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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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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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에 거주하는 안동 권씨들이 유곡 권씨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 동족마

을이야 말로 조선양반지배체제 유지의 거점이었다. 

1930년 조사에 의하면, 당시에 15,000개의 동족마을이 있었다 한다. 이

는 전체 자연마을의 1/5정도로 추산된다고 하 다. 그 가운데 광양에는 광

양면에 죽림리, 사곡리, 우산리, 세풍리, 초남리 등 5개, 봉강면에 봉당리 1

개, 옥룡면에 산남리, 운곡리, 운평리, 추산리, 율천리, 동곡리, 용곡리, 죽천

리 등 8개, 골약면에 황금리, 태인리, 마동리, 중동리, 황길리, 성황리, 금호

리 등 7개, 옥곡면에 죽리, 원월리, 장동리 등 3개, 진상면에 금리리, 비평

리 등 2개, 진월면에 진목리, 마동리, 신덕리, 돈탁리, 구동리, 장재리, 오동

리, 차동리, 금동리 등 9개, 다압면에 도사리, 고사리, 금천리 등 3개의 동족

마을이 있다. 그리고 이들 동족마을을 형성한 성씨로는 경주 김, 경주 이,

경주 정, 경주 최, 금녕 김, 김해 김, 김해 허, 나주 나, 남원 양, 남평 문, 달성

서, 구 서, 동래 정, 동복 오, 양 박, 양 손, 상산 박, 수원 백, 순흥 안,

천 이, 울산 김, 이천 서, 인동 권, 인동 장, 장성 서, 전주 이, 전주 전, 진양

강, 진양 정, 진주 강, 진주 정, 진주 하, 창원 황, 청주 정, 하동 정씨 등이 있

제10편 인물

<표10-2> 일제 시 광양의 동족마을

광양면

봉강면

옥룡면

옥룡면

골약면

골약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죽림리 양 박 42호

사곡리
진주 하 23호

진주 정 32호

우산리 전주 전 20호

세풍리 동복 오 15호

초남리 양 손 22호

김해 허 25호

봉당리 상산 박 21호

전주 이 20호

산남리
김해 김 19호

이천 서 29호

운곡리
김해 김 15호

진양 정 20호

운평리
김해 김 24호

이천 서 28호

김해 김 22호

추산리 경주 이 24호

전주 이 30호

하동 정 15호

김해 김 20호

율천리 진주 강 15호

인동 장 25호

동곡리
진양 정 18호

이천 서 15호

이천 서 23호

용곡리 달성 서 25호

나주 나 15호

이천 서 45호

죽천리 진주 강 19호

인동 권 17호

울산 김 25호

황금리 경주 김 28호

양 박 38호

김해 김 111호

태인리 전주 이 50호

경주 최 35호

마동리 전주 이 40호

천 이 22호

중동리 진양 정 20호

진주 강 38호

이천 서 38호

양 박 36호

황길리 진양 정 42호

진주 강 30호

구 서 22호

성황리 진양 정 30호

금호리 수원 백 35호

죽리 전주 이 39호

원월리 남평 문 29호

장동리 장성 서 31호

금리리 진양 정 43호

비평리 창원 황 35호

진목리 순흥 안 25호

마동리 진양 정 20호

신덕리 금녕 김 15호

돈탁리 금녕 김 15호

구동리 김해 김 30호

장재리 진주 강 15호

추동리 남원 양 20호

차동리 전주 이 15호

금동리 이천 서 30호

도사리 진양 강 25호

청주 정 20호

고사리 경주 정 25호

김해 김 20호

금천리
동래 정 35호

김해 김 65호

가령, 남원 둔덕에 거주하는
전주 이씨 양반들이 둔덕 이씨
라 하고, 안동 유곡에 거주하
는 안동 권씨들이 유곡 권씨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 동족마
을이야 말로 조선양반지배체
제 유지의 거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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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렇게 볼 때 일제시 1930년 의 조사에 광양에는 모두 35개의 성

씨에 의해 38개의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 동족마을은 해방이후에도 공업단지나 상업지구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곳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동족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1988년의 마을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족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하고 있는 광양면의 죽림리, 옥룡면 용곡리, 골약면의 황금리, 진월면의 신

덕리, 진월면의 금동리 등 5개 마을의 입촌경위와 성씨구성 등을 간단히 살

펴보겠다.

광양읍(光陽邑) 죽림리(竹林里) 실마을은 본래 광산 김씨가 고려 말에

처음 들어와 살았으며 그 후손인 곤(坤)이 진사(進士)를 지냈다 한다. 곤

(坤)의 후손은 타지로 떠나고 이후에 김씨와 백씨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1882년(고종 19)에 양(密陽) 박씨(朴氏)들이 들어왔다고 한다. 1930년

조사에 양 박씨가 42호 거주하고 있었고, 1988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 45호 가운데 양 박씨가 22호나 되었다. 

옥룡면(玉龍面) 용곡리(�谷里) 초장(草莊)마을은 옛부터 풀이 많은 고

장이라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다. 1301년쯤 나주 나씨가 처음에 이곳에 입

촌하여 마을을 형성하 다고 전하며 현재도 거의 나씨 동성촌을 이루고 있

다. 마을에는 예불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마을

자생조직으로 촌로(村老)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1850년에 18명으로

이루어진 노인계가 조직되었고, 동갑끼리 부모상고시 서로 협조를 목적으

로 1932년에 15명으로 조직된 동갑계와 역시 부모 상고시 상부상조를 목

적으로 1925년에 18명으로 구성된 상조계가 있다. 1930년 조사에 나주

나씨가 15호 거주하고 있었는데, 1988년 조사에는 전체 가구 30호 가운데

18호나 거주하고 있었다. 

골약면(骨若面) 황금리(黃金里) 고길(古吉)마을은 약 450년전 박 문

(朴大文)이 처음 이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 다고 전한다. 일제 때에

38호가 거주하 고, 현재도 전체 49호 가운데 양 박씨가 47호로 동성마

을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처음 안태동이라 부르다, 박씨들이 많이 산다

하여 함박동이라고 불 다. 18세기 후반『호구총수』골약면에 고길촌이 기

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에 함박동에서 고길촌으로 촌명이 바뀌었던

것 같다.

진월면(津月面) 신아리(新鵝里) 신덕(新德)마을은 원래 진하면(津下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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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진월면으로 개칭되었다. 이 마

을 입촌 연 는 약 360년 전 금녕 김씨가 처음 정착하면서 시작된다. 1930

년 에 조사에서도 금녕 김씨는 15호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고, 1988년 조

사에서도 전체 30호 가운데 20호나 거주하고 있었다. 

진월면(津月面) 송금리(松琴里) 금동(琴洞)마을이 소속된 송금리는 고

려 또는 그 이전에 문현소(蚊峴所)라는 소(所 : 특수 집단 행정구역으로 소

는 보통 수공업에 종사)가 있었던 곳으로 추측되고, 1789년쯤에는 월포면

에 속하며 월송우촌이라는 마을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시 인 1913

년까지는 이 지역을 세분하여 마현, 금동, 신송, 구송리라 하 는데, 1914

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진월면에 속하 으며, 현재는 송금리 안에 금

동, 신송, 송현 마을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금동(琴洞)마을은 약 350년 전

에 이천 서씨가 입촌하여 정착하 다고 전한다. 일제 시 에 30호 거주하

는데, 현재 전체 마을 42호 가운데 이천 서씨 30호가 동성촌을 이루며 살

고 있다. 이 마을 서쪽에 이천 서씨의 재각인 운양각이 있는데 200여 년전

에 건립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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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 전남 학교 사학과 교수 김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