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文學碩士學位論文

조선후기 울산지역 재지사족의 분열과 갈등

-송시열 구강서원(鷗江書院) 추향(追享)운동과 

난곡서원(蘭谷書院) 건립을 중심으로-

The Division and Conflict of jaeji-sajok(a local 

nobleman) in Ulsa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Song Siyeol Gugang Seowon  

Chuhyang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angok Seowon-

2021년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문현진

[UCI]I804:48009-200000507927[UCI]I804:48009-200000507927



조선후기 울산지역 재지사족의 분열과 갈등

-송시열 구강서원(鷗江書院) 추향(追享)운동과 

난곡서원(蘭谷書院) 건립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종서

이 논문을 文學碩士 學位論文으로 제출함

2021년 06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문현진





《목 차》

1. 서론 ………………………………………………………………………………… 1

2. 17~18세기 재지사족의 분열과 갈등 배경 ………………………………… 4

1) 구강서원 건립 ………………………… 4

2) 송시열 구강서원 추향운동 ………………………… 7

3. 송시열 추향운동 세력 분석 ……………………………… 9

1) 『울산부호적대장』을 통한 직역 파악 ………………………………… 9

2) 향안 입록자와 향임직 역임 여부 분석 ………………………………… 15

3) 유림안과 서원록 명단 비교 분석 ………………………………… 19

4. 19세기 노론계 난곡서원의 건립과 철폐과정 ………………………………… 26

1) 난곡서원 건립 세력과 송시열 추향세력과의 연관성 …………………… 26

2) 송시열 제향 철향과정 ………………………………… 32

5. 결론 ………………………………………………………………………………… 35

《참고문헌》 …………………………………………………………………… 37

ABSTRACT …………………………………………………………………… 39



《표 목차》

<표 1> 추향 세력 중 울산 사람으로 파악 되는 인원들의 직역 ……………… 9

11<표 2> 추향세력의 부, 조, 증조 직역정보 ………………………………

17<표 3>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 본인 명단 …………………………

19<표 4> 시기별·성씨별 향임직 역임여부 비교 …………………………

<표 5> 유림안에 입록된 추향세력가계의 인물 ………………………………… 20

<표 6> 서원록에 입록된 추향세력가계의 인물 …………………………
21

<표 7> 유림안과 서원록 명단비교 ……………………………
22

<표 8> 1732년 서원록 및 유림안 인원비교 ……………………
23

<표 9> 1757년 서원록 및 유림안 인원비교 ……………………… 24

<표 10>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의 자손 ………………… 29

《그림 목차》

<그림 1> 추향세력 가계의 향임직 역임 여부 비율 ………………………… 16

22
<그림 2> 유림안과 서원록 명단비교 그래프 ……………………………………

23
<그림 3> 1732년 입록 인원 향임직 역임여부 비교 그래프 ……………………

24<그림 4> 1757년 입록 인원 향임직 역임여부 비교 그래프 ……………………

28<그림 5> 추향세력의 아들과 손자의 향임직 역임 비율 …………………………



국 문 요 약

조선후기 울산지역 재지사족의 분열과 갈등

-송시열 구강서원(鷗江書院) 추향(追享)운동과 

난곡서원(蘭谷書院) 건립을 중심으로-

문현진

조선후기에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향촌 내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나타났다. 울

산 역시 당시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울산에서는 구강서원과 난곡서원을 두

고 재지사족 간에 갈등이 나타났다.

처음의 갈등은 남인계 서원인 구강서원의 건립과정에서 나타났다. 울산의 기존 재지사족들

은 서원이 건립되기 이전에 향교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향촌 내에서 서원의 필요성

이 높아지면서 서원건립 움직임이 나타났다. 향촌 내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학성이씨

는 몇 개의 성씨와 함께 구강서원을 건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향촌 내에서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울산박씨는 향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분산될 것을 염려하여 서원건립을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났다. 결국 서원은 건립되었고, 청액활동을 통해 사액이 

완료되었다. 서원건립을 반대한 울산박씨는 서원건립 이후 향촌 내에서 입지가 줄어들었다. 

서원건립을 둘러싸고 나타난 갈등은 서원세력과 향교세력간의 기득권 갈등이었다.

서원이 건립되고 60년 후 1759년에는 남인계 서원인 구강서원에 노론계 인물인 송시열을 

추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남인계 서원에 노론계 인물을 제향하는 것은 향촌 내에서 

다른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당시 사회적 흐름은 중앙 노론세력이 영남지역에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고자 했다. 향촌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한 신출 노론세력들이 중앙 

노론세력과 이해관계가 맞아 노론계 서원을 건립했다. 구강서원에 노론계 인물을 제향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었지만, 새로운 노론계 서원 건립이 아닌 기존 남인계 서

원에 노론계 인물을 추향하는 것은 여타 영남지역과는 다른 현상이었다.

송시열 추향세력은 직역이 대부분 유학으로 사족이었다. 일부 직역이 변화한 인원들도 있

었다. 추향세력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의 직역 역시 대부분 유학으로 나타나 추향세력

은 대대로 울산지역에서 사족가문이었다. 이들의 가계는 향안 입록자의 후손도 있었으며 향

임직을 역임한 가계였다. 이는 향촌 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추

향세력 본인 대에 향임직을 역임하는 비율이 낮아져 향촌 내에서 입지가 낮아졌다. 이는 이

들이 향교세력인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추향세력들은 대부분 향교의 명부인『유림안』에 

입록되어 있었다. 구강서원이 건립되면서 향촌 내 기득권은 서원세력이 우세하게 되었으므

로 추향운동은 향촌 내에서 입지가 낮아진 사족들이 정치적으로 노론세력을 표방하여 기득

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앞서 나타난 갈등과 마찬가지로 서원세력과 향교세력간

의 기득권 갈등이었다.

추향운동 실패 이후 약 60년이 흘러 노론계 서원인 난곡서원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



났다. 난곡서원의 건립 대표자는 2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사족이었다. 난곡서원의 건립

역시 노론계 서원이라는 점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난곡서원의 건립 대표자

는 추향세력의 후손도 있었으며, 향교세력이었다. 추향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추향세

력들의 향촌 내 입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들의 향임직 역임 비율은 더욱 더 낮아졌다. 난

곡서원의 건립을 통해 향촌 내에서 그들만의 구심점을 만들고자 했으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난곡서원은 서원 철폐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결국 난

곡서원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울산의 노론세력들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 갈등 역

시 구강서원세력과 향교세력의 기득권 갈등이므로 결국 울산에서 나타난 재지사족간의 갈등

은 기득권을 두고 서원세력과 향교세력간의 갈등이었다.

주요어 : 구강서원, 난곡서원, 서원파, 울산, 재지사족, 향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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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후기에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향촌 내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나타났다. 기

존 연구에서 이러한 갈등을 향전으로 칭했다. 향전은 유·향의 분기로 인한 향전과 신향·구향

간의 향전이 있었지만, 울산이 위치한 영남지역에서는 신향과 구향의 향전으로 나타나는 경

우가 많았다. 신·구향의 향전이 노론세력과 남인세력간의 다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영남지역은 남인의 세력이 강한 곳으로 조선 후기 환국정치 이후에는 중앙에서 밀려난 남

인세력이 영남지역으로 내려와 뭉치면서 더욱더 남인의 세력이 강해졌다. 이에 중앙 노론세

력은 영남남인을 와해시키기고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고자 했다. 영남지역에 노론계 감사

와 수령을 보내어 남인세력을 회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론계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을 짓

는 데 도움을 주어 노론계 사족들의 구심점을 만들고자 했다.1) 노론세력들의 행동은 남인

세력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안동지역의 김상헌 서원 건립사례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2) 김상헌 서원 외에도 서원 건립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갈등은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3)

향촌 내에서 서원을 건립한 세력들은 영남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노론계 가문과 신향들이었

다. 영남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노론계 가문들은 영조 1738년(영조 14년)에 이수해가 언급

한 가문과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4) 신향들은 양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

1) “오인 (午人 ;南人 )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며 과거를 통해 출사한 자들은 이미 절반이 투항한 상태

이고, 세족 가운데 사방으로 유락한 자들은 죄다 기근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회복할 기색이 

없다. 다만 영남은 가정에서 시례(詩禮)를 전수하고 대대로 명덕(明德)을 중시한 까닭에 강경한 인

물이 많이 배출되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남론(南論)을 고치지 아니하니 강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부터는 노론 가운데 특출한 인물을 영남의 감사와 수령으로 파견하여 위협과 회유를 반복하다 보

면 몇 년이 되지 않아 반드시 영남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桐巢漫錄』卷3, 46~47판 .

2) 안동지역에 지어진 김상헌 서원은 당시 경상감사인 유척기와 안동부사인 어유룡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서원이 건립되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안동지역의 남인세력들은 몰려가 서원을 훼철했다. 

정만조, 「英祖 14年의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蕩平下 老･少論 紛 爭의 一端-」『조선시대 

서원연구』, 1997. ; 김형수, 「1738년(영조 14) 安東 鶴東書院의 置廢와 지방관의 역할-法城日

記를 중심으로-」『영남학』제17호, 2010. ;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영조 14

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훼파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

3) 오상욱, 「계림사화의 배경과 영향 고찰」, 『동방한문학회』73권, 2017. ; 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양현(英陽縣) 운곡영당(雲谷影堂)의 치폐(置廢) -조선후기 영남 복현(復縣)의 노론계 

원우(院宇) 건립 사례」 『영남학』64권, 2018.

4) 이수해가 언급한 노론계 가문은 다음과 같다. “증 영의정 홍익한과 상신 洪暹 후손은 순흥, 문헌공 

정여창 후손은 함양, 문장공 曺偉 후손은 金山, 문정공 윤두수 후손은 대구, 靑陽君 심의겸 후손은 

밀양, 대사간 김취문・평정공 이약동・문대공 김응기・승지 박수홍 후손은 선산, 節士 趙旅・판서 

成泳 후손은 상주, 충신 하위지 후손은 榮川, 進善 신석번 후손은 함창, 대사성 신민일 후손은 예

천에 있습니다. 이 모두 두드러지게 일컬을 만하며 지금조정에서 관직이 높은 자로 영남감사 尹陽

來도 대대로 영남 사람입니다. 아는 바가 이와 같으며 신이 모르는 자 또한 그 얼마인지 알 수 없

습니다. 뚜렷이 드러난사람이 이와 같으며, 군현에서의 명망과 향당에서의 어짐으로는 김산의 曺・

鄭씨, 산음의 배・민씨, 의령의 권・강씨, 대구의 全・우씨 또 어찌 모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承政院日記』제875책, 영조 14년 7월 22일. 노론계 가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송시열 문인가문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23, 2002; 

이재철, 「朝鮮後期 大邱地域 西人勢力의 動向」, 『대구사학』제76집, 2004. ; 김학수, 「조선후

기 영남지역 사족가문의 學派·政派的 분화와 그 존재양상 -松堂門人 久庵 金就文(1509~1570) 가

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38,2010. ; 채광수, 「昌寧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제79집, 2015 ; 「경주 여주이씨 옥산파(玉山派)의 장산서원

(章山書院) 건립과 운영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건립 사례 연구」, 『한국서원학보』4권, 

2017. ;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 8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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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노론세력을 표방한 것은 향촌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함이었다.5) 이미 남인세력

이 강한 영남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한 이들이 종래의 사족세력에 포함되기는 어려웠기 때문

에 그들은 노론계 서원을 건립하여 자신들 노론계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다. 이는 중앙 노

론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들은 기존 노론이 아니었으므로 신출 노론으로 

불리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서원 건립의 주체를 신향세력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향촌 내에서 어떠

한 위치에 있었고, 사료상의 표현대로 보아도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연구가 거의 없

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폄하였을 뿐 실제적으로는 

신향이 아닌 사족으로 볼 수 있었다.6)

울산 역시 당시 사회적 현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향전이 있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갈등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울산에서의 갈등은 신향과 구향 간에 나타났기

보다는 기존 재지사족 간에 기득권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17세기에 지어진 구강서원의 

건립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7)

노론세력의 활동이 발견된다는 점 역시 당시 사회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밝히겠지만, 1759년에는 남인계 서원인 구강서원에 노론계 인물인 송시열을 추향

하려했고, 1848년에는 송시열, 김창집, 김제겸 부자를 제향하는 난곡서원이 건립되었다. 울

산에는 기존 노론계 가문이 없었으므로 이들을 신출 노론세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울산지역에도 신출 노론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상할 것이 없

다. 그런데도 본고에서 이들을 살펴보는 것은 기존 남인계 서원인 구강서원에 송시열을 추

향하려 했다는 점과 그 세력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신출 노론세

력들이 노론계 인물을 제향한 서원을 새롭게 건립하는 사례는 나타나지만, 기존 남인계 서

원에 노론계 인물을 함께 제향한 사례는 없었다. 추향운동이 실패한 뒤에 김창집·김제겸부

자와 송시열을 제향하는 난곡서원을 건립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미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송시열 구강서원 추향운동과 난곡서원 건립을 통해 조선후기 울산지역 재지

사족의 분열과 갈등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17~18세기 구강서원 건립과 송시열 추향운동을 통해 울산 재지사족들의 분열

과 갈등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강서원이 건립되면서 나타난 재지사족의 분열

과 갈등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살펴보겠다. 송시열 추향운

동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그 배경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송시열 추향운동에 참여한 세력을 파악할 것이다. 1절에서는 이들의 직역을 

『울산부호적대장(蔚山府戶籍大帳)』(이하 호적대장)을 통해 파악할 것이다.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에서 추향세력의 직역이 사족으로 나타나지만, 18세기에는 직역을 모칭하는 

5) 김상헌 서원 경우에는 ‘군보지자(軍保之子)’, ‘욕위양반자(欲爲兩班者)’ 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신안

영당 같은 경우에는 ‘이서품관지자(吏胥品官之子)’로 표현됐다. 이러한 표현을 보았을 때 사족이 아

님을 알 수 있다. 『承政院日記』제873책, 영조 14년 6월 23일. ; 『承政院日記』제1017책, 영

조 23년 6월 15일

6) 김상헌 서원의 경우 서원을 건립한 노론세력을 어영군(御營軍)의 자손이거나 곡식을 바치고 면천한 

상한(常漢)의 자질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들을 파악해보면 안동의 기존 재지사족들이 대부분이

었다.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훼파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한국사연구』제171호, 2015, 240쪽.

7) 이수환, 「울산 구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49권, 1995. ; 박종현, 「17 ~ 18세

기 울산지역 향임층의 가문구성과 변화」,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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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호적대장을 통해 참여자의 직역과 그 가계를 파악 할 것이다. 2절에

서는 향안 입록자와 향임직 역임여부를 통해 이들의 기득권 유무를 파악할 것이다. 울산에

는 『울산향교지(蔚山鄕校誌)』에 남아 있는 향안과 『울산부선생안(蔚山府先生案)』(이하 

선생안)이 남아 있어 입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절에서는 유림안과 서원록 명단 비교를 

통해 추향세력을 규정해 볼 것이다. 유림안은 향교학생의 명부로 『울산향교지』에 남아 있

고, 서원록은 구강서원의 원임과 유생의 명부로 『구강서원지(鷗江書院誌)』에 남아있다. 이

를 통해 추향세력이 어느 세력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울산읍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울산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는 자료를 통

해 1848년 난곡서원의 건립과 철폐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앞서 나타난 구강서원의 추

향세력과 난곡서원의 노론세력이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결국 어떠한 결말을 맞

게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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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18세기 재지사족의 분열과 갈등의 배경

1) 구강서원 건립

울산 내에서 향전이 있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향촌 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구강서원이 건립되었을 때의 기록과 송시열 추향운동으로 알 수 있

다. 먼저 구강서원은 1676년에 지어진 서원으로 학성이씨가 주도하여 건립되었다. 서원이 

건립되면서 향교의 세력과 갈등이 발발했다.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울산 내 재지사

족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겠다.8)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울산의 토성은 9개로 박· 김· 이· 목(睦)· 전(全)· 오(吳)· 윤

(尹)· 문(文)· 임(林)씨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들 성씨 중 이씨와 박씨만이 사족화되어 17

세기 향임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토성들은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9)

울산지역도 여타지역과 다름없이 임란 때 의병장 활동을 한 재지사족들이 임란 이후 향촌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의병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임란 이전 

향촌 내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10) 또한 새롭게 향촌사회에 부상한 인물과 

가문도 생겨났다.

당시 17세기 재지사족 향촌 내 입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향안에 입록되거나, 향임직을 역

임하는 것이었다.11) 향안은 일향의 사족 명단으로서 재지사족들의 결사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12) 안동의 경우 ‘내외가 사족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을 향안에 올리되 기록할 때는 먼

저 초안을 써서 고을 전체의 의논을 거쳐 모두 좋다고 해야 하며, 또 향선생에게 물어서 다

른 말이 없으면 정안(正案)에 적는다.’13)라는 규정이 있었다. 사족이더라도 무조건 향안에 

입록되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향안에 입록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학성이씨, 울산박씨, 고령김씨, 경주김씨, 분성배

씨, 도안이씨, 광주안씨, 남원김씨, 용담고씨, 삼척심씨, 아산장씨, 달성서씨, 경산전씨 13개

의 성씨 118명이 입록되어 있었다.14) 그중 학성이씨는 42명 울산박씨는 23명이 입록되어 

입록된 총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른 성씨들을 살펴보면 임란의병장 출신의 자들

이 많았다. 앞서 언급한 의병장 활동을 한 사족들이 향촌 내 입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향안 입록을 통해서도 울산의 토성인 학성이씨와 울산박씨가 양축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8) 울산의 기존재지사족과 구강서원에 대한 연구는 이미 되어 있어 다음의 두 연구를 참고하여 기술

했다. 박종현, 「17 ~ 18세기 울산지역 향임층의 가문구성과 변화」,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수환, 「울산 구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49권, 1995.

9) 박종현, 「17 ~ 18세기 울산지역 향임층의 가문구성과 변화」,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9쪽.

10) 임란 중에는 의병활동을 통하여 임란 후에는 신속한 복구 작업을 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재지사족이 중심이 되었던 의병은 다름 아닌 임란 전 그들의 향촌지배를 바탕 한 것

이었다. (정진영,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역사와 현실』3권, 1990, 107쪽.)

11)  향안에 입록 되었다는 것은 지역 내 일정한 지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향안에 입록되어야  

향청의 좌수·별감을 역임할 수 있었고, 이들이 향촌사회에서 가지는 권위 또한 상당했다. (정진영 

「조선후기 향촌 양반사회의 지속성과 변화상(1)」, 『대동문화연구』 35, 1999, 265쪽.)

12)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7, 13쪽.

13) 『영가지』, 「신정십조」

14) 박종현, 「17 ~ 18세기 울산지역 향임층의 가문구성과 변화」,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7쪽. <표4>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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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임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향안에 입록되어야 했다. 안동의 경우 ‘향중(鄕中)에서 나이와 

덕망 있는 이를 추대하여 좌수로 삼고 조행 있는 세 사람을 별감으로 삼되 향안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는다. 향임을 뽑을 때는 먼저 공론에 따라야 하며 사사로운 정에 끌려 

잘못된 사람을 임명하여 고장의 풍속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15)

17세기에 향임직을 역임했던 성씨를 『울산부선생안』을 통해 살펴보면 좌수를 역임한 성

씨는 학성이씨, 울산박씨, 고령김씨, 분성배씨, 광주안씨, 파평윤씨, 달성서씨, 도안이씨, 남

원김씨, 경산전씨, 삼척심씨, 아산장씨, 용담고씨, 경주김씨, 서산류씨, 평해황씨 16개이다. 

별감을 역임한 성씨는 고령박씨, 영천이씨, 영양남씨, 경주최씨 4개이다.16) 이 시기에 향임

직을 역임한 138명 중 학성이씨가 40명 울산박씨가 24명으로 전체 인원 중 47%를 차지하

고 있다. 울산으로 이주해온 성씨인 고령김씨, 달성서씨, 분성배씨, 광주안씨 등이 학성이씨

와 울산박씨 다음으로 향임직을 많이 수행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학성이씨 및 울산박씨와 혼

인관계를 맺었다. 그 외의 성씨들도 임란 의병장이거나 향임직을 역임한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17)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울산 내에서는 학성이씨와, 울산박씨를 중심으로 하여 몇 개의 성씨

가 향촌 내에서 입지가 확고했던 사족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크게 학성이씨와 울산박씨

로 나뉘어 양분되어 있던 향촌 내 균형은 구강서원이 건립되면서 학성이씨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17세기 서원이 사림들의 강학소 내지 향촌에서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원을 갖지 못한 고을의 경우 사족의 활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울산 

지역은 여타 경상도 지역에 비해 서원 건립이 늦었는데 이는 재지세력의 형성 및 향촌 장악

력이 늦었기 때문이다.18) 임란 이후 향촌 내에서 재지사족들이 성장하고 자리 잡자 서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지어진 서원이 바로 구강서원이다.

울산 재지사족들은 구강서원을 짓기 위해 1659년 11명이 모여 건립을 발의했다.19) 건립 

발의자는 학성이씨가 4명, 김해배씨, 고령김씨가 각 2명, 광주안씨, 도안이씨, 경산전씨 각 

1명으로 17세기 향임직을 가장 많이 수행했던 학성이씨 가문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건립을 발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향안에 입록되어 있었고, 향임직을 역임했다.

건립 발의 이후 3차례 사족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총 55

명의 사족이 참여했는데 1차에는 17명, 2차에는 13명, 3차에는 25명이다.20) 1,2차 자금 출

자에도 역시 학성이씨가 주축이 되어 참여했다. 이렇게 서원 건립에 필요한 자금이 모이자 

건립을 추진했는데 총 3차례의 시도 끝에 1676년에 서원이 건립되었다.

15) 『영가지』, 「신정십조」

16) 박종현, 「17 ~ 18세기 울산지역 향임층의 가문구성과 변화」,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8~11쪽. <표2>, <표3>을 참조했다. 좌수 가문은 보통 별감도 같이 역임했다. 성관불명으로 판명

된 김세현은 호적대장에서 경주김씨로 나타나고 최윤기는 경주최씨로 파악된다. “幼學金世鉉年伍拾

捌丁酉本慶州父學生國鼎祖通德郞益弘曾祖朝散大夫行奉化縣監景斗···” 『1714년(丙子 肅宗 40) 蔚

山戶籍大帳』農所面 第八射廳里 8-2戶; “幼學崔興復年貳拾玖丙寅本慶州父學生慶來祖學生胤基曾祖

國豪···” 『1714년(丙子 肅宗 40) 蔚山戶籍大帳』農所面 次日里 11-3戶

17) 박종현, 「17 ~ 18세기 울산지역 향임층의 가문구성과 변화」,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2~16쪽.

18) 이수환, 「울산 구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49권, 1995, 47쪽.

19) 구강서원의 건립과정에 대한 것은 『鷗江書院誌』를 참조했다. 구강서원지는 구강서원이 복원되

면서 발간된 것으로 여기에는 『구강서원고왕록』이 국역되어 있다. 설립 과정 및 청액 과정은 여

기서 참조했다. (이수건, 『鷗江書院誌』, 구강서원복원추진회, 2004). 

20) 이수건, 『鷗江書院誌』, 구강서원복원추진회, 2004, 23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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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의 시도 끝에 서원이 건립된 이유는 물론 당시 국가 정책에 의해 서원 건립이 어려

웠던 것도 있었지만, 서원 건립을 두고 재지사족 간에 갈등도 있었기 때문이다. 향촌 내에

서 한 축을 담당하던 울산박씨와 서원 건립세력간의 갈등이었다. 갈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당시 서원터를 오산으로 선정했는데, 그 오산의 땅을 박모(朴某)가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

며 일을 방해했다. 그 까닭을 들어 부사에 보고하고 부청에 족치하자 발악하고 소란을 피워 

중형으로 두 달 동안 다스렸으나 끝내 승복하지 않았다. 그 이후 재목을 저장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그 박모를 의심했다. 이는 단순한 화재가 아닌 서원 건립을 둘

러싼 향촌 내부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었다.21) 여기서 박모는 서원 건립을 반대한 울산 박

씨 인물을 의미한다.

당시 울산박씨가 서원 건립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기존 향촌 내에서 향교를 중

심으로 한 기득권이 침해당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22) 그러나 재지사족의 의견은 서원 

건립으로 기울었다. 앞서 살펴본 3차 출자에는 기존 1,2차 참여에 참여하지 않았던 성씨들

도 대거 등장했다. 달성서씨· 파평윤씨· 아산장씨· 밀양손씨· 평해황씨 5개 성씨이다.23) 또

한 울산박씨 중에서도 박원신계인 박흥조, 박봉조, 박신조가 참가했다. 울산박씨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서원 건립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다.

서원 건립이 진행되면서 기득권은 서원 건립을 주도한 학성이씨에게 넘어왔다. 이는 1674

년부터 향안에 입록된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다. 1674년 이전 향안에 입록된 사람을 보면 

학성이씨의 경우에는 8명, 울산박씨는 12명이었다. 하지만 1674년부터의 기록을 보면 학성

이씨가 33명, 울산박씨가 10명으로 나타나 학성이씨의 향촌 내 입지가 울산박씨 보다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강서원을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기득권을 두고 서원세력과 향

교세력간의 다툼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건립된 구강서원에는 정몽주와 이언적을 제향했다. 서원에 제향 되는 인물은 반드

시 학문이 깊고 사문에 공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울산 사족들은 울산인을 제향하고 싶었

지만 합당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지역인 경주·영천 출신인 이언적과 정몽주를 제향했

다. 2명은 문묘종사자로 제향 되는 인물로는 합당했다.24)

울산 재지사족들은 구강서원이 건립된 이후 사액을 받기 위해 활동을 했다. 사액을 받은 

서원은 경제적으로 이점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창건과 동시에 청액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4차례의 청액활동 끝에 1694년에 사액을 받았다. 숙종 시기 서원에 사액을 받는 

여부는 당파의 영향력이 컸었다. 남인계 서원이었던 구강서원은 서인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사액을 받지 못하다가 갑술환국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액을 받는 데 성공했다.25)

구강서원은 원임·원생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영남남인계 서원의 특징이었다.26)

원임들을 담당한 성씨로는 학성이씨 32명, 광주안씨 7명 밀양박씨 6명, 고령김씨, 도안이씨

가 각각 5명, 고령박씨가 3명, 파평윤씨, 경주김씨가 2명, 경산전씨와 울산박씨가 각각 1명

21) 박종현, 「17 ~ 18세기 울산지역 향임층의 가문구성과 변화」,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24쪽.

22) 이수건, 『鷗江書院誌』, 구강서원복원추진회, 2004, 91쪽.

23) 이는 종래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울산의 향촌사회가 이 구강서원의 설립으로 향촌의 주도권이 서

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이들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보여 진다. 이수환, 「울산 구

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49권, 1995, 49쪽.

24) 이수환, 「울산 구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49권, 1995, 48쪽.

25) 이수환, 「울산 구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49권, 1995, 16~28쪽.

26) 이수환, 「울산 구강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대구사학』49권, 199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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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역임되었다. 서원 건립과 청액활동에 참여한 세력들이 서원의 원임을 역임했다.

2) 송시열 구강서원 추향운동

서원이 건립되고 60년이 지나 남인계 서원인 구강서원에 송시열을 추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당시 노론세력이 영남지역에 자파세력을 부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이는 지역 내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1759년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살펴보면 2차례에 걸쳐 경상도 유학들이 구강서원에 송

시열을 추향하려 했음이 확인된다. 8월 19일 첫 번째 상소를 보면 42명이 참여했다. 그들

의 직역은 진사, 생원, 유학으로 기재되었다.27) 8월 27일 두 번째 상소를 보면 154명이 참

여했다. 그들의 직역은 모두 유학으로 기재되었다. 두 번의 상소에 모두 참여한 자는 21명

으로 구강서원에 송시열을 추향하는 상소에 참여한 사람은 총 175명이었다. 두 차례의 상

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송시열을 추향하려고 했다.

① 숙종 시기 조광조가 제향 되어 있는 도봉서원에 송시열을 추향한 사례 설명28)

② 구강 서원에 제향 되어 있는 정몽주의 도와 송시열의 도가 이어진다는 점29)

③ 울산이 궁벽한 시골 바다이지만 송시열의 교화가 남아있다는 점30)

④ 유배지이거나 그곳을 지나가 건립된 서원 사례 설명31)

⑤ 영조 때 송시열의 문묘배향이 이루어 진점32)

①번부터 살펴보면 1694년 숙종 시기 조광조가 제향 된 도봉서원에 송시열을 추향하려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논쟁은 숙종이 송시열을 추향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쉽게 성사

될 것으로 알았으나, 2년간의 논쟁 끝에 1696년에 추향되었다.33) 구강서원에 송시열을 추

향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선례로 들어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②번은 ①번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송시열을 도봉서원에 추향하려 했던 사람들은 송시열

이 조광조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다. 조광조와 송시열의 도가 통하며, 입었던 화 역시 비

슷하다고 보았다. 구강서원에 송시열을 추향하려는 세력 역시 이 같은 점을 가져와 정몽주

의 도가 내려와 송시열에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송시열이 효종시기부터 정비한 도통

론과 무관하지 않다. 송시열은 도통론을 정비하여 기자→정몽주→조광조→백인걸→성혼·이

이로 이어지는 서인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도학전통을 새롭게 체계화하려 했다. 숙종시기에

는 성혼과 이이 및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건의하여 서인중심의 도통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

27) 유학은 일반적으로 벼슬하지 못한 양반의 직역으로 여말선초이래 쓰여 왔다. 이준구,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硏究』, 일조각, 1993. 진사와 생원은 소과를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 할 수 있는 자

격이 있는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이들 역시 양반의 직역이다.

28) “粵在我肅廟朝 以先正臣文正公宋時烈 特許追享於先正臣文正公趙光祖尸祝之所” (『承政院日記』

제1172책, 영조 35년 8월 19일) ②③⑤번역시 첫 번째 상소인 19일 기사의 내용이다. 두 번째 상

소는 첫 번째 상소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소의 내용을 주로 참조해 가져왔다.

29) “蓋箕子之後 惟鄭夢周傳其道 而爲東方理學之祖 入我朝以來 儒賢輩出 道統相繼 至于宋時烈”

30) “而況先正之慍于群小也 鞮騎所歷 適在此鄕 碩膚几舃 在人耳目 山川草木 尙帶餘馥 所以景仰之誠 

不以地僻而有間 尊慕之情 比諸他邑而尤切”

31) “有如文敬公金宏弼·文正公趙光祖之祠於熙川 如文元公李彦迪之祠於江界 如文正公宋浚吉之祠於尙州 

或以其遷謫 或以其來往” (承政院日記』제1172책, 영조 35년 8월 27일)

32) “夫先正祀典 旣已躋附於聖廟 固知一院祀之追享”

33) 『肅宗實錄』권20 숙종20년 8월 22일 기사. 이외 관련기사가 8개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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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받고자 했다.34) 송시열은 김장생의 제자이므로 이들이 주장한 정몽주의 도가 송시열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였다.

③번은 장기에 유배되어 있던 송시열이 거제로 이배되어 갔을 때 울산을 지나간 점을 이

유로 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화를 입어 송시열의 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구강서원 보

다 먼저 지어진 경주의 봉암영당(인산서원)도 송시열이 이배되었을 때 경주를 지나감에 따

라 교화를 입었다는 이유로 건립했다. 경주가 단순 경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송시열과 연관지

어 영당을 건립하는 것은 당시 전국적으로 서원건립이 도모되는 시류의 영향이었다. 경주 

역시 우암과의 인연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서원건립을 도모하면서 지역유림의 노론계 지위를 

굳건히 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35)

④번은 2번째 상소인 8월 27일 기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희천에 있는 문경공 김광필, 문

정공 조광조 강계에 있는 문원공 이원적, 상주에 있는 문정공 송준길의 서원은 건립된 이유

가 그곳으로 유배되었거나 왕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번과 연결된다.

⑤번은 1744년(영조 20년)에 송시열의 문묘배향이 이루어진 점을 들었다. 송시열은 1714

년 병신처분으로 복권되고, 문묘에 배향이 되면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 그로인해 송시열을 영남 각지에서 제향하려는 분위기 강했다. 영남지역에 서인계 

인물을 제향하는 원사는 63개였고, 그중 14개가 송시열을 제향하는 원사였다. 그중 8개는 

1759년 이전에 지어졌다. 당시 서원 남설 금지책으로 인해 서원 건립이 어려웠지만, 송시열

을 제향하는 원사는 다른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보다 비교적 건립되기 수월했다.36) 하지만 

두 차례의 상소는 당시 대리청정하고 있었던 사도세자에 의해 거절된다.37)

상소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 송시열을 구강서원에 추향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구강서원은 정몽주만 단독으로 제향하는 서원이 아닌 이언적을 병향하는 서원

이었다. 이언적은 영남 5현으로서 앞서 송시열이 정비한 서인 도통론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이다. 실제로 상소의 내용에는 이언적과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추향세력의 

주장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울산의 노론세력은 영남지역에 존재하던 기존 노론계 가문이 아니므로 이들은 신출 노론

세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신출 노론세력들은 향촌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

해 노론을 표방했다. 그렇다면 울산의 신출 노론세력들은 향촌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추향운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노론계 인물인 송시열을 남인계 서원인 구강서원에 

추향하려고 한 것은 향촌 내에서 서원세력과 추향세력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추향운동은 앞서 나타난 서원세력과 향교세력 간에 있었던 기득권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추향세력을 분석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34) 우경섭, 「송시열의 도통론과 문묘이정 논의」, 『한국문화』, 2006, 121~123쪽.

35) 오상욱, 「계림사화(鷄林士禍)의 배경과 영향 고찰」, 『동방한문학회』73권, 2017. 37~47쪽.

36)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제8권 

2019. 108~116쪽.

37) “答曰 覽書具悉 先正之道德學行 余固知矣 事體至重 不可輕議 故不得煩稟 爾等退修學業” (承政院

日記』제1172책, 영조 3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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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시열 추향운동 세력 분석

1) 『울산부호적대장』을 통한 직역 파악

직역은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신분의 법적 지위나 사회적 특권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미 상소문에서 직역이 진사, 생원, 유학 등으로 나타나 추향세력이 사족임을 짐작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소에는 경상도 유학으로 표기되어 울산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먼저 『울산부호적대장』(이하 호적대장)을 통해서 울산 사람을 특정하겠다.38)

이어 특정한 울산 추향세력의 직역을 호적대장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다시 살펴보

는 이유는 18세기가 되면 직역을 모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의 직역을 호

적대장에서 확인하고 이들 가계(父-祖-曾祖)의 직역을 확인함으로써 추향세력이 실제로 사

족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39) 호적대장을 통해 추향세력을 파악해보면 175명 중 40

명이 울산 사람으로 파악되었다.40) 40명의 직역은 아래의 <표 1>에 정리해 두었다.

<표 1> 추향 세력 중 울산 사람으로 파악 되는 인원들의 직역

순번 이름 직역 거주지 호적대장 식년

1 고경첨 유학 농소면 가대리 1735, 1753, 1759

2 김방준 유학 농소면 죽전리 1729, 1765

3 김상대 유학 청량면 정자리 1765, 1768

4 김성호 유학 대현면 봉월리 1768, 1783

5 김세봉 유학*** 청량면 하창리 1765, 1768, 1783, 1792

6 김중원 통정대부*** 대현면 삼산리 1783

7 김지 유학* 온양면 서포리 1774

8 류봉채 유학 대현면 지음리 1765

9 박경익 유학 범서면 사일리 1759, 1765

10 박경희 유학 부내면 노하리 1765, 1771, 1774

11 박규웅 유학 범서면 상말응정리 1753, 1759

12 박도유 유학 농소면 지당리 1765

13 박봉기 통덕랑 농소면 사청리 1753, 1759, 1765

14 박봉시 통선랑 농소면 지당리 1753, 1759, 1765 

15 박성유 유학 농소면 지당리 1753, 1759, 1765

16 박증효 유학 웅촌면 대여리 1765, 1771, 1774

38) 상소문에는 경상도 유학으로 표기되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구강

서원은 울산에 위치한 서원이므로 참여한 자들이 울산 사람이 많다는 가정 하에 호적대장에서 정

보를 파악했다. 동명이인의 경우 일수도 있지만, 똑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동명이인은 적다고 생각

되므로 호적대장에서 파악한 사람을 울산 사람으로 판정했다. 또한 울산부 호적대장이 다른 지역의 

호적대장보다 비교적 잘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

어 찾지 못한 사람들 중 울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39) 직역을 통해 양반을 규정하는 것에는 연구자 마다 의견이 달라 필자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했다. 

이준구,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硏究』, 일조각, 1993.

40) 다른 지역의 사람은 경주사람인 한학유, 대구사람인 구문한, 이약채 2명, 언양사람 강봉오, 김당, 

김덕진, 최창덕 4명, 의흥사람 예덕신, 예도문, 예성신, 예종문, 예취문, 예항신, 예흥래, 예흥복 8

명, 함양사람 박광보, 함창사람 신진운, 신진원, 조협 3명이다. 상소문에서 직역이 진사, 생원으로 

나타난 구문한, 이약채, 박광보, 신진운. 신진원, 조협은 사마방목이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서 파악했다. 의흥사람의 경우 족보인 『義興芮

氏族譜』를 통해 파악했다. 언양사람의 경우 울산사람을 파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慶尙道彦陽戶籍

大帳』을 통해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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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박태유 유학* 농소면 지당리 1759, 1765

18 서사도 유학 범서면 입암리 1753, 1759, 1765

19 서사철 유학 범서면 입암리 1759, 1765

20 서사하 유학* 범서면 상말응정리 1759, 1765

21 서운항 유학 범서면 상말응정리 1759, 1765

22 서취항 유학 범서면 상말응정리 1753, 1759, 1765

23 성도상 유학 범서면 입암리 1753, 1759, 1765

24 이담령 유학* 웅촌면 용당리 1765, 1771, 1774, 1786

25 이담로 유학 웅촌면 명곡리 1765, 1771

26 이상우 유학 농소면 차일리 1735, 1759

27 이시현 유학** 식년부재 식년부재

28 이우 유학 농소면 약수리 1759, 1765

29 이우춘 유학 대현면 오질포리 1726

30 이윤 유학*** 대현면 여천리 1783, 1795

31 이종국 유학 청량면 정자리 1765

32 이중무 유학** 웅촌면 주남리 1765

33 이중형 유학 웅촌면 명곡리 1765, 1771, 1774

34 이항춘 유학 농소면 냉천리 1729, 1735

35 이화춘 유학*** 부내면 서문내리 1765, 1771, 1786, 1789

36 장시중 유학** 범서면 상말응정리 1729, 1735

37 정석권 유학* 대현면 봉월리 1765, 1768

38 최경학 유학 범서면 구영리 1753, 1765

39 황일규 유학** 범서면 구영리 1759, 1765

40 황일회 유학 범서면 구영리 1759, 1765

*표시된 인원들은 호주로 나타나지 않아 본인의 부나 아들의 정보에서 직역을 파악했

다.41)

**표시된 인원들은 호적대장에서 직역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42)

***표시된 인원들은 직역의 변화가 있는 인원이다.

출전 : 『울산부호적대장』

<표 1>은 추향세력 중 호적대장에서 파악되는 인원들의 이름과 직역이다. 본인이 호주로 

나타나는 식년을 기준으로 직역을 파악했다. 호적대장에서 유학으로 직역이 표기된 자는 37

명으로 92.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통정대부, 통덕랑, 통선랑 품직으로 표기된 

자가 각 1명씩으로 7.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직역이 유학으로 나타나 사족

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대부분 사족이지만 본인의 직역이 변화하여 나타나는 사람은 4명

으로 다음과 같다.

김세봉의 경우 호적대장에 1765년, 1768년, 1783년, 1792년에 호주로 등장한다. 처음 

1765년에는 유학으로 기재되어 있고, 1768년에는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다음 두 

식년 1783년과 1792년에는 유학으로 다시 기재되어 있었다.43) 이윤의 경우 1783년에는 

41) 서사하, 이담령, 이시현, 정석권 4명은 호주로 나타나지 않아 생전 직역을 알 수 없지만, 아들의 

식년에서 직역이 학생으로 나타나 유학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학생은 생전에 유학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준구,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硏究』, 일조각, 1993, 126쪽.

42) 이중무, 장시중, 황일규 3명은 본인이 호주로 나타나지 않아 생전 직역을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부와 형제가 유학으로 나타나므로 이들 역시 유학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시현의 경우 식년

부재로 인해 직역이 파악되지 않지만, 후술할 3절의 내용인 유림안(향교유생의 명부)에 입록되어 

있으므로 유학으로 보았다.

43) “幼學金瑞鳳年肆拾玖丁酉本慶州父學生貞熹祖學生應粒曾祖學生靑壇···” 『1765년(壬午 英祖 41) 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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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1795년에는 직역이 유학으로 기재되어 있었다.44) 이화춘의 

경우에는 1765년에는 유학으로 기재되어 있고, 1771년, 1786년, 1789년에는 공생으로 기

재되어 있다. 1774년에는 직역이 노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다.45) 김중원의 경우 1783년에는 

환부노인통정대부로 직역이 기재되어 있고, 1768년 아들 김복룡의 정보에서 나타나는 김중

원은 업유로 기재되어 있다.46) 이 네 사람은 호적대장에서 직역이 일관하게 나타나지 않아 

직역을 모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추향세력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의 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들 가계의 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상소문에 참여한 본인

의 정보에서 나타나는 부(父), 조(祖), 증조(曾祖)의 직역 파악. 둘째 부(父), 조(祖), 증조(曾

祖)가 호주로 기록된 식년의 직역 파악이다. 비교하는 이유는 앞의 사례처럼 시기가 지나면

서 직역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직역 변화가 심한 가계는 시기가 지나

면서 사족 가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추향세력의 부, 조, 증조 직역정보

순번
이름(본인-부-조-증조) 부 생전 직역

(식년)

조 생전 직역

(식년)

증조 생전 직역

(식년)직역(부-조-증조)

1

고경첨-고상명-고철운-고득창 현신교위 수 

훈련원첨정

(1729)

유학

(1699)

*통정대부

(1699)

현신교위 행 훈련원첨정-학생

-노직 통정대부

2 김방준-김세경-김국정-김익홍
유학

(1699)

유학

(1672)

*통덕랑

(1699)

山戶籍大帳』靑良面 下倉里 2-1戶 ; “金世奉年伍拾貳丁酉本慶州父貞喜祖通政應立曾祖靑丹···” 

『1768년(辛酉 英祖 44) 蔚山戶籍大帳』靑良面 下倉里 2-4戶 ; "鰥夫幼學金世鳳年陸拾柒丁酉本慶

州父學生貞業祖老職通政應立曾祖學生靑丹···” 『1783년(庚子 正祖 7) 蔚山戶籍大帳』 靑良面 巨南

里 1-4戶 ; “幼學鰥夫金世鳳年柒拾陸丁酉本慶州父學生貞業祖學生應立曾祖學生淸端···”『1792년(기

유 正祖 16) 蔚山戶籍大帳』靑良面 巨南里 2-2戶. 호적대장에서 瑞,世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

고 혼동되어 나타난다.

44) “李潤年陸拾甲辰本鶴城父元老祖仁方曾祖宣務郞自如察訪應業···” 『1783년(庚子 正祖 7) 蔚山戶籍

大帳』大峴面 麗泉里 6-3戶 ; 幼學李潤年柒拾貳甲辰本蔚山父學生元老祖學生仁方曾祖宣務郞自如道

察訪應業···” 『1795년(壬子 正祖 19) 蔚山戶籍大帳』大峴面 麗泉里 3-4戶.

45) 공생은 울산지역에서는 상급 향리직임이다. 이화춘은 직역이 공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전시기

의 호적대장의 향리 인명에서 확인 되지 않는다. 이종서, 「조선후기 울산지역 상급향리직의 구성

과 향리 가계의 변동 -‘향리의 의미변화 및 위상 변동과 관련하여-」, 『한국문화』67 2013, 108

쪽. ; “幼學李華春年伍拾捌戊子本鶴城父學生萬雄祖學生峻元曾祖學生弘竱···” 『1765년(壬午 英祖 

41) 蔚山戶籍大帳』府內面 西門內 4-4戶 ; “貢生李華春年陸拾肆戊子本鶴城父學生萬雄祖學生峻元曾

祖學生洪竱···” 『1771년(壬午 英祖 47) 蔚山戶籍大帳』府內面 上府內面 西門內里 7-1戶. “老人李

華春年陸拾柒戊子本鶴城父學生萬雄祖學生峻元曾祖學生弘竱···” 『1774년(辛卯 英祖 50) 蔚山戶籍

大帳』府內面 上府內面 西門內里 9-2戶.

46) 업유는 본래 儒學의 연마를 의미하던 일반용어로 사용되다가 조선후기 직역화 되었다. 당초 이들

은 양반 직역의 하나였으나 점차 지위 저하와 더불어 서얼직역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班·常의 

중간존재로 위치하게 되었다. 상민이 양반으로 신분상승하는 계제로서의 역할도 했다. 이준구,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硏究』, 일조각, 1993, 34쪽. ; “忠翊衛金卜龍年參拾捌辛亥本金海父業儒重

元祖業儒尙九曾祖通政希仁···” 『1768년(辛酉 英祖 44) 蔚山戶籍大帳』靑良面 下倉里 12-1戶 ; 

“鰥夫老人通政大夫金中元年捌拾貳壬午本金海父尙九祖通政_仁曾祖御侮將軍春卜···” 『1783년(庚子 

正祖 7) 蔚山戶籍大帳』大峴面 三山里 3-4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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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상대-김서용-김중구-김경휘 유학

(1720)

유학

(1687)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1687)학생-학생-통훈대부 중추부사

4
김성호-김효징-김인석-김이흥

식년부재 식년부재 **식년부재
학생-학생-학생

5
김세봉-김정업-김응립-김청단

식년부재 식년부재 ***식년부재
학생- 노직 통정- 학생

6
김중원-김상구-김희인-김춘복

식년부재 식년부재 ***식년부재
직역미기재-통정-어모장군

7
김지-김익대-김세번-김중정 유학

(1765)

유학

(1687)

*학생

(1687)유학-학생-학생

8
류봉채-류진흥-류기-류극견 유학

(1720)
식년부재 ***식년부재

학생-학생-학생

9
박경익-박성우-박창정-박혜 유학

(1735)

유학

(1699)

*학생

(1699)학생-학생-학생

10
박경희-박태빈-박익문-박제선

식년부재
안일호장

(1708)

***노제 경포보

(1687)학생-학생-학생

11
박규웅-박상조-박정린-박이호

식년부재
유학

(1687)

*학생

(1687)학생-통덕랑-학생

12
박도유-박봉인-박민중-박인서

식년부재
유학

(1699)

유학

(1672)학생-학생-학생

13
박봉기-박민제-박용서-박상빈 통덕랑

(1714)
식년부재 **식년부재

학생-학생-통덕랑

14

박봉시-박민효(망구)-박용서-

박상빈
생원

(1729)
식년부재 **식년부재

생원-학생-통덕랑

15
박성유-박봉인-박민중-박인서

식년부재
유학

(1699)

유학

(1672)학생-학생-학생

16
박증효-박경원-박사성-박문원

식년부재
유학

(1702)

*학생

(1702)학생-학생-학생

17
박태유-박봉장-박민수-박용서 통덕랑

(1735)
식년부재 **식년부재

통덕랑-통덕랑-학생

18
서사도-서익종-서석일-서필적

알 수 없음
유학

(1699)

*학생

(1699)학생-학생-학생

19
서사철-서익승-서유일-서필원 유학

(1729)
식년부재

유학

(1672)학생-학생-학생

20
서사하-서지항-서덕일-서필선 유학

(1729)

유학

(1699)

유학

(1672)유학-학생-학생

21

서운항-서정일-서필달-서관
유학

(1729)

유학

(1672)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

(1672)
학생-학생-가선대부

22

서취항-서정일-서필달-서관
유학

(1729)

유학

(1672)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

(1672)
학생-학생-가선대부

23
성도상-성후석-성하순-성은 유학

(1729)

유학

(1699)

*학생

(1699)학생-학생-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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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담령-이여송-이진영-이몽성 출신

(1702)
식년부재 ***식년부재

학생-학생-학생

25

이담로-이석구-이희성-이준발
유학

(1702)
식년부재 **식년부재학생-학생-통정대부 

장예원판결사

26

이상우-이원-이세정-이규

식년부재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

(1714)

유학

(1672)
학생-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학생

27 ***이시현 식년부재 식년부재 식년부재

28
이우-이태기-이이복-이기 유학

(1729)

유학

(1672)

유학

(1672)학생-학생-학생

29

이우춘-이재태-이진창-이홍정

통덕랑

(1708)

선략장군 행 

가덕진관 

율포권관

(1708)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1708)

통덕랑-출신 

율포권관-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30
이윤-이원로-이인방-이응업 유학

(1720)
식년부재 ***식년부재

학생-학생-선무랑 자여도찰방

31
이종국-이혁-이희담-이이주

식년부재
유학

(1699)

통덕랑

(1699)학생-학생-통덕랑

32
이중무-이담형-이석린-이희성 유학

(1765)

유학

(1702)

*학생

(1702)유학-학생-학생

33
이중형-이담룡-이석규-이희현 유학

(1765)

유학

(1702)

*학생

(1702)유학-학생-학생

34

이항춘-이시-이득오-이경연

유학

(1672)

**

식년부재

선무원종공신 

어모장군 전 

만호

(1609)

학생-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선무원종공신 

가선대부 행 용양위부호군

35
이화춘-이만웅-이준원-이홍전

식년부재 식년부재 ***식년부재
학생-학생-학생

36
장시중-장흥방-장이-장유관 유학

(1699)
**식년부재 식년부재

학생-학생-학생

37
정석권-정치상-정세봉-정시명 유학

(1765)

유학

(1720)

학생

(1699)유학-학생-학생

38
최경학-최석기-최국룡-최동석 유학

(1729)

유학

(1672)

유학

(1672)학생-학생-학생

39
황일규-황심-황도흥-황윤환 유학

(1729)

유학

(1699)

*학생

(1699)학생-학생-학생

40
황일회-황순-황도응-황윤돈 유학

(1729)

유학

(1699)

*학생

(1699)학생-학생-학생

*표시된 인원들은 울산부 호적대장이 없는 1610~1671년 사이의 인물들이다. 생전 직

역을 표기 할 수 없어 최대한 가까운 시기인 ‘조’의 정보에서 직역을 참고했다.

**표시된 인원들은 호적대장에서는 정보를 찾을 수 없으나 선행연구에서 사족가문으

로 나타난다.

***표시된 인원들은 가계가 호적대장에서 파악 할 수 없거나 직역의 변화가 나타난다.

출전 『울산부호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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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추향세력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직역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중복된 인원

을 제외하면 인원은 108명이다.47) 먼저 상소문에 참여한 자가 호주일 때 그들의 부(父), 조

(祖), 증조(曾祖) 직역을 살펴보면 학생 79명, 유학 6명, 생원 1명, 품직 21명 직역이 없는 

인원이 1명이 나타난다. 대부분 학생으로 표기되었으며 그 외에는 품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의 생전직역은 학생 11명, 유학 46명, 품직 13명, 생원 1명 안일호장 

1명, 노제경포보(老除京砲保) 1명, 출신(出身) 1명, 알 수 없음 34명으로 나타난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유학과 학생은 하나의 그룹으로 

85명 중의 57명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일치하지 않는 직역인 안일호장과 

노제경포보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시기가 지나면서 사족화 된 가문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전 직역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사족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호적대장에서 직역을 파악할 수 없거나 직역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가계는 7명

이다. 

먼저 부(父), 조(祖), 증조(曾祖)의 생전 직역을 파악 할 수 없는 가계의 인원은 3명으로 

⑤김세봉(김정업-김응립-김청단), ⑥김중원(김상구-김희인-김춘복), ㉟이화춘(이만웅-이준

원-이홍전)이다. 이들 3명은 위에서도 이미 나타났듯이 호적대장에서 본인의 직역기재 역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의 직역정보가 변화가 있는 점, 父, 祖, 曾祖가 호적대

장상에서 호주로 한명도 파악되지 않는 점을 보면 이 가계가 울산지역에서 기존 재지사족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8) 실제로 이화춘의 아들인 이봉기는 1786년과 1789년에는 직

역이 공생으로 1801년에는 유학으로 되어 있다.49) 손자인 이세담도 1819년, 1834년, 

1840년 모두 직역이 공생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가문은 본래 향리 가계였으나 유학을 한시

적으로 모칭했다가 다시 향리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50)

다음으로 직역의 변화가 나타나는 가계의 인원은 1명으로 ⑩박경희(박태빈-박익문-박제

선)이다. 박경희의 식년에서 부(父), 조(祖), 증조(曾祖)의 직역은 학생으로 표기되었는데 생

전의 직역을 보면 박태빈은 식년부재로 인해 생전직역을 알 수 없고, 박익문은 안일호장, 

박제선은 노제경포보로 나타난다. 안일호장은 향리직역이며, 노제경포보는 일반양인이 지는 

직역이다. 조(祖) 박익문의 정보에서 박제선은 납속하여 통정대부를 받았으므로 이들 가계

는 시기가 지나면서 사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가계를 더 올라가 보면 제선

의 부(준웅), 조(응춘), 증조(득량)은 모두 향리 직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본관은 원

래 울산 박씨였는데 제선 본인 때부터 본관을 밀양으로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가

계에서 떨어져 나와 사족화하려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51)

47) 상소문에 참여한 자들은 40명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부, 조, 증조의 인원은 120명이 되어야 하

지만 동일한 가계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을 제외했고, 이시현의 경우 호적대장 상에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총 인원은 108명이다.

48) 각주 43, 45, 46 참조.

49) “貢生鰥夫李鳳紀年肆拾捌己未本蔚山父貢生華春祖萬雄曾祖俊元···” 『1786년(癸卯 正祖 10) 蔚山戶

籍大帳』上府內面 下西門內里 9-2戶. ; “貢生李鳳紀年肆拾陸甲子本蔚山父貢生華春祖萬雄曾祖峻

元···”『1789년(丙午 正祖 13) 蔚山戶籍大帳』上府內面 下西門內里 7-2戶. ; “幼學李鳳紀年伍拾捌

甲子本蔚山父學生華春祖學生萬雄曾祖學生峻元···”『1801년(戊午 純祖 원년) 蔚山戶籍大帳』大峴面 

玉峴里 2-2戶.

50) “貢生李世淡年伍拾玖辛巳本蔚山父鳳海祖華春曾祖萬雄···”『1819년(丙子 純祖 19) 蔚山戶籍大帳』

上府內面 南門內里 2-3戶. ; “貢生李世淡年柒拾肆辛巳本蔚山父鳳海祖華春曾祖萬雄···”『1834년(辛

卯 純祖 34) 蔚山戶籍大帳』上府內面 下西門內里 11-4戶. ; “貢生李世淡年捌拾辛巳本蔚山父鳳海祖

華春曾祖萬雄···”『1840년(丁酉 憲宗 6) 蔚山戶籍大帳』上府內面 下西里 2-3戶.

51) 『蔚山朴氏大同普』에 박제선, 박익문, 박태빈 모두 기재되어 있어 호적대장 상에서만 본관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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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父)의 직역은 나타나나 조(祖), 증조(曾祖)가 식년의 부재로 직역을 파악할 

수 없는 인원은 3명으로 ⑧류봉채(류진흥-류기-류극견), ㉔이담령(이여송-이진영-이몽성), 

㉚이윤(이원로-이인방-이응업)이다. 이들 가계는 부(父)의 직역이 생전직역과 일치하기 때

문에 조(祖), 증조(曾祖)가 호주로 나타나는 식년이 없어 직역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큰 변

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52)

이렇게 추향세력의 직역과 그들의 부(父), (祖), 증조(曾祖)의 직역을 살펴보았다. 직역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대부분 사족가문임을 확인했다. 예외로는 이화춘과 박경희의 경우처럼 

향리가계에서 사족가계가 되려한 가계도 있었고, 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인원들도 

존재했다. 대부분의 추향세력이 사족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들이 기득권을 차지한 사족이었

는지 살펴보겠다. 이들이 기득권을 차지하지 못한 사족이라면 추향운동을 한 이유가 향촌 

내 기득권 갈등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촌 내에서 기득권의 유무

를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2장 1절에서 확인한 향안 입록 여부와 향임직 역임여부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를 통해 추향세력의 기득권 유무를 파악해보겠다.

2) 향안 입록자와 향임직 역임여부 분석

향촌 내에서 추향세력의 기득권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향안 입록자와 향임직 역임여부를 

분석하겠다. 향촌사회에서 좁은 의미로 향권(鄕權)은 유향소의 임원이 가지고 있었던 한 고

을의 권략(權略)을 주장하는 권한으로서 중심은 부세운영권을 가리켰다. 넓은 의미로는 좌

수 별감 등의 향임이 가졌던 권한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향임의 인사권까지를 의미하

는 사족의 일향 지배권을 의미했다.53) 향임직을 역임하기 위해서는 향안에 입록되어야 했으

므로 향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향안에 입록되거나 향임직을 역임하는 것이 중요했다.54)

『울산향교지』에 남아있는 향안을 보면 1608년부터 1707년까지 총 10회 작성되었다. 

그 이전 기록으로 보이는 명단까지 합하면 총 11회이다. 기록된 인원은 총 118명이다.55)향

안은 18세기 초까지 작성되었기 때문에 추향세력 본인이 향안에 입록될 수 없었다. 시기상

으로는 그들의 부(父)까지 향안에 입록될 수 있었다.

향안에 입록된 인물을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이경묵(1608 이전), 김연(1608), 이경연

(1608), 고곤(1608), 서인충(1608), 이준발(1608), 이득오(1674), 이시(1675), 이이복

(1683), 박정린(1687), 이세정(1687)으로 총 11명이었다. 추향세력 40명 중 16명이 향안에 

입록된 인물들의 후손이었다.56) 초기에 입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임란의병장 출신들이었고, 

후기에 입록된 사람들은 이들의 후손이 많았다. 학성이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향세력의 

가계가 임란 이후 울산 지역에서 대대로 사족이었음이 다시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추향세력의 향임직 역임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울산부선생안』에 기록되어 

양으로 칭했음을 알 수 있다.

52) 이윤의 경우 앞에서 본인의 직역이 없다가 유학으로 바뀐 점이 있지만 김세봉, 김중원, 이화춘의 

사례와는 다르게 부의 직역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된다.

53)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경인문화사, 2017. 13쪽

54) 각주 11, 12, 13 참조.

55) 이수건, 『鷗江書院誌』, 구강서원복원추진회, 2004, 316~328쪽.

56) 추향세력과 향안 입록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고령김씨의 김상대와 김지는 김연의 후손이다, 

용담고씨의 고경첨은 고곤의 후손이다. 달성서씨의 서사도,서사철,서사하,서운항,서취항은 서인충의 

후손이다. 울산박씨의 박규웅은 박정린의 후손이다. 학성이씨의 이상우는 이경묵의 후손이며, 이우

와 이항춘은 이경연의 후손이고, 이담로,이중무,이중형은 이준발의 후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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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좌수·별감직의 명단을 확인해보겠다. 추향세력의 성씨들은 모두 향임직을 역임하는 성

씨였다. 아래의 그래프는 추향세력 가계의 향임직 역임여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추향세력 가계의 향임직 역임 여부 비율

출전 : 『울산부선생안』

<그림 1>을 통해 향임직 역임여부의 비율을 보면 증조(曾祖)의 경우 37명 중 향임직을 

역임한 사람은 11명으로 29.7%이다.57) 좌수·별감직을 모두 한 사람은 학성이씨의 이준발, 

이기, 이경연 3명이다. 나머지 8명은 별감직만 수행했다. 조(祖)의 경우 38명 중 향임직을 

역임한 사람은 9명으로 23.6%이다. 좌수·별감직을 모두 한 사람은 고령박씨의 박민수(추

정), 학성이씨의 이세정, 이희담으로 총3명이다. 나머지 6명은 별감직만 수행했다.58) 父의 

경우 38명 중 향임직을 역임한 사람은 12명으로 31.5%이다. 좌수·별감직을 모두 한 사람은 

경주김씨 김효징, 고령김씨 김익대, 달성서씨 서지항, 학성이씨 이시로 총 4명이다. 나머지 

8명은 별감직만 수행했다. 본인의 경우 40명 중 향임직을 역임한 사람은 8명으로 20%이다. 

좌수·별감직을 모두 한 사람은 경주김씨 김성호, 고령김씨 김상대, 학성이씨 이종국 총 3명

이다. 좌수직만 수행한 고령박씨의 박성유가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별감직만 수행했다. 추향

세력 가계의 인원은 20~30%의 비율로 향임직을 역임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을 포함하여 부(父), 조(祖), 증조(曾祖) 중 향임직을 한명도 역임하지 못했다면 그들

의 가계는 향촌에서 미약한 가계로 볼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3명이다. 앞서 

1절에서 직역이 변화한 4명(김세봉, 김중원, 이화춘, 박경희)을 제외하면 9명이 이에 해당하

는 사족의 가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9명 중 고경첨, 이중무 2명은 향안에 입록된 조상(고

곤, 이준발)이 있어 7명이 이에 해당하는 사족의 가계로 볼 수 있다.

57) 추향세력 인원의 수는 40명으로 증조(曾祖), 조(祖), 부(父)의 숫자 역시 40명이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추향세력 내에서 형제 또는 친척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있어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였다.

58) 박민학은 1716년과 1719년에 좌수·별감직을 각 1회씩 했다. 호적대장 상에서는 민학이 1714년

에 민수로 개명한 흔적이 있다. 호적대장에서 개명한 자가 다음식년에 이전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 

기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민학과 박민수의 경우에도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1714년 이후 호

주로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幼學朴敏孝年肆拾參壬子本高靈父學生龍瑞祖通德

郞尙彬曾祖禦侮將軍行訓鍊院正震男外祖學生洪以泗本南陽···弟通德郞敏學改名敏修年參拾參壬戌子···” 

『1714년(甲午 肅宗 40) 蔚山戶籍大帳』 農所面 松亭里 5-2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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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향임직을 수행한 성씨들이 달랐기 때문에 향임직을 역임했다고 하여 모두 기존

재지사족(구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17~18세기 향임직을 모두 담당한 성씨가 있는 

반면, 18세기에 성장하여 향임직을 담당한 성씨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3>을 통해 

살펴보겠다.

<표 3> 시기별·성씨별 향임직 역임여부 비교

시기 성씨 추향운동 참여 인원
추향세력 가계(직계)

향임직 역임 인원

17세기 평해황씨 2명 1명

18세기 밀양박씨 3명 0명

18세기 영일정씨 1명 1명

18세기 경주이씨 1명 0명

18세기 창녕성씨 1명 2명

18세기 문화류씨 1명 0명

18세기 김해김씨 1명 0명

17~18세기 학성이씨 10명 24명

17~18세기 고령김씨 2명 5명

17~18세기 경주김씨 3명 4명

17~18세기 달성서씨 5명 6명

17~18세기 고령박씨 5명 6명

17~18세기 아산장씨 1명 1명

17~18세기 용담고씨 1명 0명

17~18세기 경주최씨 1명 1명

17~18세기 울산박씨 1명 2명

총인원 40명(성관 불명 1명) 53명

출전 : 『울산부선생안』

<표 3>은 추향세력 가계(직계)의 시기별·성씨별 향임직 역임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향임

직 역임인원의 수는 해당되는 시기에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 가계(직계)의 인원을 모두 

포함시킨 수이다. 추향세력의 성씨는 16개 성씨로 모두 향임직을 역임한 성씨였다. 그중에

서도 한 시기만 향임직을 역임한 성씨도 있었고, 17~18세기 모두 향임직을 역임한 성씨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7개 성씨로 총 10명이었고, 후자인 경우는 9개 성씨 30명이었다. 추

향세력의 가계는 대대로 기존재지사족이 많았음을 다시 한 번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한 시기에만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의 가계를 살펴보면 평해황씨, 영일정씨, 창녕성씨

를 제외한 4개 성씨 5명의 가계는 향임직을 역임한 인원이 0명이었다. 이는 성씨만 동일할 

뿐 향임직을 역임한 가계와 추향세력의 가계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59) 평해황씨의 경우에

는 17세기 후반부터 향임직을 역임했고, 영일정씨와, 창녕성씨는 18세기 초반부터 향임직을 

역임하여 이들의 가계는 가세가 성장함에 따라 향권을 차지한 사족으로 볼 수 있겠다.

17~18세기 모두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의 가계를 살펴보면 9개 성씨 중 용담고씨를 

제외하고는 향임직을 역임한 인원이 있었다. 그러나 앞서 향임직을 역임한 인원이 0명으로 

나타나는 경우와는 달랐다. 추향세력인 고경첨의 가계와 향임직을 역임한 용담고씨의 가계

는 동일한 가계였다.60) 9개 성씨 중에서도 학성이씨, 달성서씨, 고령박씨는 추향세력의 절

59) 밀양박씨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향임직을 역임한 가계는 구강서원을 짓는데 도움을 준 박창우의 

가계였다. 하지만 추향세력 밀양박씨의 박경익, 박경희, 박증효 3명은 박창우의 가계가 아니었다.

60) 향임직을 역임한 용담고씨는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임란의병장 출신인 고곤의 가계와 고처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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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추향운동에 참여한 학성이씨를 살펴보겠다. 참여한 인원은 10명으로 이우춘, 이화춘 

3명은 이예의 아들인 종근의 가계이고, 이담로, 이상우, 이우, 이종국, 이중무, 이중형, 이항

춘 7명은 이예의 아들인 종실의 가계이다. 종근의 가계는 17세기 향리직을 역임하면서 향

임직을 역임하지는 못했다. 종실의 가계에서는 임란의병장 출신인 이겸수, 이경연의 후손들

도 있고, 구강서원에 자금을 낸 이기, 이시, 이규의 후손들도 있었다. 하지만 세대가 내려오

면서 이기의 자손들은 향임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겸수의 후손은 아들인 이준발과 손자인 

이희현 이후로는 향임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추향세력 10명 중 꾸준히 향임직을 수행한 가

계는 이담로, 이상우, 이종국, 이중형 4명뿐이었다.

달성서씨의 추향세력은 서사도, 서사철, 서사하, 서운항, 서취항 5명이다. 이들 5명은 의

병장 서인충의 가계이다. 서운항, 서취항 형제는 서인충의 첫째아들인 서관의 가계이고, 나

머지 3명은 넷째아들 서안의 가계이다. 서관과, 서안은 향임직을 역임하지 못했다. 세대가 

내려오면서 서관과 서안의 후손들도 향임직을 많이 역임하고 있는데 추향세력의 가계(직계)

는 향임직 역임인원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61) 한편 추향세력인 서운항은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에게 수학한 것으로 보아 학문적으로 노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62)

고령박씨의 추향세력은 박봉기, 박봉시, 박성유, 박도유, 박태유 5명이다. 이들도 모두 같

은 가계로 의병장 활동을 한 박진남의 후손이다. 고령박씨의 경우에는 달성서씨와는 다르게 

향임직을 역임하는 추향세력의 가계(직계) 인원이 적지 않았다.63) 이들 가계에는 특이점이 

있는데 학문적 연원이 남인 계통이라는 점이다. 박진남의 아들인 박상빈은 성주에 살면서 

장현광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던 인물이고, 박봉시의 부 박민효(박망구)는 권해와 이현일

에게 사사 받았다.64) 대대로 남인 계통이었던 가문의 자손들이 송시열을 추향 하는 것에 다

수 참여한 것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여타 지역의 남인들이 노론으로 전향한 이

유를 통해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65) 박민효의 경우 경종 원년에 소과에 합격하여 

가계이다. 추향세력인 고경첨은 고곤의 가계이다. 향임직을 역임한 고곤의 가계는 고곤-고덕창-고

철성-고상경-고한우-고봉래이다. 고철성부터 시작하여 고봉래까지 4명 향임직을 역임했다. 고경첨

의 조(祖) 고철운은 고철성과 사촌이므로 고경첨은 향임직을 역임한 가계와 같은 가계이다. “展力

副尉兼司僕高徹星年肆拾柒丙寅本龍潭父禦侮將軍行龍驤衛副司果德昌祖部將崑曾祖禦侮將軍世平···” ; 

『1672년(乙酉 顯宗 13) 蔚山戶籍大帳』 農所面 加大里 4-9戶 “幼學高徹雲年玖拾庚戌本龍潭父通

政大夫得昌祖宣略將軍行訓鍊院主簿崑曾祖學生世平···” 『1699년(丙子 肅宗 25) 蔚山戶籍大帳』農

所面 加大里 2-5戶. 다른 가계는 고처겸의 가계로 고처겸-고산수-고한명-고응두-고홍익이다. 이

중 고처겸과 고홍익 2명이 향임직을 역임했다. 향임직을 역임한 나머지 한 명 고경윤은 호적상에

서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연관성을 알 수는 없다.

61) 향임직을 역임한 달성서씨의 인원은 총 22명이었는데 그중 서몽호, 서용, 서정을 제외한 19명이 

서관과, 서안의 후손이다. 19명중에 추향세력의 가계(직계)가 향임직을 역임한 인원의 수는 6명이

므로 추향세력의 가계가 향임직 역임한 인원의 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62) 족보인 『達城徐氏監察公派譜』에 기록된 서운항의 정보에는 ‘從學遂菴權尙夏門‘이 표기되어 있

다.

63) 향임직을 역임한 고령박씨의 인원은 총 12명이었는데 모두 박진남의 후손이다. 그중 6명은 추향

세력의 가계(직계)의 인원이고, 나머지 6명은 박운서, 박민례, 박봉천, 박봉현, 박봉우, 박화유이다.

64) 우인수, 「1749년(영조 25) 蔚山邑誌 《鶴城誌》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제117호, 

2002, 129쪽.

65) 영남지역에서 당색을 바꾸어 활동한 대표적인 자로는 안동의 안연석과 영주의 나학천이다. 이 둘

은 이현일의 문인이었다. 안연석은 김장생의 승무를 반대하는 상소에 참여했고, 나학천은 스승 이

현일 신원소의 소두로 추대 되었다. 그 만큼 남인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앞장섰던 자였다. 안연석의 

경우 노론으로 입장을 바꾼 뒤 관직에 나아갔기 때문에 벼슬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학천의 

경우에는 노론으로 전향하기 전 이미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른 

사례로는 안동지역 고성이씨 이여경의 가문이다. 그는 원래 남인이었으나 죄를 지어 정배 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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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배출된 몇 없는 생원 중 한명이었고, 사찬읍지인 학성지를 작성하는데도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향촌 내에서 입지가 약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들 가계의 노론 전향은 추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향안 입록과 향임직 역임여부를 통해 추향세력의 기득권 유무를 파악해보았다. 추

향세력의 조상들은 향안에 입록된 사람들이 있어 이들의 가계가 기존 재지사족임을 알 수 

있었다. 향임직 역임여부를 통해 추향세력이 향권을 차지한 인원이 차지하지 못한 인원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향권을 차지한 사람 중 일부가계는 17세기 후반부터 성장하여 향임직

을 역임함으로써 새롭게 성장한 가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출신은 사족인 자들이었다. 추

향세력은 대부분 기득권을 차지한 사족들로 이들이 신출 노론세력을 표방한 것은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추향운동이전 추향세력의 향임직 역임을 살펴보면 

자신의 부(父)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역임한 비율이 대폭 감소하여 향촌 내 입지가 줄어든 것

이 확인된다. 아래의 <표 4>는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의 본인 명단이다.

<표 4>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 본인 명단

순번 이름 년도(좌수) 년도(별감)

1 김방준 1739,1747,1755,1756

2 김상대 1759 1742,1744

3 김성호 1764,1776,1785,1787,1788

4 박성유 1774,1780,1783,1785,1787,1788

5 성도상 1755,1756

6 이상우 1749

7 이종국 1796 1761

8 이중형 1761

출전 : 『울산부선생안』

<표 4>를 살펴보면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 본인의 이름과 시기를 알 수 있다. 김방준, 

김상대, 성도상, 이상우 4명은 추향운동이 이전에 향임직을 역임했고, 김성호, 박성유, 이종

국, 이중형 4명은 추향운동이후 향임직을 역임했다. 추향운동 이전에는 향임직 역임 비율이 

10%이며, 이는 부(父)의 향임직 역임 비율인 31.5%와 비교해보았을 때 급격하게 감소했음

을 알 수 있다. 추향운동이 있기 전 이들의 향촌 내 입지가 좁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추

향운동은 줄어든 기득권을 되찾고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2장 1절에서 향촌 

내 기득권이 구강서원이 건립되면서 향교에서 서원으로 넘어갔음을 확인했다. 이에 어느 세

력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기득권 유무가 갈렸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음 절에서는 추향세력

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

3) 유림안과 서원록 명단 비교 분석 

유림안과 서원록은 각각 향교와 서원의 명부로 향촌 내에서 사족들의 활동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두 명단을 비교함으로써 추향세력의 기반을 살펴보고 이들이 구강서원에 송

에 처하자 입장을 바꾸어 죄를 면하고자 했다.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영조 14

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훼파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한국사연구』제

171호, 2015. 221~222쪽,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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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열을 추향하려한 이유를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유림안을 살펴보겠다. 유림안은 향교의 청금록(靑衿錄)으로 보인다. 청금록이란 향교

를 출입하는 양반학생들의 명부로 비양반출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청금록에 입

안되는 방법 역시 문벌자제를 천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향안에 입록되는 것과 비슷했

다.66) 또한, 영남에서는 ‘향교에 적을 두지 못하면 양반이 될 수 없다’67)고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향교 입적, 즉 향교 임직 참여의 여부가 사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었다.68)

『울산향교지』에 남아있는 유림안을 보면 20건의 기록이 있으며, 간지별로 별도로 보존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69) 시기는 1674년부터 시작하여 1758년으로 끝이 난

다. 총 768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529명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의 <표 5>는 유림안에 기재되어 있는 추향세력의 인원들이다.

<표 5> 유림안에 입록된 추향세력가계의 인물

순번 본인(년도) 부(년도) 조(년도)

1 고경첨(1747,1758)

2 김방준(1734) 김세경(1695,1697)

3 김상대(1734) 김서용(1726)

4 김지(1757)

5 박규웅(1734) 박상조(1695,1697,1726) 박정린(1677)

6 박도유(1757) 박민중(1726)

7 박봉기(1747,1758)

8 박봉시(1734)

9 박성유(1757) 박민중(1726)

10 박증효(1747)

11 박태유(1757) 박봉장(1734) 박민수(1726)

12 서사도(1758) 서석일(1726)

13 서사철(1757) 서익승(1736) 서유일(1674))

14 서사하(x) 서지항(1732) 서덕일(1695,1697,1726)

15 서운항(1757) 서정일(1726)

16 서취항(1734) 서정일(1726)

17 성도상(1734) 성후석(1726)

18 이담로(1734)

19 이상우(x) 이원(1711,1726) 이세정(1694,1726)

20 이시현(1732)

21 이우(1747) 이태기(1695,1697,1726)

22 이종국(1757) 이희담(1726)

23 이중무(x) 이석린(1726)

24 이중형(1757) 이석규(1694,1695,1726)

25 장시중(1732) 장흥방(1726)

26 최경학(1747)

27 황일규(1758)

출전 : 『유림안』

66)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0.

67) “嶺南兩班, 若不投跡於學宮, 則不得爲兩班矣”『承政院日記』 제1334책, 영조 49년 1월 26일.

68) 김준형, 「조선후기 영남지역 향전의 분석」, 『남명학연구』43권, 2014. 183쪽

69) 울산향교위원회, 『울산향교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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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통해 유림안에 입록된 추향세력 가계의 인원을 살펴보면 총 45명으로 본인 24

명, 부(父) 11명, 조(祖) 10명이다. 추향세력 본인만 유림안에 입록된 사람은 고경첨, 김지, 

박봉기, 박봉시, 박증효, 이담로, 이시현, 최경학, 황일규 8명이고, 본인은 입록되지 못했지

만 부(父) 또는 조(祖)가 입록된 사람은 서사하, 이상우, 이중무 3명이다. 나머지 인원들은 

본인과 부(父) 또는 조(祖)가 입록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서원록을 살펴보겠다. 서원록은 서원의 출입하는 원생과 원임의 명부이다.

『구강서원지(鷗江書院誌)』에 남아있는 서원록을 보면 1679년부터 1771년까지의 기록이 

있다. 총 372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276명이 기재되어 있다.70) 아

래의 <표 6>은 서원록에 기재되어 있는 추향세력의 인원들이다.

<표 6> 서원록에 입록된 추향세력가계의 인물

순번 본인(년도) 부(년도) 조(년도) 증조(년도)

1 김성호(x)
김인석

(1731,1744)

2 박봉시(1757) 박민효(1731)

3
박성유

(1764,1765,1771)
박봉인(1740)

4 서사철(x) 서익승(1728)

5 이우(x) 이태기(1694) 이이복(1685)
이기

(1685,1689,1705)

6 이상우(1764)
이원

(1698,1705)

이세정

(1685,1693,1696)

7 이종국(x)
이희담

(1694,1695,1697,)

8 이중형(1758)

출전 : 『구강서원원록』

<표 6>을 통해 서원록에 입록된 추향세력 가계의 인원을 보면 총 14명으로 본인 4명, 부

(父) 6명 조(祖) 3명 증조(曾祖) 1명이다. 앞서 유림안에 입록된 추향세력 본인은 24명이고, 

본인의 직계 조상이 유림안에 기재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그에 비해 서원록에 입

록된 추향세력은 4명이고,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8명에 불과했다. 양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추향세력은 서원록에 기재되는 비율이 낮았다. 추향세력은 향교를 중점으로 삼아 활동한 향

교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향교세력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추향세력 가계의 인

원들은 구강서원 건립 당시 참여한 인원들이 적었다는 점이다.

서원건립에 참여한 추향세력의 가계의 인원은 김성호의 증조(曾祖) 김이흥, 이상우의 증

조(曾祖) 이규, 이우의 증조(曾祖) 이기, 이항춘의 부(父) 이시, 장시중의 조(祖) 장이 5명만

이 서원건립에 자금을 냈다. 하지만 이 중 이상우를 제외하고는 서원록에 입록되지 못했다. 

이항춘과 장시중의 경우에는 자신의 조상들이 자금을 냈지만 이들의 가계는 한 명도 서원록

70) 이수건, 『鷗江書院誌』, 구강서원복원추진회, 2004, 304~315쪽을 참조했으며, 박종현, 박종현, 

「17 ~ 18세기 울산지역 향임층의 가문구성과 변화」,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36~37

쪽. <표10>도 참조했다. 서원록의 경우 1685년부터 1766년까지의 기록이 있으며, <표10>의 경우 

1679년부터 1774년까지의 기록이 있어 상호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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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록되지 못했다. 구강서원 건립에 참여한 인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서원록에 입록되

지 못한 것이다. 

앞서 2장 1절에서 구강서원이 설립되면서 향촌 내 기득권을 두고 향교와 서원건립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확인했다.71) 서원 건립에 반대한 울산박씨가 서원 건립이후 기득권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72) 추향세력의 향촌 내 입지가 약해지는 것은 이들이 향

교세력이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원이 향촌 내에서 기득권을 가져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유림안과 서원록 명단을 비교

해보겠다. 앞서 유림안과 서원록에 입록된 사람의 수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다면 각각 

529명과 276명으로 유림안에 입록된 사람이 서원록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림안의 경우 20건의 기록에 명단이 잘 남아 있는 반면에 서원록의 경우 원생

과 원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5건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이기도 하다. 비교를 

하기 위해 양 명단의 식년이 가깝거나 같은 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다. 아래의 <표 7>과 같

다. 73)

<표 7> 유림안과 서원록 명단 비교

단위 : 명

구분 인원수(년도)

유림안 19(1683) 48(1711) 90(1726) 52(1732) 87(1757)

서원록 30(1685) 26(1705) 32(1722) 55(1732) 73(1757)

중복된인원 6 3 1 10 41

출전 : 『유림안』, 『구강서원원록』

<그림 2> 유림안과 서원록 명단 비교 그래프

71) 각주 21참조

72) 울산박씨의 향임직 역임은 17세기 22명, 18세기 5명이다.

73) 원록의 경우 1685년, 1705년, 1722년, 1732년, 1757년에는 원임 및 원생의 명단이 잘 남아있었

고, 그 외에는 원임의 명단만 있거나, 원생의 수가 적어 비교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5

개 년도를 기준으로 삼았고, 유림안의 경우는 서원록과 같은 년도 이거나 가장 가까운 년도의 명단

을 선택하여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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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과 <그림 2>는 유림안과 서원록의 명단 비교를 통해 각 해당연도에 입록된 인원

과 중복된 인원을 파악한 것이다. 유림안의 1683년의 명단과 서원록의 1685년의 명단을 

비교해보면 중복된 인원이 6명으로 서원이 건립되고 초기에는 서원과 향교의 세력이 명확

히 갈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복된 6명 중 5명은 구강서원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이

었다. 하지만 시기가 지나면서 유림안의 1726년의 명단과 서원록의 1722년의 명단을 비교

해보면 4년의 기간이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복된 인원이 단 1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

득권을 두고 양쪽 세력이 갈라졌음을 알려준다. 

다시 1732년부터는 중복된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갈라졌던 세력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울산박씨의 사례를 통해 기득권이 향교에서 서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미 

확인했으므로 세력이 합쳐지는 것은 향교의 세력이 서원으로 흡수되어 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1732년과 1757년에 입록된 사람을 살펴보겠다.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8> 1732년 유림안 및 서원록 명단 비교

단위 : 명

유림안(A) 서원록(B) 중복된 인원(C)

입록 인원 42 45 10

파악 인원 34 35 10

출전 : 『유림안』, 『구강서원원록』, 『울산부호적대장』

출전 : 『울산부선생안』

<그림 3> 1732년 입록 인원 향임직 역임여부 비교 그래프

<표 8>은 1732년에 입록된 인원을 비교하기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이다. 유

림안에만 입록되어 있는 인원을 A그룹, 서원록에만 입록되어 있는 인원을 B그룹, 중복되어 

있는 인원은 C그룹으로 나누었다. 파악 인원은 호적대장에서 파악한 사람들의 수이다. 세 

그룹간의 성씨를 비교해보면 모두 고령김씨, 광주안씨, 김해배씨, 달성서씨, 도안이씨, 울산

박씨, 파평윤씨, 학성이씨 같은 울산 기존 재지사족들의 성씨가 포함되어 있었다. 동일한 가

계의 인물들이 각각 나누어져 들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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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파악한 인원을 향임직 역임여부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역임인원의 기준은 

본인, 부(父), 조(祖) 중 한 명이라도 향임직을 한 인원이고, 비역임인원은 본인, 부(父), 조

(祖) 모두가 향임직을 역임하지 못한 인원이다. 역임하지 못한 인원이 A그룹은 6명, B그룹

은 10명, C그룹은 3명으로 나타났다. 1732년에는 향임직을 역임한 비율이 유림안에 입록된 

사람이 높았지만 세 그룹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향임직 역임은 향권의 유무

를 보여주는 것으로 1732년까지만 하더라도 향임직을 통한 향촌 내 기득권은 향교 및 서원 

양자 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732년 유림안에 입록된 사람들을 보면 위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성씨들 외에도 경

주김씨, 경주이씨, 아산장씨, 평해황씨 등이 있었다. 경주이씨의 경우에는 18세기에 들어와 

향임직을 역임한 성씨이며, 아산장씨와 평해황씨는 17세기 후반부터 향임직을 역임했으나 

사람의 수는 적었음을 <표 3>에서 확인했다. 이들의 직역은 대대로 유학인 사족가문이지만 

앞서 언급한 공통으로 나타나는 성씨와는 향촌 내에서 위상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

존 재지사족 가문이 아닌 새롭게 성장한 사족가문들이 향교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1757년의 입록 인원을 살펴보겠다.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1757년 유림안 및 서원록 명단 비교

단위 : 명

유림안(A) 서원록(B) 중복된 인원(C)

입록 인원 46 32 41

파악 인원 43 26 39

출전 : 『유림안』, 『구강서원원록』, 『울산부호적대장』

출전 : 『울산부선생안』

<그림 4> 1757년 입록 인원 향임직 역임여부 비교 그래프

<표 9>는 1757년 입록된 인원을 비교하기 위해 세 그룹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이다. 기준

은 앞서 1732년과 동일하다. 입록된 인원을 비교해 보면 경주김씨, 고령김씨, 고령박씨, 달

성서씨, 도안이씨, 밀양박씨 등 성씨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1732년과는 다르게 동일가계의 

인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앞서 추향세력 역시 성씨만 동일할 뿐 향임직을 역임한 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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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없는 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74) 1757년 유림안에 입록된 인원 중 밀양박씨인 

박증, 박지혁, 박지신 3명은 향임직을 역임하지 못하였고, 그 가계의 인원은 향임직을 역임

한 인원이 없었다. 향임직을 역임한 밀양박씨의 박창우 가계와는 연관이 없었다. 경주김씨

의 김일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형신의 경우 파평윤씨이지만 향임직을 역임하던 가계와는 

관계가 없었다. 윤형신의 조 윤종상은 1705년 호적대장에서 직역이 의영고시노(義盈庫寺奴)

로 나타났고 윤형신의 부 윤국빈은 두석장(豆鍚匠)으로 나타나 양반이 아니었다. 윤형신의 

직역 역시 한량으로 나타나 이들의 가계는 시기가 지나면서 사족화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1757년에는 기존재지사족이 아닌 자들이 더 많이 향교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파악한 인원을 향임직 역임여부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A그룹은 18명, B그

룹은 8명, C그룹은 14명으로 나타났다. 향임직을 하지 못한 인원이 A그룹에서 대폭 증가했

다. 앞서 1732년에는 약20%였다가 1757년에는 약40%로 나타나 두 배가 증가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향권을 차지하지 못한 사족들이 향교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추향운동이 있기 

전 기득권을 차지한 세력은 B그룹인 서원세력이었다. 중복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득권

이 서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사족들 역시 서원세력에 포함되려는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

다.

종합해보면 추향운동이 있기 전 향촌 내 기득권은 서원세력이 향교세력에 비해 우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추향세력은 향교세력이었고, 울산의 기존 재지사족이 다수였다. 향교세력

의 기득권 감소는 추향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추향세력들은 1757년에 유림안과 서원록

에 중복된 인원들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다. 추향운동은 추향세력이 기득

권을 유지하기위해 정치적으로 신출 노론세력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노론계 

학문적 연원이 나타나는 것은 서운항 1명뿐이었다. 이들이 기존 남인계 서원인 구강서원에 

송시열을 추향하려 했던 점은 그것이 향촌 내에서 갈등을 덜 야기 시키는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상소의 내용은 송시열을 추향하기에 합당했기 때문이다. 송시열을 추향함

으로써 서원으로 들어갈 명분을 마련하고 향촌 내 입지를 마련하고자 했을 것이다. 결국 송

시열 추향운동은 앞서 나타난 서원세력과 향교세력간의 기득권 갈등이 이어져 나타난 것으

로 볼 수 있다.

74) 각주 5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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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세기 노론계 난곡서원의 건립과 철폐과정

1) 난곡서원 건립 세력과 송시열 추향세력과의 연관성

노론 일당화가 된 19세기에도 여전히 영남지역에는 노론계 원사들이 건립되고 있었다. 

1802년 성주에 지어진 수덕서원을 시작으로 14개의 원사가 건립되었다. 1848년에는 영일

에 덕림사, 영해에 인계서원이 각각 유배지와 유배경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송시열을 제향했

다.75) 원사가 건립되기 위해서 송시열을 제향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76)

1848년 울산에 지어진 난곡서원 역시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었다. 제향하는 인물은 

송시열, 김창집·김제겸 부자였고, 김창집·김제겸 부자 역시 노론계 인물이었다. 난곡서원의 

건립은 추향운동 실패이후 약 90년 만에 나타난 신출 노론세력의 활동이다. 이번에는 기존

서원인 구강서원에 송시열을 추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서원을 

건립했다. 더는 같은 서원에서의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난곡서원의 건립과정을 통해 건립 주체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기존 난곡서원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울산읍지(蔚山邑誌)』에 기록된 몇 줄과 홍직필의 「난곡서원기(蘭谷書員

記)」를 통해 건립된 날짜와 제향된 인물을 파악했다. 먼저 『울산읍지』에 기록된 것을 보

면 다음과 같다.77)

난곡서원은 부의 서쪽 난곡리에 있었으며, 헌종 무신년에 고제응과 서극진이 고을의 선비들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제향인으로는 문정공 송시열, 충헌공 김창집, 충민공 김제겸이며, 당을 

이지, 동재는 거인, 서재는 유의, 문은 계개라 명했다. 매산 홍직필이 당의 이름을 판서 이종우

는 재와 문의 이름을 지었고, 이억은 서액을 담당했다. 원장 1인 유사 1인 전곡 1인을 두었

다.78)

위의 기록을 통해 난곡서원 건립을 주도한 인물은 고제응과 서극진 2명으로 파악된다. 당

시 서원을 짓는 곳은 자신의 세거지에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79) 난곡은 범서면에 위치

했다.80) 그렇다면 위 두 명은 범서면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호적대장을 통해 앞서 추향세

력을 파악한 것처럼 두 명도 찾아보려 했으나 이 둘은 호적대장에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

다. 이는 1810년 이후로 호적대장에서 범서면의 식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것은『울산울주지(蔚山蔚州誌)』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75)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제8권 

2019. <표3>을 참조했다.

76) 각주 35참조.

77) “蘭谷書院在府西蘭谷里憲宗戊申高濟應徐克進與一鄕人士建亨文正公宋時烈忠獻公金昌集忠

愍公金濟謙堂曰二止東齋曰居仁西齋曰由義門曰繼開洪梅山直弼命堂名李判書鍾愚命齋及門名

又書額李億書院額院長一人有司一人典穀一人” 『蔚山邑誌』향교 부 원사단조

78) 울산문화원,『내고장의 傳統』, 울산문화원, 1982, 327쪽. 여기에 해석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했

다.

79) 상주의 흥암서원과 서산서원은 각각 창녕성씨와 청도김씨가 자신의 세거지인 내서면과 외동면 반

곡에 건립했고, 영양의 운곡영당은 낙안오씨가 자신의 세거지인 감천에 건립했다.

80) 난곡은 본시 범서면 운곡동에 속해있었으나 1914년 4월의 행정구역 개편 때 멍정과 함께 상부면

으로 이속하여 태화리에 합해졌다. 운곡동의 경우 1848년에는 범서면 다전리에 속해있었다. 김관, 

『울산중구지명사』, 울산광역시 중구문화원, 2014, 210쪽, 4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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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응은 “자는 여즙(汝楫)이요 호는 서주(西疇)니 석표(碩標)의 자(子)라 천부영민(天賦穎敏)하

고 문학(文學)이 숙취(夙就)하여 상알홍매산직필(甞謁洪梅山直弼)하니 매산이 허이남주아사(許

以南州雅士)하다 창난곡서원(剏蘭谷書院)이라”81)

위의 기록을 통해 고제응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표의 자’를 통해 고제응은 고

석표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고석표 역시 『울산울주지』에서 파악되는데 “한명의 현손”으

로 나타나고 있다. 고한명과 고석표의 경우 호적대장에서 호주로 기록되어 있어 가계 정보

를 파악 할 수 있었다. 고한명과 고석표는 각각 1672년, 1810년 농소면 불당리와 송정리에 

살았다. 본관은 용담이며, 생전직역은 유학이다. 조상 대대로 농소면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고제응은 농소면에 거주했을 수도 있으나 농소면 기록인 1834년, 1867년 호적대장에서 호

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직역이 유학으로 나타나 고제응의 가계는 사족 가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가계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대를 올라가 확인해 보았다. 고한명의 호적대장 정보

를 보면 조(祖)의 이름이 고처겸으로 나타난다. 고처겸은 울산지역 임란 의병장 출신이다. 

고제응은 고처겸의 7대손이다.82) 이들 용담고씨는 <표 3>을 통해 살펴봤듯이 17~18세기 

울산지역에서 향임직을 담당하고 있었다. 총 7명이 향임직을 역임했는데 고처겸의 자손은 

본인을 포함해 두 명이 향임직을 역임했다.83) 이를 통해 확실히 고제응은 사족임을 알 수 

있다.

서극진은 “자(字) 경행(景行)이요 정일(精一)의 현손(玄孫)이라 풍채문사(風彩文詞)가 조요일시

(照耀一時)하고 누첩향해(累捷鄕解)하다”84)

위의 정보를 통해 서극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일의 현손’을 통해 서극진은 

서정일의 현손임을 알 수 있다. 서정일을 호적대장에서 찾아보면 1729, 1735, 1753년 범

서면 식년에서 파악되며 상말응정리에 살았다. 직역은 유학, 본관은 달성으로 나타났다. 대

대로 달성서씨는 범서면에 세거했다. 서정일은 추향세력이었던 서취항, 서운항 형제의 父이

다. 서극진은 이 두 사람의 증손일 가능성도 있다. 호적대장에서 서극진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으므로 연관성을 찾기 위해 족보인 『達城徐氏監察公派譜』를 통해 서극진을 찾아봤다. 

서극진은 서옥신의 아들로 나타났다. 서옥신은 서취항의 손자이지만 서운항의 아들인 서사

급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서극진은 추향세력의 후손이었다. 서극진은 족보에서 다전마을

에 세거한 것으로 나타나 난곡서원은 달성서씨의 세거지에 건립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서극진의 가계에서 향임직을 역임한 사람을 보면 임란 의병장 출신이었던 서인충과, 서정

일, 서옥신까지 세 명이었다.85) 역시 고제응의 가계와 마찬가지로 사족임을 알 수 있다.

『울산울주지』를 통해 난곡서원의 건립 대표자 2인은 사족임을 확인했고, 그중 한 명은 

추향세력의 후손임을 알 수 있었다. 난곡서원의 건립세력은 추향세력과의 연관성이 나타났

지만, 이들과 다른 점도 있었다. 바로 노론계 연원이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앞서 추향세력은 

노론세력을 표방하였지만 노론계 연원이 나타나는 사람은 서운항 한 명뿐이었다.86)반면에 

81) 『蔚山蔚州誌』, 幼學, 322쪽.

82) 고처겸-고산수-고한명-고응두-고홍익-고달하-고석표-고제응 순이다.

83) 고처겸과, 고홍익 두 명이 향임직을 역임했다. 각주 60번 참조.

84) 『蔚山蔚州誌』, 幼學, 322쪽.

85) 서인충-서관-서필달-서정일-서운항-서사급-서옥신-서극진 순이다.



- 28 -

난곡서원의 건립 대표 2명은 노론계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제응의 경우 위의 『울산울주지』내용에서 고제응은 일찍이 매산 홍직필을 찾아뵈었고, 

홍직필은 고제응에게 남쪽의 깨끗한 선비라고 한 것이다. 홍직필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는 

송시열의 5대손 송환기와 교유했고, 그도 낙론계 인물이었으므로 당파적으로 노론이었다. 

고제응는 홍직필의 제자인 한운성과의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이 고제응이 

노론계 인물이었음을 뒷받침해 준다.87) 다음으로 서극진의 경우 확실하게 연원이 나타나지

는 않지만, 그의 曾祖인 서운항이 권상하에게 수학한 점과 대를 이어 노론계 서원 건립에 

참여한 점은 서극진 역시 노론계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노론계 인물로써 서원을 건립했다 하더라도 영남지역에서 노론계 서원 건립은 향

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난곡서원의 건립 대표자 2인이 

재지사족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재지사족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나타난 갈등은 기득

권 갈등이 원인이었다. 난곡서원의 건립은 추향세력후손들이 추향운동 실패 이후 줄어든 향

촌 내 입지가 서원 건립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추향세력의 아들과 손자의 

향임직 역임 비율을 살펴보면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래의 그래프는 추향세력의 아들

과 손자의 향임직 역임 비율이다.

<그림 5> 추향세력의 아들과 손자의 향임직 역임 비율

출전 : 『울산부선생안』

86) 각주 61번 참조.

87) 한운성은 낙론 계열인 매산 홍직필의 고제로서, 부친 임소를 찾아 경주에 와 있던 홍직필에게 12

세 때 찾아가 입문한 뒤로 일생 세거지인 경주에서 스승이 머물던 한양을 수시로 오가며 洛中 인

사들과 교유하였다. 스승의 사후에 임헌회, 조병덕등과 함께 「梅山集」을 교정하는 일에 깊이 관

여한 것을 통해 스승 홍직필과의 깊은 교분과 문인들 사이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은 한운성이 고제응에게 답변한 편지이다. “念一書使迷兒袖謁。計應徹覽。更伏詢比來春

寒。省外調候夬復常度。貴院盛擧。利行未幾。想不無餘擾。而局外浮言。果已自起自滅否。炳幾應

變。亦當有成算耳。運聖積憊添痾。昏叫度日。滿眼殘書。全屬芭籬。秖自悼憐而已。頃者數件文字。

重違尊敎。強所不能。而歸後紬繹。有當改措者。故敢玆別幅錄呈。俯賜裁擇。如何如何。更祝對時崇

護。以慰詹跂。”『立軒文集』卷之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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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향운동 실패 이후 이들의 향촌 내 입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울산부선생안』뿐이

다. 유림안의 경우 1758년 이후로 기록이 없으며 서원록 역시 원생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

은 1757년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향교와 서원을 계속해서 출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러므로 향임직 역임여부를 통해 파악했다. 향임직을 역임한 인원수를 살펴보면 추향세력 본

인-아들-손자 순으로 내려오면서 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고,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

했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추향운동이 실패하면서 향촌 내에서 입지가 좁아졌음을 알 

수 있다.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의 자손이름과 년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의 자손이름

순번 이름(관계) 년도(좌수) 년도(별감)

1 박규인(박도유의 자) 1811

2 박규창(박성유의 자) 1811,1813,1821

3 서윤신(서사도의 자) 1795

4 이한좌(이종국의 자) 1821

5 *서옥신(서운항의 손자)
1817,1819,1820,1821,1823, 

1825,1829

6 이지무(이상우의 손자) 1806,1811,1814

*서옥신의 경우 호적대장에서 파악되지 않아 족보를 통해 가계를 파악했다.

출전 : 『울산부선생안』, 『달성서씨감찰공파보』

<표 10>은 향임직을 역임한 추향세력을 파악한 것이다. 추향세력 아들·손자의 인원은 96

명으로 그중 6명이 향임직을 역임했다. 성씨를 보면 고령박씨, 달성서씨, 학성이씨의 사람들

이다. 이 세 성씨는 3절2항에서 추향세력의 중심세력임을 확인했다. 참여한 사람 중 그나마 

계속해서 향촌 내에서 세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6명 중에서도 서옥신의 경우가 가장 

두드러진다. 거의 연속해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좌수를 역임했다. 서극진의 부 서옥신이 

다수의 향임직을 역임한 것은 난곡서원이 달성서씨의 세거지에 지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울산읍지』에 남아있는 「난곡서원기」를 통해 난곡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겠

다. 「난곡서원기」는 홍직필이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88)

“울주부 서쪽 10리 함월산 아래 태화강 가에 난곡서원이 있으니, 곧 문정공 우암 송선생을 제

향하는 곳이다. 영남 선비들이 1819년에 세 번이나 사당 건립을 진정하여, 1847년에 창건하

고, 이듬해 1848년 위패를 봉안했다. 1851년에 강당을 세웠다.”89)

위의 기록을 통해 난곡서원을 건립하기 위해 1819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건립과 강당이 지어지기까지 32년의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립 주체에 대해서

는 영남 선비로 되어 있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실질적으로 난곡서원이 건립된 1848년과

88) 홍직필의 경우 난곡서원과의 연관성이 많이 나타난다. 난곡서원의 당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건립

자인 고제응과의 연관성이 있었다. 송시열을 봉안할 때 고문(告文)을 작성했다. 홍직필, 「蔚山蘭谷

祠。奉安尤菴宋先生告文」,『梅山集』卷之三十 ;「난곡서원기」, 『울산읍지』, 1902년

89) 蘭谷書院記 “蔚州府西十里含月山之下太和江之上有所謂蘭谷書院郞文正公尤庵宋先生妥靈之所也嶺中

章甫以蘭谷是先生素日巾几之所經自 仁陵己卯陳章請立祠者三肇剏于丁未揭處于戊申 今上辛亥又立講

堂” 해석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했다. 송수환, 『나의 울산사 편력』, 울산대학교 출판부,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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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타나 1819년에 건립을 주도한 사람은 고제응과 서극진으로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위 두 명이 1848년에 난곡서원을 건립하는 대표자로 나타나는 

것은 1819년에 건립을 주동한 사람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대를 이어 건립

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1819년은 서극진의 父인 서옥신이 좌수를 했던 시기로 향촌 

내에서 영향력도 있었기 때문에 세력들을 규합하기에도 적절한 인물로 생각된다.

건립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32년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난곡서원을 짓는데 

울산 내에서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갈등은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나

타났다. 이는 다른 자료인 난곡서원 품목(稟目)과 답통문(答通文)을 통해 난곡서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90)

삼가 아룁니다. 선비를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것은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치는 바뀔 수 없

는 법도입니다. 그리고 기자(箕子)의 봉지(封地) 사방 천여 리 내에서는 더욱 명백한 가르침입

니다. 아 우리 문정공 우암 송선생의 흔적은 우리네가 경모(景慕)하는 정성을 붙여 도처에서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도 울산 역시 노선생 장루(杖屢)의 땅입니다. 울산의 여러 유생들

이 감모(感慕)하는 바가 있어서 영당(影堂)을 울산에 창설하여 그럼으로써 천추에 경앙(景仰)하

는 의례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 태학(太學)의 통장(通章)과 울산향교문자(蔚山鄕校

文字)가 함께 본원(화양서원)91)에 이르렀습니다. 선생의 맏손자가 힘써서 따를 의견이 있어서 

영정을 베끼고 좋은날을 가려서 장계했습니다. 본손과 여러 유생들이 모두가 우러러서 배알하

고 별도로 본손 한사람을 정해서 배행(陪行)으로 삼은 즉 누가 감히 곁가지 의견을 그사이 내

겠습니까. 아 영남중로에 어찌 한 종류의 괴이한 귀신이 있어 감히 참망(僣妄)된 의견을 내어

서 마침내 막는 행사가 있었으니 이는 사문의 큰 변화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들었을 때 어찌할 

줄 몰랐고, 이어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서성이기만 하니 날

이 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그 소위(所爲)를 들어 보니 뭐였습니다. 상주 유생 

이용구·성백원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아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중략) 일이 사림과 관계되지

만 법은 영문과 관계되므로 삼가 앙품(仰稟)합니다. 엎드려 원합니다. 합하께서는(관찰사)92)

법에 근거하여서 형을 논함으로써 사체를 중히 하실 것을 감히 아룁니다.93) (중략)

위의 기록은 난곡서원 품목으로 품목은 상관에게 여쭙는 글을 의미한다. 1848년 3월4일

에 화양서원의 유생들이 경상감사에게 쓴 글이다. 이는 글의 마지막에 적혀있는 명단을 통

해 알 수 있다.94)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난곡서원의 건립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 송시열의 

경우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 울산 역시 송시열 장루(杖屢)의 땅이라

는 것을 주장했다. ‘장루’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녔다는 의미로 앞서 추향세력이 구강서원

90) 울산박물관 소장자료이다.

91) 괄호의 내용 화양서원은 인용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부분이다.

92) 괄호의 내용 관찰사는 인용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부분이다.

93) “伏以 崇儒重道窮天地亘萬世不易之法而環箕封數千里尤極章章之典也. 猗我文正公尤庵宋先生遺躅之

所隨處妥靈以寓吾儕景慕之誠而貴道蔚山亦老先生杖屢之地也. 蔚山諸儒有所感慕剏說影堂於本邑以爲千秋

景仰之儀而昨年春太學通章與蔚山鄕校文字至于本院因有先生冑鬯之孫勉從之議而移摹影幀擇辰啓次本孫興

諸章甫俱爲瞻謁別定本孫一人以爲陪行則孰敢有岐議於其間哉. 噫戱嶺南中路有何一種怪鬼敢生僣妄之論竟

有沮遏之擧則寔是斯文之大變也. 鄙等始聞徜惶繼以凜慓中夜繞壁明發不寐詳聞其所爲則乃是尙州儒生李容

九成百原某也某也矣鳴呼噫戱尙忍言哉. (중략) 丈席慰安文常享祝則是爲一世之標準而奈何以幺麽儒生敢有

貳議哉. 山長裁處若是至當而士林公議亦爲鄭重則這間悖妄之類難逃妖僣之罪矣事係士林法關營門故謹以仰

稟 伏願 閤下按法論刑以重事體之地敢稟” (중략)

94) (1848)戊申三月四日 華陽書院齋任 宋錫孝 金在應 多士 卞翊來 韓用爕 金箕聖 閔元顯 鄭在紹 李貞

老 金殷根 洪敬厚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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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송시열을 제향하는 이유와 같았다. 이는 2장 2절에서 확인했고, 다른 지역에서 유배지와 

유배경유지의 목적을 이유로 하여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 건립이 되는 것과 같았다. 

다음으로는 난곡서원의 건립과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난곡서원은 영당에서 출발하여 

서원이 되었다. 당시 영당에서 서원이 되는 것은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18세기 

이후에는 마구잡이로 늘어난 서원 때문에 서원첩설금지령이 생겼다. 서원을 짓는 것은 어려

워졌고, 이를 피하고자 향촌에서는 처음부터 서원 건립이 아닌 사우·영당·정사·생사당 등으

로 건립하여 서원으로 승격시키는 편법이 동원되었다.95)

건립 주체로는 태학, 울산향교, 화양서원이 협동했음을 알 수 있다. 울산향교가 주체자로 

나온다는 점은 난곡서원의 건립 세력이 앞서 추향세력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더욱 뒷받

침해 준다. 앞서 3장 3절에서 추향세력은 향교를 출입하던 사족임을 확인했다. 건립대표자 

2명을 살펴보면 고제응의 경우에는 조상이 유림안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극진의 경우 

曾祖인 서운항과 高祖인 서정일이 유림안에서 나타난다.96) 이를 통해 난곡서원의 건립세력

은 두 명으로 대표 되었지만 파악되지 않는 인원들 역시 추향세력의 후손이거나 향교세력임

을 짐작할 수 있다. 난곡서원의 건립은 결국 추향운동과 마찬가지로 향교세력의 향촌 내 낮

아진 입지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난곡서원의 건립세력들은 화양서원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화양서원은 송시열을 모신 서원 

중에 가장 으뜸 서원이었으므로 울산의 노론세력들이 이들의 힘을 빌린 것은 합당한 선택이

었다.97) 추향세력은 중앙 노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소를 올렸다면, 난곡서원의 건립세력

은 영향력이 높은 화양서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화양서원에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화양서원에서 보낸 송시

열의 영정이 이용구·성백원으로 대표되는 상주 유생들에 의해 울산으로 오지 못하고 가로막

혔다. 이 부분이 바로 앞서 말한 다른 지역에서의 갈등이다. 이용구와 성백원의 당파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송시열이 노론계 인물로서 가지는 위치를 생각해보았을 때 방해한 두 명

은 남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양서원의 유생들은 상주 유생들의 행동에 분노하여 경상

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경상감사는 김공현이다.98) 김공현은 김장생의 후손으

로 노론으로 추정된다.99) 그는 화양서원의 유생들에게 답을 하여 영정을 오지 못하게 한 이

용구와·성백원을 죄의 등급에 따라 다스릴 테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100)

다른 자료인 답통문은 울산부사인 조철림이 화양서원에 답하는 글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

다.

95)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제8권 

2019. 106쪽.

96) 유림안은 1758년을 끝으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 2인이 유림안 입록 여부는 알 수 없

다.

97) 정만조, 「우암송시열과 화양동서원」, 『우암논총』, vol1, 2008, 55쪽. 

98) “성수묵(成遂默)을 형조 판서로, 김공현(金公鉉)을 경상도 감찰사로 삼았다.” 『憲宗實錄』14권, 

헌종 13년 2월 27일 정축. 

99) 김공현의 증조부는 김상정(金相定)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치오(稚五), 호는 석당(石堂). 김

장생(金長生)의 6세손이다. 김상정은 노론 벽파였던 홍인한과 가까웠으므로 그 역시 노론이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 

100) “尙邑兩儒之從中悖擧 聞甚驚駭 謹當行關該邑 從重科治 以此諒悉如何”, “상주 고을 두 유생의 중

간의 패악한 거동은 듣기에 심히 놀랍고 해괴하다. 삼가 마땅히 관문을 시행하여 등급에 따라 다스

려야 하겠다. 이로써  충분히 이해함이(납득함이)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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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답통입니다. 난곡서원 영정은 이미 돌려받아서 봉안했으니, 사문을 위해서 실로 다행입

니다. 제수는 의례히 본관에서 정성스레 준비해서 춘계 제향부터 봉납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수호하는 민호에 이르러서는 본관이 재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감영에 보고했으

니, 감영의 처분을 기다려 거행하겠습니다. 이 뜻을 헤아려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 글을 화

양서원의 통문에 답합니다.101)

답통문의 내용을 보면 상주 유생에게 방해를 받아 내려오지 못한 영정이 울산으로 내려와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철림 역시 ‘사문을 위해서 실로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

로 보아 노론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난곡서원 품목과 답통문의 내용을 통해 난곡서원의 문제를 울산 유생들이 아닌 화양서원

과 경상감사, 울산부사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곡서원 역시 영남지

역에 지어진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102) 울산의 노론세력들은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닌 주변에 기대서 서원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2) 송시열 제향 철향과정

주변의 힘에 기대어 유지하려고 한 서원은 결국 1868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이전인 1857년에 실질적으로 서원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서찬규의 『임재일기』과 송달수의 『수종재집』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 이를 추측

할 수 있다. 먼저 임재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103) 아래의 내용이다.

맑음. 송공이 어제 저녁에 돌아와 읍에 들어왔다고 하여 명함을 가지고 배알하였다. (중략) 이

날 송공이 반구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 둘째 아들 병찬을 울산 난곡서원으로 보내어 고유하고 

영정을 세초하고 위판을 안치하라고 하였다 한다.104)

서찬규는 송달수와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 난곡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송달수가 둘째 아들인 병찬을 ‘난곡서원으로 보내어 고유하고 영정

을 세초하고 위판을 안치하라고’ 시킨 일이다. 고유는 국가나 개인집에서 큰일을 치르고, 그 

까닭을 사당의 신명에게 고함을 의미하고, 영정을 세초 하는 것은 비단에 그린 영정의 때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청소이며, 매안은 신주를 땅에 묻는 일로 실질적으로 난곡서원에서 송

시열을 더는 모시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다른 날짜에 기

록된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105) 난곡서원의 유생들이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1) “右爲答通事 蘭谷書院影幀 今己還奉 爲斯文 實爲萬幸 祭需例自本官精備 故自 春亨官封 至於守護

民戶段 此非本官所可裁處者 故今方報營 待營題擧行 此意俯諒幸甚 右答通于 華陽書院” 辛亥伍月日 

蔚山府使 趙徹林

102)안동의 김상헌 서원의 경우 당시 경상감사인 유척기와, 안동부사인 어유룡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

해 건립 될 수 있었고, 경주의 인산서원은 경주부윤의 도움을 받아 건립 될 수 있었다.

103) 서찬규는 홍직필의 제자로 1850년에는 송시열의 집이 있었던 송동을 둘러보며 그를 우러러 사

모하는 마음을 술회하기도 했고, 1857년 5월에는 우암을 배향한 화양동서원을 찾았다. 서찬규, 

『임재일기』위의 설명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총서로 편찬한 내용을 참조했다. 

104) “晴 聞宋公昨暮還次入邑 持剌而謁 宋公長身美鬚 威觀莊重 望之己知爲有道氣像 先問行役之勞爲謝

遠訪之意 余告以自京下來時失邦之恨 及自靑川華陽而歸之事 宋公亦答以歷達府也 聞聲華而有未覯之

恨 登達城 訪尊家舊基 入公山 聞尊先塋之在中心 而升高望之 卽事略同 宜乎相見在今日 辭誨殷款 開

心似舊矣 是日 聞宋公之行盤龜也 遣其仲允秉瓚於蔚山蘭谷書院告由而影幀洗綃 位板埋安云” 서찬규, 

『임재일기』, 정사(丁巳)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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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수의 『남유일기』에는 이날의 기록이 더 자세하게 적혀있다.106) 아래의 내용이다.

울산에 난곡사가 있는데, 문정공 선조를 제향 하는 곳이다. 몇 년 전 울산 사람들이 화양동에 

왕래하면서 인연을 맺어 지었다. 당시 내가 극력 저지했으나 듣지 않았으니, 선조의 영정을 받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범상한 일이 아니다. 영정을 봉안한 후에도 원임이 작폐해서 도

난당했고, 얼마간 지난 뒤에 대들보에 걸려있는 영정을 찾았다. 그래서 원유라는 자들이 다시 

이를 봉안했다 한다. 이에 문중과 화양서원 사류들이 논의해서 철향해야 한다 했지만 아직 실

행하지 못했고, 내가 지금 여기 먼 곳 까지 왔으니 철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고

유문을 찬아(송병찬)107)에게 주어 울산에 보냈는데, 철향을 마치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108)

내용을 보면 송달수는 처음부터 난곡서원에 송시열의 영정을 보내 제향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난곡서원에서 영정을 도난당하는 일이 생기자 송씨 문중과 

화양서원의 유생들은 난곡서원에서 송시열을 철향해야 함을 논의했다. 영정을 도난당한 것

은 울산 내에서도 난곡서원 세력과 그 반대세력(구강서원의 세력)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철향이 시행되지 않자 송달수가 아들 병찬과 함께 경주에 왔다가 아들을 보

내어 난곡서원에 철향을 단행한 것이다. 1848년 송달수가 봉사손인 송종수에게 보낸 서찰

을 보면 그가 난곡서원을 철향하려는 이유가 자세하게 나온다. 아래의 내용이다.

사우를 짓는 것은 선조께서 강학, 장수했거나, 경승을 유상했거나 각각 뜻이 있어야 하는데, 단

지 유생들이 경모한다는 사사로운 마음만으로 짓는다면 불가합니다. 지금 울산에서 선조의 영

당을 지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왜 모퉁이 고을에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 돌

아가는 사정을 상주 유생의 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상주 유생이 도중에 막아서 못하게 되

었는데, 그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 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울산 유

생들의 이런 짓은 통렬하게 금하지 않으면 풍속이 더러워져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

째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벼이 허가 했는지요? 울산 유생들의 하는 짓이 선현을 존경

한다는 성심에서 나왔다 하지만, 바닷가 궁벽한 고을에서는 끝까지 신중하리라 보장할 수 없습

니다. 또 선조께서 잠시 유람하며 지나가신 곳에 모두 사당을 짓는다 해도 왜 꼭 울산이어야만 

합니까? 하물며 사우 신설은 이미 금령이 있으니 다시 살펴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하

교 받아 아무 말 하지 않겠지만 이는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속히 명하시어 영정을 화양서원에 봉환해서 세초하게 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109)

105) “雨 入城 訪伯賢海壽氏與張熙發氏 穩話而還 時諸儒以蔚山蘭谷院儒聲討事來會矣.”

비 성에 들어가 박해수와 장희발씨와 담소를 나누고 돌아왔다. 이 때 여러 유생들이 울산 난곡원의 

유생들을 성토하는 일로 와서 모였다. 서찬규, 『임재일기』, 무오(丁巳) 6월 22일.

106) 송달수는 송시열의 8대손이다. 1857년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전 회덕의 본가를 떠

나 두 달간의 여정을 기록하여 『남유일기』를 남겼다. 

107) 괄호의 내용 송병찬은 인용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부분이다.

108) “盖蔚山有蘭谷祠。妥享文正先祖。此是年前蔚山人往來華陽。因緣以成者也。愚於其時極力止之而不

聽。自影幀奉往時。已經變怪。奉安後因院任作弊。至有偸竊影幀之變。久後夜掛樑上。所謂院儒仍又

奉安。吾門內與士類僉議以爲莫如撤享。而因循未果。余旣到不遠之地。則撤享之擧。不可不行。故余

述告由文送瓚兒。至是追到。” 송달수, 『수종재집』권8, 정사(丁巳) 5월12일

109) “下敎蔚儒事。初若知執事之所干涉。則以弟淺陋。何敢容喙於其間哉。然祠院之設。或以講學藏修。

或以杖屨遊賞。各有意義。而不可但以儒生景慕之私心明矣。今於蔚山。建設吾先祖影堂。未知何所據

而何所當耶。跧伏一隅。全然不知。向因尙儒書。槩悉其奉往事端。則尙儒之中路沮止。亦不可謂無所

見。何罪之有。以弟之愚觀之。則蔚儒此等事。若不痛禁。則習俗漸汙。日後事必有深長之慮。何不思

量及此。而輕賜許可否。彼儒設施。雖出於一時尊仰之誠。而海隅僻鄕。難保其愼終如始。且於杖屨蹔

所經過處。必皆建祠。則奚但蔚山也。又况新設旣有禁令。此非更如審愼者耶。旣承下敎。弟當縮舌。

而凡玆所告出於赤心。曲賜下諒。速令奉還眞幀於華院。以爲几奉或洗綃。幸甚幸甚。” 송달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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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찰의 내용을 통해 송달수가 난곡서원에 송시열을 제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크

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우를 짓기 위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송시열이 울산

과의 관계가 없으며, 단지 유생들이 경모한다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서원을 지으면 안 된다

고 했다. 앞서 난곡서원 품목에서 나타난 ‘蔚山諸儒有所感慕剏說影堂於本邑’ 구절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다. 

둘째는 울산지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모퉁이 고을’, ‘바닷가 궁벽한 고을’, ‘왜 꼭 울

산이어야만 합니까?’라는 표현을 보면 송달수는 울산이란 후미진 고을에서 자신의 선조인 

송시열을 제향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우 신설 금지령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우 신설 금지령은 

효력이 없었고, 금지령 이후에도 도처에서 사우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철향하기 위한 합당한 

명분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달수의 아들인 병찬이 난곡서원에 철향을 단행한 뒤 돌아와 한 말을 보면 난곡서원의 

유생들이 실질적으로 송시열을 제향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강당에 

유생들이 몇몇 모여 있었는데, 신주를 매안할 때 아래로 내려와 공경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

다.”110) 이에 송달수는 “저들이 이토록 패만하면서 문정공을 존봉한다 하니 지극히 해괴하

고 통탄스럽다. 근자에 호사가들이 하는 짓이 겉으로는 선현을 존경한다면서 실제로는 한때

의 이익을 위해 인연을 칭탁하니, 이런 일은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111)

결국 난곡서원의 세력들은 송시열이 울산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원을 지을 것을 주

장하고, 서원을 건립했다. 하지만 송시열이 난곡서원에서 철향 될 때 슬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는 제향 목적이 아닌 향촌 내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난곡서원 역시 제 구실을 하지 못함으로써 울산의 노론세력들은 무너지고 말았다.

종재집』권3 무오(戊午)

110) 聞其所傳。則講堂有若干會儒。而埋安時無人下堂致敬者云。 송달수, 『수종재집』권8, 정사(丁巳) 

5월12일

111) “彼輩若是悖慢。而謂之尊奉。殊極駭痛。近來好事者之爲此等設施。外假尊賢之名。而其實或爲一時

利己。或爲因緣托跡。 此兩事而已。决不可任之也。” 송달수, 『수종재집』권8, 정사(丁巳) 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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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조선후기 영남지역에서는 중앙노론세력들이 서원건립을 통해 자파세력을 확장하고, 구심

점을 만들었다. 이에 동조한 세력들은 기존 영남지역에 존재하던 노론계 가문과 향촌 내 성

장한 신향세력들이었다. 신향세력들은 향촌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세력을 유지하기 위

해 노론계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했다. 이들은 기존 노론세력이 아니었으므로 신출 

노론세력으로 불리었다. 신출 노론세력은 그 출신이 대부분 신향으로 표현되어 사족이 아닌 

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는 갈등의 상대방이었던 남인들의 폄하였고, 기존 재지사족이라는 연

구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울산지역 재지사족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알

아보았다. 크게 송시열 구강서원 추향운동과, 난곡서원 건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 두 

사례는 울산지역에도 신출 노론세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울산의 신출 노론세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하나의 사례연구로써 신출 노론세력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울산 내에서 재지사족의 분열과 갈등은 17세기 구강서원이 건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신출 노론세력과 남인세력간의 갈등은 아니었다. 서원이 건립되면서 기존 재지사족이 향교

세력과 서원건립세력으로 나뉘어 기득권을 두고 갈등한 사건이었다. 서원이 건립되면서 서

원건립에 반대한 세력의 향촌 내 기득권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원 건립 약 60년 후 남인계 서원인 구강서원에 노론계 인물인 송시열을 추향하려는 사

건이 있었다. 울산에도 신출 노론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추향세력의 직역은 상소문에서 진

사, 생원, 유학으로 나타나 재지사족 간에 기득권 갈등이 발발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송시열을 추향하려는 세력들을 분석하기 위해 『울산부호적대장』을 통해 그들의 직역을 

파악했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직역이 유학으로 나타나 사족임을 확인했다. 그중 일부 인

원이 직역의 변화가 있었다. 18세기 이후 유학층을 모칭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계를 올라가 직역을 살펴보았다. 대상은 증조(曾祖)까지였다. 추향세력 본인의 정보에서 

부(父)-조(祖)-증조(曾祖)의 직역을 파악하고, 부(父), 조(祖), 증조(曾祖)의 생전 직역을 비

교했다. 본인의 직역이 불분명하거나 변화가 있는 자들은 자신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의 직역이 불분명했고, 향리가계에서 사족화하려는 인원도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양자를 

비교 해 보았을 때도 대부분 사족임을 확인했다. 재지사족이었던 추향세력이 추향운동을 한 

것은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의 기득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향안 입록자와 향임직 역임여부를 확인했다. 향안의 

경우 추향세력의 조상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기존 재지사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향임직 역임 비율 역시 이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족임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추향세력 본인이 추향운동 이전에 향임직을 역임한 비율이 낮아 이들이 향촌 내

에서 입지가 좁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서원세력이 기득권을 차지한 것을 확인했으므

로 기득권은 어느 세력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유무가 갈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향교와 서

원의 명부인 유림안과 서원록을 확인했다.

유림안과 서원록을 확인함으로써 추향세력의 대부분이 유림안에 입록되어 향교를 활동처로 

삼은 사족임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비해 서원록에 입록된 비율은 낮았음을 확인했다. 추향

세력의 가계는 서원건립 때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

림안과 서원록에 입록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시기가 지날수록 기존 재지사족들이 서원에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향교에는 향권을 차지 못한 사족들과 사족이 아닌 자들이 점점 증

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1757년에는 양쪽 모두에 입록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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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세력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다수가 기존 재지사족이자 향교

세력이었던 추향세력은 향촌 내 기득권이 서원으로 옮겨간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신출 노론세력표방은 기득권 갈등이 원인이 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추향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약 60년 뒤부터 새로운 노론계 서원인 난곡서원이 건립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울산의 신출 노론세력들이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나타난 결과였다. 

난곡서원에 대해서는 기존 자료인 울산읍지를 통해 제향인과 건립주도자를 파악했다. 건립

주도자는 2인으로 대표되어 고제응과 서극진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분석함으로써 난곡서원

의 건립세력이 기존 재지사족이자 추향세력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난곡서원

의 건립 역시 향촌 내에서 낮아진 입지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향운동 실패이

후 추향세력의 후손들이 향임직을 역임하는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자료인 품목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추향세력과 난곡서원 세력이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교세력이 난곡서원을 짓는데 주체 역할을 하였고, 추향세력은 향교 세력이었

기 때문에 3자가 동일한 세력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품목과 답통문을 통해 난곡서원의 세

력이 관권에 기댄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영남지역의 노론계 서원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였다. 향촌 내에서 힘이 부족했던 난곡서원의 유생들은 관권과 화양서원의 힘을 빌려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난곡서원은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서원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찬규의 임재일기와 송달수의 수종재집을 통해 알 수 있

었다. 난곡서원에 모셔진 송시열의 위판을 1857년 철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철향된 

뒤의 기록을 통해 난곡서원은 향촌 내에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건립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신출 노론세력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기존연구에서는 신향으로 표현된 신출 노론세력들이 구향인 남

인세력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면, 울산 지역에서는 기존 재지사족이었던 향교세력이 기득권 

갈등에서 밀린 후 신출 노론세력을 표방하여 향촌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한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난곡서원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건립대표자 2인에 대한 분석만 하였다는 

것이다. 추향세력과 달리 그 세력에 대해 깊게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기존 연구사례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관점 역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살펴보지 못했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

겨 둘 수밖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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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vision and Conflict of jaeji-sajok(a local 

nobleman) in Ulsan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Song Siyeol Gugang Seowon  

Chuhyang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angok Seowon-

Moon Hyeon-jin

Department of Korea History and KoreaCultur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Social and economic changes brought various conflicts to country villages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Ulsan was no exception to the social flow of the times. In 

Ulsan, there were conflicts over the Gugang and Nangok Seowons among local 

noble families.

Conflicts first happen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Gugang Seowon in the Namin 

line. Before the construction of a Seowon, the local noble families of Ulsan focused 

their activities on Hyanggyo. Following the growing need to build a Seowon in the 

country villages, however, they started to work on the idea of building a Seowon. 

One of the local axes in the country villages, the Hakseong Lee family tried to 

build the Gugang Seowon along with other families. Another axis in the country 

villages, the Ulsan Park family was afraid that the vested rights around Hyanggyo 

might be broken down and opposed the construction of a Seowon. The process 

witnessed conflicts between them. Eventually, a Seowon was built with its Sa-aek 

completed through Cheongaek activities. The Ulsan Park family that opposed its 

construction had their presence reduce in the country villages after its construction. 

The conflicts over the construction of a Seowon were conflicts over vested rights 

between the Seowon force and the Hyanggyo force.

In 1759 sixty years from the construction of Gugang Seowon, they tried to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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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Si-yeol, a member of Noron line, at the Seowon in the Namin line. Holding a 

religious rite for a member of Noron line at a Namin-line Seowon was controversial 

enough to cause conflicts in the country villages. In the social flow of the times, 

the central Noron force tried to take roots in the Yeongnam region. As new 

members of Noron force, who tried to take vested rights in the country villages, 

had their interests synchronized with those of the central Noron force, Noron-line 

Seowons were built. Holding a religious rite for a member of Noron line at the 

Gugang Seowon seems to be in this context, but worshiping a member of Noron 

line at an old Namin-line Seowon instead of a newly built Noron-line one was a 

different phenomenon from other areas in the Yeongnam region. 

Most of those who worshiped Song Si-yeol were local noble families based on their 

Jigyeok of Confucianism. Some of them had their Jigyeok changed. Most of their 

fathers, grandfathers, and great-grandfather also had the Jigyeok of Confucianism, 

which indicates that they were local noble families in Ulsa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 look at their family lines shows that some of them were descendents 

of Hyangan Iprokja and that others held Hyangim positions, which indicates that 

they had vested rights in the country villages. However, those who tried to worship 

Song at the Gugang Seowon themselves held a Hyangim position in a low 

percentage and thus had their influence reduced in the country villages. This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fact that they were Hyanggyo force. Most of them were 

registered on "Yuriman," a roll of Hyanggyos. After the construction of Gugang 

Seowon, the Seowon force had dominant vested rights in the country villages. The 

movement of worshiping Song at the Gugang Seowon was an attempt by local noble 

families with a reduced position in the country villages to take their vested rights 

back by claiming to support the Noron force politically. It also represented conflicts 

over vested rights between the Seowon and Hyanggyo force as mentioned earlier.

There was a move to build the Nangok Seowon in the Noron line approximately 60 

years later from the failure of the movement to worship Song at the Gugang 

Seowon. Two figures led the move, and they were also from local noble families. 

The construction of Nangok Seowon was also controversial enough to cause 

conflicts as it was a Noron-line Seowon. The representatives of the move included 

a descendent of those who tried to worship Song at the Gugang Seowon and a 

member of Hyanggyo force. After their movement to worship Song at the Gu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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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won fell apart, their position in the country villages was further reduce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eld a Hyangim post grew even lower. They tried to 

establish a pivot of their own in the country villages by building the Nangok 

Seowon, but it did not happen. The Nangok Seowon lost its function before the 

order to abolish Seowons. As the Nangok Seowon did not perform its functions 

right, the Noron force of Ulsan collapsed. These conflicts were also over vested 

rights between the Gugang Seowon force and the Hyanggyo forc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conflicts among local noble families in Ulsan were conflicts over 

vested rights between the Seowon force and the Hyanggyo force. 

Keywords: Gugang Seowon, Nangok Seowon, Seowon group, 

Ulsan, local noble family, Hyanggy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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