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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문헌으로살펴본광양토착성씨

성씨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는 자료 가운데 제일 앞선 것이『세종

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이다. 『세종실록지리지』는 1454년(단종 2)

에 완성된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地理誌)이다. 여기에는 경도

한성부와 구도 개성의 연혁과 구조 등이 수록되어 있고, 8도의 연혁과 자연

환경 및 호구∙군정∙토지∙공물∙성씨∙역참 등에 해서도 자세히 기록

되어 있다. 그에 의거하여 광양현의 성씨를 살펴보면, 광양을 본관으로 하

고 광양의 주도집단이었던 토성(土姓)으로 김(�), 서(徐), 전(田), 정(鄭),

이(�), 유(�), 강(康), 신(辛), 박(朴), 황보(皇甫) 등 10개가 있었다. 토

성은 고려시 때부터 전래해 온 옛 문헌과『세종실록지리지』편찬 당시 각

도에서 올린 문서에 기록되어 있던 성씨로, 이들은 15세기까지 광양 지방

에 토착하면서 이곳 광양을 본관으로 하여 지배세력을 배출하고 지방행정

의 실무를 담당한 지배적인 성씨집단을 말한다.

또 향∙소∙부곡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도 있었다. 골약소(骨若所 : 동 27

리)의 속성(續姓)으로 차(車)∙김(�) 등 2개가 있었고, 아마 부곡(阿麻

代部曲 : 동 5리)의 부곡성(部曲姓)으로 김(�) 1개와 망성(亡姓)으로 차

(車) 1개가 있었고(어떤 기록에는 崔씨가 있고 車씨는 없다), 본정향(本井

鄕 : 동 10리)의 향성(鄕姓)으로 차(車)∙최(崔) 등 2개가 있다고『세종실

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망성은 기존의 토성 중에서 지역적 이동과 신

분적 변동에 의해 유망한 것으로 지리지 편찬 당시 이미 없어진 성이고, 속

성은 고려말∙조선초에 단행되었던 군현제 개편이나 향리 조정책으로 인

해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온 성을 말한다.

15세기에 광양지역에 있었던 성씨들이 16세기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

로 존재하 던 것 같다. 그것은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신증동국여

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한성과 개성은

물론이고 8도의 성씨는 말할 것 없고, 연혁∙풍속∙묘사∙관부∙학교∙토

산∙효자∙열녀∙성곽∙산천∙누정∙역원∙교량∙명현∙제 등이 실려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를 보면, 광양현에 김(�), 서(徐), 전

(田), 정(鄭), 이(�), 유(�), 강(康), 신(辛), 박(朴), 황보(皇甫) 등 10개

가 있었고, 골약에는 차(車), 김(�) 등 2개가 있었고, 아마 에는 김(�),

토성은 고려시 때부터 전래
해 온 옛 문헌과『세종실록지
리지』편찬 당시 각도에서 올
린 문서에 기록되어 있던 성씨
로, 이들은 15세기까지 광양
지방에 토착하면서 이곳 광양
을 본관으로 하여 지배세력을
배출하고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지배적인 성씨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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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車), 최(崔) 등 3개가 있었고, 본정에는 차(車), 최(崔) 등 2개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전체 광양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17개나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광양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크게 증가

하게 된다. 18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문물에 관한 기록을 모

은『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광양(光陽)을 본관으로 성씨

는 강(康), 구(具), 김(�), 박(朴), 서(徐), 손(孫), 신(辛), 양(�), 엄(嚴),

오(吳), 유(�), 이(�), 장(張), 전(田), 전(全), 정(鄭), 차(車), 천(千), 최

(崔), 황(黃), 황보(皇甫) 등 21개나 되었다. 15~16세기에 10개에 불과하

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외에 아마(阿磨)를 본관으로

하는 김(�), 차(車), 최(崔), 그리고 본정(本井)을 본관으로 하는 차(車),

최(崔), 마지막으로 골약(骨若)을 본관으로 하는 차(車) 등 6개가 더 있었

다. 이렇게 볼 때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광양 전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가 무려 27개나 되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광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예전과는 달리 성을 사용하는 하층민 출신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본관이

분화되거나 새로운 본관이 창시되어 발생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다. 그렇지만 광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수는 증가하 지만, 이들이 출

향이나 단종 또는 타성으로의 개변 등의 이유로 광양에는 그렇게 많이 살

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냐 하면, 18세기 중반에 편찬된『여지도서(輿地圖

書)』수록 광양읍지를 보면, 광양에 거주하는 성씨로 서(徐 : 이천), 정(鄭 :

진주), 주(朱 : 웅천), 김(� : 김해), 박(朴 : 양), 이(� : 완산), 강(姜 : 진

주), 성(成 : 창녕), 양(楊 : 청주), 장(張 : 순천), 배(裵 : 성주), 유(兪 : 기

양), 최(崔 : 완산), 황(黃 : 창원) 등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광양에 집중적으로 거주한 성씨는 모두 광양 이외의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고, 광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읍지(邑誌)를 보아도 그 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제시 를 거치고 해방 이후를 지나면서 광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1985년 11월 1일

을 기준으로 인구주택 선세스 실시로 성씨 및 본관집계를 보면, 광양을 본

관으로 하는 성씨는 김(�), 정(鄭), 이(�), 최(崔) 등 4개에 불과하 다.

나머지 20개 이상의 성씨는 본관을 타관으로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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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되었을 것이다. 이런 예는 종종 있는 현상이다. 이들 성씨의 전국적인 호

수와 인구를 살펴보면(남한만의 통계), 광양 김씨는 177호에 647명, 광양

최씨는 144호에 609명, 광양 이씨는 68호에 260호, 광양 정씨는 7호에 36

명이 1985년에 남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광양을 본관으

로 하는 성씨가 조선후기 18세기 후반에는 무려 27개나 존재했는데, 해방

이후에는 겨우 4개만이 남아 있었고 그들마저 1천명도 채 못되는 희성에

불과하 던 것이다.

그런데 광양 김씨는 북한지방에 상당히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실

정은 알 수 없지만, 일제시 에 조선의 성(姓)과 취락(聚落)을 조사한 결과

에 의하면,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현죽리에 광양 김씨들이 43호 집거하며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추측한 것이다. 이들 광양 김씨들

은 남한에서도 북쪽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광양이 속해 있는

전라도에는 고작 7호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의 시조나 주요 인물에 해 살펴

보겠다. 광양(光陽) 이씨(�氏)의 시조는,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이무

방(�茂方)이라 한다. 이무방은 자(字)는 석지(釋之)이며, 고려 충목왕(忠

穆王 : 1344~1348) 때 과거에 올라 공민왕(恭愍王 : 1351~1374) 때에는

전교교감이 되었고 사헌부 사헌과 계림 부윤을 지내며 의창(義倉)을 창

설하 다. 최 (崔�)이 5도를 순찰할 때 그의 선정을 인정하여 개성부사

<표10-1> 광양 본관 성씨의 인구조사(1985년, 남한)

광양 김씨 광양 이씨 광양 최씨 광양 정씨

계 177호, 647명 68호, 260명 144호, 609명 7호, 36명

서울 55호, 148명 14호, 61명 56호, 201명 2호, 5명

인천 14호, 52명 2호, 8명 4호, 18명 0호, 0명

경기 23호, 105명 2호, 13명 18호, 81명 0호, 0명

강원 3호, 5명 3호, 9명 1호, 2명 0호, 0명

충북 1호, 2명 1호, 3명 0호, 6명 0호, 1명

충남 5호, 22명 1호, 2명 52호, 239명 0호, 0명

전북 3호, 22명 1호, 5명 1호, 8명 0호, 3명

전남 7호, 40호 2호, 20명 5호, 26명 2호, 18명

제주 0호, 1명 0호, 0명 0호, 0명 1호, 2명

구 7호, 29명 10호, 22명 0호, 0명 0호, 0명

경북 29호, 101명 2호, 14명 2호, 6명 0호, 0명

부산 15호, 68명 16호, 62명 3호, 16명 0호, 2명

경남 15호, 52명 14호, 61명 2호, 6명 2호, 5명

광양 김씨들은 남한에서도 북
쪽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
하고 있다. 광양이 속해 있는
전라도에는 고작 7호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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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천하 다. 우왕(禑王) 때에는 문하평리가 되었으며 창왕(昌王) 때에

는 검교문하시중으로 봉직하다가 조선이 건국되자 광양부원군(光陽府院

君)에 봉해졌고, 시호가 문간공(文簡公)이다.

광양(光陽) 김씨(�氏)의 시조에 해『증보문헌비고』에서는 상고할 수

없다 하면서 중시조는 원외랑(員外郞)인 김희석(�希奭)이라고 하 다. 광

양 김씨는 고려 초기에 명문을 이루었던 성씨로 오늘날 광산(光山) 김(�)

에 흡수되었다 하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 고 있

다. 김황원(�黃元), 김의원(�義元), 김약온(�若溫) 등을 배출했으나 무

신정변으로 의원(義元)의 아들 광중(光中)이 죽으면서 맥이 끊기고 만다.

이 집안의 시조격인 길(佶)이 광(大匡 : 왕건이 고려를 세운 직후에 태봉

의 제도를 이어받아 919년, 태조 2년부터 사용하여 문관∙무관에게 수여

된 관계로 실질적으로 최고위에 해당)이었던 것을 보면, 순천 토호들과 더

불어 왕건의 고려 건국에 협력하 던 것 같다. 

김황원은 1044년(정종 10)에 태어나 젊은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 으며

고문(古文)에 능해 당시에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었다. 예종 때에는 중서사

인으로 있을 때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 먹는 참상을 보고 상소하

여 의창(義倉)의 곡식을 풀어서 구휼하 다. 그 후 국자제주, 한림학사, 추

원사 등을 역임하 으며 73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조정에서 문간이란 시

호를 내렸다. 김약온은 자는 유승으로 시중 양감(�鑑)의 아들로 등제하여

상의어봉, 강주통판을 거쳐 중서성사인, 합문사, 지추 원사를 역임하고,

인종 에는 문하시중에 올랐다. 그 당시 권세를 휘두르던 이자겸에 굴하지

않고 선정을 다하여 사정이란 시호를 받았다.

광양(光陽) 최씨(崔氏)에 해,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시조는 상고할 수

없다고 하 다. 표적인 인물로 최산두(崔山斗)가 있다. 최산두

(1482~1536)는 조선 중종 때 기묘명현으로 호는 신재, 부친은 한양(漢

陽)이다. 어려서부터 재기가 뛰어나 8세 때에 이미 시를 지어 주위 사람들

을 놀라게 하 으며, 인근 순천에 유배해왔던 한훤당 김굉필(�宏弼)로부

터 학업을 닦아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고, 이어 별시문과에 급

제하여 홍문관과 사간원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예를 누리기도

하 다. 1519년(중종 14) 의정부 사인으로 근무할 때 기묘사화(己卯士禍)

를 당한 조광조(趙光祖) 일파로 지목되어 동복(同福)에 유배되었다. 이후

1533년까지 15년간을 유배지에서 보내면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여 학

제10편 인물

광양 김씨는 고려 초기에 명문을
이루었던 성씨로 오늘날 광산(光
山) 김(�)에 흡수되었다 하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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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명성을 남기었다. 그와 교류한 학자로는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厚)가 있다. 문장에 뛰어나 윤구(尹衢)∙

유성춘(柳成春) 등과 함께 호남의 3걸(傑)로 알려졌다. 사후에 광양의 신

재서원(新齋書院 : 鳳陽祠)과 동복의 도원서원(道源書院)에 배향되었다.

제3절광양의동족마을

조선 정부에서는 유교적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해『주자가례(朱子家

禮)』를 보급하 다. 『주자가례』는 남송 에 성리학을 집 성한 주자가 지

은 예서(�書)로 우리 나라에는 고려말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전래되었

다. 조선 건국세력들은 기존의 불교 및 민간 신앙적인 생활관습을 바꾸기

위해『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 고, 그 로 행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처

벌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 다. 그러나 일반민은 물론이고

양반들조차 제 로 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15세기까지는 불교식 장

례가 여전하 고, 상속을 아들과 딸이 똑같이 하 고, 제사를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지내기도 하 다. 그러나 16~17세기가 되면『주자가례』가 완

전히 정착하여 부계와 적장자(嫡長子)를 중심으로 가정의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 부계(父系) 집단은 장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세거하

여 동족마을인 1~2성씨로 구성된 반촌(班村)을 형성하여 주위의 민촌(民

村)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족마을과 민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

해 동약(洞約)을 조직하 고, 동족간의 유 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문중계

(門中契)를 조직하 다. 그들은 문중계를 토 로 조상에 한 제사를 모시

었고, 제사∙배향∙종회를 위한 사당∙서원∙누정이 건립되었다.

동족마을은 보통 15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7~8 를 지나 17세기에 사회

현상화하고 18세기가 되면 양반촌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족촌락

형성은 재산상속 및 제사상속과 접히 연관되어 있다. 조선후기에 양반들

은 세거지 동족마을이 있어야 양반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래

의 본관보다는 자신들의 세거지를 성씨 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그들의 권위

를 더욱 강하게 하 다. 

가령, 남원 둔덕에 거주하는 전주 이씨 양반들이 둔덕 이씨라 하고, 안동

제1장 광양의 성씨

동족마을은 보통 15세기를 기
점으로 하여 7~8 를 지나
17세기에 사회 현상화하고 18
세기가 되면 양반촌의 전형으
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족촌락
형성은 재산상속 및 제사상속
과 접히 연관되어 있다. 조
선후기에 양반들은 세거지 동
족마을이 있어야 양반으로 취
급받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