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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영회는 현재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인 동명학
교를 설립하고 이후 공립학교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동래지역사회
에서 근대 엘리트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기
영회는 숭의계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의례를 조직화하면서 식민지기
에도 계속해서 제사에 필요한 재물은 물론 제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한편 한말 식민지기 ‘청년’은 그 시대를 담당할 새로운 지식인의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과거 전통의 상징인 기영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
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말 식민지기 ‘청년’이라는 근대의 새로운 시대
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영회는 청년 단체인 속영회를 조직하였다.
이렇듯 기영회가 교육사업과 또 다른 사회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
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기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기영회 조직
의 재정구조와 운영을 잘 보여주는 기영회정일기를 통해 근대의 변
화에 대응하는 기영회의 경제적 출자를 알 수 있다. 기영회의 주된 수
입은 토지에서 마련되었고, 지출은 기영회의 활동과 연관되어 다양하
게 나타났다. 기영회는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의례는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여
주관하고 뒷받침하였다.
이 같은 재정 기반은 지역사회 노년 연령집단의 권위 확보로 이어
졌고 이것은 식민지기 이들 집단이 전통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근대 이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기영회가 지역사회
에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식민지기 지역 엘리트들의 동향을 전근대와의 상관 관계 속에서 자리
매김하는 새로운 시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동래지역, 기영회, 노년 연령 집단, 노년 연령 조직, 무임집단,
이서집단, 속영회, 지역 엘리트, 의례, 경제기반, 재정 구조,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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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매일신보에 농촌순례기를 연재해 온 언론인 柳光烈은 1934년 동래
고보를 세운 기영회에 대해 한일병합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세
운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다른 지역에도 노인들의 모임이 있지만
유흥에 경비를 지출하여 가진 것이 없는데 동래 노인들의 모임인 기영
회는 소유 재산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고 사설공원도 만들었다고 칭송
하였다.1)
유광렬이 언급한 동래 지역 노년연령집단인 기영회는 이미 선행 연
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무청에서 武任을 지내다 퇴임한 사람들과 吏
胥집단의 퇴임자들이 각기 결성한 조직을 합쳐 19세기 중반에 새로 결

성된 조직이었다.2) 향리들만의 노년연령집단은 전국 각 지역에 존속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나3) 동래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들과 달리 향리
만이 아니라 무임 출신자들과 조직을 합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남원이나 나주 등지에도 보이는 데 이들 지역은 무임들이
하나의 사회 집단을 형성한 보기 드문 지역이기도 하다.4)
특히 동래지역 노년연령집단인 기영회는 지역사회 최초의 근대식 학
교인 동명학교를 설립하는 등 근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갔다.5)

1) 每日申報, 1934년 6월 27일, 8면
2) 손숙경, ｢19세기 중반 동래 지역 기영회 결성과 그 역사적 의미｣, 역사와
경계 83, 2012.
3) 이훈상, ｢19세기 후반 향리 출신 노년 연령집단과 읍치의 제의 그리고 포퓰
러 문화의 확산｣, 민속학연구 27, 2010. 8쪽.
4) 이훈상, ｢朝鮮後期 吏胥集團과 武任集團의 組織運營과 그 特性-全羅道 南
原의 各種 先生案｣,韓國學論集 17, 1990. 4∼5쪽.
5) 동명학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김석희, ｢한말 동래부 사립동명학교의 설립과 운영｣, 한국민족문화4,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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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민지기 기영회는 동래 지역에서 행하여 오던 각종 의례를 주관
하였으며 전통문화 창출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역
할을 한 전근대 사회조직의 사례는 한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
에 오래 전부터 동래기영회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아 왔고 주목할 만
한 조사연구 성과도 계속 축적되고 있다.
동래 지역 기영회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상업사의 측면에서 주목한
성과들이 있다.6) 그렇지만 이것이 조직 자체를 주목한 것은 아니다. 그
러한 측면에서 조직의 의례 창출에 주목한 연구가 주목된다. 19세기 향
리집단의 노년 조직을 중심으로 읍치의 제의와 이들과 포퓰러 문화의
발전사이의 상관관계를 논의한 연구가 이것인데, 이것은 동래지역사회
노년 연령집단의 조직화와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유익하다.7)
식민지기 기영회 구성원들이 동래 지역의 탈춤을 부흥시키는데 주도적
인 역할을 한 사실을 밝힌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8)
이는 식민지기 기영회가 전통문화창출에도 깊이 관여하였음을 조명하
여 이들 조직의 사회 문화적 함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기영회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활동이 19세기 이후 식민지기
이후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들 조직의 재정 기반은 물론 그 경영의 건
실함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 같은 재정 기반은 지역사회의 노년
연령집단의 권위 확보로 이어졌고 이것은 식민지기 이들 집단이 전통
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그동
6) 동래지역 상업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倭館의 개시무역을 담당했던
동래 상인들 가운데 기영회 구성원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金東哲, ｢東萊府商賈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東萊商人- 東萊武任
先生案과의 비교｣, 韓日關係史硏究 창간호, 1993.
______,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韓國文化硏究6, 1993.
7) 이훈상, 앞의 논문(2010).
8) 이훈상, ｢식민지기 경남 지역사회의 탈춤 “부흥” 운동과 주도자들 -동래 야
류 연행의 문화정치학｣, 대동문화연구 7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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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 연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분
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한말 식민지기 기영회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활동을 뒷받침한 것은
이서집단과 무임집단들의 오랫동안에 걸친 조직화 경험의 축적일 것이
다.9) 기영회에 전승되어 온 각종 武廳의 先生案이나 부청선생안들이
이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기념비적인 작업은 이들의 조
직화 수준을 잘 보여준다. 이 같은 조직화 덕분에 19세기 후반 이후 동
래 지역 關羽 祭禮를 둘러싼 주도권 공방에서 기영회는 사족들을 제칠
수 있었다.10) 19세기 중반 무임집단과 이서집단이 합쳐서 기영회를 조
직하는 새로운 동향에 주목하여 그 성립 배경과 의미를 밝힌 연구 성
과는 바로 이러한 동향에 주목한 것이다.11)
이 같은 기영회의 오랜 조직화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의 경제
기반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서들과 무임들 각
집단에서 각기 구성원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이것을 관리하여 온 자산이 한말에 근대 학교 설립의 재원으로 이어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며 학교
설립 이후에도 적지 않은 재원을 소유하여 이것으로 식민지기에 다양
한 사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가 이들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주목하면서 체계적인 재정관리 및 견실한 운영에 주목할 수 있
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필자는 식민지기 기영회의 재정운영을 보여주는 회계
장부를 찾아내어 식민지기 이전과 이후의 양상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

9) 이훈상․손숙경,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총람, 동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10) 손숙경, ｢19세기 후반 관왕 숭배의 확산과 관왕묘 제례의 주도권을 둘러싼
동래 지역사회의 동향｣, 고문서연구23, 2003.
11) 손숙경, 앞의 논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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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기영회에서 발굴한 재정기반 관련 고문헌 등을 토대로 그
실상에 접근하려 한다. 기영회는 식민지기에 지역의 엘리트들을 계속
충원하면서 지역 사회의 상징적 자본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기영회의 사회활동과 재정 기반과의 상관 관계에 주목한 이 연구는 식
민지기 지역 엘리트들의 동향을 전근대와의 상관 관계 속에서 자리매
김하는 새로운 시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Ⅱ. 한말 식민지기 기영회의 사회활동
1. 동명학교와 기영회의 또 다른 사회활동
1907년 동래기영회는 공유재산 1,200두락을 교육에 사용할 것을 결

의하여 동명학교를 설립하였다.12) 공유재산의 사용을 두고 조상 대대
로 이어져온 이 재산을 기영회의 자손들에게 분배하자는 의견도 있었
다. 1895년 갑오경장기에 군사제도와 지방제도가 개편될 때 이서들의
정원감축과 무임직제의 폐지로 임원의 급료가 없어지면서 이후 구성원
들 중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영회에서는 교육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자손들의 교육
터전으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고자 결
의한 후에 토지를 분배하거나 토지를 팔자는 등 다른 의견을 제의하는
사람은 향약을 위배한 罪律로 처벌하고 각 회의 모임에서 영구히 제명
한다고도 하였다.13)
동명학교를 건립한 이후 기영회는 그 운영도 도맡아 하였다. 동명학
12) 私立東萊東明學校雜書類綴(壹), 31쪽.
13) ｢首面老少紳士總會完議｣ 1907년(光武 11년) 1월. 동래기영회, 동래기영회
150년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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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구체적인 재정 기반은 1907년 기영회가 기부한 1,200두락, 대동회
대표 신명록이 기부한 36두 3승의 전답, 온천세 수입금, 우시장 수입금
등이었다. 이중 학교 설립의 주된 자산은 전답 1,200두락이다. 전답은
각 面에 산재하였는데 기영회가 賭地稅를 받는 일과 학교의 경비를 지
출하는 일도 주관하였다. 이와 함께 기영회 안에 學務會를 설치하여 학
교 안의 사무를 수시로 감독하였다. 나아가 학교재정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기영회에서는 首面에 소재하는 삼림, 제언, 장시, 우시장 등
의 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우시장과 농주산의 과수원을
확보하였다. 이 중 우시장의 경우 1910년에 부윤의 허가를 얻어서 부지
351평을 416원에 구입하고 사방에 방책을 두르고 일본인 수의사 1명을

고용하여 검역하게 하고 소 1필에 地稅로 엽전 3냥을 받아 제반 경비
에 쓰고 남은 돈을 동명학교의 경비에 충당하였다.14)
학생들이 늘어나자 종래의 수성청 건물로는 교실이 충분치 않으며 근
대적 교육장으로서 불충분하다는 여론에 따라 학소대에 신축 교사가 완
성 되었다. 이 신축교사의 총 예산은 교사신축비가 4,584원 5전, 부지매
입비 223원 20전이었다. 총 예산 중 582원 85전은 설립자인 기영회가 부
담하고 100원은 기부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4,124원 40전은 학교재
산 매각대금으로 보충하였다.15) 이렇듯 기영회에서는 동명학교 설립 이
후 소용 경비와 교사 신축 등 재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 후 1908년 8월 26일에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자 1909년 3월 13일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8월 30일자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1915년 3월 총
독부는 사립학교규칙을 다시 크게 고쳐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
다. 이 조치에 따라 전문학교 등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동명학교는 개정사립
학교규칙이 공포된 지 만 1년 6개월만인 1916년 10월 5일 교명을 사립
14) 동래기영회, 위의 책, 71～72쪽. 184쪽.
15) 동래기영회, 위의 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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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고등보통학교로 고쳤다.16)
그런데 3.1운동 이후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당시 학감 김
병규는 평소 교분이 두터운 안희제와 부호 이우식, 진주의 부호 김기택
등 영남의 독지가 부호들과 협의 끝에 부산 서면에 새로 교남민립학교
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17) 그렇지만 교남학교 설립운동도 좌절되고
학교 유지도 어려워지자 기영회는 학교를 공립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
였다. 그리하여 1922년 부지매입비 1만5천원, 교사신축비 10만원 등 총
11만 5천원의 남은 재산 대부분을 교육당국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내놓

았다. 그리하여 1922년 3월 동래고보는 관립동래고등보통학교로서 전
국에서 9번째로 관립 5년제 학교로 발족되었다.18) 이로써 오랫동안 기
영회가 경영해 온 동래고보는 공립이 되어 기영회가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게 되었다.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기영회의 이러한 선택은 이들이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
라는 공공의 목적을 더 우선시하여 선의의 선택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미덕은 지역사회에서 기영회 조직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공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
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립동명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기영회 후손들
이 수혜자였으나 갈수록 후손이 아닌 부류들도 수혜자가 되어 이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19) 이렇듯 기영회
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지역사회의 교육에 각별한 관
16) 동래기영회, 위의 책, 75쪽.
17) 교남민립학교 건립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학교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사립
동고를 부산 서면으로 옮기는 것은 동고를 건립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
대의 의견과 경제공항으로 불경기가 겹쳐 이루어지지 못했다.
18) 동래기영회, 위의 책, 83쪽.
19) 동명학교의 1회～3회 졸업자들을 보면 기영회 회원의 후손들이 많았다. 김
석희, 앞의 논문,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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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이면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근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갔다.
한편 동래 지역 노년연령집단인 기영회는 각종 의례를 주관하여 지
역사회의 기억과 과거를 만들어 나갔다. 社稷壇이나 城隍堂, 厲壇 등의
제례가 그것인데, 이러한 제례는 지방관이 주재하도록 국가가 표준화
한 것들이다.20) 따라서 국가의 공식적인 제례는 지방관과 사족들이 지
냈으나 또 한편 이들 제례는 해당 군현에 오랫동안 세거한 관속 중심
의 제의로 습합되었다. 남원의 경우에도 현재 사직단이나 여단 또는 성
황당의 제사 및 운영을 위한 계가 결성되어 있다. 이 계는 남원 양노회
에서 주관한 행사를 그 후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여 이관 받은 것으로
원래는 이 제례를 이서집단과 무임집단의 퇴임자들로 구성된 양노당에
서 주관해 왔던 것이었다.
조선후기 이전 동래 지역의 제례는 사족들이 치렀으나 식민지기에는
기영회가 이를 주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숭의계를 조직하여 송
공단, 칠총제(동래의총), 거사단, 영보단, 관왕묘 제례를 주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21) 송공단은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였던 송상현과 함께
동래읍성을 지키다 죽은 군, 관, 민들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제단이다. 이것이 주목되는 것은 바로 식민지기에 임진왜란 당시
죽은 이 지역의 의인들을 제사지내는 의례를 조직화하고 이끌어 나갔
기 때문이다. 노년집단들에서 통상 연상할 수 있는 안정지향적인 결정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 지역에서 순절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제례는 국
가에서 의무적으로 치렀으나 왕조체제가 종식된 식민지기 이후 기영회
에서 이를 주관한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22) 구체적으로 송공
20) 이훈상, 앞의 논문(1990), 4쪽.
21) 崇義[契都錄] 第二册, 崇義契都錄 第三册, 1932.4～1943.4.
22) 宋公壇享參齊錄, 1929년～1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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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경우 1930년 4월 26일 총회에서 종래 동래면에서 해오던 향사를
이제부터 기영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23) 동래 지역
의 향반이 아닌 장교나 향리들의 후손이 이 제례의 주관자로 바뀐 것
이다. 이와 함께 기영회가 관왕숭배의례를 19세기 후반 이후 주도한 것
은 단순히 자신들의 정체성 확인을 넘어서서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변
화에 대해 큰 긴장 없이 대응해 갈 수 있음을 예견하는 동향이기도 했
다.24)
이와 관련하여 그 전에 기영회 회원들 중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의 중
심 인물이 나온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1907년 3월에 작성된 ‘동래부국
채보상일심회취지서’의 발기인은 모두 14명이었다.25) 이 가운데 신원
이 확인되는 11명 중 3명은 향반으로 보이며 그 외 8명은 대부분 동래
지역 각 무청의 무임 출신이었다. 따라서 ‘東萊府國債報償一心會’란 조
직은 기영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26) 물론
앞서 언급한 동명학교의 설립과 같이 기영회가 주최가 된 것은 아니지
만 발기인의 대부분이 기영회 회원임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서 기영회의 대응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영회의 노력은 식민지기 전통문화창출로 이어졌다. 19세기
후반 향리 및 무임들의 주도 아래 동래야류가 정착되고 식민지기에도
계속 연행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탈춤 연행을 주도하여 그 전통을 창
출하고 전승하는 중심에 향리 및 무임이었거나 이들의 후손들이 있었
다. 식민지기 불안정한 야류 조직을 뒷받침한 중요한 조직은 속영회였
으며, 주요 연희자들도 속영회 구성원이었다.27)
23) 동래기영회, 앞의 책, 102쪽.
24) 손숙경, 앞의 논문(2003).
25) 김승, ｢한말․일제하 동래 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6, 부
산경남역사연구소, 2004. 74쪽.
26) 김승, 위의 논문, 76～79쪽.
27) 이훈상, 앞의 논문(2012), 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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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기영회 조직이 근대 이후 보여준 변화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대응은 그 후 이들이 동래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
로 등장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28)

2. 동래의 ‘청년’운동과 기영회
한말과 식민지기 교육사업과 지역의례를 주관하고 전통문화창출에도
관여한 노년연령집단인 기영회는 ‘청년’이라는 근대의 새로운 시대적 변
화의 흐름에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말 식민지기 ‘靑年’은 나이
가 어린 젊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담당할 새로운 지식인
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청년’들은 대체로 근대 교육의 수혜를
받은 지식인들로서 ‘노인’이라는 낡고 고루한 구시대 전통과의 차별성과
결별을 강조하며 그 시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위치를 확보하였다.29)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식민지기는 ‘청년’의 시대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각 지역에서는 ‘청년’ 조직체인 수많은 청년단체와 이들이 주축이
된 청년운동이 전개되었다. 동래 지역 또한 이와 같은 시대적 대세에 비
28) 이훈상, ｢지역사, 지역사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체성 만들기’｣, 영
남학 16, 2009. 438쪽.
29) 근대의 주체로서 ‘청년’과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근대를 연구하
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근대 주체로서 ‘청년’ 개념에
대해 문학 연구자들이 처음 주목하였으며, 이후 역사학 분야에도 많은 영
향을 미쳤다. 2000년 이후 국문학과 역사학 분야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방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청년’ 개념과 청년운동에 대한
대표적 연구 성과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木村直惠, 靑年の誕生, 新曜
社, 1998; 김종식, 근대 일본청년상의 구축, 선인, 2007; 이경훈, ｢오빠의
탄생: 식민지 시대 청년의 궤적｣, 오빠의 탄생: 한국 근대 문학의 풍속사,
문학과 지성사, 2003;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정하늬,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박철하,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소, 2009;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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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나가지 않았으며, 구시대 낡은 전통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노년연령집
단인 기영회와는 대자적 집단인 청년단체가 조직되었고 청년운동이 일
어났다.30) 그렇지만 초기 구성원의 상당수는 후에 기영회에 입회하는
등 양자의 사회적 출자에 큰 경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사
이에는 점차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 같은 근대 동래 지역
을 이끄는 시대의 주체로 부상된 ‘청년’들에 의해 과거 전통의 상징인 기
영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기영회의 후손들로 ‘속영회’
가 구성되면서 기영회에 대한 비판이 속영회로 표출되었다.31)
속영회는 그 出自가 기영회와 마찬가지로 향리나 무임 내지는 이들의
후손들이 입회하여 만든 조직이다. 1916년에 속영회가 결성되었는데 기
영회가 통상 50세 이상의 연로한 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노년연령
집단이라면 속영회는 기영회 회원보다 좀 더 나이가 적은 그 아래 연령
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말하자면 속영회에 가입하였다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기영회에 입회한다. 이 같은 기영회와 속영회의 입회 관계는 東
萊續英會會員名簿의 기록에 잘 드러난다. 이 책에는 흥미로운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속영회 회원들 중 이후 기영회에 가입한 사람
들 이름 위에 ‘耆會昇進’이라는 도장을 찍거나 ‘耆昇’이라고 표기하여 기
영회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32) 말하자면 속영회에 가입되어
있다가 기영회에 들어가는 것을 ‘승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16년 7월부터 1949년 5월 9일까지 동래속영회회원명부에
수록된 속영회 회원 총 224명의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생년이 기재되
지 않아 연령을 알 수 없는 15명을 제외하고 20대가 5명, 30대가 78명,
40대가 96명, 50대가 50명으로 확인된다.33) 즉 속영회에 가입된 연령대
30)
31)
32)
33)

동래 지역의 청년운동에 대해서는 김승, 앞의 논문 참조.
시대일보 1924년 9월 19일, 4면.
東萊續英會會員名簿, 1916년 7월～1949년 5월 9일, 동래기영회 소장.
위의 자료.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기영회의 사회활동과 경제기반 / 손숙경 225

는 40대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30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55세 이전
의 50대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34)
이 같은 속영회 구성원들의 입회 연령은 오늘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적용된 노인에 대비된 청년 개념이 아닌, 식민지기 그 시대를 이끄는
근대 주체로서 ‘청년’이며 속영회가 바로 이 같은 ‘청년’으로 조직된 청
년단체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무엇보다 속영회에서는 별도로 속영
계를 조직하여 기영회와 속영회 사업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으로
여겨진다.35) 이것은 ｢속영계규약｣ 총칙의 제1조에 여러 해를 거쳐 내
려 온 자신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조사에 서로 부조하고 동래기영
회사업을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어놓은 사실에서 잘 드러
난다. 따라서 속영회가 기영회를 배경으로 한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기영회는 하부 ‘청년’ 단체 속영회를 조직하여 전근대에
서 근대로 이어지는 변동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갔던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식민지기 불안정한 야류 조직을 뒷받침한 조직이 바
로 앞서 언급한 기영회의 하부 청년단체 ‘속영회’이며 주요 연희자들
또한 속영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기영회는
속영회를 창설하여 동래야류와 줄다리기 연행을 주도함으로써 전통문
화의 창출을 통해 기영회라는 과거 전통을 대표하는 조직에 도전하는
근대 동래 지역의 새로운 근대 주체로 부상한 ‘청년’들의 도전 속에서
34) 속영회에 입록된 인물들 중 30대와 40대 초반인 경우에는 속영회에 속해
있다가 50대 이후가 되면 기영회에 입회한 것으로 보인다. 50대나 40대 후
반의 경우에는 같은 해에 기영회와 속영회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도 있고 속영회 가입 이후 2, 3년 뒤에 기영회에 가입하거나 10년이나, 20
년 뒤에 입회한 경우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30대와 40대의 기영회 가입은
대부분 50세가 넘거나 60세가 넘어 입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속영회의
운영과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고 된다. 손숙경, 한말 식민지기 동래
지역 노년 연령집단 기영회와 이들의 문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4,
10～15쪽.
35) 東萊續英會規程, 1924년, 동래기영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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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청년단체들 사이의 긴장은 높아갔다. 이것
은 속영회에 대한 비판에서 잘 알 수 있다.
續英會聲討會
東來邑에서는 去十三日下午八時頃에 當地有志靑年三十餘名이 會合하여 當
地續英會聲討會를 組織하고 執行委員十六名을 選定하였다는데 그 原因으로 東
來續英會란 것은 舊韓國時代郡邑守令下에 服務하든 吏屬將校의 子孫으로 同一
文閥間?館을 效睦한다는 意味로 組織된 東來耆英會를 相續한다는 續英會인데
言必稱舊家世族이니 ｢我輩｣이니 하고 友黨을 增殖하며 下等의 常時執務할 要
務가 無함을 不拘하고 會館을 新設하여 無職한 會員들이 常時集會하여 階級意
識만 鼓吹하는 等 現社會에 害惡을 끼칠 뿐인 즉 時代思潮에 背馳된 團體는
我地方에서 大大的으로 聲討하자함이라고.36)

1924년 9월 19일 동래 지역 ‘청년’ 유지들은 속영회가 구시대의 산물

인 기영회를 계승한 조직체임을 말하며 이 조직의 무효함을 성토하는
회합 단체를 조직한다고 하였다. 이어 동래의 ‘청년’ 30명이 회합을 갖
고 이중 집행위원 16명을 선임하여 속영회를 성토하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비판한 주된 내용은 속영회가 한말 장교나 이속들의 후손만 입
회하므로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며 현재 사회에 해악만 끼친다는 것이었
다. 같은 ‘청년’ 집단 내에서 이제 분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동향과 관련하여 속영회는 자신들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
선을 인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20년대부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일례로 1920년대 속영회에서는 동래
지역의 公益사업에 2,048원 27전을 사용하였고,37) 1930년대 후반에는

36) 시대일보 1924년 9월 19일, 4면.
37) 동아일보 1925년 1월 14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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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학교를 증축하는데 기부하기까지 이르렀다. 동래 지역의 여
성 교육기관을 확장 증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동래 제2보통학교와 동
래 일신여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증축기성회를 조직하였을 때
속영회가 소유재산 畓 23두락(시가 2,300여원) 전부를 동래 제2보통학
교 증축기성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것이다.38) 또한 속영회는
동래지역을 넘어 1931년 충무공유적보존문제로 전국에서 성금을 모금
하는 운동에도 동참하여 2원을 기부하였다.39)
이렇듯 속영회는 동래야류의 연행과 같은 전통을 창출하는 구심점으
로서 또 학교의 설립과 확장에 앞장섬으로써 동래 지역의 문화적·교육
적 전통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같은 속영회가 바로 기영회의 하부 청년단체라는
점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속영회는 한말 이전 동래의 향리나 장교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끼리의 연망을 형성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속영회가 식민지기 이후에도 동래 지역사
회에서 전통을 창출하는 구심점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계승해 나간
것은 이 조직의 모체 기영회가 근대 변화에 대한 탄력성과 생명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Ⅲ. 耆英會正日記와 기영회의 경제기반
1. 기영회의 기록문화: 耆英會正日記
기영회정일기는 이른바 기영회의 재무 구조를 알 수 있는 장부라
고 할 수 있다. 기영회는 한말과 식민지 시기 격동의 세월을 모두 거쳐
38) 동아일보 1936년 4월 1일, 4면
39) 동아일보 1931년 7월 27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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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래 지역의 유지 단체로서 살아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체이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기영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과 사회
활동 그리고 지역 의례를 주관하면서 동래 지역의 발전과 전통문화 보
존에 경제적․문화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었다. 이렇듯 근대 이
후 기영회가 교육사업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
는 이 조직체가 가진 탄탄한 재무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영회정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기영회의 지출과 수입 즉 재무 실태
를 통해 기영회 제반 활동의 경제적 토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
록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하여 근대 이후 사조직의 재무
장부를 열람하는 것은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점
에서도 기영회정일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기영회정일기라는 재정의 출납과 관련된 ‘기록’의 전통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기 위해 기영회 결성과 그 목적을 살펴보
는 것도 유효할 것이다. 1846년 기영회가 결성될 당시 우선적 목적은
동래지역 무청에서 퇴임한 무임들과 질청에서 퇴임한 이서들이 제휴하
여, 무임으로 근무하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해주는 것에
있었다.40) 즉 무청 임원들의 급료가 적어 사람들이 무임을 회피하려고
하여 질청과 무청에서 퇴임한 노인들이 경비를 마련하고자 기영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무임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에서 공식적으로 책
정한 급료에 의존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동래 지역 왜관 교역에 우선권을 장악하고 있던 무임들에
게 왜관에 대한 공작미를 운송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 이것을 무임들
이 운영하도록 우대조처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왜관과의 교역이

40) 1846년 기영회의 결성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손숙경, 앞
의 논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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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면서 무임집단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같은 특혜도 무임집단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19세기 중
반에 기영회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서 출신
퇴임자들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 시기 무임과 이서들 사이
의 상호 출입이 빈번해져서 무임들의 곤경이 곧 이서들의 그것이 되었
던 매우 현실적인 이해에서 내려진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청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제반 조처 등이 시행되었다. 무
청의 재원 확보를 위해 3년에 한번씩 남은 현금과 가입한 사람의 禮木
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여 계속 논을 사서 각 무청에 나누어 주었다. 그
리하여 그 논의 세입으로 해당 청의 모든 공용의 지출과 그 청의 임원
급료를 보태어 주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기영회 회원이 해당 句管과 함
께 살펴서 수시로 마련하고 해마다 보급해 주었다. 무임집단의 경제 문
제는 이 집단 모두와 직결된 이해라는 점에서 기금을 지속적으로 마련
하였다. 이것이 기영회 조직 이후에는 이 기금 관리를 기영회에서 관리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기영회의 재정은 근대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었
는데, 이것은 기영회 재정 운영과 관련한 기록문화의 채록으로 발전되
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영회에 전승되는 기영회정일기 第二冊과
기영회정일기 第三冊이 바로 그것이다. 현존하는 기영회정일기는
1934년에서 1945년까지 기록으로서, 이전 시기 작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1931년 만주사변 이후인 1934년부터 기
록이 수록되어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 시기까지의 준전
시체제와 전시체제의 아래 수입과 지출을 통한 일상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수록 시기를 말하면, 기영회정일기 第二冊은 1934
년 12월 30일부터 1940년 4월까지, 기영회정일기 第三冊은 1940년
10월부터 1945년 4월까지 기영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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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재되어 있다. 기영회의 각종 제례 주관과 관련하여 소용된 경비는
별도로 崇義契를 만들어 관리하였고, 이를 제외한 기영회 전반적인 사
무로 소용된 경비와 기영회의 주된 경제기반인 전답에서의 수입을 기
록한 것이다.
한편 기영회정일기의 회계 단위는 1934년 12월 30일에서 1935년 4
월 30일까지는 4개월 단위로, 그 외는 6개월 단위로 회계를 기록하였으
며 4월과 10월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6개월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 그리고 남은 돈을 기재하고 남은 돈은 다음 회기로 이월하였다.
기영회정일기의 외형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이 책이 펼쳐진 상태에서
중간부분에 도장을 찍어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이
다. 또 6개월 단위로 인수인계할 때 句管과 公員의 이름 아래 도장을
찍어서 재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기영회가 이 재정운영에 대한 기록물
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기영회에서는 회계를 위해 句管과 公員의 재정임원을 두었는
데, 1942년 4월 회계를 보면 이들 외에 契長을 새로 둔 것 같다.41)
1942년 10월 회계부터 인수인계 때 계장이 새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계장다연비 10원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4년부터 1945년까지 기영회의 재정 운영을 담당한 임원의
직임은 구관, 공원(=간부), 계장으로서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영회 재정운영 임원명단
연도(년월일)
1934.12.30.
1935.4.30.
1935.10.30.

契長

句管
박장환, 추종엽
박장환, 추종엽
박장환, 추종엽

公員
정림항, 이춘조
정림항, 이춘조
정림항, 이춘조

41) 계장 취임 시 사용된 돈으로 11원 87전이 확인된다.

幹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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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4.30.
1936.10.30.
1937.4.
1937.10.
1938.4.
1938.10.
1939.4.
1939.10.
1940.4.
1940.10.
1941.4.
1941.10.
1942.4.
1942.10.
1943.4.2.

송헌필
송헌필

박장환, 추종엽
박장환, 추종엽
박장환, 추종엽
박장환, 추종엽
박장환, 추종엽
추종엽
송헌필, 추종엽
송헌필, 추종엽
송헌필, 추종엽
송헌필, 추종엽
송헌필, 추종엽
송헌필, 추종엽
송헌필, 추종엽
추종엽
추종엽

1943.10.

송헌필

추종엽

1944.4.

송헌필

추종엽

1944.10.

송헌필

추종엽

1945.4.

송헌필

추종엽

문정로,
문정로,
문정로,
박하실,
박하실,
박하실,

정림항
정림항
정림항
이홍욱
이홍욱
이홍욱
윤병연
구연직, 윤병연
구연직, 윤병연
구연직, 윤병연
구연직
구연직, 이정약
구연직, 이정약
구연직, 이정약
구연직, 이정약

구연직,
추한규,
이종훈
구연직,
추한규,
이종훈
구연직,
추한규,
이종훈
구연직,
추한규,
이종훈

이정약,
윤세병,
이정약,
윤세병,
이정약,
윤세병,
이정약,
윤세병,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34년에서 1945년까지 11여년간 기영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임원의 명칭이 句管과 公員으로 이루어지다가 구관과
幹部로 바뀌었다. 1943년 10월부터는 다시 구관과 공원으로 나타난다.

이후 1942년 10월부터 契長의 직임이 추가되어 임원의 구성이 3개로
늘어났으며 이후 계속 그 계장의 직임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임
을 맡은 사람은 송헌필, 추종엽, 박장환, 정림항, 이춘조, 문정로, 박하
실, 구연직, 윤병연, 추한규, 이홍욱, 윤세병, 이정약, 이종훈 등 14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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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기영회 회원이며
그 중 추종엽, 이홍욱, 윤세병은 속영회 회원이었다가 이후 기영회 회
원으로 입회하였다.
한편 기영회의 재정 운영을 담당한 임원들의 경력과 활동 양상은 이
들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보여준다. [표 2]는 이들의 武任․吏任 경력
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기영회 재정 운영 임원의 무임․이임 경력
장관청
입회
년월

성명 생년

별군관청

교련청

별기청

작대 수첩 집
운도당
청
청 사

중
부
군
기지
별
교
군 천 파 초 행 병 기
구기
별 백
영 별 백 별 백 집 행수 기지 청
군
련
영
총 총 관 수 방 관
수초
장 총
하 장 총 장 총 사 집사 구관
관
관
감
관

1915.10 송헌필 1855
1916.10 문정로 1866
1920.4 박장환 1859

0

1920.4 정임항 1868
1921.4 박하실 1861

0

0

0

0 0

1923.5 구연직 1872
1924.12 추종엽 1875

0 0

1924.5 윤병연 1874
1927.4 이춘조 1870
1936.4 추한규 1876
1936.4 이홍욱 1876

0
0 0

0

1938.4 이정약 1876
1939.10 윤세병 1879
1939.4 이종훈 1879

임원 중 6명은 무임과 이임을 역임하였는데, 4명은 무임만, 두명은
이임만 역임하였다. 이들 중 이홍욱(1876～?)은 한말과 식민지기 동래
야류의 전승에서 일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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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말이전에 무임을 여러 차례 역임하고 사촌인 이광욱 등과 동명
학교 건립을 주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42) 그는
1901년 5월 9일 통신사 전화과 주사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또한 1909년
6월 관왕묘를 중수할 때 이홍욱이 勸募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

헌필은 關王廟 중수의 발기인이었다.
임원 추종엽은 경제적 기반이 상당하였던 것 같다. 그는 동래은행의
설립자 5명 중의 한명이며 설립 시 專務取締役에 취임하였다. 1923～
1924년 당시 동래은행의 총 주식은 10,000주였는데, 그때 최대의 주주

가 오태환, 추종엽 등이었다. 추종엽은 동래은행 최대 지주로서 頭取
(1920.11.30.～1922.1.20., 1923.11.18.～1933.7.20.), 專務取締役(1918.8.9.
～1923.11.18.), 取締役(1918.8.9.～1933.7.20.)을 역임하면서 동래은행의

운영을 주도해 나갔다.43)
기영회의 일상적인 재정운영을 말해주는 기록이 기영회정일기라
면, 崇義[契都錄?] 第二冊, 崇義契都錄 第三冊은 지역사회 의례와
관련하여 별도의 재정을 관리하는 숭의계 관련 기록물이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제례는 기영회에서 주관하여 왔
고, 기영회에서는 숭의계를 조직하여 송공단, 칠총제(동래의총), 거사
단, 영보단, 관왕묘 제례를 뒷받침하였다. 현재 기영회에는 숭의계 관
련 자료인 崇義[契都錄?] 第二冊, 崇義契都錄 第三冊 등 두 책이
남아 있다. 1932년 4월부터 1943년 4월까지 11년간과 1940년 10월부터
1943년 4월 2일까지 숭의계의 수입과 지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44)
42) 이훈상, 앞의 논문(2012), 411쪽.
43) 김동철, ｢한말 東萊 芝田 李光昱 집안과 그의 문집 및 장서｣, 항도부산
14, 1997, 501쪽. 추종엽은 1926년 동래군 농회대표, 1931년 동래식산조합
설립시 3천원 기부, 동래일신여학교 감사(1940.4.20.～1948.4.19.), 1923년
동래군 지정협의원을 역임하였다.
44) 崇義[契都錄?]第二冊은 1932년 4월부터 1943년 4월까지 11년간 숭의계
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崇義[契都錄?] 第二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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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회에서 관장하는 각종 제례에 소용되는 제수비용과 수리비용, 간
사 歲儀 등 숭의계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숭의계의 회계 또한 앞서 언급한 기영회정일기의 형식과 마찬가지
로 4월과 10월에 정산하여 6개월 단위로 기록하였다. 또한 숭의계의 임
원 구성도 기영회정일기와 마찬가지로 구관과 공원, 구관과 간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1942년 10월부터 계장의 직임이 보인다. 숭의계의 재
정을 맡아 운영한 사람은 송헌필, 추종엽, 박장환, 김구항(1929년 4월
기영회 입회), 정림항, 이춘조, 문정로, 박하실, 구연직, 윤병연, 이홍욱,
이정약 등 12명으로 변경이 거의 없으며, 기영회의 전체 재정운영을 담
은 표지는 일부가 훼손되어 ‘崇義’라는 글자만 명확히 남아 있지만 崇義
契都錄 第三冊과 비교해볼 때 숭의계도록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두 책
은 1940년 10월부터 1943년 4월까지 약 3년간은 기간이 겹쳐져 있는데, 제
2책, 제3책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책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1940년 10월의 기록에서 수입과 지출의 내용은 동일하나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3책의 기록에는 5,355원 40전인데 비해 2책의 기록에는 2,898원 60
전이다. 따라서 1940년 10월부터 기록되는 내용에는 2책은 실제 남은 금액
인 2,898원 60전에서 수입과 지출을 계속 계산하는데 비해 3책은 5,355원
40전에서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후 1943년까지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계산
한 實在금액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같이 실제 총합이 차이가 난 이유는
2책에 1940년 10월의 수입항목에 양정지역의 田에서 거두어들인 액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37년 기영당지를 보면 이 시기 기영회의 재산은 답 90두지, 임
야 2229평 및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각 제례
에 대해 경제기반을 뒷받침하였는데 송공단에 대한 전지는 답 9두지와 전
6두지 관왕제례는 전 8두지, 거사단에 대한 답 4두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송공단의 제례를 위해 따로 마련한 전답이 양정에 있었는데 이곳
에서의 수입이 2,456원 6전인데 2책에는 이 수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3
책에는 이 돈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2책과 3책은 수입의 총액에서 차
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1941년 4월 이후부터는 수입과 지출 항목
의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2책에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2책을 두고, 1940년 10월부터 3책을 새로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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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임원들과 겹치므로 이들이 숭의계의 임원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김구항만이 유일하게 숭의계 임원만 맡은 사람이다. 그리고
기영회의 전체 재정운영을 담당한 임원들 중 추한규, 윤세병, 이종훈은
숭의계 임원에 빠져있는데, 이들은 1943년 10월 회계부터 새롭게 공원
으로 기록된 사람들이다. 숭의계 기록이 1942년 10월이 마지막이므로
이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영회 재정운영을 담당한 임원들은 동래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해 나간 인물들이
다. 이것은 기영회가 지역사회에서 다른 조직과 연망 관계를 형성해 나
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기영회 회계 임원들의 속영
회 회원 경력은 속영회가 기영회를 모체로 하고 있음을 보다 확실히
말해준다. 이렇듯 기영회의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 사항을 수록한 기
영회정일기 및 지역의 특정 의례 지출과 관련된 기록물인 崇義[契都
錄?] 第二冊, 崇義契都錄 第三冊은 식민지기 기영회 활동의 중요한

경제적 출자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기영회와 속영회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기록문화유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2. 기영회의 경제기반과 재정관리
1934년에서 1945년까지 기영회의 대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용은 기

영회정일기에 잘 드러난다. 우선 1930년대 수입은 대체로 禮目錢과
기영회 소유의 전답에서 거두어 들인 것 등이다. 그리고 때때로 땔감을
팔고 받은 돈이나 예금이자(1원 50전), 기영회 소유 학림공원의 나무
판매대 등에서 생기는 수익금 등 기영회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돈 등이 수입이다. 따라서 기영회의 재정은 주로 토지에서 마
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기의 지출은 기영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하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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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지출은 대체로 기영당의 당직 월료(6개월 분 48원), 기영회 건물 가
옥세, 告祀, 지필묵, 전등료(7원 24전), 公員 茶煙비용(18원), 신문대, 地稅
등 각종 세금 등이다. 그리고 기영회 회원이나 그의 가족들이 죽거나 喪
을 당했을 때(6원 내지 7원)와 기영회원의 생일과 혼사(2원), 그리고 아이
가 태어났을 때에 부조하는 것 등이다. 기영회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제
문을 작성하는 비용도 있다(1원). 특히 11월에서 4월까지 사용한 내역에
는 계절과 관련하여 시탄비(연료비)가 많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45)
이를 통해 기영회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독하
는 신문이 어떤 종류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문구독료가 빠짐없이
납부된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기영회가 지속적으로 신문을 구독했다
는 점을 말해주며, 1934년에서 45년 사이 급변하는 식민지 조선의 내외
적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기영회 조직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말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기영회 조직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같은 내외 정보
수집에 기반을 둔 민첩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출
내역은 기영회 조직의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생활비라는 사실이다. 따
라서 회기때마다 거의 고정적인 지출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기영회
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나름의 체계적인 규칙을 가지고 운영한 사실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지출은 세수대야, 거울, 모기장 등의 소소한 생활물품이 필요
할 때 구입하는 비용과 기영회 건물이나 학림공원을 수리할 때 소용되
는 비용, 전답의 제언을 다시 쌓는 등 전답의 관리와 송공단, 거사단
등 기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의 수리 등에 소용되는 비용이다. 또한 연말
45) 수입과 지출 내역 각각의 항목별 소용경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 기영회정
일기의 처음에 기록된 부분을 참조하여 그 액수를 기록하였다. 이후 예금
이자가 50전에서 1원씩 늘어나기도 하고 신문대가 50전 오르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주목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본문에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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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歲儀에 들어가는 비용 등 각 절기에 맞추어 들어가는 비용도 지출
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영회는 줄다리기나(2원, 1935년 1936년 4월 회계), 시민
운동회를 할 때라든지(2원, 1935년 10월 회계), 農會費(4원 83전), 天長
節 행사때 회비, 홍수가 났을 때 수재의연금(2원)을 내는 등 지역사회

각종 조직들에 내는 회비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내는 비용 등이다. 이러한 지출 비용을 통해 기영회가 지역사회의 행사
와 관련해서도 빠짐없이 후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야학교
낙성식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차비나 군수가 부임해 왔을 때 보내는 축
전, 일신여학교 교장의 송별회비 등의 지출 내역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 더하여 1940년 10월의 회계에는 김치문의 며느리 효행포상(10
원), 신자선, 송기옥의 아들에 대한 효행포상(10원) 등도 있다. 이렇듯
기영회는 지역사회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활동을 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기영회는 총독부가 주최하
는 경로회에도 기영회 대표 회원을 보내 참여하게 하였다(총독부경로
회여비보조비 15원, 1941년 4월 회계).
한편 禮錢은 보통 4원씩 내는데 6원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1940년 10월의 회계를 보면 4명이 기영회에 입회하면서 김성영은 50원

의 예목전을 내고 이구석은 10원의 예전을 내었다. 1941년 10월의 회계
에도 박기윤이 20원의 예목전을 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42년도 4
월의 회계를 보면 7명이 기영회에 입회하면서 각 6원의 예목전을 내는
데, 김해흥은 30원의 예목전을 내기도 하였다. 이는 기영회의 후손으로
서 나이가 들어 기영회에 입회할때는 4원에서 6원 정도를 내는데 비해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기영회에 입회할 때는 이렇듯 많은 예목전을 냈
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1934년 12월에서 1945년 4월까지의 기영회의 지출과 더
불어 수입의 합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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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영회의 수입과 지출 액수(1934년 12월～1945년 4월)
연도
(년월일)

수입

前在金

지출

實在金

1934.12.30 148원 98전
1935.4.30
1935.10.30 129원 86전

212원 48전
774원 50전

1936.4.30

853원 19전

738원 62전

1936.10.30 114원 57전
1937.4.
1937.10
139원 42전

10원 40전
822원 84전
6원

264원 96전
683원 42전
189원 60전

1938.4.

865원 88전

457원 88전

408원

11원 50전
867원 29전
22원 50전

350원
375원
385원
359원

69원 8전
560원 93전
197원 72전

1938.10.
1939.4.
1939.10
1940.4

408원 50전
69원 8전
560원 93전
197원 72전

1940.10
1941.4
1941.10
1942.4
1942.10

1943.4.2

1,354원
1,985원
1,071원
2,047원

2전
93전
86전
72전

376원 96전
644원 64전
320원 14전

加用金

92전
44전
71전
90전

기타

164원 48전
129원 86전
190원 18전
114원 57전

190원 18전(이월
된 지출빚을 갚
음)

140원
139원 42전
44원 18전
44원 18전(이월된
지출빚을 갚음)

162원 18전
162원 18전(이월
된 지출빚을 갚음)
2전
14,598원 26전(일
광면 토지매입)
93전
86전
72전
90전

16,481원 82전
(토지 매매비 609원 4전
포함)

1,354원

1,966원 87전
32원 80전
1,933원 43전
80원 70전

1,334원 96전
946원 87전
957원 57전
843원 52전

1,985원
1,071원
2,047원
1,284원

741원 50전

*현재금 850원 66
전(200원 88전(천
인예금)동래면(61
1,051원 54전
원), 일광면(139원
88전) 금융조합에
예치

1,284원 90전 508원 14전

1943.10

850원 6전

34원

738원 10전

145원 96전

*전재금이 850원
66전인데 850원 6
전으로 기재되어
실재금이 차이남

1944.4.

145원 96전

1,886원 96전

1,491원 91전

537원 1전

*기재된 금액과 3
원 91전이 차이남

1944.10

537원 1전

1,142원 7전

1,314원 8전

365원

1945.4

365원

1,380원 39전

1,348원 44전

405원 85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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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회의 수입과 지출의 대략적인 운영 규모는 [표 3]과 같다. 여기
에서 보면 수입은 대체로 4월 회계 때가 더 많은데 이것은 賭地價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4월에 들어오는 도지가가 평균 800원대로 여겨진
다. 그리고 1935년 4월과 1936년 4월의 회계에서 지출이 많이 나타난
다. 이는 1935년 4월의 회계 내역은 1분기 地代(65원 44전)와 학림공원,
기영회 건물 공사 등으로 지출이 많았고, 1936년 4월 회계의 지출이 많
은 이유는 1기분 지세(63원), 경조사, 총회비(175원 5전)와 이전에 더
사용했던 돈(190원)을 갚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지출은 대체적으로
총회때 사용하는 비용이다. 1941년 10월 회계에는 총회때 사용된 돈이
무려 284원 96전이다. 이는 기영회 조직의 가장 큰 행사일 뿐 아니라
구성원 각자에게도 자신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지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 기영회의 지출과 수입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
이 보인다. 먼저, 전시동원기와 맞물려 국방헌금의 지출이 늘어난 사실
이다. 1937년 10월 회계에는 국방헌금으로 10원을 납부하였는데, 1941
년 4월 회계의 국방헌금은 100원이다. 둘째, 놀랍게도 전시체제로 돌입
하는 1940년 이후부터 수입이 많아지는데, 지출 이후에도 1940년 이전
보다는 남은 돈이 많다. 이것은 토지매매를 통해 얻어진 돈이 생겨서인
듯하다. 토지매매는 1940년 10월 회계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영회 소유
의 거제답 5두지(747평), 양정답 5두지(949평), 연지답 7두지(1065평)
연지답 6두지(936평)를 6,481원 82전에 매매하였다. 그 중 연지답은 兪
鎭厚에게 팔았는데, 유진후는 1948년 4월에 기영회에 입회한 사람이다.

그리고 동래지역에 소재한 답을 판 돈으로 일광면 원리 답 53두지
(10,153평)을 평당 1원 35전으로 매입하였다. 이 시기에 동래지역의 소

유답을 팔고 일광면의 답을 매입한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기영
회에서는 기장지역으로 소유 토지를 넓혀 나가려고 한 것 같다. 셋째,
토지매매로 얻은 수입에 더하여, 1940년 10월 회계부터 은행이자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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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50전으로 1930년대 3원에서 5원 정도의 예금이자 수입보다 훨씬 많
아진 사실을 알 수 있다.46) 넷째 식민권력이 지역조직에 미친 영향력
을 알 수 있는 지출로서 1942년 4월 회계의 기록부터 天引預金이47) 기
록된 점이다. 기영회는 천인예금금융조합(163원 20전), 부산부공출천인
예금(34원), 일광면원리공출예금(14원 8전), 읍내답 천인예금(206원 72
전), 일광답천인예금(152원 72전) 등이 있었다. 매우 흥미롭게도 기영
회는 1941년 12월 천인예금 125원 80전을 수입에 기재하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출에 적어놓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영회의 일상적인 재정
운영과 함께 지역사회 의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두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숭의계를 조직하여 별도 관리했으며
이 내역은 崇義[契都錄?] 第二冊, 崇義契都錄 第三冊에 수록되어
있다. 숭의계의 수입 내역도 주로 토지가 기반이며, 송공단(20원), 거사
단(36원), 영당(관왕묘, 5원)의 재실을 임대해서 받은 돈과 은행이자기
포함되어 있다. 지출 내역은 관왕묘 고사 제수비(단오, 탄신일 등)와 송
46) 예금은 주로 동래은행에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래은행은 1933년 7월 20
일 호남은행에 흡수 합병되면서 해산되었다. 그리하여 기영회에서도 이후
호남은행에 예금하였다. 1941년 4월 회계에 湖南은행의 예금이자 15원을
수입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1935년 10월 회계에 호남은행 박영만 송별
기념품을 마련한 지출내역(1원 60전)을 통해서도 호남은행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7) 천인예금은 총독부 당국이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군수자금의 조달을 위
해 1938년부터 시작된 강제저축운동이다. 처음에는 주로 농민층을 대상으
로 하여 이른바 副業貯金·節米貯金 등 반강제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1940년대 부터는 완전히 강제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즉 1942년부터 미
곡의 强制供出制를 실시하면서 미곡공출대금의 일부를 天引預金이라 하여
강제로 예금시켰고,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원천 공제하여 이를 강제로
예금시켰으며, 이 밖에도 買物預金 및 遊興預金 등을 강행함으로써 저축증
강운동은 강제적인 조세수탈의 성격을 띠어 갔다고 한다. 최태호, ｢5. 재
정․금융정책｣,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국사편찬위원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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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향사비, 영보단 제수비, 거사단 제수비(20원), 칠총 제향비, 제관
들의 온천비 등 제례와 관련한 비용과 더불어 소속 토지 관리 비용과
각 건물의 담장, 전등료 등 보수 유지비용, 간부 歲儀, 당직 월료, 거사
단 농회비 등이다.48) 1940년 10월의 회계를 보면 숭의계의 실제 남은
금액이 5,355원 40전이다.
기영회가 관장하는 지역의 제례 중에서 특히 송공단의 개보수시에는
별도의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 기영회 재정운영의 지출 내역에서 송공
단을 단장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몇 차례의 회의를 가진 비용이 기재
되어 있지만, 실제 송공단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마련해둔 것
에서 사용하거나 크게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부금을 받아
서 소용되는 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36년 6월 송공
단의 門路를 새로 만들 때 기부를 받은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때 기
부한 사람은 26명이었는데, 대부분 기영회에 소속된 인물들이며 기장,
양산, 구포, 울산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때 이들
이 모을 액수는 1,009원인데 입금된 것은 970원이고 미납된 것은 39원
이었다.
이렇듯 기영회정일기와 숭의계도록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1930
년대 중반에서 1945년까지 기영회의 일상을 잘 보여준다. 기영회가 숭
의계를 조직하여 동래지역의 송공단, 영보단, 관왕묘, 거사단의 각종
제례를 관장한 사실은 기영회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근대 이전부터
행해져 온 것이 근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영회정일기의 연대가 1937년 이후 준전시체제와 1941년 이
후 전시체제를 포함한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통상적으로 전시체제기
48) 1936년 송공단의 문로 신설과 관련한 자료로는 宋公壇門路新設時義捐錄
이 남아 있다. 이 책에는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과 기부금이 기록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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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영회정일기에는 신사참배와 국방헌금, 天引預金과 같
이 일제가 식민지 조선인에게 강제했던 지출 내역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영회 조직에서 이것을 조직의 수입과 지출의 재정과 관련하
여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보여준다. 중요한 사실은 준전시체제에서 전
시체제의 전쟁 상황으로 가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지출 내역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일상적인 지출 또한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기영회
전체 재정으로 보면, 재정 수입 자체가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점
은 매우 흥미롭다. 즉 전쟁화로 가는 비일상화적 국면에서 기영회의 일
상적인 지출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기영회의 경제기반이 그만큼 탄탄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이것이 근대 이후 현대까지 기영회가 존속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 연구는 한말 식민지기 동래지역 노년연령집단인 기영회의 사회활
동과 경제기반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기영회의 활동과 역할을 논의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기영회의 경제 기반에 중점을 두었다.
동래 지역 기영회는 한말 구체제의 해체과정에서 현재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이라 할 동명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각종 의례를 주관하였다. 이같이 기영회 조직이 교육사
업을 비롯한 또 다른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기반이 뒷
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밝혀 보았다. 이렇듯 이 연구는 식민지기
노년연령조직인 기영회의 역할과 위상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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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지역의 퇴임한 무임과 향리들이 1846년에 결성한 기영회는
1907년 전 재산을 기부하여 동명학교를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였

고, 이후 1922년에는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영회
의 후손들이 그들의 재산을 분배하여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기영회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동래지
역사회에서 근대 엘리트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
어 식민지기에 송공단, 칠총제(동래의총), 거사단, 영보단, 관왕묘 제례
등 각종 의례를 주관하면서 전통문화의 창출도 주도하여 나갔다. 이렇
듯 기영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학교를 설립하고 각종 의례를 집
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 나갔던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영회가 청년 단체인 속영회를 조직하고 후원하였
다는 것이다. 한말 식민지기 청년은 그 시대를 담당할 새로운 지식인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과거 전통의 상징인 기영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
었을 것이다. 이러한 ‘청년’이라는 근대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
하여 기영회의 하부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속영회가 조직된 것이다. 속
영회는 그 出自가 기영회와 마찬가지로 향리나 무임 내지는 이들의 후
손들이 만든 조직으로 기영회사업을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기영회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변화에 청년 단체인 속
영회를 조직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한편 기영회가 이러한 교육사업과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조직의 재정구조와 운영이 탄탄한 것이 큰 기
반이 되었을 것이다. 기영회의 지출과 수입 즉 재무 구조를 수록하고
있는 기영회정일기를 통해 이러한 근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영회의
제반 활동의 경제적 출자를 알 수 있다. 기영회 재정운영을 담당한 임
원들은 동래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기영회의 수입은 주로 토지에서 마련되고 있었고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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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영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기영회 조직의 유
지를 위한 일상적인 비용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영회의 일상적인 활동은 동래지역사회에서 기영
회의 역할과 연망,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 등을 잘 보여준다. 또한 기
영회에서는 일상적인 재정운영 외에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서 지역사회
의례를 뒷받침하고 주관하여 나갔다. 즉 19세기 중반 이후 결성된 기영
회가 한말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해 오면서 의례를 집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기영회 조직이 지역민들에게 일정한 권위를 부여받으
면서 식민지기 지역사회의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간 사실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2017년 5월 31일에 투고 되어,

2017년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7월 1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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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ial Activities and Economic
Base of in Dongnae County from the
Great Han to Colonial Korea, 1945
Son, Suk-Kyung
This research aims to reveal social activies of Guyyoungheoi,
which is Dongnae County’s old aged group and economical
foundation that support these activities. In this study, I especially
gave attention to economical foundation of Guyyoungheoi. This is
because even though Guyyoungheoi carried out massive project
such as founding and running school, there was no revealed
concrete finance. This financial foundation connected to authority
secure of old aged group, which was important for them to create
tradition in colonial era. So study focusing on correlation between
Guyyoungheoi’s social activities and economical foundation will
contribute to revealing Guyyoungheoi’s role and status in colonial
era.
As you know, Guyyoungheoi founded Dongmyuong school, which
is now Dongnae high school, and switched to public school. This
gave foundation of elite produce to Dongnae county society. Also
Guyyoungheoi

organized

Sungeuigae(崇義契),

which

organized

rituals of local society so that they could actively interven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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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nstral rites. Although in 1920, numerous financial and social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none of them could replaced activities
and position of Guyyoungheoi in local society.
Meanwhile, Guyyoungheoi organized Sokyoungheoi to respond to
new change of modern for Youth. Guyyounghoi would surely be
target of criticism because colonial Youth meant leading intellectual
that take on the era. Guyyounghoi show respond toward this change
by organizing Sokyoughoi.
The reason why Guyyounghoi was able to continue educational
service and other activities is their ecological foundation. If we look
at financial structure and operation of Guyyounghoi, income was
mainly founded by land, and outcome was used in various way
related to Guyyounghoi’s activities. Also, Guyyounghoi actively
involved in and financially supported local events. And local ritual
could be authorized by local resident because of special finance.
Due to an ageing society, attention toward to old age was
increased. In this side, research about sociocultural role of old aged
group possibly provide new prospect in discourses about aging
society.
Key Words : Dongnae County, Guyyoungheoi(耆英會),
Sokyoungheoi(續英會), local military official, local
clerk, local elite, rituals, old aged group, old aged
organization, social activities, economic b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