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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乾隆年間의 八旗漢軍 出旗 정책과 그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황해윤

본 논문은 乾隆 年間에 실시된 八旗漢軍 出旗 정책을 출기 허용 정책과 출

기 강제 정책으로 나눈 뒤 그 영향을 분석한 글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출기한 한군 기인의 수를 부정확하게 산출

한 채 그 영향을 논하였다. 둘째, 출기 정책의 목표ㆍ시행 대상ㆍ실시 방법이 

상이했던 출기 허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 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셋

째, 출기 정책의 실시를 전후하여 팔기한군에 발생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주의

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팔기한군 출기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통

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출기 정책을 세분하여 그 영향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논의의 범주는 八旗 내 漢人 출신 기인 중 八旗漢軍 旗籍에 속한 자로 

국한하였다.

순치~옹정 연간, 漢軍 旗人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官兵으로 복무하지 못

하는 閑散 旗人의 수가 늘어났다. 기인의 경우 문무 관원이나 팔기 관병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팔기한군 내 閑散 

기인의 증가는 한군 기인의 생계 문제로 직결되었다. 건륭제는 이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방안으로 한군 기인의 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건륭 

말까지 京師와 駐防에서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허용 혹은 출기 강제 정책

이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이 중국 통일 전쟁을 수행한 기간에는 팔기한군이 비교적 높

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淸初부터 팔기한군의 지위는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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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ㆍ팔기몽고ㆍ팔기한군 중 가장 낮았다. 이는 팔기한군의 몫으로 할당된 문

무관원ㆍ팔기관병 직의 수가 그 규모에 비해 현격히 적었던 것을 통해 확인된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 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정책이 시행된 것은 一見 자연스럽다. 단 청이 入關하기 이전부터 팔기에 

속했던 한군 기인은 일반 한군 기인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入關 한군 중에서도 엘리트 계층에 속한 자는 팔기만주나 팔기몽고 소속 

엘리트 기인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다. 팔기한군 내부의 이러한 계층 차이는 출

기 허용 대상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건륭 7년(1742)부터는 출기 허용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팔기한군 내

부의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획되었으며 실시 초기에는 京師에서만 

시행되었으나 후에 內地 駐防까지 확대되었다. 옹정 8년(1730과 건륭 3년

(1738) 팔기한군의 兵額을 일부 늘려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

지만 한군 기인의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출기 허용 

정책은 자발적 출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 또 

각 단계별로 출기를 허용하는 자와 불허하는 자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출기 허

용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이 건륭 55년(1790)까지 개정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주된 대상은 팔기

한군 내 하급 관병이나 閑散 기인이었다. 入關 漢軍의 후손은 정책이 최초로 

실시된 이후 20년 간 출기가 불허되었다. 입관 한군 내에서도 팔기한군 내 니

루를 세습해온 집안 출신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출기할 수 없었다. 이 정

책으로 출기된 한군 기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 정책을 통틀어 한군 기인의 규모가 약 60%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산되고, 그 중 절반은 출기 강제 정책의 영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출기 허

용 정책으로 인해 전체 팔기한군 중 약 30%가 출기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륭 19년(1754)부터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강제 정책이 실

시되었으며 건륭 44년(1779) 西安 주방 소속 한군 기인을 출기시킬 때까지 지

속되었다. 그 결과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 중 광주 주방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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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군 기인이 모두 출기되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팔기한군 내부의 한산기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었으며, 출기 허용 정책과는 달리 강제

적으로 집행되었다. 또 한군 기인의 출기를 진행하면서 한군 기인의 몫으로 할

당된 官缺과 兵額을 만주ㆍ몽고 기인의 몫으로 전환하였다. 즉 한군 기인의 일

자리를 줄여 만주ㆍ몽고 기인의 일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정책은 청이 新疆

을 편입한 이후 주방팔기 병력을 재배치한 것과도 관련이 깊다. 청은 통치가 

안정된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 병액을 줄이고 신강 지역에 주둔할 팔기만주ㆍ

팔기몽고의 병액을 늘렸다. 내지 주방에서 감소한 팔기한군 병액 약 16,000명 

分 중 약 75%는 신강 지역의 추가 병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즉 전체 

팔기 내의 실업 문제 해결을 추진하면서 주방팔기 편제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이 정책으로 해당 주방의 팔기병과 이들이 속한 家戶의 모든 한군 기

인이 출기되었기 때문에 전체 한군 기인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축소된 

팔기한군 병액이 전체의 32%인 것을 통해 전체 한군 기인 중 약 30%가 출기

되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건륭 연간 이후에도 출기 허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의 대상이 아

니었던 한군 기인의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규모도 일정 수준을 유

지했다. 경사팔기 내 팔기한군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병력 규모는 

출기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오히려 증가했다. 동북 지역 팔기 주방에서는 조

직ㆍ병력 규모상의 변화가 없었다. 도광 원년(1821) 전체 팔기한군 인정 수는 

약 89,000 丁이었다. 옹정 원년(1723)과 도광 원년 檔案의 비교를 통해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 정책을 전후하여 전체 한군 기인 중 약 60%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절반은 출기 허용 정책, 나머지 절반은 출기 강제 정책

의 효과로 판단된다. 

주요어: 八旗, 八旗制, 旗人, 八旗生計, 旗人生計, 八旗漢軍, 漢軍旗人, 出旗, 

出旗爲民, 出旗 허용 정책, 出旗 강제 정책

학번: 2012-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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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건륭 7년(1742) 4월 건륭제는 八旗漢軍 소속 旗人 중 民人이 되길 원하는 자

가 있으면 이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上諭를 내렸다.1) 청이 入關한 이래 漢軍 

기인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官兵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閑散 기인의 수가 

늘어난 상황이었으며 이는 한군 기인의 생계 악화로 연결되었다. 팔기한군 내 

閑散 기인의 증가가 한군 기인의 생계문제로 직결된 이유는 기인의 경우 문무 

관원이나 팔기 관병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

이다. 인구는 폭증했던 반면, 한군 기인이 근무할 수 있는 관병 직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산 기인의 생계는 청 一代에 걸쳐 점차 곤궁해

졌다.2) 건륭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한군 기인의 수 자체를 줄

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건륭 말까지 京師와 駐防에서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허용 혹은 출기 강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3)에 대해 언급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으며 그 결과 한군 기인의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우

선 엘리엇(Elliott)은 팔기한군을 희생시킴으로서 18세기 당시 위기에 빠진 팔기

제를 구원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주방팔기의 한군 병액이 

10,000~15,000명 分 정도 감소하였다고 주장한 뒤, 이들 한군 관병이 부양하는 

인구까지 합치면 100,000~200,000명 정도의 한군 기인이 출기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4) 그런데 그가 산정한 출기 兵丁 혹은 人口의 최소ㆍ최대 수치 간 

 1) 高宗純皇帝實錄 (이하 淸實錄 은 中華書局 影印本을 이용) 卷164, 乾隆 7년 4월 
壬寅, “朕思漢軍, 其初本係漢人…(중략)…如有願改歸原籍者, 准其與該處民人.”

 2) 李喬, ｢八旗生計問題述略｣, 歷史檔案 , 1985-4, p.92, p.95.
 3) 한군 출기란 팔기한군 소속의 한군 기인이 自意 혹은 他意로 民人이 되는 것을 가

리킨다. 출기한 한군 기인의 戶籍은 旗籍에서 삭제되며, 이후 그 호적은 民籍에 편
입된다.(范傳南, ｢乾隆朝八旗漢軍出旗標準芻議｣, 歷史敎學 , 2010-6, p.11 ; 劉大立 
編, 中國歷史大辭典ㆍ淸史卷(上) ,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2, p.112.)

 4)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nford, Stanford Univ. Press, 2001, pp.33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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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 분석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劉 萌은 

출기 정책의 결과로 한군 기인의 수가 ‘大半’ 감소하였다고 기술하였다.5) 여기

서 중국어 ‘大半’은 절반 이상 혹은 대다수를 의미한다. 즉 劉 萌의 분석 또

한 산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定宜莊은 駐防 소속 한군 기인의 

출기 규모를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였으나 京師 소속 한군 기인에 대해서는 다

루지 않아 그의 연구를 통해 출기 정책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6) 

전체 한군 기인 출기의 구체적 규모를 언급한 연구도 진행되었지만 출기 정책

이 일단락된 이후에 남은 팔기한군 兵額이 2000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치명적

인 오류를 범하였다.7) 그 외 팔기한군이 와해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8)

그런데 팔기한군 출기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약 80년이 흐른 뒤 청 朝廷 

핵심부의 고위 기인 관료들 사이에서 한군 기인을 추가로 출기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도광 원년(1821) 內閣 大學士 伯麟(만주어 인명 불명)ㆍ카

슈가르 參贊大臣 울룽가(Ma. Ulungga, Ch. 武隆阿)는 팔기 생계 문제와 閑散 

기인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팔기한군 출기를 주장하였다. 비

록 건륭 연간에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진행되었으나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실

시된 사실 자체를 몰랐던 한군 기인이 많고 현재 팔기한군의 인구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9) 이는 

건륭 연간에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실시된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기록

에 따르면 도광 원년(1821)에도 팔기한군 내 한산 기인의 수는 지나치게 많았

던 것이다. 출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양자의 상반된 태도를 극복하기위해 팔

기한군 출기의 구체적 규모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산출해야한다. 

또 약 50년에 걸쳐 진행된 건륭 연간 팔기한군 출기 정책의 목표ㆍ대상ㆍ시

행 방식이 동일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건륭 연간이라 하더라도 각 

 5) 劉小萌, 淸代八旗子弟 , 瀋陽: 遼寧民族出版社, 2008. p.216.
 6) 定宜莊, 淸代八旗駐防制度硏究 , 瀋陽：遼寧民族出版社, 2003.
 7) 范傳南, ｢乾隆朝八旗漢軍出旗述論｣, 遼寧師范大學 碩士學位論文, 2008.
 8) 謝景芳, ｢淸代八旗漢軍的瓦解及其社會影向: 兼論淸代滿漢融合過程的複雜性｣, 中央

民族大學學報 , 2008-3.
 9) 呂小鮮, ｢道光初籌議八旗生計史料｣, 歷史檔案 , 1995-3, pp.3-5, pp.7-8. 



- 3 -

시기별 군사적 상황에 따라 출기 정책의 목표 설정, 출기 대상의 선정, 출기 

정책의 시행 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기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기 정책 실시 이전, 실시 이후의 팔기한군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

다. 출기 정책을 전후하여 팔기한군의 지위와 규모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

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책이 추구한 바와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Ⅰ장에서 淸初의 팔기

한군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때 팔기한군과 팔기만주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淸

初이래 팔기한군의 지위가 어떠하였는지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Ⅱ장과 

Ⅲ장에서는 팔기한군 출기 정책을 각각 출기 허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별로 京師와 駐防에서 실시한 팔기한군 출기 정책 간에 

‘허용’과 ‘강제’라는 차이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Ⅳ장에서는 건륭 연간 이후 

한군 기인 중 누가, 어느 정도 팔기 내에 남았는지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지위

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선 팔기한군 내부에 명확한 계층 

차이가 존재했으며 이 계층 차가 출기 정책의 시행 대상을 선정하는 데 고려

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 一見 단일한 정책으로 판단되는 팔기한군 출기 정

책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과 양자 간에는 목표ㆍ대상ㆍ시행 방식 등의 측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출기 정책이 전체 팔기한군

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을 통해서 이 정책의 목표와 그 시

행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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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淸初의 八旗漢軍

淸初 팔기한군의 지위와 규모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 글에서 다루는 漢軍 旗

人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팔기만주ㆍ팔기몽고ㆍ팔기한군의 분

류는 민족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여겨져 왔다.10) 이는 대체적으로 옳은 구분

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분류는 아니다. 팔기만주에는 몽골인으로 구성

된 니루 37개, 조선인으로 구성된 니루 6개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11) 이들 니

루에 속한 기인은 민족적으로 보았을 때 만주인이 아니다.

또 한인 출신이면서 팔기만주에 속한 기인도 존재했다. 팔기만주 내의 유력 

씨족에 대해 기록한 八旗滿洲氏族通譜 에는 팔기만주에 속한 니칸(Ma. nikan) 

성씨 즉 漢人 성씨와 그 인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팔기만주 내의 유력 

인물 중에는 漢人 출신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무부 

소속 보오이(Ma. booi, Ch. 包衣)였으나 正身旗人의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

준이었다.12) 또 팔기만주와 팔기몽고 소속 正身旗人에게 예속된 한인 출신 아

하(Ma. aha, Ch. 阿哈)는 만주 旗와 몽고 旗에 속했다. 팔기만주나 팔기몽고에 

冒入ㆍ投充한 漢人 출신기인이 다수 존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

로 만주ㆍ몽고 기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며 한군 기인이 아니다.13) 

한군 기인을 八旗 內 한인 출신 旗人으로 정의할 경우 심각한 오류를 초래

하기도 한다. 영미권의 대표적인 청대사 개설서에서 조차 팔기 내 한인 출신을 

모두 팔기한군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 따르면 순치~옹정 연간 전체 

기인 成丁 중 한군 기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14) 그러나 이는 팔기만주

10) Mark C. Elliott, “Ethnicity in the Qing Eight Banners”, Empire at the Margins: Culture, 
Ethnicity, and Frontier in Early Modern China, London: Univ. of California Press, 
2006, p.35.

11) Edward J.M. Rhoads, Manchus and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2000, p.20.

12) 八旗滿洲氏族通譜 , 卷74-80, pp.803-872.
13) 定宜莊, 2003,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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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팔기몽고에 속한 한인 출신 보오이-아하 人丁을 팔기한군으로 정의했기 때

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이들 중 실제 팔기한군의 旗籍에 속한 한군 기인은 순

치 5년(1648)의 13%에서 옹정 원년(1723)의 34%로 증가한 수준이었다.15)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한군 기인을 팔기한군 旗籍에 속한 기인으로 정의한 뒤 한

군 기인의 지위와 규모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출기 정책을 살펴본다.

팔기한군의 편성ㆍ확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누르하치는 1601년부터 자신의 

휘하 집단을 니루 단위로 조직하였으며 天命 원년(1616)에는 팔기만주의 편성

을 일단락 지었다. 또한 후금에 귀부 혹은 항복한 몽골인, 한인을 팔기 내로 

편입시켜 그들로 구성된 니루를 편성하기도 하였다. 天聰 8년(1634)부터 한인 

출신 부대는 무게가 무거운 중화기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우전 초하(Ma. ujen 

cooha, Ch. 重兵)로 불리기 시작했다.16) 우전 초하가 팔기 조직 내로 편입된 

것은 숭덕 연간이며 숭덕 2년(1637)ㆍ4년(1639)ㆍ7년(1642)에 각각 2기ㆍ4기ㆍ

8기로 확대되어 숭덕 7년에 팔기한군의 편성이 일단락되었다.17)

물론 팔기한군이 편성되기 이전에도 후금 내에는 漢人들로 구성된 부대가 

존재했다. 天命 6년(1621)에 이미 漢人 成丁 20명 당 1명을 선발하여 병사로 

삼았으며 天聰 연간에는 청에 투항한 佟養性, 李永芳, 石廷柱 등 한인 관원들

이 관할하는 한인 부대를 퍼 니칸 초하(Ma. fe nikan cooha, Ch. 漢兵)라는 

명칭으로 불렀다.18) 천총 5년(1631) 홍타이지는 동양성으로 하여금 퍼 니칸 초

하를 총괄하게 하여 지휘 체계를 정비하였다.19) 천총 7년(1633)에는 팔기 내로 

정식 편입된 것은 아니지만 퍼 니칸 초하를 팔기 소속 부대와 유사한 방식으

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이 퍼 니칸 초하의 명칭이 천총 8년(1634)부터 우전 초

14) Pamela Kyle Crossley, “The Conquest Elite of the Ch'ing Empire”,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9, 2008, p.340.

15) 安雙成 譯, ｢淸初編審八旗男丁滿文檔案選譯｣, 歷史檔案 , 1988-4, pp.10-13.
16) Mark C. Elliott, 2001, p.77. 천총 8년(1634) 이후부터 청의 멸망 時까지 팔기한군의 

만주어 명칭은 우전 초하였다.
17) 淸史稿  卷130, 八旗, p.3860, “崇德二年, 分漢軍爲二旗, 置左右翼. 四年，分爲四

旗…(중략)…七年, 設漢軍八旗, 制與滿洲同.”
18) 張晉藩, 郭成康, 淸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 瀋陽: 遼寧人民出版社, 1988, pp.300-301.
19) 黃一農, ｢紅夷大炮與皇太極創立的八旗漢軍｣, 歷史硏究 , 2004-4,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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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변경되어 팔기한군의 母體가 되었다. 천총 5년(1631)을 기준으로 퍼 니칸 

초하의 인정 수는 약 3만 명이었으며, 그 무렵 퍼 니칸 초하의 병력 수는 5천 

명 정도였다. 그리고 숭덕 2년(1637)에는 그 병력 수가 약 1만 명까지 증가하

였다.20)

초기 팔기한군의 주요 구성원은 요동과 요서의 한인이었으며, 명나라 출신의 

武 , 文官들이 漢軍 旗의 구사 어전(Ma. gusa ejen, Ch. 旗主)으로 임명되었다. 

淸 初 팔기한군의 규모는 옹정 원년(1727)에 옹정제가 입관 초 팔기 男丁의 수

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보고받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和碩怡親王 인

샹(Ma. Insiang, Ch. 允祥) 등이 옹정제에게 올린 보고에 따르면 순치 5년

(1648) 팔기한군의 인정 수는 45,849명으로 같은 시기 팔기만주의 인정 수가 

55,330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성인 남정 수를 기준으로 약 1만 명 정도 

적었다.21) 니루 수의 경우 八旗通志  ｢旗分志｣의 각 니루 편성 시기 관련 기

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치 5년(1648)을 기준으로 팔기한군의 니루 수는 

202개였으며 팔기만주의 니루 수는 280개였다. 앞서 언급한 두 사료의 수치를 

통해 순치 5년(1648) 팔기한군과 팔기만주의 니루당 인정 수를 산출해보면 전

자는 226명, 후자는 197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22)

이처럼 입관 초 팔기한군의 인정 수, 니루당 인정 수는 팔기만주와 큰 차이

가 없었지만 순치~옹정 연간을 거치며 양자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순치 5년

(1648)을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팔기한군과 팔기만주의 니루당 인정 수는 

이미 순치 14년(1657)에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관련된 수치는 <표 1>과 같다.

팔기 내에서 니루 수ㆍ니루당 인정 수는 各 旗의 지위와 대우를 의미한다. 

팔기제의 운영방식이 니루를 단위로 팔기 관원의 수ㆍ차출 병력의 규모를 결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팔기한군의 니루 수가 팔기만주에 비해 현격히 적

다는 것은 한군 기인이 좌령ㆍ효기교와 같은 팔기 관원으로 임명될 기회가 만

주 기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더해 니루당 인정 수가 많은 

20) 張晉藩, 郭成康, 1988, pp.308-309, p.313
21) 安雙成 譯, 1988-4, p.11.
22) 이하 니루당 인정 수를 언급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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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또 니루 내에 인정 수가 많으면 니루 단위의 戰功 

보상 혹은 賞賜 時에 한 명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 따라서 순치 연간 후

반, 팔기한군과 팔기만주 간 차등 대우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었다. 옹정 원년

(1723) 팔기한군의 니루당 인정 수는 팔기만주에 비해 약 320% 이상 많았다.

순치 5년(1648) 순치 14년(1657) 옹정 원년(1723)

인정수 니루수
니루당

인정수
인정수 니루수

니루당 

인정수
인정수 니루수

니루당 

인정수

만주 55,330 280 197 49,695 301 165 154,329 676 228

한군 45,849 202 226 78,782 207 380 194,786 266 732

출처: 安雙成 譯, 1988-4, pp.10-13 ; Chao-ying Fang, “A Technique for Estimating the 
Numerical Strenghth of the Early Manchu Military Forces”, 1950, pp.208-209.

<표 1> 순치~옹정 원년 팔기만주ㆍ팔기한군 니루ㆍ인정 통계

이러한 상황은 팔기만주와 팔기한군의 니루 신설 규정이 달랐기 때문에 발

생하였다. 강희 4년(1665)의 규정에 따르면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경우 니루

당 餘丁 수가 백 명을 넘으면 니루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23) 

팔기한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八旗通志初集 을 기준으로 강희 연간 

팔기만주 니루는 총 385개 증가하였지만, 팔기한군 니루는 58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24) 

팔기의 기본적 성격 중 하나가 養兵母體인 것을 고려했을 때 주요 팔기 군

영의 만ㆍ몽ㆍ한 기인 구성 비율을 통해서 전체 팔기제 내에서 팔기한군의 위

치를 확인할 수 있다. 光緖 大淸 典 을 기준으로 주요 팔기 군영의 병력 선

발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팔기 군영 중 최정예병으로 구성된 前鋒營은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에서만 니루당 2명씩 선발하여 팔기한군을 배제했다. 護軍

23)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13, ｢八旗都統｣, p.398a, “康熙四年題准, 滿洲蒙古佐領內
有餘丁多至百名以上, 願分爲兩佐領者, 聽.”

24) Chao-ying Fang, “A Technique for Estimating the Numerical Strenghth of the Early 
Manchu Military Force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3, 1950,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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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은 팔기만주와 팔기몽고 니루에서 18명씩, 팔기한군 니루에서 12명씩 선발하

였으며, 火器營은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에 속한 호군영 병사 중에서 火器 사용

법을 익힌 자를 니루당 6명씩 선발하여 부대를 편성했다.25) 이처럼 팔기한군의 

니루당 병액이 팔기만주나 팔기몽고에 비해 적었던 것은 청 前期부터 지속된 

현상이었다. 康熙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니루당 병

액은 89명이었으나, 팔기한군은 47명에 불과했다.26)

이처럼 팔기한군은 팔기군영의 편성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니루당 선

발 인원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 또 팔기한군의 니루당 인정 수가 팔기만주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한군 기인이 팔기군영에서 복무할 가능성은 만주 기인보

다 현격히 낮았다. 팔기군영에 복무할 기회가 적었다는 것은 한군 기인이 八旗

兵丁에게 지급되는 銀과 곡식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전봉영의 팔기병은 강희 25년을 기준으로 매월 은 4량을 지급받았으나 전

봉영에 한군 기인은 없었다. 또 호군영의 팔기병도 같은 액수의 은을 매월 지

급받았으나 팔기한군의 니루당 호군영 차출 인원은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에 비

해서 적었다. 특히 전봉영과 호군영을 제외한 다른 팔기 부대의 병사는 매월 

은 3량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도 팔기만주와 팔기몽고 소속 팔기병이 보다 우

대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27) 

팔기한군은 팔기 관병으로 복무할 기회가 팔기만주나 팔기몽고에 비해 적었

을 뿐만 아니라, 청 중앙에 설치된 각 衙門의 관원으로 임용될 기회도 적었다. 

청은 중앙 각 아문의 官缺을 旗缺과 民缺로 구분하여 기인과 민인이 담당할 

수 있는 관직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旗缺은 다시 宗室缺ㆍ滿洲缺ㆍ蒙古缺ㆍ漢

軍缺ㆍ內務府包衣缺로 구분되었으며, 한군 기인은 이 중 漢軍缺에 속하는 관직

에 임용될 수 있었다. 淸史稿  職官志를 기준으로 內閣ㆍ6部ㆍ都察院 등 총 

14개 중앙 아문의 관결을 분석한 陳文石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2277개의 

25) 光緖 大淸會典  (上海古籍出版社, 2002) 卷87, ｢前鋒營｣ p.811a, ｢護軍營｣ p.812a, 
卷88, ｢火器營｣ pp.823a-b. 

26) 李林, 滿族宗譜硏究 , 瀋陽: 遼沈書社, 1992, p.64.
27) 陳鋒, 淸代軍費硏究 ,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2, p.31.



- 9 -

관결 중 旗缺이 약 82%, 民缺이 약 18%였으며 전체 官缺 중 한군결은 4.7%

에 불과하였다. 팔기만주와 팔기몽고가 각각 55.1%와 8.6%의 관결을 점하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한군 기인의 몫으로 할당된 관직의 수가 많지 않았던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28)

단 한군 기인이 꼭 漢軍缺로 할당된 관직에만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었다. 한군 기인 중 京 (중앙 아문의 상서ㆍ시랑급 관원)급 이상의 관원은 만

주결에 속하는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 또 司官(京  관의 속하로 원외랑ㆍ

주사 등)급 이상의 관직에 근무하는 한군 관원은 民缺에 속하는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29) 그러나 팔기 내에서 오로지 한군 기인의 몫으로 할당된 官缺이 

소수에 불과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입관 초에 실시된 京師 인근 旗地 분급 정책에서도 팔기한군은 팔기만주나 

팔기몽고에 비해 적은 면적을 받았다. 순치 원년(1644)ㆍ순치 2년(1645)~3년

(1646)ㆍ순치 4년(1647),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된 경사 기지 분급에서,30) 팔기

만주는 총 1,623,270晌31)의 기지를 분급 받았지만, 팔기한군은 337,618.5晌 9畝

의 기지를 분급 받는 데 그쳤다.32) 이를 순치 5년 팔기만주와 팔기한군의 正身

旗人 수와 대비해보면, 만주 정신기인 1명이 한군 정신기인보다 약 400% 이상 

많은 기지를 분급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팔기만주ㆍ팔기몽고와 팔기한군이 지

급받은 기지 면적의 차이가 큰 것은 당시 기지 지급이 壯丁 당 5晌의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고, 이 壯丁에는 정신기인뿐만 아니라 보오이-아하(Ma. booi 

aha, Ch. 包衣阿哈)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33) 순치 14년(1657)을 기준으

28) 陳文石, ｢淸代滿人政治參與｣, 中央硏究院歷史語言硏究所集刊  48-4, 1977, p.529, 
p.574.

29) 陳文石, 1977, p.552.
30) 劉家駒, 淸朝初期的八旗圈地 ,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部, 1964, pp.49-51.
31) 晌은 만주어 치마리(Ma. cimari)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기인들의 토지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 단위이다. 이때 치마리는 만주인 고유의 토지 단위로 ‘하루갈이’의 의
미를 담고 있으며, 1치마리는 약 5~6畝에 해당한다.

32) 欽定八旗通志 (吉林文史出版社, 2002) 卷69, ｢土田志｣ 8, pp.1206-1211. 이하 흠정
팔기통지 를 인용한 경우에는 팔기통지초집  간행 이후 두 번째로 편찬된 팔기통
지라는 의미에서 二集 으로 약칭한다.

33) 劉家駒, 196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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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팔기 人丁 數가 약 39만 명 정도였고, 그 중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에 

예속된 보오이-아하의 수가 약 23만 7천명에 달했기 때문에34) 위와 같은 기지 

분급 면적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팔기한군이 17세기 후반까지는 높은 대우를 받다가 이후 그 지

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해왔다.35) 그러나 팔기한군은 淸初부터 팔기만주나 팔기

몽고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청이 중국 내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팔기한군이 만주인과 한인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니루 조직ㆍ군영 편성ㆍ기지 분급 등의 측면에서 팔기한군은 팔기만주ㆍ팔

기몽고와 동등한 팔기 조직이라 할 수 없었다. 

단 팔기한군 내에서 ‘從龍入關 ’36)로 분류된 집안 출신은 특별한 우대를 받

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入關 이전부터 후금 혹은 청에 歸附ㆍ投 하여 청의 국

가 건설, 중국 내지 점령에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入關 漢軍37)과 그 후손 중 

일부는 타이 니칸(Ma. tai nikan)ㆍ푸시 니칸(Ma. fuxi nikan, 撫  출신 漢軍 

기인과 그 후손) 등으로 불리며 뒤늦게 팔기로 편성된 한군 기인과 구분되었으

며 이영방ㆍ동씨 일족 등이 여기에 속했다.38) 또 적어도 옹정 연간까지는 漢軍

의 人丁 수를 조사할 때 타이 니칸ㆍ푸시 니칸 등은 일반 한군 기인과 구분하

였다.39)

入關 한군 중 유력 집단은 집안 별로 니루의 좌령직을 세습하였다.40) 각 니

34) 安雙成 譯, 1988-4, p.11.
35) Pamela Kyle Crossley, “The Qianlong Retrospect on the Chinese-martial (hanjun) 

Banners” Late Imperial China 10-1, 1989, p.65, p.78.
36) 여기서 龍은 청이 入關할 당시의 황제인 순치제를 말하며, 從龍入關者는 순치제가 

입관할 당시에 함께 입관한 자를 가리킨다.
37) 이 글에서는 ‘종용입관’한 팔기한군과 그 후손을 入關 한군 혹은 入關 한군의 후손

으로 지칭하여 용어를 통일한다.
38) Pamela Kyle Crossley, 1989, p.73.
39) 安雙成 譯, 1988-4, pp.10-13. 현재까지 옹정 연간 이후의 팔기 人丁 編審 당안은 발

견하지 못했다. 도광 연간 팔기 冒入 관련 당안에 당시 기인 人丁 수 통계가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八旗의 編審 결과를 보고하는 문건처럼 팔기 내의 세부 집단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40) 팔기 니루는 크게 세습/비세습 니루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니루를 세습한다는 
것은 니루의 佐領職을 특정 家系가 세습한다는 것으로 각 니루의 좌령이 니루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만큼, 해당 니루에 累代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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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의 좌령은 좌령 이하 기인들의 호구 조사(編審)ㆍ田  관리ㆍ兵籍 관리ㆍ訟

事 등 니루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41) 좌령 직을 특정 가계가 세

습한다는 것은 그 집안이 해당 니루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일종의 기득권, 특권에 해당한다.42)

팔기한군 니루의 세습/비세습 니루의 비율은 약 62:38로 이들 입관 한군 

집안 출신이 세습 니루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43) 입관 한군에 속하며 

세습 니루를 보유한 집안의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다. 天命 3년(1618) 후금

에 귀순한 范文程 일족은 정황기 2-5 니루를(정황기 한군 2잘란의 5니루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 역시 천명 3년(1618) 귀순한 李思忠 일족은 정황기 

1-7ㆍ4-4ㆍ5-1 니루를, 천명 4년(1619)에 귀순한 金玉和 일족은 정황기 1-8 

니루를, 숭덕 7년(1642)에 귀순한 祖大壽 일족은 양황기 1-6ㆍ3-6 정황기 

2-4ㆍ4-3ㆍ5-7 정백기 2-1, 양백기의 1-2ㆍ5-3 니루를 세습하였다.44) 또 천명 

4년(1619)에 귀순한 李成梁의 후손은 정황기 1-7ㆍ4-2ㆍ4-4ㆍ5-1 니루를 세

습하였다.45) 천명 3년(1618)에 귀부하여 푸시 어푸(Ma. fuxi efu, Ch. 撫 駙

馬)의 작위를 받았던 이영방 일족은 정람기 1잘란의 6개 니루를 모두를,46) 

을 의미한다. 세습 니루는 다시 勳舊좌령(개국 초기 부족 혹은 집단을 이끌고 귀부
한 자를 좌령으로 임명한 니루), 世管좌령(좌령직을 세습하는 니루), 互管좌령(2~3개 
성씨가 좌령직을 세습하는 니루) 등으로 세분화되며, 비세습 니루는 公中좌령이라 
칭한다. (劉小萌, 淸代北京旗人社會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p.34.)

41) 王鍾翰, ｢淸代八旗中的滿漢成分問題｣, 王鍾翰淸史論集 , 中央民族大學, 2002, p.142.
42) 劉小萌, 2008, p.34.
43) 二集 의 세습/비세습 니루 분류는 가경 원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

전 시기의 세습/비세습 니루 분류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는 雍正朝滿文朱批奏摺全譯(上冊) , 北京: 黃山書社, 1998, p.1068.에서 옹정 원년 
기준 정황기 한군 니루를 훈구좌령 31개. 공중좌령 17개로 보고한 기사가 주목할 
만하다. 비록 정황기의 사례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옹정 원년에도 상삼기에 속
한 정황기의 세습/비세습 니루 비율이 약 6:4인 것을 알 수 있다.

44) 二集 , ｢旗分志｣ 28, p.452, pp.460-461, 杉山淸彦, ｢淸初期對漢軍旗人“滿洲化”方策｣, 
淸代滿漢關係硏究 ,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pp.61-65, pp.67-68. 祖씨 일가

가 세습한 니루 중 정황기 2-4ㆍ5-7, 양백기 1-2 니루는 각각 건륭 22년ㆍ건륭 18년
ㆍ건륭 29년에 비세습 니루로 전환되었다.

45) 杉山淸彦, ｢漢軍旗人李成梁一族｣, 岩井茂樹 編, 中國近世社會の秩序形成 , 京都: 京
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2004, pp.219-222, pp.228-229.

46) 杉山淸彦, 2011, pp.59-60 ; 二集 , ｢旗分志｣ 28, pp.47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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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6년(1621)에 귀부한 李國翰 일족은 양람기 1-2ㆍ1-3 니루를 세습하였

다.47) 

세습 니루를 보유한 한군 기인 집안은 옹정 연간에 실시된 대규모 팔기한군 

조직 개편에서도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 때의 조직 개편은 上三旗(정황

기ㆍ양황기ㆍ정백기)에 편중된 팔기한군의 니루와 人丁 중 일부를 下五旗로 이

전한 것이었다.48) 옹정 3년(1725)을 기준으로 황제 직속의 상삼기에는 각각 약 

50개의 니루가 있었고 정람기를 제외한 나머지 하오기에는 각각 약 22개의 니

루가 있었다.49) 이처럼 상삼기와 하오기 간 니루 수가 불균등했던 것은 옹정 

연간 니루 수 조정 이전, 팔기한군 신설 니루가 주로 상삼기에 편입되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강희 연간에는 팔기 전체를 통틀어 457개의 니루가 신설되

고 이중 41.9%가 상삼기에, 58.1%가 하오기에 편성되었는데,50) 팔기한군의 경

우 해당 시기 57개의 니루가 신설되고 그 중 40개가 상삼기에 편성되어 상삼

기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들 수 있다. 즉 전체 신설 니루 중 약 70%가 

상삼기에 배정된 것이다.51)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강희 연간 팔기한군 니루 

신설이 가장 많았던 강희 22년 총 20개의 니루가 새로 편성되었을 때 양황기

에 8개, 정황기에 2개, 정백기에 5개의 한군 니루가 신설되었다.52) 

반면 팔기만주는 팔기한군에 비해 니루와 인정이 상삼기에 집중된 정도가 

덜했다. 팔기한군의 경우 팔기만주와 달리 부족적ㆍ종족적 전통이 약했기 때문

에 팔기한군을 황제 직속인 상삼기 위주로 편제하여 전체 팔기한군 내 황제의 

장악력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팔기한군의 니루와 인정이 상삼기에 

편중된 상황을 팔기만주와 비교해보면 <표 2>, <표 3>과 같다.

47) 杉山淸彦, 2011, p.65 ; 二集 , ｢旗分志｣ 29, p.486.
48) 細谷良夫, ｢雍正朝漢軍旗屬牛錄的均齊化｣, 社會科學戰線 , 1986-2, p.145.
49) 八旗通志初集 (東北師范大學出版社, 1985), ｢旗分志｣ 2, pp.18-22. 
50) 孫靜, ｢康熙朝編設佐領述論｣, 中央民族大學學報  35, 2008-6, p.75.
51) 이 수치는 二集 , 卷22-29, ｢旗分志｣에서 강희 연간에 신설된 니루의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산출한 것이다.
52) 孫靜, 2008-6,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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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삼기 하오기

기 양황 정황 정백 정홍 양백 양홍 정람 양람

만주 86 92 81 69 85 82 84 89
한군 53 50 49 19 22 22 31 22.5

출처: 八旗通志初集 ㆍ 二集  ｢旗分志｣, 細谷良夫, ｢尙可喜一族的旗籍 婚姻關係｣, p.98.

<표 2> 옹정 3년(1725) 팔기만주ㆍ팔기한군 니루 수

상삼기 하오기

기 양황 정황 정백 정홍 양백 양홍 정람 양람

만주 21,353 21,252 24,854 16,579 15,160 18,336 17,849 18,946

한군 39,403 33,916 31,256 17,900 13,092 16,174 20,675 22,370

출처: 安雙成 譯, 1988-4, pp.11-12.

※ 팔기한군 니루 균등화 정책 이전 상삼기의 인정 수가 하오기에 비해 많은 상황을 보여준다.

<표 3> 옹정 원년(1723) 팔기만주, 팔기한군 인정 수

옹정 연간 중후반에는 이를 바로잡아 상삼기 소속 한군 旗의 니루 수를 40

개로, 하오기 소속 한군 旗의 니루 수를 30개로 조정하였다. 옹정 연간에 들어

서 황제의 팔기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굳이 팔기한군을 상삼기 조직이 비대한 

상태로 운영할 필요가 줄어들어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팔기 내에서는 같은 기인이라 하더라도 황제 직속의 상삼기 기인이 八旗王

公이 관할하는 하오기 기인보다 지위가 높았으며 이는 청 조정 내에서 황제권

이 점차 강화되어간 것과 그 맥을 같이했다.53) 하오기에서 상삼기로 소속이 바

뀌는 것은 일종의 포상으로 간주되었으며,54) 반대로 소속 니루가 하오기로 이

전되는 것은 지위의 하락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二集  ｢旗分志｣에서 확

인 가능한 14개의 하오기 이전 사례 중 11개의 니루가 비세습 니루이며, 니루

가 편성된 시기도 비교적 늦다는 점이다. 이는 二集  ｢旗分志｣를 기준으로 한 

53) 劉小萌, 2008, pp.46-47.
54) 孫靜, ｢淸代佐領抬旗現象｣, 史林 , 2012-2,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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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한군 니루의 세습/비세습 니루 비율인 약 62:38보다 높은 수치로, 팔기한

군 니루 이전이 비세습 니루 중심으로 실시된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내용은 

<표 4>와 같다.

기 잘란 니루 설립시기 이전시기 원 소속기 세습여부

정홍

1 1 순치 1년 옹정 4년 정황 세습

1 6 강희 22년 옹정 4년 정황 비세습

2 1 강희 22년 옹정 4년 정황 비세습

3 3 강희 22년 옹정 4년 정황 비세습

3 5 강희 22년 옹정 4년 정황 비세습

양백

2 5 순치 3년 옹정 4년 정백 비세습

2 6 순치 3년 옹정 4년 정백 비세습

3 5 강희 22년 옹정 4년 정백 비세습

3 6 강희 22년 옹정 4년 정백 비세습

4 5 강희 22년 옹정 4년 정백 비세습

4 6 강희 22년 옹정 9년 양황 비세습

5 6 숭덕 7년 옹정 9년 양황 세습

양홍
3 6 천총 8년 옹정 9년 정황 비세습

4 6 순치 6년 옹정 9년 정백 세습

출처: 二集 , ｢旗分志｣ 25~27

<표 4> 옹정 4년 이후 상삼기에서 하오기로 이전한 팔기한군 니루 사례

팔기한군 니루의 하오기 이전이 비세습 니루를 위주로 실시한 이유는 해당 

니루의 좌령 본인 혹은 좌령 직을 세습하는 집안이 특별한 잘못을 범하지 않

은 이상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옹정~건륭 연간 하오기에

서 상삼기로 이전된 3개 팔기한군 니루가 모두 입관 전에 편성된 세습 니루라

는 점도 팔기한군 니루 개편이 세습/비세습 니루를 기준으로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었던 점을 보여준다.55)

55) 八旗通志初集 ㆍ 二集  ｢旗分志｣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尙可喜 일족이 세습한 5
개의 니루는 양황기에서 양람기로 이전되었다. 淸實錄  강희 22년 12월 癸丑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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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入關 전 상삼기 한군에 편입되어 니루를 세습한 일족은 옹정 연간 

팔기한군 니루 개편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삼기 니루의 좌령직

을 세습했다. 이는 청 중앙이 그들의 선조가 청의 국가건설, 중국 내지 통일과

정에서 세운 공을 인정하여 그들의 가문을 우대했기 때문이다. 入關 한군 후손

에 대한 우대는 건륭 연간 팔기한군 출기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옹

정 연간의 팔기한군 니루 조직 개편과 건륭 연간의 출기 정책은 팔기한군 조

직 내 출신성분을 고려하여 실시되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팔기한군 니루ㆍ인정 수ㆍ병액ㆍ입관 한군 후손에 대한 우대 등이 건륭 연간

의 팔기한군 출기 정책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면 출기 정책의 목표와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에 따르면 상씨 일족은 양황기의 5개 니루로 편성되었으나, ｢旗分志｣에는 상씨 
일족의 세습 니루가 양람기에 편입되어있다. ｢旗分志｣에 관련 기록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전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상씨 일족의 세습 니루가 특정 시점에 
양람기로 이전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細谷良夫, ｢尙可喜一族的旗籍與婚姻關係｣, 
淸代滿漢關係硏究 ,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pp. 95-97.) 그러나 상씨 일족 

세습 니루의 이전이 옹정 연간 팔기한군 니루 개편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지 확
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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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出旗 허용 정책과 그 대상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실시된 표면적인 이유로는 강희 연간부터 팔기한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강희 23년(1684) 강희제는 팔기

한군 各 旗의 도통ㆍ부도통 등을 모아놓고 팔기한군이 國初와는 달리 사치와 

방탕에 물든 것을 지적하였다. 또 옹정제는 섬감총독 등을 역임하고 당시 청의 

내륙아시아 지역 전쟁을 지휘하던 한군 기인 연갱요에게 ‘팔기한군에 불과한 

자’라고 언급하여 팔기한군 폄하 의식을 표현했다. 그리고 한군 기인의 형편없

는 國語ㆍ騎 56) 실력을 비판하였다.57) 건륭제는 건륭 원년(1736) 팔기한군 내 

유력 집안의 자제들을 引見한 자리에서 그들이 만주어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는 사실에 분개했다.58)

황제들의 이와 같은 언급은 팔기한군이 점차 국가 운영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주요 관직에 팔기한군이 임명되는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건륭 연간에 임직한 총독과 순무 중 

팔기한군 출신이 점한 비율은 약 11%에 그쳐 순치~강희 20년(1681) 사이에 

약 90%, 강희 21년(1682)~강희 61년(1722) 약 50~60%, 옹정 연간 30~40%를 

점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59) 이뿐만 아니라 한군 기인이 중ㆍ하급 지방관으로 

근무할 기회도 일부 축소되었다. 옹정 4년(1726) 直隸 지역에서 한군 기인이 

道ㆍ府ㆍ州ㆍ縣급 지방관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본래 청은 漢人의 경우 

자신의 原籍地에서 道ㆍ府ㆍ州ㆍ縣급 지방관으로 근무할 수 없는 回避制를 운

영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군 기인의 原籍地를 直隸로 간주하여 이 지역에

서 회피제의 적용을 받았다.60)

지방에 주둔한 주방팔기 소속 한군 기인의 평가도 점차 낮아지고 있었으며 

56) 國語는 淸語라고도 표현하며 만주어를 의미한다. 騎射는 騎乘한 상태에서 활을 쏘
는 것을 말한다.

57) Mark C. Elliott, 2001, pp.335-337.
58) 孫靜, ｢乾隆朝八旗漢軍身分變化述論｣, 黑龍江民族叢刊  85, 2005-2, p.62.
59) 范傳南, 2008, pp.11-12.
60) 孫守朋, 漢軍旗人官員與淸代政治硏究 , 北京: 人民日報出版社, 2011,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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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미 강희 연간 초반부터 杭州 주방에서

는 팔기한군의 풍속이 나빠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61) 건륭 연간 초반 복

주장군 처렁(Ma. Cereng, Ch. 車楞)은 팔기한군의 사치와 타락, 뇌물 상납 행

위의 만연, 軍馬 관리의 소홀 등을 지적했다.62)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항주와 복

주 주방은 팔기한군으로만 구성된 주방으로 팔기만주와 팔기몽고 소속 관병은 

주둔하지 않던 지역이었다.63)

하지만 한군 기인을 대상으로 한 출기 허용 정책이 실시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날로 악화되고 있던 八旗 生計 문제였다. 팔기 생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인 인구 증가에 있었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순치~옹정 연간 팔

기만주의 인정 수는 약 280% 증가하였으며 팔기한군은 약 430% 증가했다. 기

인 인구 증가가 팔기 생계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청의 팔기제가 기인에게 주

거지, 旗地를 제공하고 팔기 관병으로 복무하는 자에게는 은으로 지급하는 兵

餉과 곡식으로 지급하는 坐糧을 분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팔기관병의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팔기관병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閑散 기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자연

스럽게 기인 생계 문제의 악화로 연결되었다.6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팔기한군은 인정 수 대비 병액 수가 팔기만주나 팔

기몽고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한산기인의 실업문제와 이로 인한 팔기 생계 문

제가 가장 심각했다. 이에 옹정~건륭 연간 초반에는 경사 한군의 병액을 늘리

는 정책을 실시하여 팔기한군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옹정 8

년(1730)에는 본래 17,528명 分이었던 경사의 팔기한군 병액을 20,000명 分으

로 늘렸다.65) 기존 경사 한군의 병액에 비해 약 2,500명 分 정도가 늘어난 것

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지만, 비율상으로는 약 15%가 증가한 것이었다.

61) 范傳南, 2008, p.22.
62) Mark C. Elliott, 2001, pp.336-337.
63) 定宜莊, 2003, p.32.
64) Mark C. Elliott, 2001, pp.305-309.
65) 世宗憲皇帝實錄  卷99, 雍正 8년 10월 甲辰, “常思漢軍生齒日繁, 當籌所以敎養之道, 

而額設之兵丁, 爲數又少, 似應酌量增添…(중략)…漢軍八旗總計…(중략)…共一萬七千
五百二十八名, 今請於原額之外, 酌量增添兵二千四百七十二名, 以足二萬之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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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3년(1738)에는 京師 소속 팔기만주ㆍ팔기몽고ㆍ팔기한군 모두의 병액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건륭제는 즉위 이후 수년 간 팔기 생계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수백만 냥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었는데 이는 지나친 재정 부담을 

야기하였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못했다. 이에 청 조정은 경사 팔기의 병

액 자체를 15,000명가량 늘리는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 때 늘어난 팔기병에게 

지급할 錢糧과 歲米를 지급하기위해 매년 은 440,000량과 米穀 96,000석의 재

정을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병

액 자체를 늘리는 것이 기인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행되었다.66)

그런데 이 때 늘어난 약 15,000명 分의 병액 중 팔기한군의 몫으로 할당된 

몫은 2,430명 分이었다. 즉 경사 한군의 병액이 옹정 8년의 조치에 이어 다시 

한 번 약 12%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건륭 3년(1738)의 팔기한군 병액 

증설은 같은 해에 실시된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병액 증설과 비교했을 때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에는 모두 882개의 니

루가 있었고 니루당 14명 分의 병액을 증설했다. 하지만 팔기한군의 경우에는 

니루당 9명 分의 병액을 늘리는 데 그쳤다. 당시 팔기한군 니루 수 자체도 

270.5개에 불과했다. 이때 팔기한군의 병액 증설이 소규모로 실시된 이유로는 

팔기한군이 비록 그 인정 수가 많지만 팔기만주나 팔기몽고와는 달리 ① 6품 

이하 지방관으로 근무하거나 ② 綠營의 하급 무관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

라는 점이 제시되었다.67) 그러나 불과 약 8년 전인 옹정 8년(1730)에 팔기한군 

내 한산기인 수의 증가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기한군 병액을 늘렸던 

66) 高宗純皇帝實錄  卷78, 乾隆 3년 10월 癸未, “近年之中, 借給餉銀數百萬兩, 原議按
月扣除, 未幾仍行豁免. 在國帑所費已多, 而於旗人究未能永遠補益. 今再四思維, 八旗
生齒, 日見其繁, 若於每佐領下, 各添兵額, 則食糧者加增於原數而閑曠者自少, 似爲贍
養旗人之本計…(중략)…通計加添護軍, 領催, 馬甲, 四千三百三十餘名, 養育兵, 一萬七
百七十餘名. 每歲需銀四十三萬九千餘兩, 需米九萬六千三百餘石.”

67) 高宗純皇帝實錄  卷78, 乾隆 3년 10월 癸未, “著將滿洲, 蒙古佐領, 共八百八十二個. 
每佐領添食四兩之護軍一名, 領催一名, 食三兩之馬甲二名, 食二兩之養育兵十名, 圓明
園八旗, 添養育兵四十二名, 至於漢軍佐領, 共二百七十個半. 伊等人丁雖衆, 其中力能
營運者尚多, 且佐雜千把皆可錄用, 與滿洲蒙古不同. 今酌量每佐領, 添領催一名, 馬甲
二名, 養育兵六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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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생각해보면, ①과 ②로 인해 팔기한군 내 실업문제가 미미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이 시기에 시행된 팔기 병액 증설 자체가 팔기만주와 팔기몽고 

위주로 실시된 점을 알 수 있다.

몇 년 뒤 청은 팔기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출기 허용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건륭 연간에 팔기한군 출기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

은 옹정 연간에 황제의 팔기 장악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옹정 5년(1727)

에는 八旗通志 의 편찬에 착수하여 이전 시기 팔기제의 운영 방식과 팔기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본래 각 기별 部族制의 전통이 남아있

었던 팔기조직의 관료화가 진척되었으며 팔기에 대한 황제의 장악력이 보다 

강해졌다.68) 그 구체적 내용은 옹정 연간 이전 팔기왕공들이 관할하던 하오기

의 기적을 황제에게 예속시키는 것이었다.69) 전체 旗人의 戶籍을 황제가 장악

함으로써 소속 旗 에 관계없이 旗人을 민인으로 바꾸는 出旗 정책이 가능해졌

다.

팔기한군 출기 허용 정책이 시작된 것은 건륭 7년(1742)으로 처음에는 경사

의 한군 기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출기 허용 정책은 건륭제가 내린 諭旨

에 명시된 것처럼 한군 기인의 인구 과다와 그에 따른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런데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당시 한군 기인을 출신성분

을 세분하고 그 중 출기를 허용하는 한군 기인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入關 한군의 후손은 출기를 불허했다. 당시 건륭제의 눈으로 보았을 때, 팔기

한군은 다양한 출신성분으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그 중 ‘좋은 출신 성분을 가

진’ 한군 기인은 설사 출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했다. 또 출기 허용 대상

으로 지목된 팔기한군조차 ‘自意’에 의해 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책의 요지

였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었다.70) 또 출기를 자원한 한군 기인 중에서 文職 同

68) 細谷良夫, ｢八旗通志初集「旗分志」編纂とその背景: 雍正朝佐領改革の一端｣, 東方
學  36, 1968, pp.1-2.

69) 杜家驥, ｢淸代八旗制度中的“擡旗”｣, 史學集刊 , 1991-4, p.50.
70) 高宗純皇帝實錄  卷164, 건륭 7년 4월 壬寅, “諭, 八旗漢軍, 自從龍定鼎以來, 國家

休養生息, 戶口日繁. 其出仕當差者, 原有俸祿錢糧足資養贍, 第閑散人多, 生計未免窘
迫…(중략)…朕思漢軍, 其初本系漢人, 有從龍入關者, 有定鼎後投誠入旗者…(중략)…
先後歸旗情節不一, 其中惟從龍人員子孫, 皆系舊有功勳, 歷世旣久, 自無庸另議更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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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 이상, 武職 守備 이상의 관직을 보유한 자는 출기할 필요가 없었다.71)

약 1년 뒤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 출기를 자원한 한군 기인의 수는 1396 丁

이었다.72) 이 수치는 지금까지 발견된 한군 기인의 자원 출기를 언급한 사료 

내에서 그 구체적 수가 언급된 유일한 사례이다. 이미 옹정 원년(1736)에 팔기

한군 인정 수가 약 19만 5천 丁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출기 인원은 전체 팔기

한군 인정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경사팔기 소속 한군 기인 중 자원자

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초기의 출기 허용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한군 기인의 입장에서 출기가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출기 이후에는 더 이상 기인이 아니기 때

문에 팔기관병으로 복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漢軍缺로 할당된 관직에도 임

용될 수 없었다.

물론 출기를 장려하거나 출기 이후에 한군 기인이 기존에 보유한 지위가 떨

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정도 있었다. 世職을 보유한 한군 기인이 출기 이후

에도 이를 그대로 承襲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73) 그러나 한군 

기인이 출기한다고 해서 특별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건륭 10년(1745) 출기하는 한군 기인에게 3~6년 치의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의

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74) 건륭 23년(1758)에는 

한군 기인이 출기할 때 본래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旗地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75) 건륭 7년(1742)의 시점에서 한군 기인

이 출기 時에 기존의 旗地를 출기 이후에도 보유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출기 이후 거주지 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없었다. 본래 모든 기인

(중략)…非逐伊等使之出旗爲民.”
71) 高宗純皇帝實錄  卷189, 건륭 8년 4월 戊申, “此奏內文職自同知等官以上. 武職自守

備等官以上. 俱不必改歸民籍. 餘依議.”
72) 高宗純皇帝實錄  卷189, 건륭 8년 4월 戊申, “八旗漢軍都統等奏. 皇上以八旗漢軍生

齒日繁, 改歸民籍. 查現在情願爲民者, 一千三百九十六人.”
73) 高宗純皇帝實錄  卷164, 건륭 7년 4월 壬寅, “此內如有世職, 仍許其帶往, 一體承

襲.”
74) Mark C. Elliott, 2001, p.340.
75) 淸通志 (商務印書館 本) 卷82, ｢食貨畧｣ 2, p.7239 “(乾隆)二十三年諭, 出旗爲民之漢

軍, 所有舊承種井田屯田, 俱令帶入民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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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滿城이라 불리는 지역 내에만 거주할 수 있었다. 수도 북경에서는 內城을 

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하고 민인은 내성에 거주하거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76) 한군 기인이 출기할 경우 더 이상 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북

경 내성에 거주할 수 없었다. 건륭제는 “本籍(地)에 주거지와 (선대)의 무덤ㆍ

토지가 있거나, 혹 다른 省에 친인척이 있으면서 출기를 원하는 한군 기인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인다.”라고 하였다.77) 즉 스스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한군 기인의 출기를 권장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한군 기인의 출기 이후 거주지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출기하여 民人이 될 時에는 기존에 기인으로서 누려왔던 많은 지위와 특권

을 포기해야 했다. 우선 기인이 보유한 법적 특권을 상실한다. 본래 기인은 민인과

는 다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이러한 특권은 재판과 소송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다. 기인과 민인 간의 案件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 府ㆍ州ㆍ縣의 사법 담당관은 기

인 관련 안건의 심리를 담당할 수 없었으며 일차적으로 죄를 저지른 기인이 속한 

旗에서 그를 심리하였다. 즉 기인이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 지방관은 심리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다.78) 그리고 실제 형 집행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심했다.

본래 청은 대체적으로 명대의 것을 계승한 형벌 체계를 운영하였는데, 笞刑ㆍ

杖刑ㆍ徒刑ㆍ流刑ㆍ死刑으로 구성된 五刑이 그 기본이었다. 그런데 이는 民人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旗人의 경우에는 명백히 특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형벌 체계

가 적용되었다. 기인이 笞刑ㆍ杖刑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민인과는 

달리 매질이 아닌 채찍질을 당했다.79) 이는 기인이 엉덩이에 매를 맞게 되면 騎

乘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80) 流配 刑에 해당하는 充軍ㆍ流

ㆍ徒刑의 경우 旗人은 실제로 유배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죄의 輕重에 따라 

20~90일 間 칼을 쓰고 있는 것(枷號)으로 대신했다. 이때 流配 刑 대신 칼을 쓰는 

76) Mark C. Elliott, 2001, p.98.
77) 高宗純皇帝實錄  卷164, 건륭 7년 4월 壬寅, “有廬墓産業在本籍者, 或有族黨姻屬在

他省者…(중략)…以廣其謀生之路, 如有願改歸原籍者, 准其與該處民人.”
78) 林乾 저, 이상철 역, ｢淸代 旗人의 法的 特權의 確立과 制限｣, 서울대학교 法學  

45-2, 2004, pp.228-229.
79) 大淸律例根源1 (上海辭書出版社, 2012), p.38, “凡旗下人犯罪, 笞､ 杖各照數鞭責.”
80) 林乾 저, 이상철 역, 2004,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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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徒 一年 刑을 받은 旗人은 고작 20일 동

안만, 4,000里 極邊으로 充軍되는 罪를 저지른 중죄인도 90일 동안만 칼을 쓰면 

죗값을 모두 치른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81) 그러나 출기한 한군 기인은 더 이상 

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 제도상 특권을 향유할 수 없었다. 한군 기인의 

입장에서 출기는 기존에 누려온 지위와 특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선택이었다.

건륭 23년(1758)에 보다 강력한 출기 정책을 실시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한군 기인 중 출기 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이

전과는 달리 강제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건륭 7년(1742)의 출기 정책과는 달리 

그 대상을 경사의 한군 기인으로 국한하지 않았다. 이때 출기 대상이 된 한군 

기인의 범주에는 ① 한군 기인 중 年 하거나 중병에 걸려 팔기 관병으로 복

무할 수 없는 자, ② 팔기한군 내 閑散 기인으로 부양할 친속이 없는 자 등이 

포함되었다.82)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팔기 내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한

군 기인을 쫓아낸 조치로 판단된다. ②는 부양할 친속이 있는 한산 기인을 팔

기 내에게 쫓아내면 그 생계가 더욱 곤궁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

런데 이 조치로 어느 정도의 한군 기인이 출기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정책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건륭 27년(1762)에는 출기가 가능한 한군 기인의 범주를 확대시키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본래 한군 기인 중 입관 한군의 후손은 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건륭 27년 直省 지역에 의탁할 곳이 있는 ‘종용입관

자’의 후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출기가 가능해졌다.83) 즉 스스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다면 입관 한군 후손의 출기를 허용한 것이다. 출기 허용 정책의 

81) 大淸律例根源1 , p.38, “凡旗下人犯罪…(중략)…軍, 流, 徒免發遣, 分別枷號。徒一年
者, 枷號二十日, 每等遞加五日。總徒, 准徒, 亦遞加五日. 流二千里者, 枷號五十日, 每
等亦遞加五日. 充軍附近者, 枷號七十日. 近邊者, 七十五. 邊遠, 沿海, 邊外者, 八十日. 
極邊, 煙瘴者, 九十日.”

82)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15, ｢八旗都統｣ 5, p.418b, “(乾隆)二十三年議准, 八旗漢軍
年老殘疾不能當差, 以及差使平常, 不堪敎養者, 俱令爲民. 其閑散人等, 無以養贍親屬
者, 亦令出旗爲民.”

83)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15, ｢八旗都統｣ 5, p.418b, “(乾隆)二十七年議准, 八旗漢軍
從龍人員, 如直省有可依靠之處, 任其隨便散處, 願爲民者, 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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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입관 한군 후손의 출기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니루의 좌령 직을 累代에 걸쳐 

세습해온 팔기한군 내 핵심부에 속하는 기인은 여전히 출기가 불가능하였다. 이는 건

륭 27년에 제정된 규정에서 팔기한군 내 현직 관원의 품급이 6품 이하일 때, 예비 혹

은 퇴직 관원일 때, 일반 팔기병이거나 閑散 기인일 때 출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84) 따라서 4품관인 니루의 좌령은 출기가 불가능했다. 현직 관원 

중에서는 6품 이하 현직 관원만 출기할 수 있다는 규정도 건륭 55년(1790)에 폐지되

고 팔기한군 내 품급 官員의 출기를 불허하였다. 이후에는 팔기한군 내 兵丁과 한산 

기인이 출기를 원할 때에만 이전처럼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변화하였다.85) 

또 ‘本支家口’에 5품 이상 고위 관직자가 있는(건륭 55년 이후에는 품급 관원이 있

는) 한군 기인도 출기할 수 없었다. 이는 건륭 27년에 한군 기인이 자의로 출기하고자 

할 時에는 ‘本支家口’에 속한 기인이 모두 출기할 경우에만 이를 받아들이도록 규정되

었기 때문이다.86) 규정 상 ‘本支家口’에 속한 자가 모두 출기하여야 하는데 특정 관품 

이상은 출기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함께 출기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었다. 이를 

건륭 29년(1764)에 발생한 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는 ‘本支家口’에 속하는 친속의 범위가 적어도 삼촌 이내 존비속 관계까지 해당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본래 건륭 27년의 규정에서는 ‘本支家口’의 구체적 예로 부자관계만을 

제시하고 있지만,87) 건륭 29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건륭 29년(1764) 정홍기 한군 소속으로 녹영의 정 2품관인 總兵 職을 수행하

고 있던 오응전이 자신은 그대로 팔기에 남아있으면서 그 아들은 출기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정홍기 도통 오닝(Ma. Oning, 寧)이 이를 적발

84)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15, ｢八旗都統｣ 5, pp.418b-419a, “(乾隆 27년)又議准, 漢軍
內六品以下現任官員, 竝一應候補候選告退革退文武官員, 及兵丁閑散人等, 有情願改入
民籍者, 呈明報部後, 該旗造具家口淸冊咨部. 由部轉行各該省州縣, 收入民籍.”

85)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15, ｢八旗都統｣ 5, p.419b, “(乾隆)五十五年奏准, 漢軍六品
以下職官准其爲民之例, 卽行停止. 如有兵丁及閑散人等, 情願改入民籍者, 仍照舊例准
其爲民”

86)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15, ｢八旗都統｣ 5, p.419a, “(乾隆 27년) 又議准, 漢軍請入
民籍者, 本支家口一體改入.”

87)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15, ｢八旗都統｣ 5, p.419a, “(乾隆 27년) 又議准, 漢軍請入
民籍者…(중략)…若有父願在旗, 子願爲民, 子願在旗, 父願爲民者, 槪不准行.”



- 24 -

하여 이들의 치죄에 대한 상주를 건륭제에게 올렸다.88) 즉 출기가 금지된 한군 

관원의 아들이 출기를 시도할 시에는 치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

로 건륭제는 팔기한군 각 旗를 관할하는 대신들에게 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색출하여 치죄할 것을 명령하였다. 조사 결과 卿(4~5품관) 秦炌 등이 

자신의 伯ㆍ叔ㆍ子ㆍ弟를 출기시킨 것이 적발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들을 

팔기 소속으로 남겨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秦炌의 아들 秦廷璽 등 

출기 당사자는 본래 소속 旗로 복귀시킨 뒤 고된 差役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秦炌 등 자신이 출기할 수 없는 품급의 직관으로 있으면서 일가친척이 출기하

도록 한 자는 刑部로 넘겨 치죄하도록 하였다. 또 이전에 이러한 자들의 출기 

시도를 허락했던 해당 기의 팔기한군 도통과 이번에 이러한 자들의 출기 허가

를 논의했던 한군 도통에게는 ‘察議’89)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90) 비록 ‘察議’

는 관원이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을 때 내리는 비교적 약한 행정 처분이었지만, 

출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팔기 조직 내 최고위 관료인 도통에

게까지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출기 허용 정책의 관련 규정은 그 대상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정, 보완을 거듭한 과정 속에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

진된 것을 알 수 있다. 건륭 23년(1758) 기존에 보유한 旗地를 그대로 가지고 

출기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건륭 27년(1762) 입관 한군 후손의 출기를 허용한 

조치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한군 기인 중 출기 

허용 정책으로 출기한 한군 기인의 비율은 이하 Ⅲ장과 Ⅳ장에서 다룰 내용을 

통해 역 추산할 수 있다.

88) 高宗純皇帝實錄  卷720, 건륭 29년 10월 癸未, “鄂寧前奏, 所管漢軍本旗內, 有總兵
吳應銓等, 俱身在旗籍, 而令伊子出旗爲民, 應將伊等治罪一摺.”

89) 관리에게 과실이 있을 때 내리는 처분 중 하나이다. 비교적 약한 처분에 속하며 ‘議
處’와 ‘嚴加議處’가 이보다 강한 처분에 속한다.( 淸代典章制度辭典2 , p.774.)

90) 高宗純皇帝實錄  卷720, 건륭 29년 10월 癸未, “朕即交八旗大臣議奏, 原欲各旗一體
畫一, 將有似吳應銓等違例之人, 通行查出治罪也. 今八旗大臣查出少卿秦炌等, 俱系職
官. 曾經降旨不准出旗之人, 伊等竟設法鑽營, 令伊伯, 叔, 子, 弟出旗爲民…(중략)…理
應議令伊等照舊在旗…(중략)…現在查出秦炌之子秦廷璽等, 俱著徹歸本旗, 充當苦差行
走. 秦炌等, 並著交部治罪, 其從前准令伊等出旗之該管都統, 及此次議令伊等出旗之八
旗漢軍都統, 一並交部嚴加察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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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出旗 강제 정책과 그 성과

건륭 19년(1754)부터는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강제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때의 출기 정책이 출기 허용 정책과 다른 점은 내지 주방의 한

군 기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해당 주방의 한군 기인이 강제로 ‘출기당했다’는 

것이다.91) 건륭 19년(1754)의 상유에서 건륭제는 주방의 한군 기인을 대상으로 

출기 정책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때 경사 소속 한군 기인을 대상으로 

한 출기 정책의 예에 따라 실시하라고 하였으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이와 

달랐다. 기존에 주방 한군이 담당하던 官缺과 兵額을 경사에 거주하는 만주 기

인이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한군 팔기병은 綠營에 빈자리가 발생하면 녹영

병으로 복무하도록 하였다.92) 이는 출기 허용 정책이 팔기한군의 관결과 병액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 상이하다.

또 주방 한군의 출기 강제 정책이 팔기한군 내 생계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

기위한 것만이 아니라, 만주 기인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건륭 20년(1755) 청 조정에서는 廣州 駐防의 팔기

한군 兵丁을 출기시키고 그 자리를 만주 기인이 대신하게 하여 만주 기인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93) 건륭 43년

(1778) 건륭제는 西安 주방의 팔기한군 병액을 팔기만주 병액으로 전환한 것이 

만주 기인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94)

兵丁 수를 기준으로 건륭 20~21년(1755~1756) 광주 주방에서 1500명, 건륭 

91) 孫守朋, 2011, p.158.
92) 高宗純皇帝實錄  卷459, 건륭 19년 3월 丁丑, “京城八旗漢軍人聽其散處, 願爲民者, 

准其爲民, 現今遵照辦理, 至各省駐防漢軍人等, 並未辦及, 亦應照此辦理, 令其各得生
計, 所遺之缺, 將京城滿洲派往, 而京城滿洲, 亦得稍爲疏通矣…(중략)…將彼處漢軍人
等, 或亦照京城漢軍之例, 各聽其散處經營, 或將軍標綠旗營兵缺出, 將伊等轉補.”

93) 高宗純皇帝實錄  卷500, 건륭 20년 11월 癸酉, “諭軍機大臣等, 錫特庫等覆奏, 辦理
廣東駐防漢軍一摺. 於籌辦此事本意, 殊未明晰, 漢軍生齒日繁, 轉不能如漢人之隨便謀
生. 所以令其出旗, 正爲伊等生計起見, 而所遺甲缺, 即以滿洲充補, 亦於滿洲生計有益.”

94) 高宗純皇帝實錄  卷1065, 건륭 43년 8월 丙子, “至西安所有改歸綠營之漢軍額缺, 並
可於京城滿洲兵內, 挑選一千名, 往彼駐防…(중략)…而於京城滿洲生計, 亦甚有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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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년(1762~1763) 京口 주방에서 약 3,300명, 건륭 44년(1779) 서안 주방에

서 2,332명이 출기하는 등 약 16,000명 정도의 주방 한군 兵丁이 출기되었다. 

이는 광주 주방의 팔기한군 병액 1500명 分을 제외하면, 內地 각 성의 주방 

한군 전체가 출기한 것을 의미한다.95) 건륭기의 전체 팔기 병액이 경사와 주방

이 각각 약 10만 명씩 총 20만 명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96) 전체 주방 팔기 

병력의 15% 이상이 출기된 것이었다.

이때 주방 한군 출기 정책의 여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소한 병액과 출기당

한 병정 수를 정확히 산출해야한다. 왜냐하면 주방 한군의 강제적 출기 정책이 

감소한 팔기한군의 병액을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몫으로 전환하고 해당 주방의 

팔기한군 병정과 그가 속한 家戶 전체를 출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

이다. 정확한 출기 兵丁 수 산출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기 인정 수 추

산 자체가 무의미하다. 光緖 大淸 典事例 ㆍ 淸文獻通 ㆍ 淸實  등에 기

록된 주방 소속 팔기한군의 출기 병액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내지 주방 한군의 출기 강제 정책은 소기의 정책 목표

를 달성했다. 그 실시 시기도 서안 주방을 제외하면 건륭 19년~31년

(1754~1766) 사이에 집중되어 약 10년 만에 정책이 완수된 것처럼 보인다. 또 

주방에서 약 16,000명의 한군 병정이 출기된 것은 병정 수보다 몇 배나 많은 

한군 人丁이 출기된 것을 의미했다. 건륭 19년(1754)과 건륭 28년(1763)에 

2,523명의 한군 병정이 출기된 복주 주방에서 출기된 戶數가 1001戶라는 기록

이 남아있어,97) 팔기 兵丁의 출기와 소속 戶 전체의 출기가 상호 연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5) 劉小萌, 2008, p.474.
96) 陳鋒, 1992, p.20.
97) 高宗純皇帝實錄  卷736, 건륭 30년 5월 辛巳, “軍機大臣等議覆. 福州將軍明福疏稱, 

福州出旗兵一千零一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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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 주방 출기 시점 출기 병액 출처

福州 건륭19, 28 2,526
光緖 大淸 典事例 98)

淸文獻通 99)

廣州 건륭20~21 1,500
光緖 大淸 典事例 100)

淸文獻通 101)

杭州 건륭28 1,900
淸代八旗駐防制度硏究 102)

淸文獻通 103)

京口 건륭27~28 약 3,300
高宗純皇帝實 104)

淸文獻通 105)

凉州,莊浪 건륭28 1,000 淸文獻通 106)

右衛 건륭29 1,264 晋政輯要 107)

張家口 건륭29 약 400 高宗純皇帝實 108)

綏遠 건륭29~31 2,117
淸文獻通 109)

高宗純皇帝實 110)

西安 건륭44 2,332 光緖 大淸 典事例 111)

합계 16,339
※ 이 표는 范傳南, 2010-6, p.12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단 范傳南이 산출한 수치

에 몇몇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福州ㆍ京口ㆍ右衛ㆍ西安 주방 등

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표 5> 건륭 중후반 주방 한군 출기 兵丁 수 통계

98)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28, ｢八旗都統｣ 18, p.552a, “(乾隆)十九年, 福州駐防四旗漢
軍, 改充綠旗營兵.” 본래 이 기사와 아래 각주에서 인용한 淸文獻通考 의 기사에는 
복주주방에서 출기한 팔기한군 병정의 구체적 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강
희~옹정 연간 복주주방에 할당 혹은 증설된 팔기한군 병액을 통해서 건륭 19년 복
주에서 출기 당한 한군 병정의 수가 2,526명인 것을 추산할 수 있다. 光緖 大淸會
典事例  卷1128, ｢八旗都統｣ 18, p.547a, “(康熙)十九年, 設駐防福建福州府左翼四旗漢
軍領催二百四十二名, 馬甲一千四百一十八名, 步甲三百四十七名, 鐵匠十九名.” p.550a, 
“(雍正 7년) 又增設福州駐防水師旗營, 選四旗漢軍餘丁五百名, 充補水師.”

99) 淸文獻通考  卷186, 兵8, p.6475, “乾隆十九年, 定福州駐防改用八旗滿洲…(중략)…充
額原設之四旗漢軍各官兵悉令出旗, 送部分別去留改補綠旗營. 二十八年, 令福州駐防水
師營漢軍兵悉陸續出旗, 分别改補綠旗營.”

100)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28, ｢八旗都統｣ 18, p.552b, “(乾隆)二十年議准, 廣州駐防
八旗漢軍兵三千名內, 以領催八十名, 馬甲一千四百二十名出旗爲民.”

101) 淸文獻通考  卷189, 兵11 p.6511, “乾隆二十一年, 裁廣州駐防八旗漢軍兵一千五百名, 
改補綠旗營.”

102) 定宜莊, 2003, p.111.
103) 淸文獻通考  卷186, 兵8, p.6480, “(乾隆)二十八年…(중략)…杭州駐防四旗漢軍兵, 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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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방의 한군 兵丁이 출기당할 당시 해당 주방 한군 兵丁과 閑散 기

인 간의 비율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단 이미 옹

정 연간부터 팔기한군이 주둔하고 있던 내지 각 駐防의 한산 기인 수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옹정 5년(1727) 당시 2,000丁의 한군 팔기병이 주둔하고 

있던 복주 주방에는 한산 기인의 수가 10,000丁에 달했다. 이는 복주 주방의 

팔기한군 출기가 실시되기 약 30년 전의 상황으로 이 시기에 이미 한군 병정 

대 한산 기인의 비율이 1:5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112) 옹정 후반 1,900명

陸續出旗, 分別改補綠旗營.”
104) 高宗純皇帝實錄  卷677, 건륭 27년 12월 甲寅, “京口漢軍兵三千三百名係水師營缺, 

應留千餘名, 於江寧滿蒙兵六千名內, 塹其熟諳水務者撥往, 再將漢軍兵缺裁汰.” 
105) 淸文獻通考  卷185, 兵7, p.6464, “(乾隆)二十八年, 令京口駐防漢軍兵悉陸續出旗, 分

别改補緑旗營. 更定官兵額數移江寧駐防八旗蒙古兵一千五百九十二名, 充京口額.”
106) 淸文獻通考  卷188, 兵10, p.6496, “(乾隆)二十八年…(중략)…凉州, 莊浪駐防…(중

략)…令漢軍一千餘名悉陸續出旗.”
107) 淸ㆍ海寧, 晋政輯要 (清ㆍ乾隆 山西布政使司刊本) 卷5, p.103, “於乾隆二十九年, 右

衛漢軍出旗兵丁, 一千二百六十四名.”
108) 高宗純皇帝實錄 에 실린 張家口 주방 한군 출기 기사에는 정확한 출기 兵丁 數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우위 주방 한군의 출기 기록과 장가구 주방 한군의 출
기 기사를 비교해보면 장가구 주방에서 약 400명의 한군 팔기병이 출기한 것을 추
산할 수 있다. 장가구 주방에서는 2개 니루 分의 한군 팔기병이 출기되었는데, 장
가구 주방의 팔기한군은 본래 우위 주방 소속이었다가 장가구 주방으로 이전 배치
된 것이었다. 高宗純皇帝實錄  29년 8월 기사에서는 이 2개 니루를 이전에 출기시
킨 우위 주방 한군 6개 니루의 예에 따라 출기하라고 하였으므로 우위 주방에서 
출기한 팔기한군 니루 수가 6개인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인용한 晋政輯要 에 따
르면 우위 주방에서 출기된 한군 兵丁 數가 1264명이므로 니루당 병정 수는 약 
200명 것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래 우위 주방 소속이었던 장가구 주방의 
팔기한군 니루 2개에 약 400명의 한군 병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高
宗純皇帝實錄  卷717, 건륭 29년 8월 戊戌, “又諭, 據蘊著奏稱, 移駐張家口之十二佐
領內, 有二漢軍佐領官員兵丁, 或仍移張家口, 或照右衛漢軍六佐領辦理之處請旨, 等語. 
此二佐領弁兵, 雖原議入於移駐張家口數內, 今既將右衛漢軍官兵出旗爲民, 調撥綠營此
二佐領, 自應照彼六佐領一體辦理, 若謂移駐張家口官兵額缺, 盡可將彼處滿洲官兵照數
撥補.”

109) 淸文獻通考  卷184, 兵6, p.6456, “(乾隆)二十九年裁綏遠城駐防…(중략)…漢軍兵二
千一百十七名悉令出旗.”

110) 高宗純皇帝實錄  卷729, 건륭 30년 2월 乙巳, “現在綏遠城出旗漢軍, 改補綠營官員, 
俱已起程, 其漢軍兵二千一百十七名. 陸續調補綠營, 約一年可全出旗.”

111)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28, ｢八旗都統｣ 18, p.557b “(乾隆 44년)又裁西安駐防漢軍
馬步甲二千三百名, 炮甲二十四名, 弓匠八名, 改充綠旗營兵. 增設滿洲蒙古馬甲一千二
百名, 步甲一百名, 由京師八旗滿洲蒙古內揀選派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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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팔기한군 병력이 주둔하던 杭州 주방에도 약 1,600丁의 팔기한군 소속 한산 

기인이 있었다.113) 항주 주방의 팔기한군 출기가 건륭 28년(1763)에 단행되었

던 것을 고려하면 출기 당시에는 한산 기인의 수가 이보다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옹정 연간 복주 주방의 경우 병정:한산의 비율이 1:5였던 것과

는 달리 항주 주방은 1:0.8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방 별로 

병정:한산의 비율에 큰 편차가 있었던 것이다. 

단 전체 팔기한군 병액 중 출기 강제 정책으로 줄어든 병액을 통해서 전체 

팔기한군 인정 중 출기 강제 정책으로 출기된 비율을 추산할 수 있다. 크게 경

사ㆍ동북(성경, 흑룡강, 길림장군 관할지역)ㆍ內地로 나눌 수 있는 팔기 주둔 

지역에서 팔기한군의 몫으로 할당된 병액은 약 24,000ㆍ17500ㆍ8000명씩이었

다.114) 약 49,500명 分의 팔기한군 병액 중 출기 강제 정책으로 줄어든 약 

16,000명 分은 전체 팔기한군 병액 중 약 32%를 차지한다. 만약 출기 강제 정

책이 일부 주방에서만 실시되었다면 출기 병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출기 인정 

수를 추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출기 강제 정책은 내지 주방 전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출기 병정 수를 기준으로 출기 인정 수를 추산해도 큰 무

리는 없을 것이다. 내지 주방의 한군 팔기병과 이들이 속한 家戶의 모든 한군 

기인을 출기시킨 이 정책으로 인해 전체 팔기한군 인정 수도 약 30% 감소하

였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출기 강제 정책의 집행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집행 과정은 그리 순탄하

지 못했다. 이는 주방에서 실시된 출기 강제 정책이 Ⅱ장에서 다룬 출기 허용 

정책과는 달리 많은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출기 허용 

정책은 한군 기인 중 자원자에 한하여 출기를 허락한다는 것이 정책의 요지였

고, 출기 이후 스스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자의 출기를 허용하는 방식이었

112) 劉小萌, 2008, p.467.
113) 定宜莊, 2003, p.225.
114) 경사 팔기한군의 병액은 건륭 52년에 편찬된 淸文獻通考 (卷179, 兵1, p.6395.)를 

기준으로 삼았다. 내지 주방 팔기한군의 병액은 줄어든 팔기한군 병액 약 16,000명 
分에 광주 주방의 한군 병액 1,500명 分을 더한 것이다. 동북 지역의 병액은 二集  
｢兵制志｣ 4, 八旗駐防兵制 pp.606-617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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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청 조정의 입장에서 큰 부담은 없었다. 

반면 주방에서 실시된 출기 강제 정책은 이와 달랐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에 이르는 해당 주방의 한군 팔기병과 가족을 함께 팔기에서 내보냈기 때

문에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거지 마련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

제 민인이 된 기존의 한군 기인들은 기인만 거주할 수 있는 주방의 滿城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한군 팔기병이 녹영병으로 복무하

고자 할 때는 이를 허락하도록 하였는데 수천 명 단위로 방출된 한군 기인을 

인근 녹영 부대에서 받아들일 여력이 있는지도 문제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한군 팔기병을 대신할 만주, 몽고 기인을 선발하여 각 주방에 배치하는 

것 또한 행정력 소모와 재정적 부담을 야기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록

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복주 주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기에 따른 사후 

처리과정을 살펴본다.

건륭 19년(1754) 복주 주방의 한군 팔기병 중 1,500명을 출기시켰으며, 건륭 

28년(1763)에는 복주 주방 수사영 소속 한군 팔기병을 전원 출기시켰다. 두 경

우 모두 출기된 한군 兵丁이 원할 경우 녹영병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녹영 부대에 이에 상응하는 병력 수요가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에 녹영 부대

에 빈자리가 발생하는 것을 기다린 뒤 녹영병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며 그 대

상도 신체가 건강하고 능력이 뛰어난 자로 한정되었다. 한군 팔기병의 자리를 

대신할 경사의 만주 기인을 일거에 복주로 파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출기 

자체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115)

건륭 20년(1755) 복주장군 신추(Ma. Sincu, Ch. 新柱)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

로 기존 한군 팔기병에게 내어줄 녹영 부대의 빈자리는 크게 부족했다. 신추는 

이 문제를 수년 내에 해결해줄 것을 황제에게 주청했다. 또 복주 주방에 새롭

115) 高宗純皇帝實錄  卷473, 건륭 19년 9월 乙巳, “是月, 閩浙總督喀爾吉善等奏, 福州
駐防漢軍 現令出旗爲民, 並將旗員改調. 其出旗願補綠營之兵, 必俟綠營缺出, 始可頂
補, 即旗員亦必須漢軍陸續出旗後, 始可更替, 是滿洲官兵不能一時即來, 漢軍官兵, 應
循次妥辦, 請將奏准先令出旗之漢軍甲兵一千名內年老衰弱者, 與閑散人等, 槪令出旗爲
民. 其强壯技嫻者, 撥綠營食糧充伍, 俟分別辦竣, 再奏請派撥在京滿洲官兵, 分起來閩
補額. 此一千名辦畢, 其餘漢軍一體辦理. 得旨, 是, 但期其妥, 不在欲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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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파견될 만주 팔기병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지급할 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

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116) 주방의 한군 기

인 중 5품 이상 관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문제시되었다. Ⅱ장에서 언급한 것

처럼 한군 관원 중 5품 이상인 자는 출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복주 주방에서 

팔기한군 병액이 축소되어 이들 5품 이상 한군 관원을 임명할 官缺이 줄어들

게 된 것이다. 이에 복주장군은 參領, 防禦 등 5품 이상 한군 관원 중 京師에 

조상의 무덤이나 토지 등이 있는 자는 가족과 함께 경사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출기를 허락하자는 상주를 올렸고 황제의 재가를 얻었다.117)

이처럼 주방의 팔기한군 병액 자체를 팔기만주의 몫으로 전환하자 이에 따

른 행정적, 재정적 수요가 속속 발생했다. 녹영병이 된 기존 한군 팔기병에게 

지급될 거주지 마련 비용은 그 구체적 액수까지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민절총

독 楊應琚와 복주장군 신추의 보고에 따르면 만약 녹영 부대에 병사가 거주할 

집이 있는 경우에는 甲兵 1인당 이사 비용으로 은 2량을 지급하였으며 집이 

없는 경우에는 집을 임대할 비용으로 은 6량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 본래 빈

곤한 집안 출신이었거나 팔기 내에서 직역을 보유하지 못했던 한산 기인 출신

에게는 은 8냥을 추가로 지급해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旅費를 나눠주었으며 이주하는 거리에 따라 차

등 지급하였다.118)

116) 高宗純皇帝實錄  卷503, 건륭 20년 12월 庚申, “軍機大臣等議覆, 福州將軍新柱奏, 
請定福州駐防兵丁事宜…(중략)…一. 出旗漢軍, 轉補綠營, 出缺甚少. 請將漢軍轉補綠
營五百兵缺, 作二年辦理. 一千兵缺, 作四年辦理. …(중략)…一. 滿兵甫駐, 安置未定, 
兵丁應扣房價, 於出缺存貯銀內歸還, 歸完後, 再存公備用. 一切必需軍器, 官先爲制造, 
坐扣兵丁月糧, 餘俟四五年後, 各項扣完, 照例辦理, 均應如所請. 從之.”

117) 高宗純皇帝實錄  卷529, 건륭 21년 12월 辛巳, “兵部議准, 福州將軍新柱等奏稱, 福
州駐防漢軍, 現遵例更換滿洲. 其參領防禦等官, 原由該處補放一經更換, 則伊等已無職
守. 若拘於成例, 不准出旗爲民, 未免生計維艱, 應令在京有墳塋產業可依者, 其子弟俱
隨父歸旗. 如在京實無族屬產業可依, 准其出旗爲民. 從之.”

118) 高宗純皇帝實錄  卷547, 건륭 22년 9월 己未, “閩浙總督楊應琚, 福州將軍新柱等奏, 
福州駐防漢軍四旗甲兵, 恩准出旗爲民, 並改補綠營糧缺. 臣新柱先經奏准, 如綠營原有
兵房者, 每名賞搬移銀二兩, 無兵房者, 賞賃屋銀六兩. 其窮苦閑散戶口, 每戶賞資本銀
八兩…(중략)…其轉補各外標營之甲兵, 家口尚在省城, 及將來應行轉補, 家口須帶往者, 
懇恩准照該兵之家口多寡, 每名口, 每百里, 陸路酌賞路費銀三錢, 水路減半, 所需銀, 
統於出旗漢軍截曠項下動支. 得旨, 允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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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 기인을 출기시킨 이후 그 자리를 대신할 만주 기인을 경사에서 복주로 

파견하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았다. 1,500명의 한군 팔기병을 출기시킬 것이 결

정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흐른 뒤인 건륭 26년(1761) 당시에도 기존 한군 

팔기병을 대신할 만주 기인의 파견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는 경사의 한산 

기인 중 복주로 파견할 자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119) 파견 직후 주방 팔기병으로 근무해야했기 때문에 실업 상태의 

한산 기인 중 팔기병으로 복무할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해야했다. 실제 관련 

조항에서도 팔기 부대에 빈자리가 발생했을 때는 騎 에 능한 자를 임명하도

록 규정되어 있었다.120) 건륭 27년(1762)에는 복주로 파견된 만주 기인 중 水

師營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한 병력 50명을 선발하는 것도 그 수를 채우지 못하

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영의 팔기한군 병액 중 절반은 그

대로 남겨두었다가 경사에서 파견된 만주 기인의 수가 증가하면 다시 팔기한

군 출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121)

사실 팔기한군 출기 이후 전체 복주 주방의 병력 미충원 문제는 수사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戶數를 기준으로 복주에서 출기한 팔기한군은 총 1,001

호였는데, 건륭 30년(1765)을 기준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복주로 파견되어 

거주하고 있던 만주 기인 家戶는 312호에 불과했다. 이는 복주 주방의 팔기한

군 출기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른 뒤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복주장군 밍푸(Ma. Mingfu, Ch. 明福)는 기존 팔기한군 병액을 대체하기 

위해 경사에서 총 689호의 만주 기인이 그해 겨울까지 복주에 도착할 수 있도

록 해달라는 상주를 올렸다.122) 

119) 高宗純皇帝實錄  卷634, 건륭 26년 4월 辛巳, “福州將軍舍圖肯奏, 福州駐防漢軍兵, 
出旗爲民一案, 前經軍機大臣議准, 暫行存留, 遣閑散滿洲人等操練, 俟熟習者多, 再行
陸續改補, 等語.”

120) 乾隆 欽定八旗則例 (蝠池書院出版, 2004) p.223, “滿洲蒙古各旗馬甲缺出…(중략)…
驗看騎射挑補.”

121) 高宗純皇帝實錄  卷673, 건륭 27년 10월 丁未, “諭軍機大臣等, 據福增格奏稱, 遣往
福州之另戶閑散滿洲內, 挑選水師營五十名, 壯丁難以足額. 請將舊有水師營漢軍存留一
半, 其餘一半出缺…(중략)…該將軍再行奏請, 由京派遣另戶滿洲, 如果生齒繁衍, 再將
漢軍人等調充綠營. 廣州亦有此等遣往之人, 交明福等, 一體辦理.” 

122) 高宗純皇帝實錄  卷736, 건륭 30년 5월 辛巳, “福州將軍明福疏稱, 福州出旗兵一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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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한군 출기가 실시된 다른 주방의 상황이 복주 주방과 동일했는지는 관

련 기록이 부족하여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 京口, 西安 주방의 사

례를 통해서 다른 주방에서도 복주 주방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구 주방의 경우 건륭 28년(1763)에 병정 3,300명을 포함한 소속 한

군 기인 전원의 출기가 결정되었다. 복주 주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한군 

兵丁의 녹영병 전환이 추진되었다.123) 경구 주방에 거주하던 한군 기인 전체의 

戶籍을 旗籍에서 民籍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곧바로 시행되었으며, 기인과 민인

이 함께 거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출기된 한군 기인은 모두 주방 밖으로 

이주하여야 했다. 그들에게는 이주 비용과 새롭게 주거지를 마련할 비용이 지

급되었는데 그 지급 대상과 지급 액수까지 복주 주방과 동일했다.124)

다만 복주 주방과는 달리 주방에 소속된 참령, 방어 등 5품 이상 관원을 출

기시킬지, 아니면 경사 팔기 소속으로 되돌려 보낼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대신 驍騎校, 비트허시(Ma. bithesi, Ch. 筆帖式) 등 6품 이하 관원의 녹

영 전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청 조정에서는 경구 주방의 효기교와 비

트허시가 녹영의 千總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대상자가 된 비트허시는 1명

에 불과했고 효기교는 34명이었다. 그런데 당시 江 , 安徽 일대 녹영 부대의 

千總 관결 수가 총 110여명 分으로 한번에 34명 分의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

다. 이로 인해 당시 兩江총독은 기존 경구 주방의 효기교가 임명될 수 있는 관

직을 官缺이 230여명 分에 달하는 把總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125)

零一戶. 除將原有本地另戶兵三十四名, 及由鄭家莊發到二百七十八名遇缺坐補外, 其餘
六百八十九戶, 請分爲三隊遣來, 等語. 應如所奏, 將由京出派滿兵六百八十九戶, 編爲
三隊. 頭二隊, 各二百三十名, 末隊, 二百二十九名…(중략)…自本年秋季起程, 至冬到
閩..”

123) 淸文獻通考  卷185, 兵7, p.6464.
124) 高宗純皇帝實錄  卷680, 건륭 28년 2월 丙申, “辦理京口出旗漢軍事宜. 一. 咨明旗

部銷檔, 聽所願赴處入籍. …(중략)… 一. 出旗兵向住官房, 淸查立界, 分給移駐滿兵, 
不許旗民雜處…(중략)…一. 改補綠營兵有房者, 給搬移銀二兩. 無者, 給賃房銀六兩. 閑
散內鰥寡孤獨無依者, 賞銀八兩.”

125) 高宗純皇帝實錄  卷695, 건륭 28년 9월 癸未, “兩江總督尹繼善奏, 裁汰京口漢軍兵, 
分別出旗爲民, 改補綠營充伍一案. 經軍機大臣覆准, 驍騎校等, 以綠營千總補用. 筆帖
式情願改武者, 以千總補用. 候補筆帖式, 及記名領催, 皆以外委補用, 等因. 查驍騎校
應改補者三十四員, 筆帖式改武應補千把者一員. 江南通省各標營, 共計陸路內河, 千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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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총은 7품관으로 6품관인 효기교보다 낮은 관직이었다. 즉 출기 이후 팔기

한군 출신 하급 관원들에게 기존 관품에 상응하는 녹영 관직을 줄 수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경구 주방에서도 복주 주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녹영 전환을 

원하는 한군 팔기병에게 줄 녹영 內 빈자리가 부족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단 팔기한군 내 하급 관원의 녹영 전환도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을 때, 

경구 주방 한군 팔기병의 녹영 전환도 원하는 자에게 모두 자리를 줄 수 없었

던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서안 주방에서도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실시되었다. 총 2,332명의 한군 병정

이 출기되었으며, 그 대신 팔기만주와 팔기몽고 소속 병액 1300명 分이 증설되

어 경사의 만주ㆍ몽고 기인이 서안으로 파견되었다.126) 한군 병정의 출기 이후 

그 자리를 경사의 만주ㆍ몽고 기인이 대신하게 한 점, 기존 한군 팔기병의 녹

영 전환을 추진한 점, 녹영으로 전환한 기존 한군 기인에게는 이주 비용을 지

급한 점 등에서 그 추진 방식이 다른 주방과 동일했다. 기존 한군 기인의 거주

지에 경사에서 새롭게 파견된 만주ㆍ몽고 기인이 거주하게 한 점도 다른 주방

과 같았다. 또 앞서 언급한 광주 주방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한군 기인의 

자리에 경사 팔기 소속 만주ㆍ몽고 기인을 파견하여 그들의 생계 문계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이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었다. 이를 통

해 주방 한군의 강제적 출기 정책이 추구한 주요 목표 하나가 만주 기인의 생

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127)

一百十餘員, 每年出缺無多, 尙有綠營應行考撥者, 此項驍騎校, 若專補千總, 難以得缺. 
臣再三斟酌, 江省陸路內河把總, 共二百三十餘員, 每年出缺較多, 似應於千把兩項內, 
酌量借補.”

126)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28, ｢八旗都統｣ 18, p.557b, “(乾隆 44년)又裁西安駐防漢軍
馬步甲二千三百名, 炮甲二十四名, 弓匠八名, 改充綠旗營兵. 增設滿洲蒙古馬甲一千二
百名, 步甲一百名, 由京師八旗滿洲蒙古內揀選派往.”

127) 高宗純皇帝實錄  卷1065, 건륭 43년 8월 丙子, “西安所有改歸綠營之漢軍額缺, 並
可於京城滿洲兵內, 挑選一千名, 往彼駐防. 所有漢軍原住之房屋, 仍可留與滿洲兵居住. 
如此籌辦, 既省移駐更調之煩, 而於京城滿洲生計, 亦甚有益, 尤屬一舉兩得.” ; 高宗
純皇帝實錄  卷1088, 건륭 44년 8월 己未, 一. 漢軍馬兵二千, 原有左右翼官房四千間. 
請將北城右翼兵房, 給本年移駐京兵. 其南城左翼衙署兵房, 估價賣給出旗官兵. 房價於
改補綠營俸餉內, 官分四季, 兵分八季扣還. 一. 出旗漢軍, 有撥補別營, 願攜眷同往者, 
請量給盤費, 及窮苦閑散, 遷徙他往, 按戶賞給資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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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 주방의 팔기한군 출기는 주로 건륭 20년(1755) 무렵 출기 논의가 활발

히 진행된 다른 주방에 비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팔기

한군 출기 이후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일률적으로 마무리 되지 못한 점에서

는 다른 주방과 유사했다. 서안 주방의 팔기한군 출기와 관련된 정책들은 건륭 

43년(1778), 건륭 44년(1779)에 논의된 것인데 몇 년 뒤에도 마무리되지 못했

다. 

건륭 46년(1781) 당시 서안 주방에 할당된 총 9,346명 分의 팔기 병액 중 실

제 서안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서안 주

방 팔기병 중 일부가 凉州로 이전 배치된 데다가, 팔기한군 출기 이후 이에 상

응하는 신규 만주 기인의 파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李侍堯는 부족한 병

액 중 馬甲 2,300명과 步甲 200명을 충원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경사 소

속 만주, 몽고 기인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馬甲 2,300명을 충원하

고자 하였다. 이때 충원할 만주 기인과 몽고 기인의 비율을 각각 70%와 30%

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보갑의 경우에는 서안의 한산 기인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여 자체 충당을 시도했다. 그러나 마갑 2,300명을 충원해도 서안 주방의 마

갑은 5,000명에 불과하여, 규정된 마갑 병액인 7,000명 分보다 2,000명이 부족

한 상황이었다. 步甲의 경우에도 규정 병액인 1,000명 分보다 500명이 부족했

다.128) 물론 서안 주방의 병력 부족 문제가 팔기한군 출기 때문만은 아니었지

만 출기 강제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 서안 주방의 팔기한군 병액이 2,332명 分

에 달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상당했다.

청은 주방 한군의 출기 강제를 통해서 한군 기인의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

을 뿐만 아니라 京師 소속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한산 기인 문제를 일정 부

분 해소할 수 있었다. 주방 한군의 출기 강제는 단순히 팔기한군 내부의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체 팔기제가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128) 高宗純皇帝實錄  卷1140, 건륭 46년 9월 壬子, “署理陝甘總督李侍堯奏, 西安添設
駐防官兵各事宜. 一. 西安原設滿洲, 蒙古, 漢軍, 馬甲七千名, 步甲一千名. 炮手, 弓箭, 
鐵匠, 共三百四十六名. 養育兵一千名. 旋因移駐凉州等處, 及漢軍兵出旗, 所賸不及一
半. 應添馬甲二千三百名, 步甲二百名, 作爲馬甲五千, 步甲五百. 其馬甲, 請由京城馬
甲養育兵, 步甲閑散內, 以滿洲七分, 蒙古三分派往. 其步甲, 在西安成丁閑散內挑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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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 일은 많은 행정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출기 이후 이에 따른 사

후 처리를 마무리 짓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된 주방도 있었다. 

청이 내지 주방 한군의 출기에 따른 부담을 감수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

었다. 상당수 주방의 팔기한군 출기는 新疆 편입 이후 주방 팔기의 전국적 재

배치와 상호 연동되어 진행되었다.129) <표5>에서 제시한 전체 9개 주방의 팔

기한군 출기 사례 중 6개 주방의 출기 정책이 신강 편입 이후 군사적 상황 변

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내지 주방에서 출기된 전체 16,339명의 팔기한군 중 이

들 6개 주방에서 출기된 한군 병정 수를 합치면 약 12,000명에 달한다. 

신강 편입과 이에 따른 군사적 상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의 신강 

편입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희 연간 이래 지속된 준가르와의 전쟁은 

건륭 23년(1758)에 이르러서야 일단락되었다. 이후 이 지역은 新疆이라 명명되

었고 청의 영토로 공식 편입되었다. 신강 지역에 대한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는 대규모의 팔기군을 주둔시켜야 했고 築城과 둔전 경작을 위해서 이를 담

당할 녹영병 또한 파견해야 했다.130) 이후 순차적으로 대규모 팔기병과 녹영병

을 신강으로 이주시켰다.131) 건륭 26년(1761) 3,100명 정도에 그쳤던 신강의 

팔기병력은 건륭 27~30년(1762~1765) 凉州ㆍ莊浪 주방 소속 만주 팔기병의 이

전 배치, 차하르ㆍ시버ㆍ솔론 팔기병의 이주 등을 거쳐 건륭 36년(1771)에 그 

수가 1만 명을 넘었다.132) 결과적으로 팔기병과 녹영병 등을 합쳐 총 4만의 병

력이 신강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19세기 중반에는 그 수가 5만까지 증가하였

다. 이 중 녹영병을 제외한 팔기 병력의 수는 총 17,000명에 달했으며 건륭 27

년~45년 사이에 그 이전 배치와 소속 家戶의 이주가 완료되었다.133)

신강에서 대규모 병력 수요가 발생하였던 것과는 달리 통치가 안정된 內地

의 일부 주방에서는 대규모 팔기 주방을 운영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

129) 定宜莊, 2003, p.230.
130) 蔡家藝, 淸代新疆社會經濟史綱 , 北京: 人民出版社, 2006, p.116, p.152.
131) Peter C. Perdue, China Marches West :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342.
132) 小沼孝博, 淸と中央アジア草原: 遊牧民の世界から帝國の邊境へ , 東京: 東京大學出版

會, 2014, pp.129~136.
133) 華立, 淸代新疆農業開發史 , 哈爾濱: 黑龍江敎育出版社, 1998,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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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은 내지 주방의 팔기 兵額을 줄이고 신강 지역의 팔기 병액을 늘렸다. 주

방 한군의 兵額 중 상당수가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몫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들이 신강 각지에 신설된 팔기 주방으로 배치되었다. 즉, 신강 정복 이후 주방 

팔기병의 재배치와 주방 한군의 강제적 출기가 연동되어 실시된 것이다. 출기 

강제 정책의 시행 시점도 신강 편입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다. 凉州ㆍ莊浪ㆍ右

衛ㆍ綏遠城ㆍ西安 주방 등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건륭 27년(1762) 건륭제는 군기대신들에게 신강의 일리 주방에 배치할 병력 

마련과 관련된 상유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준가르 평정 이전에는 凉州, 莊浪 

지역이 서북방의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수천 명의 팔기병이 주둔할 필요

가 있었다. 하지만 건륭 27년(1762) 당시에는 신강이 청의 영토로 편입되어 바

르콜 서쪽 지역도 내지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凉州, 莊浪에 지역에 대규

모 주방 팔기병이 주둔할 필요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凉州, 莊浪 주방의 팔기 

관병을 일리 지역에 신설한 팔기 주방으로 이전 배치할 방책을 마련하라고 지

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주방을 운영할 필요가 감소한 京口, 杭州 주방 한

군 출기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해당 주방의 기존 팔기한군 병액은 각각 

팔기만주와 팔기몽고 소속인 솔론ㆍ차하르 餘丁의 몫으로 전환하여 이들을 일

리로 배치하도록 하였다.134)

이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건륭 27년(1762) 凉州, 莊浪 주방에 주둔하

던 3,200명의 만주, 몽고 팔기병이 가속과 함께 일리로 이주하도록 결정되었다. 

반면 해당 주방의 한군 팔기병 1,000명은 출기하도록 하여 민인으로 삼거나 녹

영에 편입시켰다. 또 항주 주방의 한군 팔기병 1,900명, 경구 주방의 한군 팔

기병 3,300명도 凉州, 莊浪 주방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출기되었다. 본래 경구 

134) 高宗純皇帝實錄  卷677, 건륭 27년 12월 甲寅, “定移駐伊犁防兵事宜. 諭軍機大臣
等, 前因准夷未平, 凉州, 莊浪等處爲西陲沖要. 故將西安駐防之滿洲, 蒙古, 漢軍兵丁, 
派出數千名, 分地駐防, 今大功告成, 巴里坤以西, 皆成內地, 凉, 莊, 旣非邊徼…(중
략)…至內地之京口, 杭州等處, 亦不必多駐官兵, 從前漢軍人等, 原准其出旗, 撥補綠旗
兵缺, 此二處兵丁, 亦應照例裁汰撥補, 將所出額缺分例, 揀選索倫, 察哈爾餘丁派往伊
犁駐防, 庶糧餉不致虛糜, 而伊等得以及時效用. 差操得所, 爲國家增一勁旅. 著軍機大
臣, 將凉州, 莊浪兵官, 作何挈眷遷移, 及裁汰京口, 杭州駐防, 揀選索倫, 察哈爾餘丁, 
派往伊犁之處, 詳密定議具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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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의 水師營에서는 한군 팔기병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팔기한군 

병액 1,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곧 江寧 주방의 만주, 몽고 기인 

중 水務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 대체하도록 하여 결국 경구 주방의 한군 팔기

병도 전원 출기되었다.135)

청 조정은 주방의 팔기한군 兵額을 축소시킴으로서 팔기군 전체의 병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신강에 주둔할 인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솔론ㆍ차하르 

餘丁 중에서 각각 1,000명씩을 팔기군단 소속 馬甲으로 선발하는 등 건륭 27

년(1762)에만 총 5,000명의 팔기만주, 팔기몽고 병력을 신강으로 파견하였다. 

그 가속까지 포함하면 약 2만에 달하는 만주, 몽고 기인을 신강으로 이주시키

는 대규모 사업이었다.136) 山西 右衛, 綏遠城 주방의 한군 팔기병 또한 모두 

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凉州, 莊浪 주방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신강 편

입 이후 內地가 된 지역에서 대규모 팔기 주방을 유지할 필요가 감소한 것이

었다.137) 

앞서 살펴본 서안 주방의 팔기한군 출기도 신강 편입 이후 주방 팔기병의 

재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서안 주방의 사례가 특이한 것은 감숙, 섬서 지역

에 주둔하던 녹영병의 新疆 지역 이전 배치와도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건륭 

43년(1778) 청 조정과 섬감총독 러르기연(Ma. Lergiyen, Ch, 勒爾謹) 사이에는 

신강의 일리 軍屯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러르기연은 西安提督이 관할하던 녹영 부대의 병액을 일리 주방의 몫으

로 전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상주하였으나 건륭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135) 高宗純皇帝實錄  卷677, 건륭 27년 12월 甲寅, “尋奏, 凉州, 莊浪, 舊駐滿蒙兵三千
二百名, 現在無須防守, 應遵旨令其攜眷移駐伊犁. 其餘漢軍兵一千名, 照出旗例裁缺, 
交該管將軍, 或撥歸綠營, 或令爲民. 杭州, 額設漢軍兵一千九百名, 亦照此辦理. 惟京
口, 漢軍兵三千三百名, 系水師營缺應留千餘名, 於江寧滿蒙兵六千名內, 塹其熟諳水務
者撥往, 再將漢軍兵缺裁汰.”

136) 高宗純皇帝實錄  卷677, 건륭 27년 12월 甲寅, “各項額缺, 給與索倫, 察哈爾餘丁, 
往駐伊犁, 交該管將軍, 都統, 揀選索倫一千名, 察哈爾一千名, 作爲馬甲…(중략)…統計
遣往兵丁, 共五千餘名, 並其眷口, 將及二萬名.”

137) 高宗純皇帝實錄  卷715, 건륭 29년 7월 壬申, “諭, 現在准夷回部均已平定. 凡從前
邊境, 俱屬內地, 不必多駐兵丁. 各省漢軍兵有出旗之例. 已降旨將凉州, 莊浪, 漢軍兵
出旗爲民, 調撥綠營. 其右衛, 綏遠城二處漢軍兵…(중략)…照例辦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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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대신 병부로 하여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당시 병부는 감숙과 

섬서의 녹영 각 부대에서 3,000명의 병력을 차출하여 일리로 이주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나, 건륭제는 일리 둔전의 병력과 그 가속의 수가 이미 적지 않으

니 녹영병 1,500명만 추가로 파견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138) 

건륭제의 결정에 따라 감숙과 섬서의 녹영 병액을 모두 축소시킬 필요는 사

라졌으며, 우선 감숙의 녹영 병액은 그대로 둘 것이 결정되었다. 대신 섬서 지

역의 녹영병 1,500명을 일리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도록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섬서의 녹영 병액도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는 기존 섬서 지역 녹영 각급 부

대에서 1,500명을 차출하여 일리로 보내는 대신 그 자리를 서안 주방에서 출기

시킨 한군 관병이 대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서안 주방에는 경사의 만주 기

인 중 1,000명을 파견하여 팔기한군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였다.139) 결과적으

로 청은 병액 상으로는 신강 일리 지역의 녹영 병액 1,500명을 늘렸을 뿐이지

만 서안 주방에서 출기한 팔기한군 1,500명과 경사 팔기 소속 만주 한산기인 

1,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138) 高宗純皇帝實錄  卷1065, 건륭 43년 8월 丙子, “諭軍機大臣等, 前據勒爾謹奏, 因伊
犁議請額設總兵, 陝甘所屬八旗, 均難移改, 擬將西安提督裁汰, 並提標五營, 改設伊犁
等因一摺. 所奏不知事理輕重, 斷不可行, 曾明降諭旨, 令兵部另行妥議. 嗣據兵部議奏, 
提督一缺, 自不應裁汰. 至所奏, 伊犁移兵三千, 令該督於陝甘兩省各標營內, 酌量何營
應移兵若幹, 及何營何員應汰應留之處, 妥協酌議具奏, 到日再議, 已依議行矣. 今思伊
犁屯田…(중략)…至屯田兵衆, 本屬不少, 縱欲添設, 亦何需三千之多. 但按所請, 移撥一
半足矣.”

139) 高宗純皇帝實錄  卷1065, 건륭 43년 8월 丙子, “其應移之兵, 並不必裁甘肅之缺, 即
陝西綠營兵, 亦不必抽調裁汰, 莫若將西安所駐之漢軍一千五百名, 俱令改歸陝西綠營. 
該督即會同巡撫, 提督, 酌量何營可移兵若幹. 即以移駐所出之缺, 令西安漢軍陸續頂補, 
在漢軍各官兵, 自皆樂從, 而陝西綠營兵缺. 並不至裁減, 最爲兩便. 至西安所有改歸綠
營之漢軍額缺, 並可於京城滿洲兵內, 挑選一千名, 往彼駐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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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乾隆 이후 八旗漢軍의 지위와 규모

지금까지 살펴본 출기 허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은 전체 팔기한군을 대상

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전자는 그 대상에 제한을 둔 채로 진행되었으며 

후자는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출기 정책의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팔기 내에 남은 한군 기인의 지위와 규모를 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관 한군의 후손, 특히 세습 니루를 보유한 팔기한군 일가의 지위

는 출기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입관 한군의 후손은 

출기 정책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0년간 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출기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강제성은 없었다. 건륭 연간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실시된 시기, 세습 니루를 보유한 팔기한군 집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니루의 좌령 직을 세습하였다.

이들 팔기한군 내 세습 니루 중 옹정 연간에 6개, 건륭 연간에 16개 니루가 

비세습 니루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비세습 니루로 전환된 것은 아니

었다. 그 중 9개 니루는 좌령이 죄를 지어, 2개 니루는 니루 내 분쟁이 발생해

서, 또 다른 2개 니루는 좌령 직을 세습하던 가계가 끊겨서 비세습 니루로 바

뀌었다. 여기에 추가로 삼번의 잔존 세력인 耿씨 일가가 세습하던 2개 니루도 

비세습 니루로 전환되었다. 반면 나머지 7개 니루의 비세습 니루 전환 사유는 

확인할 수 없다. 비세습 니루로 전환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한 것은 좌령이 죄를 지어 전환된 경우이다. 각 사례에서 해당 

니루의 좌령이 어떤 죄를 지어 니루의 세습이 정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는 없으나 건륭 3년에 제정된 규정을 통해 추측은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습 니루의 좌령은 十惡 혹은 軍機 관련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제

외하면 비록 자신이 革職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

다.140) 十惡은 청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극악한 범죄로 反ㆍ 大 ㆍ不

140)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30, ｢授官｣ 2, p.570b, “(乾隆 3년)又議准, 佐領獲罪, 除犯
十惡及軍機得罪者, 雖遇恩赦, 其子孫不准承襲外, 其餘情罪尙輕者, 子孫仍准承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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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잘란 니루 설립시기 전환시기 원 세습 성씨 전환 사유
양황 2 6 숭덕 3년 건륭 2년 高 罪

양황 5 6 순치 3년 건륭 30년 范 罪

정황 2 4 숭덕 7년 건륭 22년 祖 후계X
정황 2 7 강희 22년 옹정 9년 耿 삼번 후예
정황 5 2 강희 20년 옹정 11년 耿 삼번 후예
정황 5 6 숭덕 7년 건륭 34년 李 ?
정황 5 7 순치 10년 건륭 18년 祖 罪

정백 1 5 ? 건륭 43년 張 ?
정백 4 6 강희 8년 건륭 36년 孫 ?
정백 4 7 강희 8년 건륭 36년 孫 ?
정홍 1 2 순치 2년 옹정 3년 孟 罪

정홍 4 1 숭덕 7년 옹정 6년 佟 罪

양백 1 1 순치 3년 건륭 26년 安 罪

양백 1 3 숭덕 7년 건륭 29년 祖 ?

<표 6> 옹정~건륭 연간 한군 세습→비세습 니루 전환 사례

孝 등 10개의 죄목이 여기에 해당한다.141)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좌령이 十

惡과 같은 大罪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집안은 그대로 니루 세습 권한을 유

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세습 니루의 비세습 니루 전환은 팔기한군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팔

기만주와 팔기몽고에서도 각각 19개, 23개 니루가 비세습 니루로 전환되었다. 

팔기만주와 팔기몽고 니루의 비세습 니루 전환도 그 원인을 해당 니루의 좌령

이 죄를 지어서 발생한 경우, 좌령 직을 세습하던 집안의 후사가 끊긴 경우, 

니루 내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벌로 비세습 니루로 전환시킨 경우 등

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만ㆍ몽ㆍ한 팔기의 비세습 니루 전환은 시기적으로 유사하다. 팔기만주와 팔

기몽고의 전환 사례 중 그 정확한 전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각 17건

과 18건인데, 그 중 팔기만주는 16건, 팔기몽고는 15건이 건륭 연간에 발생했다. 

팔기한군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 22건의 사례 중 16건이 건륭 연간에 

비세습 니루로 전환되었다. 관련된 내용은 <표 6>, <표 7>, <표 8>과 같다.

141) 大淸律例根源1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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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백 1 6 순치 3년 건륭 37년 秦 罪

양백 5 2 순치 2년 건륭 21년 杜 罪

양홍 1 1 순치 2년 옹정 10년 高 罪

양홍 4 4 순치 2년 옹정 12년 郭 ?
정람 2 3 숭덕 연간 건륭 50년 佟 후계X
정람 4 3 숭덕 7년 건륭 27년 佟, 甘 니루 내 분쟁
양람 4 2 숭덕 7년 건륭 35년 朱 니루 내 분쟁 
양람 5 5 강희 23년 건륭 39년 尙 ?
출처: 二集 , ｢旗分志｣ 22~29
※ 전환사유가 ‘?’로 표기된 사례는 二集 에 그 이유 자체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

우이다. 이 점은 이하 <표 7>, <표 8>에서도 동일하다.

기 잘란 니루 설립시기 전환시기 사유
양황 2 10 강희7년 ? 罪

양황 3 17 강희61년 건륭33년 ?
양황 4 1 國初 건륭27년 ?
양황 4 2 ? 건륭19년 ?
양황 5 2 國初 건륭45년 罪

양황 5 14 강희61년 건륭12년 좌령이 질병으로 革 됨
정황 2 7 國初 건륭45년 罪

정황 2 12 國初 건륭45년 罪

정황 5 16 강희13년 건륭21년 ?
정백 1 12 강희1년 ? 니루 내 분쟁
정백 1 18 건륭6년 건륭37년 ?
정백 5 8 國初 건륭33년 후사X
정홍 3 2 國初 강희38년 니루 내 분쟁
양람 1 11 ? 건륭45년 ?
양람 2 1 國初 건륭27년 후사X
양람 3 1 國初 건륭13년 ?
양람 3 9 강희34년 건륭31년 ?
양람 5 4 강희13년 건륭21년 ?
양람 5 17 강희23년 건륭21년 *

출처: 二集 , ｢旗分志｣ 2~8, 6~17.

*은 건륭 9년까지 비세습 니루->건륭 10년 세습 니루로 전환->건륭 21년 비세습으로 전환

<표 7> 팔기만주 세습→비세습 니루 전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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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잘란 니루 설립시기 전환시기 사유
정황 카라친 3 國初 옹정3년 후사X
정황 카라친 8 ? ? 분쟁
정황 蒙古 4 천총9년 건륭50년 후사X
정백 좌 11 강희8년 건륭21년 후사X
정홍 우 5 國初 ? 후사X
정홍 우 6 강희23년 건륭41년 ?
정홍 우 9 ? 건륭35년 후사X
정홍 우 11 ? 건륭56년 후사X
양백 우 2 7 건륭30년 후사X
양백 우 4 國初 강희59년 후사X
양백 우 5 강희23년 ? 후사X
양백 우 12 강희13년 강희54년 후사X
양백 좌 3 천총8년 ? 후사X
양백 좌 4 강희23년 건륭25년 ?
양백 좌 8 숭덕 7년 ? 후사X
양홍 1 7 강희23년 건륭31년 *
정람 우 15 천총8년 건륭33년 후사X
양람 1 6 천총4년 건륭27년 罪

양람 1 7 순치2년 건륭27년 罪
출처: 二集 , ｢旗分志｣ 18~21.

* 좌령직 세습 집안의 인원이 좌령 하 旗職의 수보다 적어서 비세습 니루로 전환되었다. 

<표 8> 팔기몽고 세습→비세습 니루 전환 사례

이처럼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실시된 때와 유사한 시기에 팔기한군 내 세습 

니루 중 일부는 비세습 니루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팔기한군 출기와 세습 니루

의 비세습 니루 전환 간에는 시기적 유사성 외의 공통점은 찾을 수 없다. 이들 

니루가 비세습 니루로 전환되었을 뿐, 그 구성원은 여전히 기인이었다.

팔기한군 내 고위 관료가 본래 팔기만주 소속 기인의 몫으로 할당된 관직에 

임명되는 것도 여전히 가능했다. 건륭 17년(1752) 건륭제는 대표적 입관 한군 

중 하나인 李永芳의 4대손 李侍堯(鑲黃旗 漢軍 소속)를 熱河 駐防의 副都統으

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당시 중앙 조정의 大臣들은 만주인의 몫으로 할당된 

자리에 漢軍 기인을 임명하는 것은 例에 어긋난다하여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

에 대해 건륭제는 “이영방의 후손을 어찌 다른 한군 기인과 비교하는가?”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142) 당시 대신들은 이영방이 팔기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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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인 것을 명분으로 그의 열하 부도통 임명을 반대하였지만 건륭제는 이영

방 집안의 후손을 다른 한군 기인보다 우대하여 열하 駐防의 최고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李侍堯의 사례 외에도 팔기한군 내 주요 집안 출신 고위 관료

가 滿洲缺 관직에 임명된 사례는 여러 차례 발견된다. 건륭 25년(1760) 范文程

의 후손인 范時紀가 만주결 工部侍郞에 임명된 것, 건륭 44년(1779) 같은 집안 

출신 范宜淸이 盛京의 만주결 兵部侍郞에 임명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143)

위에서 언급한 한군 내 엘리트 계층 외에도 출기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이 존재했다. 출기 강제 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경사 팔기한군의 경우 출기 

정책을 전후하여 그 조직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팔기한군 출기

가 진행된 건륭 연간에 경사 한군의 병액은 출기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보다 

증가했다. 옹정 8년(1730) 팔기한군의 병액은 약 2만 명 分이었는데 건륭 52년

(1787) 경사 한군의 병액은 약 24,000 명 分이었다.144) 이는 같은 시기 내지 

주방 한군 병액의 대부분을 감축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즉 팔기한군 출기 정

책은 경사 한군의 병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니루를 기반으로 한 팔기한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二集  ｢旗分志｣에 

기록된 총 270.5개의 팔기한군 니루 중 3.5개의 니루가 철폐되어 해당 니루의 인

142) 嘯亭雜錄 ( 淸代史料筆記叢刊 , 中華書局, 1997) 卷7, ｢漢軍用滿缺｣, p.224, “李侍
堯曾任熱河副都統.” ; 卷4, ｢李昭信相公｣, p.88, “李昭信相國侍堯, 爲忠襄公永芳四世
孫, 少以世廕膺宿衞, 純皇帝見曰, 此天下奇才也. 立授滿洲副都統. 部臣以違例之. 上
曰, 李永芳孫安可與他漢軍比也.”

143) 嘯亭雜錄  卷7, ｢漢軍用滿缺｣, p.224, “漢軍用滿缺…(중략)…純皇帝時漢軍破格有用
滿缺者, 范時紀曾任滿缺户部侍郞, 范宜淸曾任盛京工部侍郞.” 嘯亭雜錄 에서는 范時
紀와 范宜淸이 건륭 연간 어느 시점에 滿洲缺 侍郞으로 임명되었는지 알 수 없으
나, 高宗純皇帝實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高宗純皇帝實錄 에는 嘯亭雜錄
과 달리 두 인물이 각각 공부시랑과 성경병부시랑에 임명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高宗純皇帝實錄 에 두 인물이 工部와 성경兵部의 임무를 수행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高宗純皇帝實錄 의 기록이 타당하다. “ 高宗純皇帝實錄  卷614, 乾隆 25年 
6月 甲寅, “調工部侍郞錢維城, 爲刑部侍郎, 以鑲紅旗漢軍副都統范時紀, 爲工部侍郎.” 
高宗純皇帝實錄  卷1091, 건륭 44년 9월 丁丑, “以太仆寺卿范宜淸, 爲盛京兵部侍

郎.”
144) 世宗憲皇帝實錄  卷99, 옹정 8년 10월 甲辰, 同上 ; 淸文獻通考  卷179, 兵1, 

p.6395, “八旗滿洲兵, 五萬九千五百三十名. 八旗蒙古兵, 一萬六千八百四十三名, 八旗
漢軍兵二萬四千五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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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방출되는 정도에 그쳤다. 철폐된 니루는 정홍기 1-5ㆍ2-4, 양홍기 5-6, 그리

고 양람기 1-2 니루가 관할하던 半分 니루 1개였다. 이 중 앞의 3개 니루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옹정 연간 후반에 만들어져 건륭 중기에 

철폐된 뒤 해당 니루의 인정들이 출기되었다는 점이다. 정홍기 1-5 니루는 옹정 

11년(1733)에 만들어져 건륭 31년(1766)에 철폐되었고,145) 정홍기 2-4 니루와 양

홍기 5-6 니루는 옹정 9년(1731)에 신설되어 건륭 21년(1756)에 없어졌다.146)

두 번째 특징은 세 니루가 另記檔案人ㆍ開戶人147)ㆍ養子등으로 구성된 니루

였다는 점이다. 즉, 이들 니루는 팔기 안의 하급 신분 출신들로 이루어진 니루

였다. 이들 니루의 소속 기인들은 입관 한군 출신도 아니었다. 그리고 입관 한

군 후손의 출기가 허락된 건륭 27년(1762) 이후 철폐된 정황기 1-5 니루도 입

관 한군으로 구성된 니루가 아니었다. 양람기 1-2 니루가 관할하던 반분 니루

는 본래 강희 51년(1712) 1-2 니루에 포상의 성격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

나 건륭 23년(1758) 해당 반분 니루의 소속 인정이 모두 戶下人(팔기 내 노비 

신분을 지칭하는 말)이란 이유로 철폐되었다.148) 위 3가지 사례와 다른 점은 

철폐 후 해당 니루의 인정이 출기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사 한군의 인정 수는 출기 허용 정책으로 어느 정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내

145) 二集 , ｢旗分志｣ 25, p.440, “係雍正十一年將內務府壯丁, 編爲一整佐領…(중략)…此
佐領原係由内務府撥出另記檔案人丁. 乾隆三十一年遵旨另記檔案, 養子, 開户人等出旗
爲民, 將此佐領裁汰.” 

146) 二集 , ｢旗分志｣ 25, p.442, “此佐領原係雍正九年因各旗佐領多寡不同, 奉旨, 上三旗
定設四十佐領, 下五旗定設三十佐領, 緣本旗少一佐領, 將內務府壯丁撥出編爲一整佐
領…(중략)…此佐領原係由內務府撥出另記檔案之人. 乾隆二十一年遵旨, 另記檔案, 養
子, 開户人等出旗爲民, 將此佐領裁汰.” ; 二集 , ｢旗分志｣ 27, p.473, “係雍正九年將
內務府壯丁編爲一佐領…(중략)…此佐領於乾隆二十一年部會同, 八旗查辦另記檔案人等
時, 請旨裁汰.”

147) 另記檔案戶는 옹정 7년(1729)에 처음 생긴 八旗戶籍의 일종이다. 본래 보오이-아하
에 속한 旗人이 주로 입양의 형식을 통해 另戶로 편입된 경우 영호와 별도로 영기
당안호로 규정했다. 여기서 영호는 정신기인의 자손으로 구성된 戶를 의미한다. 開
戶는 보오이-아하 출신 旗人이 특정 사유로 인해 노복 신분에서 해방되어 독립 가
호를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개호에 속한 기인은 正身旗人과 보오이-아하의 중간 
정도 지위를 점했다.(Mark C. Elliott, 2001, pp.323-324.) 

148) 二集 , ｢旗分志｣ 29, p.486, “此佐領康熙五十一年, 又賞給半分佐領. 乾隆二十三年, 
因半個佐領所屬人等俱係戶下, 經値年旗奏明, 將半個佐領裁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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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방 한군 기인의 출기 강제 정책이 경사 한군의 인정 수 감소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은 낮았다. 양자 간 인적 교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팔기제는 경사와 각 주방의 관병을 자주 순환 배치시켜 특정 지역의 팔기 

조직이 累代에 걸쳐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

다.149) 주방의 大  팔기 관원은 집안에 喪事가 발생하면 京師에서 장례를 치러

야 했으며,150) 주방의 기인이 사망하면 京師에 葬地를 마련해야만 했다.151) 이들 

규정은 旗人 一家가 특정 주방에 영구 거주하는 것을 방지했다. 그런데 내지 주

방 한군 기인의 출기가 단행된 건륭 중후반 八旗 官兵이 경사와 주방 혹은 주방

과 주방 간에 돌아가며 근무하는 체계가 공식적으로 해체되어갔다.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앞선 시기에 이 같은 관행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경사와 주방의 팔기 조

직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는 현상을 청 조정이 받아들인 것으로 경사와 주방의 인

적 교류는 점차 감소하였다. 건륭 11년(1746)에 이전과는 달리 주방의 팔기 관원

을 현지 주방에서 임명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친인척을 屬下 官兵으로 임명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건륭 26년(1761)에는 주방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건륭 46년(1781)에는 주방의 기인이 주방에 영구히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주방의 빈곤한 기인이 경사로 돌아오는 것이 금지되었다.152)

그런데 광주 주방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한군 기인이 京師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동북지역, 즉 성경ㆍ길림ㆍ흑룡강장군 관할 지역

의 팔기주방에는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실시되던 무렵 약 42,500명의 팔기병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전체 팔기 병력이 경사와 주방에 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동북 주방에 전체 팔기병력의 약 21%, 주방

팔기 병력의 약 42%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153) 이 중 성경장군 

관할 하의 주방에는 총 19,816명의 팔기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그 중 팔

149) 任桂淳, 淸代八旗駐防興衰史 , 北京: 三聯書店, 1993, p.61.
150) 乾隆 欽定八旗則例 , p.341, “在外駐防大小官員, 遇有喪事, 或回京治喪, 或扶柩來京

歸葬.”
151) 乾隆 欽定八旗則例 , p.343, “駐防官兵亡故…(중략)…其內地各省, 不許在彼置立墳

塋.”
152) 任桂淳, 1993, pp.90-91.
153) 陳鋒, 1992,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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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군 병력이 약 4,200명이었다. 길림 지역 주방에는 총 11,119명의 팔기 병

력 중 약 1,200명, 흑룡강 지역 주방에는 총 11,617명 중 약 2,600명이 팔기한

군 소속이었다.154) 즉 동북 주방에 약 8,000명의 한군 팔기병이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둔하고 있었다.

동북 지역에서 출기 강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禁 정책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건륭 연간 동북 지역에서는 민인의 이주를 금지하는 禁 정책이 실시되고 있

었다. 청은 동북 지역을 기인의 집중 거주지로 남겨두고자 노력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 

민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155) 강희 7년(1668)~건륭 6년

(1741) 성경장군 관할 지역의 민인 인정 수만 약 8,000丁에서 약 28,000丁으로 증가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민인에 의한 동북 지역 내 토지 장악과 이로 인한 기인의 생계 악

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156) 건륭 5년(1740) 성경장군 관할지역에 허가되지 않은 民

人의 출입과 이주가 금지되었으며 이 조치는 건륭 6년(1741)과 건륭 7년(1742) 각각 길

림ㆍ흑룡강장군 관할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민인의 유입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경사의 

기인을 동북 지역으로 遷徙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건륭 9년(1744)~10년(1745) 경사

154) 동북 지역 주방 팔기병의 총계는 陳鋒, 1992, p.20을 참조하였다. 陳鋒은 淸文獻通
考 를 기준으로 팔기 병액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二集 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二集 의 ｢八旗駐防兵制｣ 관련 기록은 淸文獻通考 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동북 

주방 한군 병액은 二集 , ｢兵制志｣ 4, 八旗駐防兵制 pp.606-617을 토대로 추산하였
다. 이때 동북 주방의 팔기한군 병액을 ‘산출’이 아니라 ‘추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은 관련 기록이 팔기만주ㆍ팔기몽고ㆍ팔기한군 병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성경장군 관할 하 팔기 주방 병제를 기록한 부분에서 나
타난다. 당시 성경 지역에는 총 41개의 大小 팔기주방 중 18개 주방에 팔기한군 병
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성경장군 관할 하 팔기한군 병력은 각 주방의 佐領ㆍ防禦 
등 니루급 군사 단위 지휘관 中, 漢軍 관원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계산하여 이를 전체 병력 數와 비교하여 추산하였다. 주방 팔기는 니루당 병액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예를 들어 성경장군 관할 하의 撫順 주방에는 총 4명의 
防禦 중 3명이 한군 기인이었으며 총 132명의 팔기병이 주둔하고 있었다. 防禦 1명 
당 관할 병력이 33명일 것으로 산정하여 팔기한군 병액이 99명일 것으로 추산하였
다. 

155) 이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京師 旗人의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史叢  72, 2011, p.294, p.296.

156) 定宜莊, 劉小萌, ｢試述淸朝乾隆年間的東北流民及其對旗人生計的影響｣, 黑龍江民族叢刊
, 1988-4, p.50, pp.54-57.



- 48 -

의 팔기만주 내 한산 기인 1000호를 길림 지역으로 이주시킨 것이 그 예에 해당한

다.157) 동북 지역의 이와 같은 정책 기조 속에서 동북지역의 기인을 민인으로 삼아 민

인의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사와 주방을 통틀어 어느 정도의 한군 기인이 팔기 내에 남아있었을까?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 이후 팔기만주ㆍ팔기한군 인정 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도광 원년(1821)의 팔기한군 인정 수 통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건륭~가경 

연간의 팔기 인정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옹정 

원년(1723)과 도광 원년(1821)의 팔기한군 인정 수를 비교해보면 <표9>와 같다.

양황 정황 정백 정홍 양백 양홍 정람 양람 합계

옹
정
원
년 

만주
니루 86 92 81 69 85 82 84 89 668

인정 21,353 21,252 24,854 16,579 15,160 18,336 17849 18,946 154,329

한군
니루 53 50 49 19 22 22 31 22.5 268.5

인정 39,403 33,916 31,256 17,900 13,092 16,174 20675 22,370 194,786

도
광
원
년

만주
니루 86 92.5* 86 74 84* 86* 83.5* 87.5 679.5

인정 24,412 약
25,700**

약 
27,000

약 
20,000 18,047 약

20,700**
약

20,700**
약 

24000
약 

180,000

한군
니루 41 40* 40 27.5 30 29 29 29 265.5

인정 13,970 약
13,000**

약
12,000

약
10,000**

약
13,000 8,024 약 8,700 약 

10,300
약 

89,000

출처: 安雙成 譯, 1988-4, pp.10-13 ; 呂 鮮, ｢道光元年查辦冒入旗籍史料｣, 歷史檔案 , 1995-3, pp.28-38.

 *의 니루 수는 원건에 누락된 관계로 嘉慶 大淸 典 , pp.3002-3004를 기준으로 보완하였다.

**은 도광 원년 檔案에 인정 수가 누락되어 있다. 해당 旗의 인정 수는 상삼기와 하오기 중 어

디에 속했는지를 기준으로 추산하였다. 예를 들어 상삼기 소속인 정황기 팔기한군의 인정 수

를 양황기ㆍ정백기 팔기한군 인정 수의 평균인 13,000丁으로, 하오기 소속인 양홍기 팔기만주

의 인정 수를 정홍ㆍ양백ㆍ양람기 팔기만주의 평균인 약 20,700丁으로 계산하였다.

<표 9> 옹정 원년(1723), 도광 원년(1821) 팔기만주ㆍ팔기한군 니루 수 및 인정 수

157) 이훈, 2011, p.270, pp.29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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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준으로 도광 원년(1821)의 팔기한군의 인정 수를 계산해보면 약 

89,000丁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약 100년 전인 옹정 원년(1723)의 팔기한군 

인정 수와 비교했을 때 약 46%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팔기만주의 인

정 수는 옹정 원년(1723)의 154,329丁에서 약 180,000丁 정도로 증가하였다. 

만약 건륭 연간에 팔기한군 출기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옹정 원년~도광 원

년 팔기한군의 인정 수가 팔기만주와 같은 수준인 약 17%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가정하면 도광 원년 그 인정 수는 약 228,000丁에 달했을 것이다. 그런

데 실제로는 약 89,000丁이 남아있었음으로 도광 원년 팔기한군의 인정 수 규

모가 옹정 원년에 비해 약 4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출기 허

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으로 전체 팔기한군 소속 인정 중 60%가 감소한 것

이다. 앞서 Ⅲ장에서 출기 강제 정책으로 팔기한군 인정 중 약 30%가 출기되

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따라서 출기된 전체 60% 팔기한군 인정 중 나머

지 30%는 출기 허용 정책으로 인해 출기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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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팔기한군은 팔기만주ㆍ팔기몽고ㆍ팔기한군으로 구성된 전체 팔기 내에서 지

위가 가장 낮았다. 이는 팔기한군의 몫으로 할당된 문무관원ㆍ팔기관병 직의 

수가 그 규모에 비해 현격히 적었던 것을 통해 확인된다. 팔기 내에서 지위가 

낮고 인구 과잉으로 인한 기인 생계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팔기한군을 대상으

로 출기 정책이 시행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단 청이 入關할 

당시부터 팔기에 속했던 한군 기인은 일반 한군 기인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入關 한군 중에서도 엘리트 계층에 속한 자는 팔기만주

나 팔기몽고 소속 엘리트 기인 집단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다. 팔기한군 내부의 

이러한 계층 차이는 출기 정책의 시행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출기 허용 정책은 팔기한군 내부의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획되

었다. 초기에는 京師八旗 소속 한군 기인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후에 駐防八

旗 소속 한군 기인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출기 허용 정책은 자발적 출기를 허

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 또 각 단계별로 출기를 허용

하는 자와 불허하는 자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정책의 주된 대상은 팔기한군 내 

하급 관병이나 閑散 기인이었으며 정책의 효과는 팔기한군 내부의 문제를 해

결하는 데 국한되었다. 이 정책으로 출기된 한군 기인의 수를 수치상으로 확인

할 수는 없다. 단 Ⅲ장과 Ⅳ장의 내용을 통해 출기 허용 정책으로 전체 팔기한

군 인정 중 약 30%가 출기하였을 것으로 역 추산할 수 있다. 단 이는 단기간

의 성과가 아니라 건륭 7년(1742) 이래 지속된 출기 허용 정책의 결과였다.

내지 주방의 한군 기인을 대상으로 한 출기 강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는 

한군 기인의 대규모 출기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출기 강제 정책이 

시행된 주방의 팔기병과 이들이 속한 家戶의 모든 한군 기인이 출기되었기 때

문에 팔기한군 내 한산기인 문제도 상당히 해소되었다. 축소된 팔기한군 병액

이 전체의 30%인 것을 통해 이 정책으로 전체 한군 기인의 30%가 출기되었

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책은 출기 허용 정책과는 달리, 주로 청의 신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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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출기 강제 정책은 단순히 팔기한군 내부의 한산기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주방 소속 한군 기인의 출기 강제는 건륭 연간 

팔기제가 처한 여러 위기 상황 극복과 상호 연동되어 진행되었다.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 몫으로 할당된 팔기 병액 중 광주 주방의 1,500명 分을 제외한 나머

지가 팔기만주와 팔기몽고의 몫으로 전환되어 후자의 일자리 마련에 활용되었

다. 또 이 정책은 청이 新疆을 편입한 이후 신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팔기 

병력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은 대규모 팔기부대의 주

둔 필요성이 감소한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 병액을 줄이고 신강 지역에 주둔할 

팔기만주ㆍ팔기몽고의 병액을 늘렸다. 내지 주방에서 감소한 팔기한군 병액 약 

16,000명 分 중 약 12,000명 分은 신강 편입 이후 주방팔기 병력의 전국적 재

배치와 관련하여 출기된 것이었다. 즉 청은 내지 주방 소속 한군 기인의 출기

를 통해 전체 팔기 내의 실업 문제 해결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수요 변화에 따

른 주방팔기 편제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출기 허용 정책이 강제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출기 강제 정책이 내지 주방

에서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건륭 연간 이후에도 상당수 한군 기인이 팔기 내에 

남아 있었다. 입관 한군의 후손은 상당 기간 동안 자발적 출기 자체가 불가능

했다. 그들 중 상층부는 출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출기 정책 실시 

前後의 지위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사팔기 내 팔기한군 조직에는 큰 변화

가 없었으며 그 병력 규모는 출기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오히려 증가했다. 

출기 허용 정책으로 경사 소속 한군 기인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팔기관병

으로 복무할 기회도 어느 정도 늘어났다. 동북 지역 팔기 주방에서는 조직ㆍ병

력 규모상의 변화가 없었다. 옹정 원년(1723)과 도광 원년(1821)의 기인 인정 

수 통계를 통해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 정책을 전후하여 전체 한군 기인

의 인정 수가 약 60%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감소한 60% 중 절반은 출

기 허용 정책, 나머지 절반은 출기 강제 정책의 효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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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乾隆年間的八旗漢軍出旗政策和其影響

黃海潤

首爾大學 東洋史系

本文主要以乾隆年間八旗漢軍出旗政策爲切入點，論述了分爲“出旗許可政策”

“出旗强制政策”後，其所造成的影響。目前， 此相關的硏究存在以下幾點缺憾。

首先，在沒有得到確切的出旗漢軍旗人數的前提下，草率地論述了其所帶來的影

響。其次，尚無 出旗政策的目的、實施 象、實施方案等諸多方面存在差異的出

旗許可政策 出旗强制政策間的比 硏究。第三，依然缺乏 出旗政策施行前後，

八旗漢軍所發生變化的相關硏究。因此，本文 據出旗相關統計後，把各出旗政策

細分化，並基於此， 其所產生的影響做出深度分析。本文以八旗內漢人出身旗人

中，屬八旗漢軍旗籍 爲硏究 象。

治至雍正年間，漢軍旗人有增無減，無法服兵役的閒散旗人也隨之增多。然而

旗人除文武官員、八旗官兵以外，嚴禁從事他行。由此，八旗漢軍內閒散旗人的增

多，直接影響到漢軍旗人的生計問題。爲了解決這一難題，乾隆選擇了減 漢軍旗

人數的道路。其後，淸朝開始推行以京師 駐防八旗漢軍爲 象的出旗許可政策

出旗强制政策，並一直沿用至乾隆末年。

人們普遍認爲，淸朝統一中國期間，朝廷必然 八旗漢軍賜予 高的待遇。然

而事實並非如此，從淸初開始，八旗漢軍的地位就始終低於八旗滿洲 八旗蒙古。

這一現象，也能從八旗漢軍所持的文武官員及八旗官兵數， 其規模明顯不足等事

實，淸晰可見。在此背景下，針 人口過剩問題 爲嚴重的八旗漢軍實施出旗政

策，也在所難免。但值得注意的是，從入關之前屬於八旗的漢軍旗人比一般漢軍旗

人受到優待的事實。這些“入關漢軍”中，屬於精英的漢軍旗人，也受到 八旗滿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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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八旗蒙古精英旗人類似的待遇。八旗漢軍內部的階層差異，也同樣影響到出旗許

可 象的選定。

乾隆七年(1742)始，出旗許可政策施行。這一爲緩解八旗漢軍人口過剩問題而產

生的政策，起初僅在京師實施，而後又擴大到內地駐防。在此之前的雍正八年

(1730)及乾隆三年(1738)，朝廷也曾擴充過漢軍八旗兵額。然而相 於漢軍旗人膨脹

速度，這些措施顯然還無法緩解人口臃腫現象。出旗許可政策其本身並不帶有强制

性，它也僅僅只是以許可自發性出旗請願的方式來進行，再 朝廷又按級別，把漢

軍旗人分爲出旗許可 出旗禁止 。乾隆五十五年(1790)，淸朝曾改定過關於出

旗許可 的法規，由此可知，這一出旗許可政策至 一直沿用至乾隆末年。上述政

策主要針 八旗漢軍中下級官兵及閒散旗人而設，入關漢軍之子孫，在政策初次施

行起20年內禁止出旗，而且入關漢軍中, 世襲佐領家族出身 ，即使自願出旗，也

只能事 願違。目前，關於通過此政出旗之人數，還無從確定，然而通過推算，得

知乾隆年間，在八旗漢軍出旗政策在內的一系列因素下，漢軍旗人數約減 60%。

其中一半歸於出旗强制政策，由此推測，在出旗許可政策的推動下，八旗漢軍數約

減 30%。

乾隆十九年(1754)起，針 內地駐防八旗漢軍的出旗强制政策施行，並一直沿用

至乾隆四十四年(1779)把西安駐防所屬漢軍旗人出旗爲止。其結果，內地駐防八旗

漢軍中，除部分廣州駐防外，其他漢軍旗人皆被出旗。此政並不僅僅是爲解決八旗

漢軍閒散旗人問題而設，並且相 於出旗許可政策，它具有强制性質。此外，在執

行漢軍旗人出旗政策的中，又把原屬於漢軍旗人的官缺 兵額轉給了滿洲 蒙古旗

人。換 之，朝廷通過減 漢軍旗人的崗位，增設了滿洲 蒙古旗人的崗位。此政

編入新疆後，重新分配駐防八旗兵力有着極其密切的聯繫。淸朝通過減 統治相

穩定的內地駐防之八旗兵數，增加了新疆地區駐防八旗滿洲 八旗蒙古的兵額。

內地駐防被減兵額約爲一萬六，其中75%爲應付增派新疆之 而減，也就是說，朝

廷旣致力於解決八旗內部失業問題，同時又着手了改編駐防八旗的工作。通過此

政， 之相關的駐防八旗兵及其所屬家戶的所有漢軍旗人全被出旗，隨之，整體漢

軍旗人規模也減 很多。根據本文的分析結果，被減八旗漢軍占漢軍兵額的30%，



- 61 -

並由此推測，出旗 應爲漢軍旗人的30%。

然而乾隆朝以後，非爲出旗許可政策 出旗强制政策 象的漢軍旗人，其地位、

規模並無多大變化。在組織結構 兵力上，東北地區八旗駐防的組織 兵力均無變

化，京師八旗漢軍的組織也無多大變化，但兵力卻因出旗政策而有所增加。道光元

年(1821)，八旗漢軍總人丁數爲八萬九，而通過雍正元年(1723) 道光元年檔案的比

硏究，發現乾隆年間在施行八旗漢軍出旗政策前後，漢軍旗人約減 60%，其中

半數歸於出旗許可政策，另一半歸於出旗强制政策。

關鍵詞: 八旗, 八旗制, 旗人, 八旗生計, 旗人生計, 八旗漢軍, 漢軍旗人, 出旗, 

出旗爲民, 出旗 許可, 出旗强制

學號: 2012-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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