교가 

간 달처 을 것이지만 이 경우는 구향교가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1896년 8월에 13도제를 도입하고, 경상북도의 首邑이 구 던 데 따른 변화로 

보인다. 아울러 구향교에서 우편으로 통문을 발송한 것도 시 의 변화를 보여 

주는 면이다. 

성균  통문은 사안에 따라 읍이나 향교, 서원 등 그 수신처를 달리하 다. 그

러나 발의 통문의 경우는 모두 향교에 달되었다는 특징도 있다.  1768년 
서록 시비나 1906년 우재선생실기 시비 련 통문 등도 분쟁의 당사자가 아

닌 경주향교에 통문을 보내 당사자들에게 달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61)

61)성균

 통문은 서원보다는 학인 향교를 주 달처로 이용하 다. 

4. 경주의 사례로 본 지방유생 통문의 달 구조

 

1) 남 내의 통문 달 경로

18세기 이후 경주에는 향교 외에도 서악서원, 용산서원, 구강서원, 용산서원, 

동강서원, 인산서원 등 여러 개의 서원이 있었으며, 재 여주이씨 독락당, 옥산

서원, 경주최씨․용산서원 소장 통문이 학계에 소개되어 있다. 이 에서는 세 

곳의 소장 통문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경주에 소장된 통문은 경주부의 향교나 서원에서 수신한 통문이다. 수신처는 

경주향교, 용산서원, 옥산서원 등 특정 향교나 서원을 명시한 경우도 있고, ‘경

주’, ‘경주교원’, 경주 내 복수의 향교나 서원 등으로 경주를 특정한 경우도 있으

며, 남 내의 여러 읍을 열서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경주뿐 아니라 

경상도 내에서 통문이 달된 양상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통문의 발신처는 국에 걸쳐 있는데, 우선 경상도 내외로 구분할 수 있고, 경

1992 경북향교자료집성 I, 610면, 통문] “此亦中 大學通章一度來到大邱 故如是謄傳于

郵便 郵貰段所到各郡鄕校酬給事.”

61) 한국학자료센터, ‘1768년 유사(有司) 김(金)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5]; 같

은 곳, ‘1906년 성균 (成均館)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47면, 13-75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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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내에서는 다시 경주 내외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자료 에는 경상도 

내 다른 읍이나 道 에서 발송된 통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옥산서원 소장 통문은 경상도내 다른 지역에서 발송된 통문이 많고, 용산서원 

소장 통문은 경주 내의 통문이 많다는 차이도 있다. 이런 차이는 두 서원이 경

상도 내에서 차지하는 상과 련될 것이다. 

<표 3> 경주  유생통문

                                    (단 :건) 

구분 발송처 독락당 옥산서원 용산서원 합계

경상도내

경주내 3 12 31 46

도내타읍 7 74 23 104

도회 1 4 6 11

도내다사 3 3 1 7

도내기타 5 5

반 회 2 2

소계 14 98 63 175

경상도외

삼도소청 1 1

성균 2 2 1 5

타도 4 1 5

소계 2 6 3 11

합계 16 104 66 186

경주에 도착한 남유생 통문의 발신처는 진주계수  屬邑, 곧 진주진 과 김

해진 , 그리고 경주의 아래쪽인 언양, 울산, 양산, 기장, 동래를 제외하고 거의 

 지역에 걸쳐 있다. 이  가장 많은 통문이 확인되는 지역은 안동과 안이

다. 두 지역이 남 남인 가운데 주론 인 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

다. 안동의 경우 발신처가 병산서원, 호계서원, 삼계서원, 고산서원 등 여러 곳으

로 나뉘는 데 비하여 안은 도산서원에 집 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다. 

안에서 발송한 통문은 부분 도산서원에서 옥산서원에 보낸 것이다. 그러

나 발문자의 연명 방식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다. 가장 기본 인 방식의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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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인 上有司와 齋任, 員 순으로 기재한 경우다. 보다 요한 사안일 경우 상

유사와 재임, 회원 외에 그 사안을 담당하는 公事員과 曹司, 통문 작성자인 製

通, 통문 서사자인 寫通의 명단이 추가되었다.

이와 달리 원임의 명단이 빠진 채 員, 中, 中, 士林 등으로 多士들이 聯

名만 하는 경우도 있다. 1869년 서원 훼철에 반 하는 만인소를 지할 것을 주

장한 경우가 표 이다.
62)

62)사안의 특성 상 도산서원 측에서 직  나서기에 무

리가 따르거나 도산서원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반면 도산서원 외에도 안향교, 안 소재 易東書院, 東溪書院, 汾江書院 등

의 재임이나 원임이 함께 聯名하고 회원 명부를 부기한 경우도 있다. 도산서원

만이 아니라 안 一鄕의 公論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방식이다.

도산서원의 통문  특히 1768~1769년  서문답록을 둘러싼 시비와 련된 

통문들은 도산서원 측이 공의를 일으키기 하여 활용한 방법과 통문의 달 경

로를 잘 보여 다. 당시 李希誠 등이  서문답록을 새로 간행하 는데, 도산서

원 측은 그 내용이 이황을 폄훼하 다고 비 하고 훼 을 주장하여 이를 둘러싼 

文字是非가 도내로 확 되었다.
63)

63)도산서원 측에서는 시 하게 공의를 수합해야 

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도내에 통문을 발송하 다. 

도산서원은 1767년 12월 옥산서원에  서문답록의 훼 과 간행을 주 한 李

全仁의 후손 李希誠 등을 징치하자는 통문을 보냈다. 안동 삼계서원과 선산 낙

서원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통문을 경주로 보냈다.
64)

64)그리고 이듬해 8월 이를 

안건으로 道 를 개최하여  서문답록의 내용을 변 하고 훼 을 구하는 통

문을 ‘慶州校院’에 발송하 다.
65)

65)이 통문에는 안동, 용궁, 풍기, 안, 함창, 상주, 

칠곡, 화, 의성, 덕, 성주, 진보, 천, 천, 순흥, 선산, 인동, 진보, 양, 비안 

등 경상도 상도 지역의 20개 읍 유생 수백 명이 수록된 名帖이 첨부되어 있다. 이 

도회는 안동을 심으로 하는 남 상도의 도회 다.

62) 한국학자료센터, ‘1869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48].

63) 이 사건의 개에 해서는 김건우, 앞의 논문 참조.

64) 한국학자료센터, ‘1768년 김주훈(金柱勳) 등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3].

65) 한국학자료센터, ‘1768년 이도 (李道顯) 등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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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목 수신처 발신일자 발신처 비고 출

1
禮安陶山

書院通文
옥산서원   

정해[1767] 

12월 6일

도산서원

상유사 李龜範 등
원본

고문서집

성 65, 
통문 1

2 通文 옥산서원 
무자[1768]

8월 1일

善山洛峯書院

원장 金柱勳 등
〃 〃, 통문 3

3 道 通文 경주교원
무자[1768]

8월 22일

道

公事員 李道顯 등
〃 〃, 통문 4

4 通文 경주향교 
무자[1768]

10월 18일

太學

掌議 安(署押)

有司 金(署押)

〃 〃, 통문 5

5
陶山書院

通文

안동교원 의성교원 군 교원

비안교원 의흥교원 신령교원

천교원 하양교원 경산교원

자인교원 청도교원 양교원

언양교원 양산교원

무자[1768] 

11월 28일
士林 李重樸 등 〃 〃, 통문 6

6 通文

英山書院 양향교 丹山書院

해향교 덕향교 南江書院

청하향교 흥해향교 연일향교

경주향교 옥산서원 용산서원

기축[1769] 

정월 13일

도산서원

士林 李猶龍 등
〃 〃, 통문 7

7
太學答

通文
[李希誠 측]

기축[1769]

6월 21일

태학

장의 安 유사 洪
사본

장서각디지

털아카이  

신해록

8 陶院通文
경주 천 하양 자인 경산

청도 양 창녕 풍 각교원

[기축] 6월 

24일

도산서원

상유사 金重崙 등
〃

고문서집

성 51, 
통문 54

<표 4>  서문답록 시비 련 통문 

 

이즈음에 성균 에도 통문을 보내  서문답록을 훼 하라는 답신도 받았다. 

이 인의 후손들은 이에 응하여 문에 呈訴하여 유리한 처결을 받아내고 성균

에도 통문을 보내 도산서원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호소하 다. 그 결과 성균

은 기존의 답변을 번복하고 도산서원에 보낸 답통을 환송하라고 요구하 다.66)66)

다 해진 도산서원 측에서는 다시 도내에 통문을 돌려 문에 정소하자고 호

소하 다. 이와 련된 통문은 재 두 통이 하는데 그 달 경로는 서로 다

르다. 첫 번째 1768년 11월 28일자 통문은 안동을 시작으로 경상도 내륙 앙부

66) 한국학자료센터, ‘1768년 김주훈(金柱勳) 등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3]; 장

서각 디지털아카이 , 여주이씨 옥산정사 고문서, 신해록 수록 ｢太學答通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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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4개 고을을 거쳐 이듬해 1월 19일 경주 용산서원에 도착하 다. 두 번째의 

1769년 1월 13일자 통문은 양 英山書院을 시작으로 동해안 연안 고을을 따라 

달되어 2월 3일 경주 용산서원에 도착하 다.
67)

67)도산서원측은 백두 간 좌우

의 두 경로를 이용하여 통문을 달한 셈이다. 

그 후 1769년 6월 도산서원 측은 사건의 마무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간의 

경과를 하고, 조만간 道 를 개최할 것이라고 알리는 통문을 다시 발송하 다. 

이 통문은 경주에서 내륙 방향으로 천, 하양, 자인, 경산, 청도, 양, 창녕, 

풍으로 달되었다.
68)

68)이 과는  다른 경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산서원은 통문의 신속한 달을 해 도착과 달 일시를 기록하게 하 고, 

통문을 받은 측에서도 이를 충실히 기재하 다. 도착과 달 일시를 기록하는 

것도 사안의 성을 반 하는 것이다.
69)69) 

도산서원 측이 활용한 道 와 세 건의 통문이 포 하는 지역은 경상도의 동부

와 북부 지역을 포 하는 34개 읍이었다. 물론 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으

로도 통문이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1769년에 발송된 두 번째 통문에서는 ‘嶺底各邑’은 안동, 의성 이하의 낙

동강 좌우읍은 칠곡 松林寺에서 각기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 다. 도산서원 측에

서는 지리 인 여건을 고려하여 의성을 경계로 상하로 나 어 도회를 개최하려

고 하 다. 

도산서원은 통문을 돌리고 도회를 개최할 때에 지리 인 여건을 시하 다. 

그 결과 통문을 발송하고 도회를 개최하는 지역은 몇 개의 권역으로 나 어 졌

다. 도산서원은 보다 신속하게 통문을 달하고 도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권역화의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도산서원에서 경주 용산서원에 달된 두 건의 통문이 달된 과정을 보면 각 

읍에 달된 통문은 향교와 서원을 거쳐 다음 지역으로 달되었는데, 안에서 

67) 한국학자료센터, ‘1768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6]; 같

은 곳, ‘1769년 이유룡(李猶龍) 등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7].

68) 한국학자료센터,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54].

69) 한국국학진흥원 편, 2007 조선시  고문서 자료집 I: 통문과상소, 한국국학진흥원, 640

면 “此亦中 此通異於他通 幸 次次飛傳 無或有無知不聞之弊 到付日字懸 於各院下 以爲

憑準之地 千萬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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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질수록 향교를 통해 통문이 달되는 경향을 보 다. 통문의 달에서는 여

히 官學인 향교가 서원보다 심 인 치에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통문에서 도산서원 측은 시일이 박하여 校院의 次序를 무

시하고 邑里의 원근을 따라 달처를 명시하 다고 밝히고 있다.
70)

70)바꾸어 말하

면 원래는 통문이 달되는 차례가 따로 정해져 있었고, 반드시 지리  원근과

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세 번째 통문은 경주가 그 출발 이라는 에서 주목을 요한다. 앞의 두 

통문이 도산서원에서 출발하여 경주에 도달한 것과 달리 이 통문은 경주에서 출

발하여 서쪽으로 달되는 경로를 따랐다. 도산서원은 경주를 간 달처로 삼

아 인근지역에 통문을 송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경주에 도착한 통문의 상당

수는 경주를 거쳐 다른 지역에 달된 통문이다.

남유생 통문도 특정 향교, 서원이나 특정 읍에 련된 통문은 직  달되

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 달하는 통문은 여러 가지 경로를 이용하

다. 경주의 통문을 통해 확인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하나는 발신처에서 읍별로 통문을 발송한 경우다. 를 들어 1849년 사양서원

에서 鄭逑과 張顯光의 문묘종사를 한 道 를 개최한다고 알린 통문은 수신처

가 경주 옥산서원, 동강서원, 구강서원, 용산서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 

斜文에는 읍마다 使喚을 내어 直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명하고 海로 보내는 

통문을 곡강서원에 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다.
71)

71)흥해에 사환을 직  

보내지 못하는 사정을 통해 오히려 읍마다 각각 통문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송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경주에 통문을 보내 하 열읍에 달하도록 한 것이다. 문서상의 

수신처는 ‘玉山書院’, ‘慶州管下列邑校院’, ‘慶州’, ‘慶州校院’, ‘慶州鎭校院’ 등 다양

70) 한국학자료센터, ‘1769년 이유룡(李猶龍) 등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7] “此

亦中 今次行期甚急 各處通諭 恐無以回旋及期 故勿論校院次序 一從邑里遠近書塡 以爲登

時飛傳之地 所到日字時刻 懸 於該校該院之下 自終到處 持此本通 下傳于大丘 所 以爲

憑遲速之地 幸甚.”

71) 한국학자료센터, ‘1849년 사양서원(泗陽書院)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28] 

“此去 海通文 到卽傳致于曲江書院以○次次飛傳之地 幸甚 本院形 之樣 皆出各邑使喚

有難直  貴院之距 海不遠故 如是奉告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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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지만 본문이나 斜文에 管下列邑에 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1840~1843년 사이에 발송된 陶山集 간 련 통문은 4건이 있는데, 

수신처는 각기 ‘慶州管下列邑’, ‘경주’, ‘경주옥산서원’, ‘경주교원’으로 다르게 되

어 있다. 하지만 모두 斜文에 管下列邑에 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72)

72)이  

1840년 의성 도회소에서 ‘경주’에 발송한 통문에는 ‘該當鎭管’에서 등서하여 하 

열읍에 송하라는 내용도 등장한다.
73)

73)이 통문은 진 체제를 이용하여 달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때의 鎭管은 4長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인다.

1792년 남에서 萬人疏를 올릴 때 작성한 疏廳日記에는 ‘嶺南四長官’에 통문

을 발송하 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74)

74)  1807년 안동에서 疏資를 분정할 때

에는 분정처로 안동, 경주, 상주, 진주 등 4개의 장 을 지목하 고, 다시 경주에

서 분정할 하읍으로 경주 계수  속읍 20개 읍을 명시하 다. 이때도 4장 을 

이용하 음을 알 수 있다.
75)75) 

 하나는 달할 읍명을 열거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발송처와 첫 수신처 

사이의 지리  계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별된다. 하나는 앞서 소개한 도산

서원의 1768년과 1769년 1월 통문처럼 발송처에서 이웃 읍에 달하여 지리 인 

환경을 따라 특정지역까지 달하도록 한 경우다.  하나는 경주를 간 달처

로 삼아 먼  통문을 보내고 그 인근지역으로 달하게 한 경우다. 이 경우 도

72) 한국학자료센터, ‘1840년 정회소(鳳停 所)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05면, 13-37 통

문] “慶州管下列邑 ( 략) 此亦中 此去通 到則自貴邑次次飛傳于管下列邑 無至中路留滯

之弊 幸甚”; 같은 곳, ‘1840년 의성향교(義城鄕校) 도회(道 )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07면, 13-39 통문] “慶州 ( 략) 此亦中 自該鎭管 次次謄傳于管下列邑 俾無留滯 幸甚”; 

같은 곳, ‘1841년 안동향회소(安東鄕 所)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09면, 13-41 통문] 

“慶州玉山書院 ( 략) 此亦中 貴邑管下諸處 次次輪轉 俾無沈滯後時之弊 亦幸”; 같은 곳, 

‘1843년 시술(琴詩述) 등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11면, 13-43 통문] “慶州校院 (

략) 伏願僉君子先自大府飛告管下諸邑 以爲今月內依排數領臨於刊所 則實爲儒林之光幸.”

73) 한국학자료센터, ‘1840년 의성향교(義城鄕校) 도회(道 )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07
면, 13-39 통문] “此亦中 自該鎭管 次次謄傳于管下列邑俾無留滯 幸甚.”

74) 李㙖, 俛庵集 別 上, ｢壬子日記: 疏廳 ｣ 5월 26일 “齊 疏廳議曰 前後絲綸 自上特命

持往安東 宣諭一道 傳爲寶藏 則此意當先通一道 爲知委可也 遂發通嶺南四長官 以八月

初三日 定道 于安東鄕校.”

75) 한국학자료센터, ‘1807년 안동향교(安東鄕校)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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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원의 1769년 6월 통문처럼 천을 거쳐 내륙의 구진  지역으로 달된 

경우도 있고, 1852년 안동향회소에서 발송한 통문처럼 동해안쪽의 경주진 으로 

달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달처가 경주진, 혹은 경주장 의 

하읍으로 제한되어 있다. 읍명을 열거한 경우에도 발송처에서 남을 여러 권역

으로 나 어 통문을 발송한 것이다. 그 기 에는 界首官制의 遺制인 長官制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옥산서원은 1839년 화재를 당해 여러 지역에서 성 을 달받았다. 당시 옥산

서원에서는 경주의 여주이씨 문 , 鄕中, 道內로 구분하여 지원받은 내역을 기록

한 책자를 작성하 다.
76)

76)이 세 범주가 옥산서원이 맺고 있는 유생네트워크의 

범주일 것이다. 

당시 도내 각 읍에서 기 을 보내 온 성 은 ‘校院’, 향교, 서원, 각 문  등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계수 제와 진 제의 속읍별로 묶어 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진

장    
경주진 (11) 구진 (13) 상주진 (9) 안동진 (16) 합계

경주장 (20) 9 9 19

상주장 (13) 3 2 5

안동장 (18) 4 6 10

합계 9 13 3 8 33

<표 5> 1839년 옥산서원 화재시 부조 군

(단 :읍) 

진 별로 보면 경주진 과 구진 에서는 機張을 제외한 모든 읍에서 부조를 

한 것과 달리 상주진 과 안동진 의 부조는 선택 이며, 김해진 과 진주진

에서는 부조를 한 곳이 없다. 옥산서원과 경주진 ․ 구진  하 읍의 계는 

다른 읍과 다르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장 별로 보면 경주장 은 20개 

읍  기장을 제외한 19개읍이 부조를 한 반면 상주장 은 13개읍  5개읍, 안

동장 은 18개 읍  10개 읍이 부조하여 역시 선택 이다. 그리고, 경주장 의 

76) 남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3 옥산서원지 330-336면, ｢道內錢入記｣; 같은 책, 336- 

340면, ｢鄕中錢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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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읍이 부분 향교와 서원이 함께 부조를 한 반면 안동장 의 안, 안동, 의성 

등은 서원에서만 부조하 다. 公都 의 실시 단 가 되는 장 의 속읍체제가 부

조에도 향을 미쳤던 것으로 단된다. 이 권역이 통문의 달에서도 하나의 

단 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성균 과 경 통문이 지방행정의 문서 수발 시스템을 이용한 것과 달리 남 

내에서의 통문 달은 개별 향교와 서원의 연결로 이루어졌다. 통문을 발송하는 

측에서는 통문의 신속한 달을 해 도착과 달일시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두 가지 를 들면 달경로는 다음과 같다.77)77)

수신처 도착일시 달경로

安東校院 11월 29일 사시

(안동향교)

호계서원

청성서원

병산서원

노림서원

義城校院 12월 9일 장 서원

軍 校院 12월 14일 남계서원

比安校院 12월 18일 비안향교

義 校院 12월 25일 의흥향교

新寧校院 12월 28일 신녕향교

永川校院 12월 29일 천향교

河陽校院 12월 30일 하양향교

慶山校院 정월 1일 경산

慈仁校院 정월 3일 자인

淸道校院 정월 7일 청도향교

密陽校院 정월 8일 림서원

梁山校院
정월 12일

정월 15일
양산

彦陽校院 정월 19일 언양

최종 달처 경주 용산서원

<표 6> 1768년 안 도산서원 발송 통문의 달경로

77) 한국학자료센터, ‘1768년 도산서원(陶山書院)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6]; 같

은 곳, ‘1776년 백일청(白一淸) 등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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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도착일 달경로

蔚山校院  6월 20일 유시 (향교) 서원

彦陽校院 동월 27일 유시 (향교) 서원

淸道校院 동월 30일 오시 (향교) 紫溪書院

密陽校院  7월 2일 (향교)

靈山校院 동월 12일 향교

昌寧校院 동월 15일

향교

冠山書院

高岡祠

勿溪書院

鷰岩書院

玄風校院 동월 16일

禮淵書院

향교

道東書院

漆谷校院 동월 22일 (향교) 泗陽書院

仁同校院 - -

比安校院 - -

軍 校院 - -

義 校院 - -

<표 7> 1776년 경주향교 등 발송 통문의 달경로 

의 사례를 보면 각 읍에서 경내의 향교와 서원에 통문을 달하는 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가령 1768년 안동에서는 향교와 여러 서원에 차례차례 통문을 

달했지만 의성 이하에서는 특정 서원이나 향교만 언 되고 있다. 1776년 경주

향교 통문에서도 창녕과 풍에서는 향교와 서원에 차례로 달되었지만 양과 

산에서는 향교에만 달되었다.

실제 많은 통문에서는 읍내의 校院에 달하도록 하면서 신속한 달을 해 

도착처에서 별도로 1통을 謄書하여 경내의 향교와 서원 등에 보내고 原通은 다

음 읍으로 바로 달하도록 하기도 하 다.78)78)한 고을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문

78) 한국학자료센터, ‘1832년 안동(安東) 구계서원(龜溪書院) 통문(通文)’[옥산서원지 16] 
“此亦中 文到後 次次飛傳是乎矣 所到處各各謄書一本 輪告所屬各處是遣 原通段火速輸傳 

俾無中滯之弊 幸甚”; 같은 곳, ‘1852년 안동향회소(安東鄕 所) 통문(通文)’[옥산서원

지 49] “此亦中 道 日字 前期甚促 此通到 卽卽爲飛傳 所屬院 各各謄出 使輪行○傳 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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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할 것인가는 각 읍의 행이나 사안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남에서 통문을 달하는 경로는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었다. 지리 인 여건

을 이용하는 한편으로 지방제도에 기 하여 몇 개의 권역을 나 어 거  읍을 

심으로 동시에 여러 곳으로 통문을 발송하는 구조를 구축하 다. 남에서 만

인소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통문의 달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도의 경우 하는 유생통문이 부분 개별 향교 간의 통문이어서 그 

달구조를 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624년 이 의 난 때 義穀을 모집한 사례

를 보면 都廳의 장 하에 도내 9개 고을을 都 官으로 설정하고 각기 3~7개 

읍을 속읍으로 배치하여 도청, 도회 , 속읍이 향교를 통해 통문을 주고 받은 것

을 볼 수 있다.
79)

79)이 역시 도회 제라는 지방행정제도를 이용한 방식으로 유생

사회가 학인 향교를 매개로 재빠르게 도단 의 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

을 보여 다.

2) 경주 내의 통문 달 구조

마지막으로 경주 내에서는 통문이 어떻게 달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8

세기 경주에는 향교와 7개의 書院 혹은 祠宇가 있었다. 이  김시습을 제향한 

매월당 당은 서원으로 기능하지 않은 듯 실제 통문에서 등장하는 서원은 여섯 

곳이다. 이  서악서원, 옥산서원, 용산서원 등 세 곳이 사액서원이며,80)80)인산서

원, 서악서원, 향교는 노론 성향을 띠고 있었다.
81)81)

無一邑一方不聞不知之歎 千萬幸甚.”

79) 김경숙, 2012 ｢李 의 난과 호남모의록｣ 숭실사학 28, 69-76면.

80) 용산서원은 원래 ‘崇烈祠’로 사액을 받았으나 용산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다. 

81) 이수환, 2005 ｢경주 龜岡書院 연구｣ 조선시 사학보 34, 87-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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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건립 사액 제향

廣南

향교

西岳書院 1561년(명종 16) 1623년(인조 1) 薛聰, 金庾信, 崔致遠

梅月 影 1670년( 종 11) 淸簡公 金時習

龍山書院[崇烈祠] 1700년(숙종 26) 1711년(숙종 37) 貞武公 崔震立

仁山書院 1714년(숙종 40) 文正公 宋時烈

廣北

玉山書院 1573년(선조 6) 1574년(선조 7) 文元公 李彦迪

龜岡書院 1692년(숙종 18) - 文忠公 李齊賢

東江書院 1707년(숙종 33) 景節公 孫仲暾

<표 8> 경주 향교․서원

경주의 여러 학교는 지리 으로 경주 북쪽의 속  지역에 치한 옥산서원, 

구강서원, 동강서원과 경주 읍내와 그 아래쪽에 치한 향교, 서악서원, 인산서

원, 용산서원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 때문인지 경주에는 廣濟院을 심으로 

廣南과 廣北의 구분이 있었다. 이 구분은 南面․北面이나 南學․北學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경주 내의 학교도 지리 인 치에 따라 권역별로 단 화되어 있

었던 것이다. 

이런 구분이 언제부터 등장하 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련하여 주목되

는 것이 서원의 원생안도 남과 북으로 나 어 작성하 다는 것이다. 경주에

서는 남의 서악서원과 북의 옥산서원이 각각 유생을 나 어 선발하고 두 원

생안을 合 하여 하나의 원생안을 공유하 다. 1785년 서악서원에서 옥산서원에 

보낸 통문에는 남과 북의 薦 을 합록하는 것이 古規라고 이야기하고 있

다.82)82)옥산서원과 서악서원이 16세기 후반에 창설된 것을 고려하면 그 연원은 

82) 한국학자료센터 ‘1785년 서악서원(西岳書院)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12면, 13-44 통

문] “窃伏念一鄕之人 固無定限於南北 則廣南士林 亦玉院士林也 本院永無薦事 而貴院獨

有薦  則廣南士類 終爲院外之人 可乎 到此事勢 咸以爲合薦於貴院 實不悖於南北薦合

之古規 故玆以通告 望 僉 諒此 合薦於貴院後 一件謄置于本院 而圈出任司 使本院無至

春秋闕享之地 千萬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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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행은 鄕戰으로 행을 

겪기도 했으나 19세기 반에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83)83)

한편 용산서원에는 원생안에 해당하는 崇烈祠儒案(1703~1725)과 龍山書院

儒案(18세기 반~19세기 반)이 남아 있는데, 두 유안의 첫머리에는 서악서

원의 유안을 등서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84)

84)즉, 용산서원에서도 설립 직후부터 

어도 19세기 반까지 서악서원의 원생안, 나아가 옥산서원의 원생안을 자신

들의 원생안으로 활용한 것이다.
85)

85) 경주에서는 남과 북을 단 로 원생안을 

작성하고 이를 합록하여 고을 체의 원생안으로 활용하 던 것이다. 

그런데, 경주의 향교와 서원은 경내의 공문을 달하는 역할도 수행하 다. 

의 下帖과 통문을 돌릴 때 향교와 서원이 지역을 나 어 그 일을 분담한 것이

다. 1801년 향교에서 용산서원에 보낸 통문에 따르면 원래 향교, 서악서원, 옥산

서원이 그 역할을 분담하 다. 이  서악서원이 남서쪽으로 彦陽界와 淸道界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했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북쪽은 옥산서원, 남동쪽은 향

교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악서원이 담당하는 지역이 넓고, 형산

강과 그 지류를 건  왕래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용산서원이 그 일부를 

담당하게 하 다.
86)

86)1822년 동강서원의 통문에 따르면 용산서원은 東面을 담당

83) 한국학자료센터, ‘1823년 서악서원(西岳書院) 통문(通文)’[옥산서원지 768면, 13-9 통

문]; 같은 곳, ‘1840년 서악서원(西岳書院) 통문(通文)’[옥산서원지 792면, 13-24 통문].

84) 龍山書院儒案의 경우 그 연 는 밝 져 있지 않으나 수록 인물  출생연도를 추 할 

수 있는 생원․진사의 경우 앞쪽의 인물인 孫國濟(1719-?), 鄭熺(1723-1790)는 1720년 

후, 맨 뒤쪽의 崔濟 (1788-?), 崔世麟(1791-?)은 1790년 후에 출생한 것으로 확인

된다. 이로 미루어 이 儒案의 수록 시기는 18세기 반에서 19세기 반까지로 단된다. 

이외에도 용산서원에는 여러 건의 용산서원원생안과 용산서원유생안이 소장되어 있

다. 일반 인 원생안이 성명, 자, 생년 등을 기재한 것과 달리 이 책에는 성명과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면마다 경주부윤의 인이  있다. 그 에는 ‘ 代’, ‘不勤代’, ‘故代’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인물을 충원한 사례들도 보인다. 따라서 이 유생안․원생안은 명

목상의 원생을 수록한 것으로 원납원생 등 서원에 소속된 면역인의 명부로 추정된다. 良

丁案이 부기된 경우도 있다. 

85) 한 고을에 여러 서원이 있더라도 추 인 서원을 심으로 원생안을 공유하는 사례는 

경상도 안에서도 보인다. 17세기 안에는 역동서원, 도산서원, 淸溪書院, 汾江書院 등 

네 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도산서원에서만 원생을 선발하고, 나머지 서원들은 도산서원

의 遊院 을 용하 다(박 순, 2006b 앞의 논문, 82․210-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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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되어 있다.
87)

87)즉, 북은 옥산서원, 남은 향교, 서악서원, 용산서원

이 지역의 공문 달을 분담하 다는 것이다. 경주에서는 경내를 남과 북으

로 나 고 다시 그 아래에서 몇 개의 권역을 두고 학교에서 문서의 달을 담당

한 것이다. 경주에 달된 통문도 이 경로를 따라 경내에 달되었을 것이다.

재 최씨문 ․용산서원 자료에는 의 下帖과 통문을 등서한 官下帖及各邑

通文謄草라는 책자가 한다. 여기에는 1822년 윤3월 18일부터 4월 11일 사이

의 旬試, 白日場 등에 한 의 하첩 4건과 安東道 所 통문 1건이 날짜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용산서원에서 해당 기간에 경내에 달한 하첩과 통문일 것이다. 

경주를 오간 통문의 수신처는 많은 경우 慶州鎭, 慶州, 慶州校院 등의 읍명이

나 향교, 서원 이름으로 되어 있다. 경주로 들어오는 통문은 주로 학인 향교와 

옥산서원을 경유하 다. 특히 성균 과 타도에서 달된 통문이나 남 내에서 

역으로 달되는 통문은 경주향교로 달되었다. 향교에 들어온 통문은 다시 

남과 북으로 달되었다.
88)

88) 학인 향교는 통문의 달 구조에서 여 히 

간 달처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반면 남 남인들의 통문은 옥산서원을 거쳐 남에 달되었다. 를 들어 

임술년 의흥 도회에서 疏資의 분배를 알린 통문은 옥산서원에 달되었는데, 옥

산서원은 이 통문을 향교를 통해 남에 달하 다.
89)

89)이 때 경주에 상소 비용 

50냥이 분배되었는데, 북과 남에서 각각 25냥씩을 분담하 다. 

86) 한국학자료센터, ‘1801년 향교(鄕校)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7] “右文爲通諭

事 本州校院擧行官下帖回文  惟鄕校西岳玉山而已 各有定界 已成規例 然以西岳書院論之 

則南至于彦陽之界 西至于淸道之境 非但道里之 遠 又有大水之橫前 回文之留滯 良以是 

窃念貴院亦是國學 而官下帖一體旣到 則貴院附近之各里 自貴院回文而奉行官帖 事理當然 

今因釋菜齊 之日 玆以奉告 望 俯諒此意 一依後  幸甚.”

87) 한국학자료센터, ‘1822년 동강서원(東江書院)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17｣ 

“此亦中 此去通文到則 輪告于東面各門中 以爲趁期齊 之地事.”

88) 한국학자료센터, ‘1823년 경주향교(慶州鄕校) 사통(私通)’[옥산서원지 878면, 13-100 

통문]; 같은 곳, ‘무자년 향교(鄕校)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64]; 같은 곳, 

‘1825년(?) 삼도소청(三道疎廳)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21]; 같은 곳, ‘정유

년 도색(都色) 김명구(金鳴九) 사통(私通)’[고문서집성 51, 사통 3].

89) ‘1802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통(私通)’[고문서집성 51, 사통 1] “此亦中 道 所原

通文及排錢秡記 已於十月間 自本院直 于鄕校 以爲轉 於貴院矣 想已見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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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원주 陶川書院을 지원하기 하여 기 을 모을 때도 남과 북으로 

나 어 모 을 진행하 다.
90)

90)1840년 퇴계집 간 기 을 수합할 때는 廣南都

廳과 廣北都廳을 각각 설치하 다.
91)

91) 남과 북은 유생들의 사회․정치 활동

에도 하나의 단 가 되었다.

그런데 옥산서원은 실제 排錢을 수합하는 과정에서는 용산서원 측에 직  연

락을 취하여 용산서원이 향교와 남 소속 서원․사우에 한 배 과 수송을 담

당하게 하 다.
92)

92) 남은 용산서원, 북은 옥산서원이 수합을 담당하 다.
93)

93)즉, 

향교는 통문의 간 달처 을 뿐 수합은 용산서원이 담당하 다. 이것은 향교

가 노론 성향을 띠고 있었던 사정과 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주 내에서 북의 옥산서원과 남의 향교, 서악서원, 용산서원으로 달된 

통문은 다시 경내의 유생들에게 달되었다.
94)

94)이 달구조는 疏資 등의 분담

을 수합한 사례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먼  임술년에 북에서 의흥도회의 소자 25냥을 경내에 분배한 사례를 보자. 

북에서는 옥산서원에 모여 회의를 갖고 옥산서원과 구강서원 외에 북 내 사

우인 雲谷祠, 聖山祠, 世德祠, 景山祠, 虎溪祠, 忠烈祠, 三綱祠, 栢巖祠, 泰巖祠 등 

9개 사우에 일부를 분정하 다. 분담액수는 옥산서원 5냥에서 삼강사 5 까지 

차등을 두었다.
95)95) 

90) 한국학자료센터, ‘1831년 양동수 소(良洞收錢所) 통문(通文)’ [옥산서원지 774면, 13- 

12 통문] “南學則自南收刷 幷諒之也.”

91) 한국학자료센터, ‘1840년 의성향교(義城鄕校) 도회(道 )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05
면, 13-37 통문] “此亦中 自該鎭管 次次謄傳于管下列邑 俾無留滯 幸甚 ( 략) 慶州廣北

都廳幼學孫星政 廣南都廳幼學 南驥陽.”

92) 한국학자료센터, ‘1802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통(私通)’[고문서집성 51, 사통 1] 

“其餘二十五兩段 自貴院分排於鄕校及廣南各院祠 以今月內這這輸 于本院.”

93) 한국학자료센터, ‘1802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통(私通)’[고문서집성 51, 사통 1].

94) 한국학자료센터, ‘1826년 구강서원(龜岡書院)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22] 

“此亦中 自先到院 謄此一本 輪告各村 原通卽卽飛傳 俾無遲滯之弊 幸甚”; 같은 곳, ‘1832

년 안동(安東) 구계서원(龜溪書院) 통문(通文)’[옥산서원지 775면, 13-13] “此亦中 文

到後 次次飛傳是乎矣 所到處各各謄書一本 輪告所屬各處是遣 原通○火速輸傳 俾無中滯

之弊 幸甚.”

95) 한국학자료센터, ‘1802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사통(私通)’[고문서집성 51, 사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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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31년 원주 陶川書院을 지원하기 하여 기 을 모을 때 북면의 收錢有

司가 발송한 통문에는 옥산서원, 동강서원, 구강서원 등 3개의 서원과 운곡사, 

성산사, 호계사, 세덕사 등 4개의 사우, 그리고 良洞 李氏各 , 孫氏各 , 霞谷 

鄭氏各宅, 魯  權氏各宅 등 여러 문 이 수신처로 되어 있다.
96)

96)이것이 북 경

내에서 통문이 달되는 네트워크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경주에는 다수의 문 사우가 존재하 다. 동경통지에 등장하는 서원과 사우

는 모두 36개소이다.
97)

97) 에서 언 된 북에 소속된 사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

우들은 다수가 남에 소속된 곳으로, 지역에 따라 다시 향교, 서악서원, 용산서

원 할 구역에 배속되어 있었을 것이다. 

경주 내에서 발의하여 통문을 발송할 때에도 북과 남이 하나의 단 가 되

었다. 가령 북에 속하는 동강서원이 1749년 우재선생실기의 간행을 알리며 

보낸 통문은 향교, 서악서원, 용산서원 등 남의 교원이 그 수신처로 열거되어 

있다.
98)

98)용산서원 소장 통문  다수는 남에 속하는 향교, 서악서원, 인산서원, 

용산서원 등이 수신처나 발신처로 병렬되어 있다. 반 로 1832년 李墅 등이 보

낸 통문에는 옥산서원, 구강서원, 동강서원이 수신처로 병렬되어 있으며, 이들을 

‘北三院’이라고 지칭하여 북에 달된 통문임도 알 수 있다.
99)

99) 남과 북은 

통문 달뿐 아니라 公議의 발의에서도 하나의 단 로 기능하 다.

경주의 유생네트워크는 향교, 서원을 심으로 하되 남과 북으로 권역화

되고, 그 하부에 경내의 사우, 문  등이 포 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주에 들어

온 통문도 이런 구조를 따라 양반들의 동성 락에까지 달될 수 있었다. 

1866년 11월 병인양요 에 성균  유생들은 斥洋과 강화반 를 주장하는 통

문을 국에 발송하 다. 이 통문은 구향교에 도착하 는데, 그 내용 에 향

교와 서원에서 경내의 村坊에 포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0)

100)경주와 같이 경

96) 한국학자료센터, ‘1831년 양동수 소(良洞收錢所) 통문(通文)’[옥산서원지 774면, 13- 

12 통문].

97) 이수환, 2010 ｢慶州 世德祠 연구｣ 민족문화논총 45, 181-183면.

98) 한국학자료센터, ‘1689년 동강서원(東江書院)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1].

99) 한국학자료센터, ‘1832년 이진락(李眞洛) 등 통문(通文)’[고문서집성 65, 통문 15] “此

亦中 此通北三院 卽卽謄  亦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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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을 포 하는 유생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면 성균  통문이 지방의 구

석구석까지 달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은 다른 도와의 계에서도 마찬가지다. 1906년 경주의 여주이씨와 월

성손씨 사이에 우재선생실기의 간행을 둘러싼 문자시비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는 성균 뿐 아니라 호남 유생까지 가담하 다.
101)

101)성균 , 지방행정제도, 각 읍

의 향교와 서원, 사우․문 을 연결하는 통문의 달망은 좁게는 한 지역과 고을

에서 작동하지만 넓게는 한 도를 넘어 국 인 네트워크로 작동할 수 있었다.

향교와 서원을 심으로 하는 유생네트워크는 원군 집권기 서원의 훼철로 

크게 타격을 입었을 법하다. 그러나 각 읍에 포진한 향교와 최하 에 포진한 문

의 존재는 그 네트워크의 붕괴를 막았다. 남에서는 서원훼철 후에도 서원 

훼철 반 , 원군의 집정 복귀, 척사 등을 주장하는 만인소를 조직하 다. 이때

에도 남 63개 읍에 疏儒가 배정되었다.102)102)결과 으로 보면 앞선 두 차례의 상

소에는 23개 읍, 척사소에는 59개 읍이 참여하 지만 남에서는 여 히 통문으

로 63개 읍을 포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살아 있었다.

5. 맺음말

조선후기 유생들은 향교와 서원을 매개로 국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이 네트워크는 성균 , 지방행정제도, 각 읍의 향교․서원, 사우․문 을 연결하

며 국 인 통문의 달망을 구축하 다. 학교를 심으로 한 유생들의 네트워

크에 지방행정제도를 결합하여 지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 어 달 구조를 효

율화하고, 학교의 하부에는 거주지를 심으로 문 과 사우를 결합시켜 달망

100) 한국학자료센터, ‘1866년 태학(太學) 통문(通文)’[고문서집성 51, 통문 38] “自各其校

院 告村坊.” 

101) 한국학자료센터, ‘1906년 성균 (成均館) 통문(通文)’[옥산서원지 847면, 13-75 통문]; 

같은 곳, ‘1906년 호남유회소(湖南儒 所) 회 ( 中) 통문(通文)’ 

102) 정진 , 앞의 논문, 22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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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한 구조다. 반 방향으로 보면 거주지를 심으로 하는 작은 권역이 유

생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다. 유생들은 이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통문을 돌리며 儒 , 鄕 , 道 , 疏 를 조직하여 유생들의 公議를 

결집하 다. 원리 으로 따지면 한 문 에서 발의된 논의가 향교․서원을 통해 

一鄕의 공론으로 인정받고 通文을 통해 一道의 공론으로 확 되어 상소와 성균

을 통해 국 인 공론으로 확 되는 구조다. 한 문 에서 시작된 請諡 논의

가 성균 을 통해 유생공론으로 인정되는 것이 그 이다. 역으로 성균 에서 

발의된 공론은 통문의 네트워크를 따라 지방의 락까지 달될 수 있었다.

이 네트워크에서 성균 은 국 인 공의를 결집하는 主論 이자 지방 유생사

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비에 하여 평결을 내리는 평결자로서의 상을 갖고 

있었다. 지방사회에서는 주로 향력있는 서원이 유생 공론을 주도하고 조직하

는 주론자로서 공의의 결집을 주도하 지만 향교 역시 官學으로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 으로 기능하 다. 유생사회의 통문 달망은 향교에 의지하는 바가 

컸다.

통문은 발신 측의 의사를 수신처에 통지하는 것으로 동의와 동참의 여부는 수

신처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존재가 항상 으로 동의

와 동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처에서는 사안에 따라 달된 통문의 내

용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통문의 송을 지연시키며 소극 으로 반  의사를 

표 하기도 하 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게다가 서로 립하는 양

측에서 동시에 통문을 발송하며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론 결을 벌이는 일

도 흔히 발생하 다. 그러나 유생 공론의 정치 ․사회  분열에도 불구하고 유

생사회에서 공론은 여 히 최고의 권 를 갖고 있었고, 유생 공론 결집의 매개

가 되는 통문의 달망도 굳건히 그 기능을 유지하 다.

주제어 : 통문, 유생통문, 유생, 성균 , 향교, 서원, 경주

투고일(2016. 11. 21),  심사시작일(2016. 11. 23),  심사완료일(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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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mission Structure of the Confucian Scholars’ Circular Lette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103)

Park, Hyun Soon *

Circular letters by Confucian scholars transmitted through National Confucian 

Academy(Seonggyungwan), local school(hyanggyo), and private academy(seowon) are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the formulation process of Confucian scholars’ public 

opinion, represented by collective Confucian memorials(yuso) and Confucian associations 

(yuhoe).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mission process of circular letters as a structure in 

which public opinion of the Confucian scholars was collected. 

Confucian scholars of the late Joseon society established a nationwide network through 

local schools and private academies. This network connected National Confucian 

Academy, local administration system, local schools and private academies of each 

county, and Confucian shrine(sau) and lineage group(munjung), developing into a 

transmission network of nationwide circular letters. The school-centered network of 

Confucian scholars was combined with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provided 

efficiency to the transfer structure by dividing the regions into several areas, and 

underneath this structure there was a combination of lineage group and Confucian 

shrines based on residence which expanded that network. By circulating letters through 

this network and organizing Confucian associations, village councils(hyanghoe), provincial 

associations(dohoe), and memorial associations(sohoe), the public opinion of Confucian 

scholars was collected. In principle, it was a structure of which an opinion proposed by 

a lineage group was acknowledged as a public opinion of the village through local 

schools and private academies, which was expanded into that of a province through 

circular letters and finally into a national opinion through memorials and National 

Confucian Academy. Conversely, the public opinion proposed by the National Confucian 

*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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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was transmitted to the local villages through this very network of circular 

letters.

Key Words : Circular letters, the Confucian Scholars’ Circular Letters, the Confucian 

Scholars, National Confucian Academy(Seonggyungwan), local school 

(hyanggyo), private academy(seowon), Gyeong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