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후기 開城府 일  關防體制의 정비와 

財政의 추이

노        구

1. 머리말

2. 17세기 후반 흥산성 축조와 개성부

의 리

  1) 병자호란 이후 개성 방어 체계의 

정비와 흥산성 축조

  2) 개성부의 흥산성 리와 방어체

제 개편

3. 18세기 개성 일 의 방체제 정비

  1) 18세기 반기 개성 일  방체제 

정비와 군병 ‘全屬’ 

  2) 조  개성 일  방어 체계의 정

비와 군역 정액화

4. 맺음말

1. 머리말

개성은 고려의 都로서 조선 기부터 그 요성이 인식되어 주와 함께 

유수부가 설치되었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건국 기 한성으로 수도를 옮

긴 이후 개성부는 開城留後司로 개칭하고 주변의 수 개 을 할 구역으로 

두기도 하 다. 이는 都의 리와 더불어 한성의 주변 방  거 으로 역할

을 기 한 것이었다. 이는 개성의 지리 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개성은 

황해도와 京畿의 사이에 치하여 북방으로부터  침입시에는 황주에서 岊

嶺을 넘어 산-서흥-평산- 천을 지나 서울로 들어오는 남북 直路의 마지막 

길목에 자리잡은 교통상의 요충지로서 군사 으로 매우 요한1)지역이었다.1) 

한 지형 으로도 개성은 북부에 작은 산맥인 천마산백과 수룡산맥이 좌우

1) 擇里志, 八道總論 ｢黃海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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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뻗어 있고 천마산(762m), 수룡산(716m) 등의 높은 산이 솟아 있고 남쪽으

로는 임진강, 성강이 흘러 방어하기 유리하다.2)2)

특히 18세기 들어 도성 심 방어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한성을 둘러

싼 주, 수원, 江都와 함께 개성부는 이른바 4都의 하나로서 한성을 외곽에서 

호 하는 군사 도시의 역할도 아울러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개성 주변의 방

어 체계도 면 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개성의 군사  요성의 강조는 이에 

수반하여 이 지역의 재정 인 확 를 가져왔고 아울러 한성의 상업  기능을 

보완하면서 개성의 기존 상업 도시 인 면모를 일신시켰다.

조선시  개성에 해서는 그동안 조선후기 상업 발달과 련하여 이 지역

의 상업 연구를 심으로 연구가 지않게 나타났다.
3)
3)그러나 유수부로서 개

성부가 가진 특징 인 요소에 해서는 수원 등 다른 유수부에 비해 연구가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4)4)특히 조선후기 군사 인 요성이 증가하는 개성의 

군사체계에 해서는 흥산성 축조와 련하여 일부 연구에서 언 된 것 이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개성의 상업사 연구가 주를 이루던 기

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 지역의 지성사, 재정사 방면의 연구도 나타

나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상업 심지로서 개성이 가지는 치를 통해 개

성이 조선후기 실학 혹은 北學 사상의 주요 근거지  하나 음을 밝힌 논문

이 제출되었다.5)5)이와 함께 김태웅은 정조  개성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개성

부의 재정구조 변동과 이에 따른 이 지역 재정의 기에서 찾는 의미있는 연

구를 발표하 다.6)6)이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개성부의 재정 구조의 일단을 확

인하여 개성부에 한 기존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그 재정 기

2) 개성 일 의 자연 환경에 해서는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3 북한지지요람, 통
일원, 46-47면 참조.

3) 강만길, 1972 ｢개성 상인 연구-조선후기 상업 자본의 성장-｣, 한국사연구8 ; 박
평식, 1998 ｢조선 기 개성 상업과 개성 상인｣, 한국사연구102 ; 고동환, 2001 ｢조

선시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54.
4) 이존희, 1983 ｢朝鮮王朝의 留守府 經營｣, 韓國史硏究47.
5) 유 학, 1993 ｢朝鮮後期 開城知識人의 동향과 北學思想 수용; 崔漢綺와 金澤榮을 

심으로｣, 규장각16 ; 원유한, 2000 ｢실학 요람으로서 開城의 치｣, 충북사

학11․12합집.

6) 김태웅, 1999 ｢조선후기 개성부 재정의 기와 행정구역 개편｣, 한국사론41․42

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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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개성부만의 특징 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당시 조선의 지방 재정 

반에서 일어나고 있던 특징 인 측면과의 유기 인 분석은 다소 부족한 아

쉬움은 남아있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 국방 체제의 변화에 따른 개성부와 주변 일 의 군사

 상의 변화와 방어 체계 정비 양상을 살피고 아울러 개성부의 군사, 재정

인 특징을 추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조  집 으로 이루어지는 개성

과 주변 지역의 關防 시설의 정비와 이에 다른 軍額 정액화 과정에서 나타나

는 개성부 재정의 변화 양상을 추 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성 일  방 체계

의 정비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개성부 재정의 부족 양상을 극복하기 한 노

력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18세기 이후 반 으로 확 되던 조선후기 

지방 군 의 재정에 따라 앙 군 에 하던 개성부 재정이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함께 보이고자 하 다. 한 17세기 후반 이후 극 으로 

추진되던 조선의 북방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개성 일  방어 체

제의 정비의 내용을 밝히기를 기 한다.

2. 17세기 후반 흥산성 축조와 개성부의 리

1) 병자호란 이후 개성 방어 체계의 정비와 흥산성 축조

지리 으로 개성 일 는 평양에서 한성으로 내려오는 의주 로가 지나가는 

교통상의 요충이었다. 신경 의 道路攷에 의하면 서북 지역의 주요 직로는 

의주에서 평양, 개성을 지나 한성으로 내려오는 이른바 의주 로가 표 이

다. 그러나 東輿圖 등의 고지도에 의하면 이 의주 로 이외에 개성으로 내

려오는 길로는 평양에서 三登, 遂安, 新溪를 지나는 내륙의 다른 길이 있는

데, 이 길은 平山에서 의주 로와 합류하고 있다(<그림 1>참조).
7)
7)실제 이 길

은 인조  규모 내란인 이 의 난 때 반란군이 이용하기도 하 다.8)8)따라

서 평양을 지나 남하하는 군을 지하기 해 평산, 개성 일 의 방어는 한

7) 김정호, 東輿圖(서울 학교 규장각 인본 23면).

8) 비변사등록 제1책, 인조 2년 1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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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방어에 있어 매우 요한 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東輿圖에 나타난 평산 지역의 도로망)

지형 인 측면에서 볼 때 평지가 많은 평산 지역에 비해 개성부는 앞쪽에 

높은 산악 지 가 횡으로 펼쳐져 있어 평산보다 방어에 매우 유리한 장 이 

있었다. 따라서 병자호란 이후 북방의 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개성부는 행

정 인 의미와 함께 군사 인 요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인조  들어 조선과 청나라의 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성 일  방어의 

요성은 매우 높아졌다. 청나라와 쟁이 일어날 경우 개성은 국왕 인조가 

출정하여 조선군을 지휘하는 지역으로 고려됨에 따라 이 지역의 군사 체제의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9)9)특히 이 의 난 때 이 의 반란군이 평산의 馬灘 

일 에서 군을 패배시키고 이어서 개성에 한 기존의 근로인 靑石洞이 

아닌 그 동쪽에 있는 山猊 지역으로 우회하여 개성을 함락시켰다.
10)10)따라서 

 9) 인조실록 권3, 인조 원년 11월 戊申.

10) 인조실록 권4, 인조 2년 2월 壬辰, 辛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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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에 치하여 방어에 어려움이 많은 평산 방어보다는 개성 방어의 요성

이 높아졌고 청석동 심의 개성 일  방어 체계의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그

에서 牛兎(우 , 토산)에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통로와 평산에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猪灘․산  통로에 한 방어의 요성이 높아졌다.
11)11)그러나 병자

호란 이후 청나라의 감시로 인해 조선은 城池를 새로 수리하거나 신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개성 지역의 실질 인 방어 체계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2)12)

병자호란 이후 거의 붕괴되었던 서북 일 에 한 방 시설의 정비는 숙

종 즉   청나라에서 일어난 규모 내란인 三藩의 난을 계기로 본격 으

로 시작되었다. 삼번의 난을 계기로 南人의 수인 허 과 윤휴를 심으로 

北伐 비의 일환으로 都體察使府(이하 體府)가 복구되었다. 그리고 도성 주

변의 방어 체계 반에 한 정비에 착수하 다. 개성 지역의 경우 개성 주변

의 주민 피난을 해 박연폭포가 있는 天摩山 일 에 한 축성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13)13)이후 윤휴 등의 반 에도 불구하고 허 의 강력한 주장

으로 이곳에 성곽 축조가 착수되어,14)14)이듬해인 숙종 2년 4월 體府의 鎭으로

서 大 山城이 완성되었다.
15)15)石築으로 이루어진 이 흥산성은 둘 가 5,997

보에 달하고 1,530개소의 城堞과 6개소의 성문을 갖춘 형 성곽이었다.16)
16)

새로 축조한 흥산성의 수비 강화를 해 개성, 풍덕, 천, 평산, 배천, 연

안 등 주변 고을의 新出身을 모두 이곳에 배속시키고, 이어서 방어에 필요한 

軍器의 확보를 해 한성의 軍器寺에 보 되어 있는 조총 등의 무기를 이곳

으로 옮기기도 하 다.17)17)아울러 흥산성에 필요한 군향  군졸의 확보를 

해 인근 지역에 屯田을 설치하고 아울러 瑞 , 遂安, 谷山에 있는 수 개처의 

11) 인조실록 권25, 인조 9년 7월 丙子.

12) 비변사등록 제10책, 인조 24년 4월 2일 ; 비변사등록 제14책, 효종 원년 8월 17일.

13) 숙종실록 권3, 숙종 원년 5월 癸未.

14) 숙종실록 권4, 숙종 원년 9월 癸卯.

15) 숙종실록 권5, 숙종 2년 4월 丁丑. 도체부의 복설과 흥산성 축조 과정에 

해서는 이태진, 1985 조선후기의 정치와 軍營制 변천, 한국연구원, 189-193면 

참조.

16) 송도지 권3, ｢關防｣ 흥산성 조(여지도서 상, 보유편 970면).

17) 비변사등록 제33책, 숙종 3년 12월 27일 ; 비변사등록 제34책, 숙종 4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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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과 훈련도감 소속 둔 으로 이천, 평강에 있는 둔 을 體府로 이속시키도

록 하는 조치를 취하 다. 이 둔 의 주민은 牙兵으로 편성하여 각 屯田의 別

의 지휘하에 비상시에는 흥산성에 들어가 방어하도록 하 다.18)
18)

흥산성이 완성되면서 산성 주변의 嶺隘에도 關防 시설이 설치되면서 이 

지역 방어 체계가 반 으로 정비되기 시작하 다. 숙종 2년 4월 흥산성 

동북쪽에 있는 고개인 白峙에 성을 축조하고 鎭을 설치하 다. 그리고 방어 

책임자로 僉使를 임명하도록 하 다.
19)19)白峙는 천과 토산의 間路에 치한 

고개로 이곳을 지나 내려가면 곧바로 임진강과 통하는 개성부 동북 지역의 

요해지 다.20)20)백치에 僉使가 최 로 임명된 것이 숙종 4년 8월인 것으로 보

아 이곳에 성곽이 축조되고 방어 체계가 일단 정비된 것은 이즈음으로 생각

된다.21)21)

숙종 반 흥산성의 축조와 방어 병력  군향의 확보, 그리고 주변 방

의 정비 등 여러 조치를 계기로 흥산성은 개성과 황해도 남쪽 지방 군 의 

핵심 방어 거 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흥산성 방어 체계의 정비

를 계기로 기본 인 도성 외곽 방어 체계의 윤곽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 

흥산성 축조 이후 황해도 지역의 방어체계도 반 으로 정비되었다. 황해도

와 평안도 경 지 인 황주, 산, 서흥, 수안, 곡산의 주요한 嶺隘를 연결하

는 산악 방어선의 정비에 착수하 다. 이는 숙종 6년  ｢黃海道關防事目｣으

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서북 지방에 한 충분한 방어의 종심을 확보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22)
22)

남한산성에 비견될 정도로 착실히 진행되던 흥산성의 방어태세 정비는 

숙종 6년 반 南人 세력의 실각으로 기를 맞게 된다. 남인의 실각을 계기

로 體府는 폐지됨에 따라 흥산성을 주 할 기 이 없어졌다. 따라서 흥산

성의 군향과 군기를 리하기 해 管理所를 따로 설치하고 그 책임자로 당

18) 숙종실록 권5, 숙종 2년 10월 壬子.

19) 숙종실록 권5, 숙종 2년 4월 乙丑.

20) 大東地志 권2, 京畿道 四都 開城府 ; 海西邑誌 1책, ｢金川郡邑誌｣ 關阨(邑
誌12, 아세아문화사, 44면).

21)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8월 戊寅.

22)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정월 丙申. 조선후기 황해도 지역의 嶺隘 방어체계에 

해서는 고승희, 2006 ｢조선후기 황해도 直路 방어체계｣, 한국문화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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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리사를 두었다.
23)23)숙종 8년에는 리사마 도 하고 비변사의 당

상 1명이 흥산성의 군량미와 포목 등을 직  리하도록 하 다.24)24)즉 흥

산성의 리 주체가 體府에서 비변사로 옮겨지면서 흥산성의 리 체계는 

이 보다 다소 약화되었다. 

를 들어 비변사 리 체제로 넘어간 직후 숙종 10년에는 흥산성에 비

축된 軍 를 송도 상인들이 멋 로 빌려가기도 하고25)25) 흥산성의 군향 1만

석 에서 2천석을 江都로 운송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 다.
26)26)산성에 

한 리가 허술해지면서 흥산성을 포기하고 신 양주의 洪福山에 산성을 

축조하여 흥산성의 물자를 옮기자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 다.27)27) 흥산성 

소속의 모집한 백성들에 한 우가 낮아지면서 이들이 도산하거나 유리하

는 경우도 나타났고 심지어 백성들의 원소속 고을에서 이들을 징발해가는 사

례마  있었다.28)
28)

군사 인 요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흥산성의 존재 가치가 완 히 부정

된 것은 아니었다. 숙종  북벌 비에 따른 군비 확장 과정에서 서북 지방

의 여러 방 시설의 신설과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주요 直路 상에 치한 嶺

隘에 鎭이 설치되고 산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규모 군의 

공격을 효과 으로 방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규모 

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서북 지역의 직로 상에서 군을 막기 어려웠으므로 

백마산성(의주부사), 용골산성(용천부사), 철옹산성(兵使), 자모산성(監司) 등 

주요 군  인근의 산성으로 들어가 自衛하는 수 에 불과하 다.29)29)따라서 보

장처로서 흥산성의 상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개성 인근 주민들의 피난처

로서 의미는 남아 있었으므로 이의 리는 요한 문제 다. 

23)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5월 丙申.

24) 비변사등록 제36책, 숙종 8년 6월 7일.

25) 비변사등록 제38책, 숙종 10년 9월 13일.

26) 비변사등록 제37책, 숙종 10년 1월 20일.

27)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10월 辛巳.

28) 비변사등록 제37책, 숙종 10년 1월 20일.

29) 비변사등록 제45책, 숙종 17년 12월 19일. 숙종 반기 평안도 지역의 방어 체

제 정비 양상에 해서는 노 구, 2004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內地 거 방어체

계｣, 한국문화34, 2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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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성부의 흥산성 리와 방어체제 개편

삼번의 난 이후 안정 이었던 청나라와 주변 정세는 숙종 17년에 들어서면

서 다시 유동 으로 변하 다. 청나라 關外 지역에서는 몽고 등 주변 민족과 

계속 투가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가 원을 버리고 

자신들의 발상지인 寧古塔 지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고려하기30)시작하 다.
30)
 

따라서 의주에서 한성에 이르는 사이의 방어상 요지에 한 방어 체제 검

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성은 황해도 남부와 경기 북부 일  방어의 핵심

인 거 으로 주목되었다. 특히 의주 로가 지나가는 개성 북부의 요충인 淸石

洞 일  방어의 요성이 본격 제기되었다. 

청석동은 좌우 우리가 연이어 있는 20여리의 깊은 계곡으로 平山, 金川에

서 개성을 거쳐 서울로 들어가고자 할 때 가장 가까운 통로에 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이었다. 한 도로가 소하여 방어하는 측에는 매우 유리한 지형

을 가지고 있었다. 한 청석동은 거리상으로도 흥산성과 10여리 떨어진데 

불과하 으므로 흥산성 방어와 연계한 방어가 가능하고 개성의 방어군을 

곧바로 이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등 개성 방어의 핵심  지역이었다.31)31)따라

서 흥산성과 청석동을 거 으로 하여 북방으로부터의 침입에 비하기 

한 개성 주변의 방어 체계 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이 지역

의 효율 인 방어 반 인 방어 책임을 개성 유수에게 일원 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숙종 17년 이후 흥산성의 리 책임을 개성유수에게 맡긴 것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그해 8월 21일 마련된 ｢松都大 山城措置節目｣에 따라 개

성 유수가 평소 흥산성의 리를 담하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개성의 士民

을 거느리고 산성에 들어가 수비하거나 상황에 따라 개성의 要害地인 靑石洞

에 나아가 군을 요격하도록 하 다. 특히 이 목에서는 개성부  황해도 

남부의 豐德․延安․白川․金川․平山, 그리고 경기 북부의 積城․朔寧․麻

30)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2월 庚辰. 숙종  고탑회귀설에 해서는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 과 천하 의 변화, 일지사, 68-70면에 자세하다.

31) 비변사등록 제45책, 숙종 17년 5월 5일. 청석동의 군사  요성과 의미에 

해서는 윤일 , 1987 ｢關彌城位置 ｣, 국민 학교 석사학 논문, 53면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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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漣川 등 주변 고을의 出身을 모두 흥산성에 소속시켜 留守軍官으로 편

성하도록 하 다. 한 蒜山鎭 등 황해도 일  11곳의 주요 鎭도 흥산성의 

직 인 지휘는 받지 않지만 상황 발생시에는 흥산성과 상호 조하도록 

하 다.
32)32)즉 개성 주변의 방어 반을 개성유수가 책임지도록 하고 동시에 

황해도 일 의 반 인 방어도 개성유수가 부분 으로 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보다 군사  역할이 매우 요해진 개성유수는 비변사의 당상으로 

임명하도록 하 다.
33)33)개성유수에 한 흥산성  주변 지역의 방어 책임 

부여는 이 시기 군사 , 재정  측면에서 요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 다. 

먼  군사 인 측면에서 보면 이 에 청나라의 공격에 응하기 해 산성 

주의 수세 인 조선의 방어 략이 이제 기존의 산성 방어와 함께 도로에 

연한 요해지 방어 략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 시기 西路 방어

를 한 險阻로서 평안도의 曉星嶺․청천강․ 동강, 황해도의 洞仙嶺, 개성의 

靑石洞과 임진강 등이 지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 한다.
34)34)이는 

의주 로에 연한 주요 嶺隘  강안이 방어의 심 거 으로 고려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성 방어의 도 의주 로에서 다소 벗어난 외진 지

역인 흥산성에서 도로에 연한 청석동 지역으로 차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주 로에 연한 청석동  주변 지역에 한 방어를 강화하기 해 이

에 개성유수의 역할이 흥산성 방어에 을 두던 것에서 이제 필요시 청

석동 지역으로의 출동이 있을 경우에 비한 필요가 있었다. ｢松都大 山城措

置節目｣은 흥산성의 군병을 거느리고 산성을 지킬 책임자로 개성부 經歷을 

지명하고 종사 의 호칭을 더하도록 하 다. 흥산성 리와 방어를 해 개

성유수가 비국 당상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개성부 자체 군사로서 개성과 장단, 

천, 배천, 평산 등 주변 군 의 군병 1천여 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편성하

다. 아울러 出身 200명을 모아 편성하면서 개성은 실질 인 하나의 독자 인 

軍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35)35)개성부가 독자 인 軍門으로의 성격을 함께 가

32) 비변사등록 제45책, 숙종 17년 8월 21일.

33) 비변사등록 제46책, 숙종 18년 1월 13일.

34)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5월 庚寅.

35) 비변사등록 제46책, 숙종 18년 3월 4일 ;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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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따라 군사  측면 이외에 재정 인 측면에서도 지 않은 변화가 나타

났다. 

독자  군문의 성격을 띤 개성부는 재정 인 측면의 변화는 독자 인 재정 

운 권의 확보를 들 수 있다. 먼  흥산성의 軍資, 軍  등을 자체 으로 운

할 수 있게 되었다. ｢松都大 山城措置節目｣ 반포 이후 개성부에 의한 흥

산성의 리 기에는 이 의 리 주체 던 훈련원 등의 다소 제약을 받기

도 하 지만,
36)36)이후에는 흥산성에 비축된 軍 銀 등을 개성부의 군수청으

로 옮기는 등 개성부에서 자체 으로 운 할 수 있게 되었다.37)37)그러나 흥

산성의 리는 동시에 개성부 재정에 지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즉 그 이

에는 개성부에서 지 하지 않았던 흥산성 소속 中軍이나 軍官들의 료

에 한 부담을 직  지는 등 지출 부담이 매우 증가하 다.38)38)이외에도 흥

산성의 墩臺 등 성곽 방어 시설의 보수 등에도 지 않은 경비가 들어갔다. 

이에 비해 흥산성의 군량 還上가 제 로 거두어지지 않아 逋欠된 것이 매

우 많은 실정이었다.39)39) 흥산성의 리 부담이 새로이 추가된 데 비해 추가

인 재정 확보는 히 이루어지지 못하자 개성부의 재정 상태는 이 보다 

더욱 열악해졌다. 

실제 개성부가 흥산성을 리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개성부에서 이 부터 

부담하던 칙사 과 강 開 의 接應 비용으로 인한 재정 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한 안으로 인  군 의 

일부 面을 개성부에 소속시켜  것을 요청한 것은 개성부의 바로 이러한 어

려운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40)40)조정에서는 개성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

기 해 江都나 賑恤廳에서 과 錢을 개성부에 지 하기도 하 으나 이 역

시 임시 미 인 것이었다.41)41)이와 함께 개성유수 이 징의 건의로 개성부에

서 새로 銅錢을 주조하여 칙사  비용[勅 ]과 軍 에 보태도록 하기도 하

36) 비변사등록 제46책, 숙종 18년 3월 4일.

37) 비변사등록 제47책, 숙종 19년 12월 27일.

38) 비변사등록 제46책, 숙종 18년 3월 4일 ; 비변사등록 제52책, 숙종 28년 윤6

월 23일.

39) 비변사등록 제52책, 숙종 28년 윤6월 27일.

40) 숙종실록 권25, 숙종 19년 9월 壬寅.

41) 숙종실록 권31, 숙종 23년 윤3월 癸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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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2)42)空名帖을 발 하여 軍器  칙사  비용의 마련을 도모하기도43)하 다.

43)

개성부의 재정 부담 증가 문제는 기본 으로 앙의 軍營 등에 의한 지방

에 한 과도한 재정 부담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양란 이후 신설된 앙의 

여러 군문은 필요한 군액을 확보하기 해 지방에 거주하는 良丁을 해당 고

을을 거치지 않고 직  입속시키는 ‘直定’ 상이 범 하게 나타났다.44)44)이

러한 直定 상은 앙의 군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도의 監營과 兵營 등

에서도 소속 牙兵과 隨營牌 등의 군액을 규모로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收

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군 의 소속의 良丁이 부족하여 자체 인 재정 확보

에 지않은 부담을 주었다.45)45) 한 각 군문에서는 자체 인 재정 확보를 

해 국의 각지에 屯田을 설치하고 屯民을 모집하여 인  鎭을 방어하도록 

하 는데 이 한 각 군 의 자체 인 군액  재정 확보를 어렵게 하 다.

이러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규모 쟁시 북방 지역에 한 실질 인 방

어를 포기하고 보장처인 江都를 심으로 持久戰을 구상하고 있던 조선 조정

의 입장에서는 도성과 경기 일 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주요 군 의 증강 

문제는 매우 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 군 의 자체 인 군액 확보는 언

제나 우선 순 에서 릴 수밖에 없었다. 개성부의 재정 문제는 기본 으로 

군사 인 요성이 강조되었던 앙의 군문 등의 과도한 군액 확보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성 방 체계에서 개성부가 차지하는 요성이 

차 높아지고 이의 일환으로 흥산성의 리 등의 책임을 맡게 되면서 개

성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42) 숙종실록 권23, 숙종 17년 10월 甲辰.

43) 비변사등록 제59책, 숙종 36년 4월 21일.

44) 直定의 의미와 폐단에 해서는 정연식, 1985 ｢17․8세기 良役均一化政策의 추

이｣, 한국사론13 ; 백승철, 1990 ｢17․18세기 軍役制의 변동과 운 ｣, 이재룡

박사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한울, 525-527면 참조.

45) 숙종실록 권31, 숙종 23년 12월 癸丑. 조선후기 牙兵의 속한 팽창 양상에 

해서는 송량섭, 2003 ｢17․18세기 牙兵의 창설 기능｣, 조선시 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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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세기 개성 일 의 방체제 정비

1) 18세기 반기 개성 일  방체제 정비와 군병 ‘全屬’ 

숙종 30년을 후하여 조선의 방어 략에는 지않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다. 숙종 20년  반부터 서해안 일 에 차 출몰하기 시작한 소속이 분명

하지 않은 외국선인 荒唐船은 숙종 30년을 후하여 조선에 지 않은 으

로 다가왔다.46)46)이에 따라 海防에 한 논의가 본격 으로 제기되기 시작하

다.
47)47)특히 숙종 36년경에는 규모 海賊이 국 요동 지방의 해안에 출몰하

고 이는 조선에도 지 않은 으로 다가왔다.48)48)서해안 일 에 다수의 

荒唐船이 출몰하자 조선에서는 이를 기화로 해방을 해 城池 수축을 허락할 

것을 청나라에 요구하게 된다.
49)49)그해 11월  해 이 곧 침범할 것이라는 청

나라의 咨文이 도착한 것을 계기로 도성 방어 체제가 면 으로 정비되기 

시작하 다.50)50)아울러 서울에 연결되는 의주직로상에 치한 여러 진보  읍

성에 한 城池 수축이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이는 도성 방어의 

요성이 본격 으로 제기된 것과 한 련을 가진다. 

18세기 들어 都城 일 의 상업  분 기가 고조되면서 도성은 반드시 지켜

야 하는 지역으로 변화하 다. 17세기 엽 한성의 인구는 1657년 80,572인에

서 12년 후인 1669년( 종 10) 194,030인으로 증하는 상을51)보여 다.51) 서

울의 인구가 증하자 이들에게 제공할 막 한 양의 식량과 연료 공 지가 

필요하 고 이를 담당할 서울 근교의 군 들이 상업도시로 발달하 다. 같은 

시기 경기도의 인구는 한성보다 더 증하고 있는데, 1657년 132,947인이었던 

46)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9월 甲子 ;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6월 辛丑.

47) 숙종  황당선의 출몰과 海防 논의에 해서는 이민웅, 1995 ｢18세기 江華島 守

備體制의 强化｣, 한국사론34 참조.

48) 숙종실록 권49, 숙종 36년 10월 戊辰.

49) 비변사등록 제60책, 숙종 36년 9월 30일.

50) 비변사등록 제60책, 숙종 36년 11월 9일. 숙종 30년  도성 방어체제의 정비에 

해서는 이태진, 앞의 책, 238-242면 참조.

51) 이태진, 1994 ｢조선시  서울의 도시발달 단계｣, 서울학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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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1666년 546,237인에 이르러 그 증가율이 무려 310.9%에52)달하 다.
52) 

이는 서울의 인구 증  상업 발달에 따라 서울 근교의 군 이 각종 상품

이 서울로 가는 간 집산지로서 발 한 것과 한 련을 가지는 것이었

다. 따라서 국왕이 江華 등 이른바 保障處로 이동하기 한 시간을 확보하고 

방어 병력의 온존만을 고려하던 방어 략에서 도성 일 를 사수하는 것을 

시하는 방어 략으로의 환은 불가피한 것이었다.53)53)방어 략의 변화는 

도성으로 이어지는 주요 直路상 교통 요지에 치한 邑城과 주요 방의 군

사  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평안도 지역의 경우 숙종 29년 龜城 읍성 축조

를 시작으로 이후 평양, 안주 읍성에 한 면  개수가 이루어졌다.54)54)황해

도의 경우에도 황주 읍성이 조 10년 개축되었다.
55)55)

숙종 28년 우의정 申琓은 사변이 있을 경우 남한산성과 江都로 피난하기보

다 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주장하 다. 이를 해 동선령, 청석동 

등 도성으로 이어지는 직로에 연한 주요 지역의 좁고 막힌 요해처를 信地로 

삼아 사수하도록 하고, 한 京城의 사방 가까운 곳에 도성을 호 하는 고을

인 이른바 輔郡을 두어 도성의 외곽 방어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 다.56)56)이러

한 인식은 이 과 완 히 다른 양상으로 도성 방어를 강화하기 해 북한산

성 축조에 곧 착수되는 것으로 보아 이후 정책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성의 주요 고을을 輔郡으로 정하여 한성의 외곽 방어 거 으로 삼자

는 신완의 주장은 이후 북방 방어의 요충으로 개성의 방어 체계 개편을 가속

화시키게 된다. 

도성과 주변 일 를 방어하기 해서는 도성으로 연결된 주요 直路에 연한 

군 을 심으로 방어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군  소속의 자체 군병의 확보는 매우 요한 문제 다. 도성을 심으로 

국 인 방어 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당시의 군사제도 반에 걸친 변화

52) 양보경, 1994 ｢서울의 공간확 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1.
53) 김 석, 1996 ｢조선후기 國防意識의 환과 都城防衛策｣,  농사론2 ; 김웅호, 

2005 ｢조선후기 都城中心 방 략의 정착과 漢江邊 리｣, 서울학연구24.
54) 노 구, 2004, 앞의 논문, 245-249면.

55)  조실록 권38, 조 10년 6월 癸酉.

56) 숙종실록 권37, 숙종 28년 8월 庚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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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왔다. 많은 수의 良丁이 앙의 군문이나 감 , 병 에 소속되었던 상

황에서 그 군액을 축소하여 지방의 부족한 병력을 代充하고자 한 숙종 30년 

｢五軍門改軍制變通節目｣에 따른 조치가 그것이다. 앙 군액의 감축 조치는 

숙종 28년 양역변통을 담할 釐整廳이 설치되면서 본격 으로 진행된 것으

로, 이 조치로 인해 36,000여명의 앙 군액이 감축되었다. 개성부의 경우에도 

훈련도감에서 리하던 리청 소속으로 松都에 속된 군사들이57)감액되었다.57)

실제 당시에 감축된 앙 군액은 지방 소속 군병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는

데 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에 있던 수어청 군사를 획 받아 군 과 

감  단 의 牙兵이 새로이 창설되기도 하 다.58)58)훈련도감 소속 군병 이외에 

총융청 소속 아병으로서 개성에 거주하는 1,000명의 군졸을 송도에 소속시키

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59)59)이는 개성 지역 방어군의 증가를 가져왔다.

앙 군액의 지방 군액으로의 환으로 인한 지방 군  소속 군병의 증가

와 함께 도성 일 의 방어가 주요한 략으로 채택되면서 개성은 도성 외곽 

지역 방어의 주요 거 인 이른바 輔郡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에 개성의 

방 체계와 군사제도 반에 걸쳐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났다. 먼  개성 일  

방어의 이 다소 궁벽한 지역인 흥산성에서 직로에 연한 요해지인 청석

동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었다. 숙종 36년 10월 司直 이 정은 해 에 비할 

것을 통보한 청나라 咨文이 도착한 것을 계기로 올린 상소에서 외  방어 

책의 하나로 요충인 청석동을 개성유수가 방어하도록 하여 흥산성과 기각

지세를 이루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60)60)이러한 주장은 이후 여러 인들

에 의해 제기되었다. 

숙종 36년 11월 김우항은 청석동 방어를 해 송도유수에게 管理使의 칭호

를 내려 흥산성의 반 인 군사 지휘권을 임하도록 건의하 다.61)61)이에 

따라 이듬해인 숙종 37년 정월 개성유수가 리사를 겸하게 되면서 훈련도감 

57)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2월 甲午. 각 앙 군문의 군액 감축 사업의 진행

상황과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송량섭, 2006 조선후기 屯田 연구, 집문당, 

161-163면 참조.

58) 김우철, 2003 ｢조선후기 강원도 地方軍制의 변천｣, 조선시 사학보24, 202면.

59)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7월 癸酉 ; 비변사등록 제53책, 숙종 29년 8월 1일.

60) 숙종실록 권49, 숙종 36년 10월 甲子.

61) 숙종실록 권49, 숙종 36년 11월 己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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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었던 리청 휘하의 軍官 등 소속 군병에 한 실질 인 통제권도 가

지게 되었다.62)62)이어서 숙종 37년 3월에 마련된 ｢開城府管理使節目｣을 통해 

개성유수는 정2품인 江都의 鎭撫使와 동일한 품계를 가지고 리사를 겸하게 

되었다. 특히 개성부 군병의 징발과 조련 등 개성 지역 일 에 한 반 인 

방어 책임을 지게 되었다.63)63)이 ｢開城府管理使節目｣의 내용은 개성유수가 기

존의 개성부와 흥산성에 속한 군병을 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성에 거주하면서 타 군문에 소속된 군병 체에 한 통제권을 동시에 가

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全屬’ 조치가 그것으로 이는 경내의 주민을 

모두 할하고 여타 잡다한 役名을 없애는 것으로 타 군문에 소속된 개성 거

주민도 이에 해당되었다.
64)64)이러한 조치는 수원에도 함께 시행되었는데 ‘全屬’

이란 군사 으로 볼 때 이른바 ‘獨鎭’을 설치하여 해당 고을이 독자 으로 거

주민을 자체 군병으로 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65)
65)

개성을 독진으로 편성하는 조치로 인해 개성에 거주하는 병조 소속의 騎兵

과 步兵, 어 청 소속의 군병이 먼  개성부로 속되었고, 나머지 砲保 등 

2,404명의 군병 등에 해서도 全屬 조치가 강구되었다. 그리고 인근 고을에 

거주하는 良牙兵과 각종 標下軍 2,600여명 에서 양아병을 개성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바꾸도록 하 다.66)66)이후 개성의 戶口가 계속 어들어 良丁이 부족

한 상태에서도 어 군 戶保 1,300명을 획 하는 등 개성 소속 군병의 강화조

치는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한 기존의 아병 1,200명에 더하여 개성에 거주하

는 어 청 소속 軍保 1,567명이 개성부로 속되었다.67)67)이러한 조치로 인해 

약 3,000명의 아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진화 이후 개성의 군병은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조 에는 6천여 명에 달하게 된다.
68)68)

62) 비변사등록 제61책, 숙종 37년 1월 8일.

63) 비변사등록 제61책, 숙종 37년 3월 6일.

64) 비변사등록 제61책, 숙종 37년 1월 23일.

65) 비변사등록 제64책, 숙종 38년 4월 19일. 獨鎭 조치는 조  들어 더욱 확

되어 청나라와의 국지 인 마찰이나 분쟁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청천강 

북쪽 군 을 심으로 확 되었다(배우성, 앞의 책, 225-227면).

66) 비변사등록 제64책, 숙종 38년 4월 23일.

67) 비변사등록 제67책, 숙종 40년 8월 9일.

68) 비변사등록 제89책, 조 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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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屬’ 조치로 인해 다수의 개성 주민을 牙兵, 軍保 등 개성의 소속 군병으

로 확보함에 따라 방어 병력의 충실화와 함께 개성부의 군사 재정도 다소 충

실해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개성부의 재정을 충실히 하기 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를 들어 흥산성의 군향을 확보하기 해 호조  상평창, 진

휼청  수천 석을 劃給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 다.69)69)이외에도 關西 지

방의 환곡을 흥산성에 이 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성의 還上로 삼아 모곡을 

취하여 수요에 비하도록 하기도 하 다.
70)70)

개성이 獨鎭으로 편성된 이후 모든 재물과 곡식을 유수가 리하게 되고 

軍 를 납부하는 다수의 아병을 확보함에 따라 개성부의 재정은 상당히 안정

되었다. 게다가 역이 좁아 경작지가 어 어려움이 있었던 개성부에서 이

부터 꾸 히 획 을 요구하 던 장단부의 松西面을 개성부에 붙여주는 조치

가 일시 내려지기도 하 다.71)
71)

독진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 개성은 그 지역의 군사 제도도 차 정비되

기 시작하 다. 주로 군포를 납부하다가 명령이 있으면 모여 검를 받는 군

병인 牙兵 이외에도 정  기병 부 가 편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 4년  

일어난 이인좌의 반란인 이른바 戊申亂 당시 동원된 개성의 馬兵 300명의 존

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주로 出身과 選武軍官, 武學, 閑良 등으로 편성된 

정  부 다.72)72)

2) 조  개성 일  방어 체계의 정비와 군역 정액화

독진화 이후 조정의 여러 강력한 조치로 독자 인 재정 운 이 이루어지던 

69) 비변사등록 제65책, 숙종 39년 2월 7일.

70) 비변사등록 제65책, 숙종 39년 2월 12일.

71) 비변사등록 제72책, 숙종 45년 11월 12일. 그러나 송서면 획  조치는 일시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개성 유수 김운택이 경종 원년에 재차 송서면을 개성

부로 이속시켜  것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경종실록 권4, 경

종 원년 윤6월 甲子).

72)  조실록 권19, 조 4년 4월 甲辰. 이는 개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숙종  

후반 이후 각도의 국방상 요지에 수백 명 규모의 각종 명목의 정  마병이 창설

되었다. 이에 해서는 노 구, 2002 ｢18세기 기병 강화와 지방 武士層의 동향｣, 

한국사학보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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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은 곧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표면 인 원인으로는 숙종 후반 이후

의 규모 기근과 역질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잦은 칙사의 

행차도 개성부의 재정을 압박하 다.73)73)그러나 근본 인 원인은 개성이 하나

의 독자 인 군문이 되면서 규모 군병을 유지, 조련하고 개성 일  방어에 

필요한 방 시설을 정비한데 따른 것이었다. 

조  개성부의 소속 군병은 7,700명에 달하 고 군병과 장교의 료 지

도 어 청, 훈련도감과 다름이 없는 독립 인 군문으로 성장하 다.
74)74)숙종

 정비된 개성의 방어체계는 조 4년 일어난 규모 내란인 戊申亂에서 

히 운용된다. 내란이 일어나자 곧바로 黃海 兵使를 시켜 청석동을 지키도록 

하 다.
75)75)그리고 개성의 마병인 別騎衛 3백 명을 한성으로 견하도록 하

다. 개성의 별기  병력은 동작진에 주둔하면서 출정군의 증원 병력으로 참

하 다.76)76)무신난 이후 개성 마병의 군사 인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추가로 

100명의 마병이 증가되어 좌열과 우열 군  400명으로 증가되었다.
77)77)무신난

의 개 과정을 통해 한성을 심으로 한 도성 방  체제에서 개성의 요성

은 충분히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신난을 계기로 조는 도성수비체제의 확립을 극 도모하게 된다.
78)78)도

성수비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주요 방에 한 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조 반기에는 의주 로에 연한 서북 지방 군 의 방 시설에 한 정비

가 본격 으로 이루어졌다.
79)79)이의 일환으로 개성 일 의 방 체제도 정비되

기 시작하 다. 기존의 흥산성의 요성은 속히 약화되어 군량과 기계 등

이 매우 허술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80)80)상 으로 도로망 심의 방어가 

시되면서 도로에 연한 주변 지역에 한 방어의 요성이 다시  커졌다. 

73) 비변사등록 제79책, 조 2년 3월 20일.

74) 비변사등록 제84책, 조 4년 10월 3일.

75)  조실록 권16, 조 4년 3월 癸酉.

76) 비변사등록 제83책, 조 4년 3월 22일.

77) 비변사등록 제107책, 조 16년 8월 13일 ; 비변사등록 제109책, 조 17년 

12월 28일 ; 松都誌 권3, ｢兵制｣(輿地圖書 상, 松都 971면).

78) 조  도성수비체제 확립에 해서는 이태진, 앞의 책, 247-251면 참조.

79) 조 호, 1998 ｢ 조  수성 목의 반포와 수도방 체제의 확립｣, 조선후기 수

도방 체제 서울학연구소, 118면.

80) 비변사등록 제90책, 조 7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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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새로운 방 시설의 설치와 기존 방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조 6년 개성유수 이기진은 청석동은 險阻이므로 군은 이 곳을 통과하

지 않고 인근의 龍峴이나 礪峴으로 우회하여 남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

고 이곳에 새로운 진을 설치하거나 金川의 기존 읍치를 용 과 청석동 사이

로 옮길 것을 건의하 다.81)81)이는 이 의 난 때 이 의 반란군이 청석동을 거

치지 않고 그 의 龍峴을 넘어 내려온 경험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10

월 개성부의 아병 10哨를 내어 산 역 지역에 여 진을 설치하도록82)하 다.
82) 

여 진의 설치와 함께 이 일  방어의 강화를 해 여 진과 청석진이 갈라

지는 곳으로 金川의 읍치를 옮겨자는 의견도 계속 나타났다.83)83)실제 조 7, 8

년에는 계속하여 여 진과 청석동 사이의 평지에 土城을 건설하고 이곳으로 

천의 읍치를 옮기자는 상당히 구체 인 의견도 나타났다.84)
84)

礪峴鎭 건설이 마무리되어 청석동 일 의 근로에 한 방어 체계는 정비

되었지만 개성 일  방어는 아직 결정 인 취약 이 있었다. 개성은 그 지리

인 특성상 산맥이 개성 앞쪽을 지나가는 이른바 ‘橫隔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방어에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군이 청석동을 지나지 않고 북쪽으로 돌

아가서 천이나 평산에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 兎山으로 들어가 삭녕을 거쳐 

그 로 남하할 경우에는 개성을 심으로 한 한성 북부의 지역 방어 체계는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85)(<그림 2> 참조)85)특히 천의 읍치를 기존 지역

에서 남쪽 용 과 청석동 사이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개성 북부 지역 천 읍치의 이동 문제와 함

께 개성 북부 지역 방어 체계의 정비도 요해졌다.

81) 비변사등록 제88책, 조 6년 8월 6일 ; 비변사등록 제88책, 조 6년 9월 7일.

82) 비변사등록 제88책, 조 6년 9월 12일.

83)  조실록 권4, 조 원년 3월 己酉 ;  조실록 권32, 조 8년 12월 辛酉.

84) 비변사등록 제89책, 조 7년 2월 6일 ; 비변사등록 제92책, 조 8년 12월 

11일.

85)  동지지 개성부 ｢鎭堡｣. 개성 북방의 지리 인 특성과 청석동 방어 문제에 

해서는 윤일 , 앞의 논문, 52-53면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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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여지도에 나타난 개성 북부의 산악 지 와 주변 지형)

이러한 에서 숙종 2년 흥산성의 축조와 함께 설치된 백치진의 방어 

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개성 방어의 이 청석동 일 에 두어지면서 조 

반기 백치진 일 의 방어 체계는 상당히 약화된 상태 다.86)86) 한 백치진이 

황해도 천에 소속되어 개성부가 아닌 황해도의 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개성유수의 지휘권이 미치지 못하 다. 따라서 개성 일  방어의 효율성을 기

하기 해 백치진의 할권을 개성부의 리 에 이속시키는 방안이 제안되

었다.
87)87)그러나 백치진 소속 토지와 民卒, 糶糴 등이 모두 황해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백치진의 개성부 이속은 일단 유보되었다. 그 지만 개성 일

의 방어 체계를 개성부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 지역을 함께 통합하여 방어하

는 방안은 계속 강구되었다. 먼  조 18년 11월에는 여 진과 청석동 일

에 한 추가 축성과 함께 개성 주변의 고을인 배천, 천, 장단, 성을 개성

86)  조실록 권32, 조 8년 12월 辛酉.

87)  조실록 권43, 조 13년 정월 己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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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5營의 제도에 하여 이 지역 방어체계를 통합 정비하는 방안이 제

시되기도 하 다.88)88)이에 개성 주변 일  방어의 일환으로 조 29년 천 읍

치가 청석동과 여 진 간인 南面의 金郊 옛 지역으로 이 하게 된다.89)
89)

다음으로 臨津 일  방어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는 개성 후방 지역 

방어의 일환으로 한성 북부의 마지막 방어 거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조 

31년 8월에는 개성에서 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인 臨津과 長山에 墩臺 8

處와 門樓를 설치하 다. 그리고 주목사를 防禦使로 승격하고 장산 첨사를 

그 휘하의 防營 中軍으로 임명하여 지휘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 다.90)
90)

이와 함께 조 32년에는 숙종 43년 천군 소속으로 바  백치진을 다시 

송도로 환속시켜 개성부 책임 하에 이 일  방어를 담당하는 방안이 다시 강

구되었다.91)91)아울러 백치진의 뒤쪽에 있는 천의 大南面과 南面을 송도 

할 아래의 粘石屯과 서로 바꾸도록 하 다. 그러나 이 방안은 황해도의 반

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조 반기 의욕 으로 추진된 개성 일 의 방 시설 정비의 비용은 

으로 개성부의 재원에 의지하 으므로 개성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게 된

다. 군사 활동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 에 따라 개성 소속 아병의 習操는 비

용 문제로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신 아병에게서 防番錢 거두어 이를 

재정에 보태는 실정이었다.92)92)개성의 재정 상태는 18세기 반기 이후 진행된 

지방 소재 營鎭 소속 군역자 정액화 작업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다시 압박을 

받게 되었다.93)93)이 까지 장단 등 주변 군 의 군역자에 해서는 2냥을 걷는

데 비해 개성은 1냥 2 만을 거두었으므로 다수의 인근 주민이 歇役이었던 개

성의 牙兵으로 투속하고 있었다.
94)94)

즉 독진인 개성의 경우 재정 운  방식이 앙의 군문에 하고 있었음을 

88) 비변사등록 제111책, 조 18년 11월 15일.

89) 輿地圖書 하, 황해도 金川 ｢建置沿革｣ ;  조실록 권79, 조 29년 2월 丁未.

90) 비변사등록 제128책, 조 31년 8월 18일 ;御定洪翼靖公奏藁 권31, 軍旅類 ｢關

防｣.

91) 비변사등록 제130책, 조 32년 1월 27일.

92) 비변사등록 제89책, 조 7년 2월 7일.

93) 손병규, 1999 ｢18세기 良役政策과 군역 운 ｣, 軍史39.
94) 비변사등록 제131책, 조 32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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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러나 군역 정액화 작업은 국가의 권력 기 이 지방에 산재하는 

군역자를 자의 으로 악하여 군역을 부과, 징수하는 개별 분산 인 균역 징

수권은 실질 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95)95)동시에 균역법 이후 군역 부

담이 공평해진 상황에서 다른 군 의 주민이 헐역인 개성부의 군역에 투속하

는 상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  고을의 호 장에 이름이 

올라있고 송도의 군역에 편성된 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원 거주지로 환속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96)96)

이러한 조치로 인해 개성의 재정은 곧바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勅

庫 등 개성의 각종 창고 재고가 어들고 다른 군  거주 軍役 를 환속시

킴에 따라 그 代定 의 수효가 부족하여 개성부의 奴軍으로 바꾸는 임시 조

치를 취하기도 하 다.97)97)실제 조 33년의 쇄환 조치로 인해 1,000명의 개성 

군병이 豊德으로 일시에 옮겨짐에 따라 개성의 군액이 감하고 代充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해 개성에서 불법 으로 

이들  일부를 쇄환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 다. 따라서 잠정 으로 세 

式年(9년) 이상 동안 개성의 군 에 入籍된 자는 개성으로 환속하도록 하

다.
98)98)이러한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조 41년에는 쇄환 조치가 더욱 

강화되어 조 12년 이후에 개성의 軍籍에 입 된 자는 모두 본 거주지로 쇄

환하도록 하 다. 인  군 에 거주하던 개성의 군병이 거의 모두 쇄환되면서 

개성의 군병은 개성의 商人이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어 군사 조련은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었다.99)
99)

조 후반까지 타 군 에 거주하는 개성의 군병이 상당히 남아100)있었지만100) 

개성 주민만으로 군액을 충당함에 따라 개성 내부의 군역 부담은 매우 커지

고 재정 상태도 취약해졌다. 각 군 별로 군액이 정해지고 군역 부담이 균등

해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해서는 개성의 행정 구역을 확 하여 호구 

 95) 손병규, 2003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  -재정 앙집권화와의 계-｣, 

조선시 사학보 25.
 96) 비변사등록 제132책, 조 33년 5월 18일.

 97) 비변사등록 제135책, 조 34년 8월 3일 ; 10월 6일.

 98) 비변사등록 제135책, 조 34년 11월 18일.

 99) 비변사등록 제140책, 조 37년 2월 2일.

100) 비변사등록 제153책, 조 4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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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증가시켜 독자 인 재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제기된 방안이 이 부터 논의된 인근 지역을 개성부에 붙이는 이른바 

‘定界劃給論’이었다.101)101)이는 재정 인 측면에서 개성의 재정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개성을 심으로 이 일  방어 체계의 정비를 기하고

자 하는 방안의 하나 다. 이에 따라 조  후반 白峙鎭의 개성부 이속 요구

가 다시  제기되었다.102)
102)

백치진의 개성부 이속 문제는 조 반 이후 여 진과 청석동, 임진  장

산 일  방어 체제의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개성 일  방어 체계 정비의 최종

 단계로서 제기된 것이었다. 백치진은 숙종 17년에 개성부 할에서 천으

로 변경되었지만 황해도의 감 으로부터 260리, 병 으로부터 280리 이상 떨

어져 있어 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히 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만일 군이 의주 로를 놓아두고 곧바로 兎山을 넘어 내려온다면 한

성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 수도 방 에 있어 취약 이 될 수 있

었다.103)103)특히 백치진을 넘으면 개성을 경유하지 않고도 임진강에 도달할 수 

있고104)
104)주요 여울인 戍灘을 건  積城에 도달할 수 있어 조 반 임진 일

에 건설한 임진  장산 일 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백치진을 개성부에 이속하여 흥산성을 심으로 백치진과 여 진을 좌우의 

掎角으로 삼아 요충으로 삼는 방안이 계속 제기되었다.105)105)이는 18세기 반 

이후 육상교통로가 발달하면서 이 에 잘 사용하지 않던 도로가 확충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통로가 개설되던 상황의 반 이었다.106)
106)

백치진의 개성 이속은 백치진과 그 배후 지역인 천의 남면, 소남면의 

개성부 이속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개성 일  방어 체계의 반

인 정비를 한 필요한 재정  소요에 비하기 한 것이었다.107)107)이에 따라 

101) 개성부의 ‘정계획 론’에 해서는 김태웅, 앞의 논문, 676-688면 참조.

102) 비변사등록 제148책, 조 41년 8월 30일.

103) 정조실록 권5, 정조 2년 3월 辛巳.

104) 大東地志 권2, 경기도 四都 ｢開城府｣.

105)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7월 癸卯 ; 정조실록 권23, 정조 11년 5월 戊子.

106) 18세기 반 이후 육상교통로의 발달 양상에 해서는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101-111면 참조.

107) 정조실록 권24, 정조 11년 10월 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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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0년 5월 천의 남면, 소남면, 백치진, 그리고 장단부의 沙川面을 개

성부로 환속시키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108)108)이 조치로 인해 황해도와 

개성부에 한 지역의 방어 책임은 개성부로 확실히 귀속되어 일원 인 방어

가 가능해졌다. 동시에 백치진을 통한 군의 우회 남하를 보다 효율 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백치진의 개성 이속과 함께 청석동 지역의 방 시설 정비도 논의되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청석동은 수 가 지나다닐 정도로 도로가 확장되었

으므로109)
109)이 지역에 한 設鎭  築城 요구가 계속되었다.110)110)청석령 지역

에 한 방어 체계 정비는 순조 3년 12월 청석동 기슭을 따라 3리 규모의 성

을 쌓고 주민을 모아 靑石鎭을 설치하고 첨사를 견하기로 결정되면서 청석

동 지역에 한 방어 책이 완비되었다.111)111)청석진의 설치로 17세기 후반 이

후 다양하게 논의되던 개성 일  방어 체계는 완성될 수 있었다.

4. 맺음말

 19세기  청석진 설치로 완비된 개성 일  방어 체계는 기본 으로 청나

라의 면 인 침입에 한 응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 계가 

안정기에 어들고 청나라의 실 인 침입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면서 서북 

지역의 군사 인 요성이 이 보다 상당히 낮아지면서 개성 일 의 조 한 

방어 체계는 그 효용성이 상당히 의문시되었다. 동시에 과도한 방어 체계의 

유지는 이 지역의 개성부의 재정  어려움을 가 시켰다. 순조 21년 청석진을 

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의 반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2)112)

내륙의 방어체제의 요성이 차 어들면서 상 으로 황해도 일 는 

108) 비변사등록 제183책, 정조 20년 5월 30일 ; 정조실록 권44, 정조 20년 5월 

癸酉.

109)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7월 丁未.

110) 비변사등록 제173책, 정조 12년 8월 18일 ; 정조실록 권26, 정조 12년 11월 

癸未.

111) 비변사등록 제194책, 순조 3년 12월 8일.

112) 순조실록 권24, 순조 21년 11월 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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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防의 요성이 증가하 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해안 일  곳곳에

는 기존의 荒唐船에 더하여 서양 세력의 출 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심지어 

1816년 7월에는 8개의 돛 를 갖춘 국의 형 군함이 珍島에 부속된 섬인 

叨哈島에 정박하고 그 배의 선원들이 섬에 상륙하자 마을 주민들이 모두 집

을 비우고 숨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정도 다.113)113)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반 이후 조선의 방어 략은 차 해안 방어에 이 두어졌고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긴 해안선을 가진 황해도 해안 방어의 요성은 더욱 커졌다. 

실제 19세기 반 해방의 요성이 높아지면서 강 입구에 연한 곳에 진보

가 신설되고 내륙 진보의 가 본격 으로 논의되었다.114)114)이러한 상황에서 

내륙 방어에 을 둔 개성 일  방어 체제도 이후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으

로 보인다. 18세기 편찬된 輿地圖書와 달리 19세기 반 편찬된 大東地志의 

개성부 련 자료에 기존의 내륙 방에 한 내용과 함께 고려시기 성강

을 연한 지역에 축조되었던 永安城, 昇天古城에 한 내용을 추가된 것은 이

러한 사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115)
115)

(필자 : 국방 학교 군사 략학부 조교수)

주제어 : 개성부, 흥산성, 방체계, 백치진, 여 진

투고일(2006.11.7),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22)

113) 備禦  권7, ｢口英咭唎說｣(여유당 서보유3, 585면). 이 배는 충청도 해안인 

馬梁鎭 葛串 일 에도 나타나 지방 원이 조정에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 다

(순조실록 권19, 순조 16년 7월 丙寅). 19세기 서양 선박의 출몰 양상과 기

의식의 고조에 해서는 이병주, 1977 ｢개화기의 신․ 軍制｣, 한국군제사 ; 

근제조선후기편 251-255면 참조.

114) 김명호, 2005  기 한미 계사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81-86면.

115) 大東地志 권2, 개성부 ｢城池｣(아세아문화사 인본,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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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fense System in Gaeseong 

and its neighborhood and the shift of its 

Financial Affairs

Roh, Young-koo *

116)

This articles aims to examine processes of reorganizing the Defense 

System in Gaeseong(開城) and its neighborhood in addition to its financial 

affairs. As a transport center from Northern Broad to Seoul, Gaeseong was 

a places of military importance with a mountainous area to the north of 

Gaeseong favorable to military defence. After the Byeongja war, the 

Gaeseong defense system had to be fundamentaly improved. First of all, 

Daeheung Mountain Fortress(大 山城) was builded during the early Reign 

of King Sukjong and Baekchi Fortress(白峙鎭) was founded to the adjacent 

area. As a part of the Capital Defense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the 

defense system in the whole area of Gaeseong was made at the early reign 

of King Yeongjo. Therefore Yeoheon Fortress(礪峴鎭) was founded and 

military force of Gaeseong were reinforced. The territory and financial 

affairs of Gaeseong were expanded as well. As Defense Plans of the 

communi-cations zone, the defensive installations at the Imjin River were 

established moreover. However because of a threat from Sea Power in the 

early days of the 19th century, the emphasis of Gaeseong Defense was 

gradually shifted to Yeseong River.

Key Word : Gaeseong, Daeheung Mountain Fortress, Baekchi Fortress, 

Yeoheon Fortress, the Capital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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