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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세도정치기의 대표적인 戚臣家門이었던 安東 金門의 존재 양
상을 19세기 중앙정치를 이끌어가던 정치주체인 국왕과 여타 유력 가문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가문의 정치적 성장은 부계중심적 가문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변동을 배경으로 숙종연간 붕당 간의 격렬한 대립과 경종·영조연간 왕위
문제와 관련된 충역시비를 거치며 진행되었다. 세도정치기에는 집권층의
구성이 유력 가문을 중심으로 유례없이 협소화·폐쇄화되었던 것이 사실이
지만 안동 김문을 비롯한 순조~철종대의 유력 가문들은 모두 정조대에
이미 다수의 고관을 배출하고 있었다. 세도정치기의 유력 가문은 조선후
기 내내 진행된 가문의 정치세력화라는 장기적 추세 속에 마련된 결과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도정치기의 안동 김문은 혼인을 통해 노론 성향의 유력 가문들과 공
고하게 결합하였다. 이는 당시 풍양조씨를 비롯한 유력 가문 사이에서 노
론-소론 간의 혼인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과 대비되는 세도
정치기 안동 김문만의 특징이었다. 노론 유력 가문 가운데서도 정치적 라
이벌 관계에 있던 반남박씨 朴準源 가문과는 통혼 빈도가 매우 낮은 반면
풍양조씨 趙萬永 가문과의 통혼 빈도가 높았고 노론 4대신 가문과 특히
혼맥으로 밀접한 사이였다. 세도정치기 내내 유생들의 상소, 서적 발간,
서원・사우 치제, 변무 등의 방식으로 국왕 혹은 노론 인사의 주도 하에
신임의리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노론 4대신의
후손들 간에 대대로 이어진 ‘혼인’이라는 사적 결합으로도 신임의리에 대
한 공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안동 김문과 혼적 결속을 맺은 유력 가문 구성원들은 정계에서 안동 김
문 현창 사업을 주도하고 안동 김문 구성원에 대한 탄핵을 반격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동 김문 측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통혼으로
연결된 유력 가문들의 조력은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의 중요한 정치적 기
반이었다.

국혼으로 맺어진 왕실과의 결합을 통해 안동 김문은 척신가문이 되었다.
주지하듯 안동 김문은 고위 관료를 다수 배출하고 비변사를 장악하여 공
식적으로 정국 운영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김조순, 김흥근과 같은 유력
자들은 인사와 정책 결정 등에서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렇지만 안동 김문이 지녔던 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세도정치기의 왕권
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발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도정치기 안동 김
문이 척신가문으로서 국왕(왕세자)과 맺고 있던 관계는 효명세자 대리청
정기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효명세자의 대
리청정을 안동 김문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평가하여
왔지만, 실제로 효명세자는 외가인 안동 김문과 개인적으로 밀접했을 뿐
만 아니라 안동 김문 출신 관료들을 주도적으로 관직에 기용하였다. 이와
같은 국왕과 척신의 정치적 제휴는 국왕의 외가라는 척신의 기본적 성격
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선후기 척신의 역할이 공식화·법제화되
었던 추세를 배경으로 先王의 유촉과 수렴청정이라는 19세기의 특수한
정치 상황 속에서 강화된 것이었다. 또한 정치세력 구성의 단순화로 인하
여 국왕이 척신가문과 성격을 달리하는 대체세력을 양성하기 어려웠던 구
조의 산물이기도 했다.
세도정치기의 안동 김문은 척신으로서 국왕과 신하를 매개하는 중간자적
지위에서 국왕의 보좌 세력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노론 유력 가문들과는
중첩적 혼맥으로 맺어져 있었으며 이들은 안동 김문에 대한 정치적 기반
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주요어 : 세도정치, 안동김문, 가문, 효명세자, 대리청정, 혼인.
학 번 : 2012-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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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조선시대 정치에서 19세기 전반은 서구 열강 및 일본의 영향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마지막 시기로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한 정
치사 연구는 조선 정치의 자체적 진로를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19세기 후반 격동기의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19세기
전반의 정치 형태는 흔히 先王으로부터 세자를 돌보는 책임을 부탁
받은 戚臣 및 그를 중심으로 한 가문이 정국을 주도하고 소수 유력
가문들이 이에 연합하는 ‘세도정치’로 이해되어왔다. 세도정치는 조
선후기 가문의 성장이라는 추세에 右賢左戚을 포기하고 외척을 정
치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 정조의 정국 구상 변화가 더해져 등장한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1)
金祖淳을 중심으로 한 安東 金門2)은 순조대~철종대에 이르는 세
도정치기(1800~1863)의 대표적인 戚臣家門이다. 조선후기 안동 김
문은 척화신으로 대표되는 金尙憲·金尙容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對明
義理를, 노론 4대신인 金昌集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辛壬義理를 선도
하는 노론 명문가로 존재하였다. 이후 정조대 말엽 김조순이 세자
(순조)의 장인으로 예비되며 비로소 척신가문으로 전화하였고 헌종,
철종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國舅를 배출하였다. 세도정치기 안
동 김문은 선왕으로부터 세자 보도를 유촉받은 척신이라는 권위에
근거를 두는 한편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국왕의 즉위, 대비의 수렴
청정, 언관․산림의 영향력 약화, 대명의리․신임의리의 국시화와 같은
조건들에 힘입어 세력을 강화하였고 19세기 중앙정치를 전면과 이
면에서 주도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정치사에서 안동 김문에 대한 연
구는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안동 김문에 대한 논고는 19세기 정치사 연구의 전반적인 부진으
1)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1990 조선정치사 1800~1863, 청년사
2) 본논문에서 지칭하는 세도정치기 ‘安東 金門’이란 김상헌, 김상용의 후손인 신안동김
씨 淸陰派와 仙源派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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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별로 많지 않은 상태이다. 먼저 이경구는 조선후기 지배층
의 연속과 단절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로 ‘家門’을 상정하고 17~18
세기 안동 김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3) 그는 19세기에 안동김
문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義理 실현에 철저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의, 안동김문이 2세기에 걸쳐 쌓은 성과가 있었
다고 보았다. 17~18세기 안동 김문의 정체성에 대한 이경구의 연구
는 조선후기 가문이 자체적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해갔던 추세의 일
례를 적절히 보여주는 한편,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 연구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된다.
안동 김문이 척신가문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정조대에 마련되
었다는 사실 및 안동김문이 군영과 비변사를 통하여 세력을 부식한
사실은 한국역사연구회의 조선정치사 1800~1863(이하 조선정
치사로 약칭)에 의해 설명되었다. 8명의 공동 연구로 집필된 이 책
은 19세기 전반의 정치사를 정치운영, 정치구조, 정치세력의 측면에
서 접근하였는데, 국망에 이르게 한 파행으로 세도정치를 인식해온
‘세도망국론’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
다.
구성원 개인에 대해서는 김조순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유봉학
은 김조순의 사상적 면모를 폭넓게 다루면서 그가 북학적 지향을
가졌지만 京鄕分岐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지방민의 현실을 관념적
으로 파악하였던 점은 京華巨族의 한계이기도 하며 이들 사회의식
의 귀결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다.4) 반면 김조순이 민생을 외면했
다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김조순의 정국 운영을 본격적으로 검
토한 논문도 제출되었다.5) 이 연구에서는 김조순이 宋代 王安石의
개혁정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민생 현안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부세 등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지 못하였던 것은 김조순뿐 아니라
3) 이경구, 2007 조선후기 安東 金門 연구, 일지사
4) 유봉학, 1997 ｢楓皐 金祖淳 연구｣ 한국문화 1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 최재봉, 2007 세도집권기 김조순의 정국운영,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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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왕조 집권층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한계였다고 보았다. 한편
최근에는 19세기 척신가문의 경제 기반에 대한 연구로서 광무 양전
당시 제작된 忠州郡量案을 통하여 金祖根(헌종의 장인)의 손자
金甲圭의 충주군 토지 소유 규모를 밝힌 논문도 나왔다.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조선후기 사회 체제의 개편 방향과
조응하며 성장했던 안동 김문의 면모,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이 정치
권력을 장악·행사했던 방식, 김조순의 사상적·정치적 동향 등이 해
명되었다. 이는 전술했듯이 세도정치를 파행으로 보았던 역사 인식
이 반박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들은 세도정치의
등장이 지배 체제가 밟아온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
면서도, 척신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방식을 일종의 ‘부작용’
혹은 ‘체제 말기적인 현상’으로 보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19세기를 ‘중세 사회의 해체기’로 보는 큰 구도 하에서 세도정치를
조선 정치의 마지막 형태로 상정하는 시각의 소산이다.
본논문에서는 세도정치기 중앙정치에서 어떤 ‘말기적’ 징후를 찾
기보다는, 그 징후 자체를 세도정치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
한다. 이 시기 집권층에 대한 연구는 그 무게감에 비하여 실증이 빈
약한 상태이므로 평가에 앞서 일단 연구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세도정치기 안동 김
문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안동 김문(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 개
별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19세기 중앙정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동 김문과 이를 중심으로 한 집권층의 전체적 구도에
대한 해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안동 김문이 당대의 다른 정치
주체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19세기 중앙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정치주체로는 국왕과 유력 가
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안동 김문-다른 유력
6) 남금자, 2014 19세기 충주지역 외척 세도가의 토지소유와 지주경영,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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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들이 뭉뚱그려진 집권층을 형성하고 있
었다거나7) 혹은 안동 김문과 풍양조씨가 대립 관계에 있었다8)는
식의 범박한 설명에 머물고 있다. 전자의 경우 고위 관직에 포열해
있던 유력 가문을 뽑은 뒤 이들의 연합으로 정국이 폐쇄적으로 운
영되었다고 보았는데, 19세기 중앙정치가 척신가문뿐 아니라 몇몇
유력 가문 구성원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규명한
점은 중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고위관직을 과점한 유력 가문들을 통
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안동 김문이 이들과 어
떻게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
후자의 경우 풍양조씨를 필두로 한 ‘反외척세력’과 안동 김문의 대
립으로 정치 구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반외척세력을 대원군집권기까
지 연결시킴으로써 세도정치기를 뒷시기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해냈
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로는 조선정치사에서 짚어
낸, 안동 김문과 풍양조씨가 정치적으로 협력하며 정국을 견인했던
면모들이 설명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풍양조씨를 제외한 다른 유
력 가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바, 19세기 정치세력의
구도는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다음으로 안동 김문-국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다수의
세도정치기 논고들이 양자를 대립 구도로 규정해왔다. 조선정치사
의 경우 안동 김문을 국왕의 권위를 이용하면서도 국왕이 왕권의
실질을 채우려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이해하였다.9) 김명숙
도 ‘반외척세력’을 규합한 효명세자 대리청정에 주목하면서 안동 김
문을 왕권을 제약하는 대립항으로 설정하였다.10) 이러한 선행연구

7) 홍순민, 1990 ｢정치집단의 성격｣ 조선정치사 1800~1863, 253쪽
8) 김명숙, 2004 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학교출판부
9) 홍순민, 1990 ｢19세기 전반 정치사의 내용과 성격｣ 조선정치사 1800~1863, 746
쪽
10) 김명숙, 위의 책; 김명숙, 1996 ｢2장 純祖朝 孝明世子의 代理聽政｣ 勢道政治期
(1800-1863)의 政治行態와 政治運營論 - 反安東金氏勢力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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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은 王權과 臣權의 대립으로 정치사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19
세기 ‘척신의 발호’ 현상을 후자에 힘을 싣는 요소로 파악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안동 김문과 국왕의 대립으로 이 시기의 정치사를
접근하는 시각은 19세기 국왕의 정치 역량이 약화된 원인에 대한
편리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19세기 중앙정치의 실상을 많은 부분
간과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전 시기부터의 정치관행을 두고 이
를 대립의 징표로 확대해석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립의 틀에
서는 세도정치기의 국왕이 안동 김문을 활용하며 정국을 운영하고
있었던 측면들이 사상되어버린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최재봉
의 연구는 주목을 요한다. 최재봉은 김조순이 왕실의 위엄을 높이는
일에 주력했음을 밝히고 순조의 왕권 행사와 김조순의 이해관계가
상호 보완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김조순의 정치활동에 방점을
두다 보니 김조순에 대한 순조의 입장 및 태도는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체제 유지에 적극 임하
는 김조순의 행보는 세도정치기 국왕과 척신의 관계를 재설정할 여
지를 제공한다. 조선후기 척신이 대체로 국왕의 지지세력으로 존재
해왔음을 감안한다면 세도정치기의 척신 및 척신가문에 있어서도
그러한 성격이 연속될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안동 김문의 존재 양상을 여타 정치 주체와의 관
계 속에서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척신으로서의 안동 김문의
성격에 유념하면서 안동 김문이 국왕 및 유력 가문들과 어떻게 관
계 맺으며 중앙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
하여 일차적으로는 안동 김문이 세도정치기 내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대의 정치
주체인 국왕, 척신가문, 유력 가문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19세기 핵
심 집권층의 구도를 설정하고 나아가 중앙정치의 특징의 일면을 살
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19세기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로 가문이 등장하였던 배경을 살피고자 조선후기 閥閱化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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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룬다. 2장에서는 19세기 중앙정치에서 안동 김문이 지녔던 위
상을 점검하고자 안동 김문이 발휘했던 정치적 영향력의 실제를 살
펴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왕권 강화 시도가 안동 김문에 대한 견
제로서 부각되어 온 순조대 孝明世子 대리청정기(1827~1830)를 대
상으로 안동 김문과 국왕(왕세자)과의 관계를 재검토한다. 주로 활
용될 자료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代廳時日錄 등의 연대
기 사서와 稗林, 문집, 일기, 편지 등이다. 3장에서는 안동 김문이
다른 유력 가문들과 맺고 있었던 관계를 ‘通婚’이라는 틀로 접근한
다. 통혼은 가문 간 결합의 가장 직접적인 요소로서 유력 가문 간의
통혼은 정치적 안정과 권력 재생산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집권층
내의 폐쇄적 혼인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지만 19세기
집권층의 혼인 양상은 조선후기 부계 혈연 의식의 강화라는 사회적
변동 하에서 구조적 변동을 맞아 유력자 개인단위의 결합보다 한층
견고한 가문단위의 결합을 보이고 있었다.11) 따라서 세도정치기 안
동 김문의 혼인관계망을 파악하는 작업은 정치세력을 구성하는 주
요 변수인 가문간의 결합․이완에 대한 섬세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안동김씨 족보인 安東金氏世譜를 통해 19
세기 안동 김문의 통혼관계와 특징을 파악하고 통혼으로 맺어진 유
대가 세도정국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11) 권기석, 2000 ｢19세기 세도정치 세력의 형성배경 上・下｣ 진단학보 90・91, 진
단학회, 148~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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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조선후기 가문의 정치적 성장
조선후기 정치세력을 살펴볼 때 ‘가문’은 중요한 분석틀이 된다.
閥閱, 喬木世家, 巨室 등으로 불렸던 조선후기 유력 가문은 지속적
으로 관인(당상관)을 배출함으로써 특권을 세습하였으며 대개 동일
성관 중에서도 같은 항렬자를 사용하는 派 안의 특정 가계를 중심
으로 형성되었다.12) 주지하듯이 세도정치기 중앙 정치세력은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유력 가문 출신 구성원들로 채워졌다.
조선전기에도 중앙 정계에서 고관을 다수 배출한 가문은 존재했
으나 개인이 중심이 된 양측적 친속관념 하에서 친속의 범위는 개
인마다 달랐으므로13) 조선후기 유력 가문만큼의 지속성을 갖긴 어
려웠다. 조선후기 성리학에 대한 이해 심화와 이로써 야기된 사회적
변동은 사회의 여러 단위들 중에서도 가문의 성장을 가져왔다. 종법
질서가 확립되고 족보 편찬이 본격화되어 가문 계승 의식과 족적
유대가 종횡으로 강화되었고 양자제도의 일반화로 부계중심적 가문
이 성립하게 되었다.14)
위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한 조선후기 가문의 정치적 성장
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배경을 지닌다. 조선후기 붕당 단위로 결집
하던 종래의 정치세력은 숙종연간 붕당 간의 격렬한 대립과 경종․영
조연간 왕위 문제와 관련된 충역 시비(辛壬獄事)를 거치며 가문 단
위로의 분화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인용문은 순조 8년
(1808) 순조가 檢校直閣 洪奭周에게 관료들이 속한 가문의 讎家․嫌
家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있는 내용으로 관료들 사이에서 가문 간
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에 신임옥사가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
을 짐작하게 한다.

12) 차장섭, 1997 조선후기 벌열연구, 일조각, 25~27쪽.
13) 노명호, 1979 ｢산음장적을 통해 본 17세기초 촌락의 혈연양상｣ 한국사론 5
14) 차장섭, 위의 책,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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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이르길, “嫌家는 대대로 相避하고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홍석주가 이르길, “얕고 깊음이 달라서 嫌家가 있고 讎家가 있습니다.
혐가는 본인에게서 그치거나 1-2세에서 그치지만 讎家는 대대로 상피
합니다.” 상이 이르길, “지금 조정에서 嫌家는 누가 가장 많은가?” 석
주가 이르길, “4대신 가문이 嫌家가 가장 많고 그 가운데 忠獻公 金昌
集, 忠文公 李頤命 가문이 讎家가 더욱 많습니다.”(이하 밑줄은 필자)
상이 이르길, “어떻게 嫌家를 모두 알아서 상피하는가? 혹 文簿에 기
록하여 상피하는가?” 석주가 이르길, “그러합니다.” 상이 이르길, “閣臣
도 嫌家가 있는가?” 홍석주가 이르길, “신도 嫌家가 현저한 것이 5-6
가문이 있습니다.” 하고 낱낱이 들어 아뢰었다.
상이 이르길, “하번 한림은 사대신 가운데 어느 대신의 자손인가?” …
(記事官) 李憲琦가 일어났다가 엎드려 아뢰길, “故相臣 李健命이 신의
高祖입니다.” 상이 이르길, “너희 가문은 讎家와 嫌家가 몇이나 되는
가?” 헌기가 이르길 “많습니다.” 상이 이르길, “많으면 수십 가문에 이
르는가?” 헌기가 이르길, “신이 비록 어느 어느 가문이 몇이라고 지적
하여 아뢸 수는 없지만 대개 다만 수십 가문이라고만 말하고 그칠 수
는 없습니다. 그후 여러 讎家와 嫌家 가운데 역모를 저지른 가문이 많
았던 까닭에 지금은 상피하는 가문이 조금 줄었습니다.” 상이 이르길,
“李光佐와 같은 무리인가?” 석주가 이르길, “비단 이광좌뿐 아니라 趙
泰耉·趙泰億·朴弼夢·金一鏡과 상소에 연명한 여러 역적들이 모두 그렇
습니다.”15)

15) 승정원일기 순조 8년 윤5월 15일
戊辰閏五月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入直玉堂持小學入侍時, 左承旨李文會, 假注書金
裕憲, 記事官鄭元容·李憲琦, 檢校直閣洪奭周, 副修撰任天常, 持小學第二卷, 以次進伏
訖. … 上曰, “嫌家則世世相避, 不爲連姻乎?” 奭周曰, “淺深不同, 有嫌家焉, 有讎家焉.
嫌則或當其身而止, 或一世二世而止, 讎家則世世相避矣.” 上曰, “今朝廷嫌家, 誰最多
乎?” 奭周曰, “四大臣家, 最多嫌家, 而其中忠獻公金昌集, 忠文公李頤命家, 讎家尤多
矣.” 上曰, “何以盡知嫌家而相避耶? 或記簿而相避乎?” 奭周曰, “然矣.” 上曰, “閣臣亦
有嫌家乎?” 奭周曰, “臣亦有嫌家顯著者五六家.” 仍歷數以奏之. 上曰, “下番翰林, 於四
大臣中, 爲何大臣子孫乎?” … 憲琦起伏對曰, “故相臣李健命, 是臣之高祖也.” 上曰, “爾
家則讎嫌家, 爲幾家乎?” 憲琦曰, “多矣.” 上曰, “多則至於數十家乎?” 憲琦曰, “臣雖不
能某某家數, 指的仰對, 而大抵不可但以數十家言之而已矣. 其後諸讎嫌家中, 多犯逆家,
故今則相避之家稍減矣.” 上曰, “如光佐輩乎?” 奭周曰, “非獨光佐而已, 如泰耉·泰億·弼
夢·一鏡及疏下諸賊, 皆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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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주는 순조에게 신임옥사때 처벌받았던 노론 4대신 가문이 嫌
家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노론 4대신 李健命의 후손인 李憲琦가 자
기 가문의 讎家․嫌家는 수십 가문이 넘는다고 답하고 있는 점이 눈
에 띈다. 위의 인용문에서 순조는 嫌家를 적어놓은 文簿가 있는지도
궁금해 하였는데, 讎家가 가장 많다고 지적된 안동 김문 김창집 후
손의 경우 실제로 기사환국과 신임옥사에서 구성원에게 화를 입힌
소론 인사와 후손들의 목록을 反緇라는 책으로 만들어 家藏하고
있었다.16)
물론 조선후기 가문은 붕당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해왔으며 경종·
영조 연간의 정치 지형 역시 크게는 노론·소론 당색 간의 대립 형태
를 띠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세력, 특히 노론의 경
우 신임옥사로 노론 4대신(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을 비롯한
60여 명의 노론계 핵심 인사가 사망하는 등 목숨이 오가는 정쟁을
경험하였고17) 이를 계기로 가해-피해 가문 사이의 대립 구도가 형
성되었다. 중앙 정계에서의 이러한 가문 구도는 이후 관직에 나간
후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세도정치기까지 지속되었다. 요컨대 조
선후기 당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격화되면서 가장 원초적인 요
소인 혈연이 정치세력 구성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 이
와 더불어 조선후기 중앙 정치세력 결집의 주요 변수였던 黨色, 지
역 등이 19세기에 들면 각각 노론과 서울로 집중되어 전시기에 비

16) 反緇는 金逌根의 5대손인 金哲東씨가 2009년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에 기증하면
서 그 존재가 알려진 책이다. 1책 불분권인 반치는 크게 己巳錄, 辛壬錄의 두 부
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기사환국과 신임옥사에 관련된 남인 및 소론 인사들
의 인명, 관직, 노론 인사를 공격한 정치활동 내용 등을 기재하였다. 己巳錄은 총 7
명의 남인 인사와 그 후손들을, 辛壬錄은 총 24명의 소론 인사와 그 후손들을 수록
하고 있다. 후손들은 족보처럼 단을 나누어 기재되고 있는데, 인명, 출계여부, 관직,
처벌내용을 약술하고 있으며 적자 외에도 서자, 사위까지 기록한 경우도 보인다. 뒷
부분에는 己巳錄疏啓要語, 辛壬錄疏啓要語라는 제목으로 각각 남인과 소론 측에서
올려졌던 疏나 啓를 요약하여 싣고 있다. 순조연간 사환한 후손들까지 기재된 것으
로 보아 순조연간 편찬되었거나 완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유사한 자료로는 규
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讐嫌錄(古 4657-8)이 있다.
17) 정만조, 1985 ｢영조대 초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추진｣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우사,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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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변수로서의 영향력이 약화된 점도 가문이 정치세력 형성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였다.18) 또한 유력 가문의 구성원들이
先代의 정치적 입장을 계승하고 家學 등을 통해 서로 일정한 학문
적 기반을 공유함으로써 가문의 정치세력화가 촉진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순조가 관료들의 가문 지형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사실 자체가 19세기의 조정에서 가문이 그만
큼 유의미한 결집 단위가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와 유사한 예로 순조는 문과 합격자들을 불러보는 자리에서 합격자
에게 조정의 고위 관료 가운데 가까운 친족(近族)이 누구인지를 묻
고 없을 경우 먼 친족(遠族)은 누가 있는지, 서로 몇 촌간인지를 매
번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19) 이러한 현상은 영조대에 간혹 발
견되다가 정조대 들어 관행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 관료들 사이에서 相避 범위와 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조선후
기 정계에서 가문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졌음을 짐작케 하는 또다른
현상이다. 정조는 신하들이 경국대전 상피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먼 친족 간에도 상피하는 풍조를 문제삼아 이를 세도를 그르치는
폐단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20) 이같은 상피 범위의 확대는 조선후
기 가문이 전시기와는 달리 광범위한 인원을 구성원으로 포괄하게
되고 몇몇 유력 가문이 관직을 과점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설명된다.21) 한편 소수 가문에서 많은 수의
관직자를 배출하게 되면 한 가문의 구성원들이 같은 관서에 배속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합법적인 상피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인사 임명과 관련한 상피의 경우 효종 원년과
현종 원년에는 각각 9회, 8회에 불과하였던 것이 정조 원년에는 12
회, 순조 원년에는 23회까지 늘어나는 것이 확인된다.22) 이같은 추
18) 홍순민, 위의 책, 231~232쪽
19) 승정원일기 순조 즉위년 12월 23일; 5년 9월 21일; 8년 9월 7일; 28년 3월 8일
등
20) 정조실록 정조 1년 11월 29일; 정조 24년 5월 30일
21) 권기석, 위의 논문, 177쪽
22) 승정원일기 각 왕대 원년 상피 기사들 가운데 褒貶, 合啓, 試官 관련 상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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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인사 담당자가 관료들 간의 친인척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졌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수 가문이 관직을 과점하고 누차의 폐쇄적
통혼으로 연결되어 관료들 간의 친인척 관계가 복잡해진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의 유력 가문은 인조반정을 기점으
로 하여 인조~경종 연간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영조~정조 연간
성장하여 순조대 이후 극성기를 맞이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 당상
관 인원수 가운데 상위 10개 성관 출신 당상관 인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조~경종연간 30.2%에서 영조~철종 연간 40.6%로 10%
이상 증가하는 바, 조선후기 소수 성관의 고위직 과점 추세는 왕대
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었다.23)
아래의 <표 1>은 세도정치기를 포함한 전후 시기라 할 수 있는
정조연간~고종연간 정2품 이상 관료의 성관 분포를 조사한 것으로
해당시기 유력 성관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24)
<표 1> 정조연간~고종연간 정2품 이상 관료 배출 성관 및 배출 인원수
정조연간(24)

순조연간(34)

헌종연간(15)

철종연간(14)

달성서 (15명)

안동김 (14명)
연안이, 전주이

전주이 (11명)

안동김 (18명)

전주이 (30명)

안동김 (9명)

전주이 (9명)

안동김 (17명)

풍양조 (8명)

달성서 (8명)

연안이 (12명)

(13명)

전주이 (11명)

풍산홍 (9명)

동래정, 용인이,

달성서, 반남박,

풍산홍 (6명)
능성구, 풍양조

풍양조 (8명)

(5명)

경주김 (5명)

달성서 (6명)
반남박 (5명)

고종연간(16)

풍양조, 달성서

남양홍, 풍양조

(8명)
남양홍, 여흥민

(7명)

(7명)

연안이 (5명)

동래정, 평산신(6명)

외하고 인사 임명 관련 상피 사례만을 추출한 수치이다.
23) 차장섭 위의 책 161-163쪽 표 <조선후기 당상관출신자의 주요성관별 분포>를
토대로 한 수치이다.
24) 이와 유사한 작업은 조선정치사와 조선후기 벌열연구 및 진덕규의 논문(2011,
｢조선왕조 후기 지배세력의 세습적 유동성에 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50-1호, 대한민국학술원) 등에서 수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진덕규의 논문은 정조
연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선후기 벌열연구 는 인조~경종연간/영조~정조연
간/순조~고종연간을 묶어 다루었으며 조선정치사는 세도정치기의 당상관 위주로
통계를 내었으므로 세도정치기 및 전후 시기의 왕대별 유력 가문의 추이를 확인하기
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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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김, 경주김,
반남박, 온양정,

광산김, 덕수이,

광산김, 남양홍,

파평윤, 평산신,

은진송, 청주한

청풍김, 풍산홍

청송심, 청풍김

(4명)

(3명)

동래정 (4명)

기계유, 광산김, 풍천임
(5명)

(4명)
안동권, 안동김,
은진송, 장수황,
청주한, 해평윤
(3명)

경주김, 동래정,

경주이, 양주조,

경주이, 연안김,

연안이, 우봉이,

의령남, 전의이,

경주이, 은진송, 의령남,

동래정, 청송심

은진송, 전의이,

풍산홍, 평산신,

전의이, 파평윤, 청주한,

(3명)

진주유, 청송심,

한산이, 해평윤

청풍김 (4명)

한산이 (2명)
고령박, 경주이,

(3명)

나주임, 안동권,
광산김, 남양홍,
덕수이, 연안김,
연일정, 한산이
(2명)

여흥민, 용인이,
의령남, 온양정,
전의이, 진주유,
창녕조, 평산신,
한산이, 해주오
(2명)

남원윤, 덕수이,
안동권, 양주조,
여산송, 용인이,
영일정, 영천이,
죽산안, 진주강,
창녕성, 창녕조,
파평윤, 평산신,

경주김, 반남박,
안동권, 창녕성,
청송심, 청주한,
청풍김, 풍천임
(2명)

밀양박, 반남박, 양주조,
연안이, 영일정, 진주강,
청송심, 한산이, 해평윤
(3명)

풍천임, 해평윤,
해풍김 (1명)

광주이, 경주이,
기계유, 나주정,
양주조, 여흥민,
여흥이, 영월엄,
인동장, 전주유,
진주강, 창녕성,
칠원윤, 평강채,
평양조, 풍천임,
함안조, 해주오,
행주기, 황주변

고령박, 광산김,

강릉김, 기계유,

기계유, 남원윤,

남원윤, 남양홍,

덕수이, 밀양박,

수원백, 양주조,
임천조, 우봉이,
장수황, 파평윤,
풍산유, 평강채,

여흥민, 연안김,

나주임, 덕수이, 삭녕최,

용인이, 은진송,

양천허, 연안김, 우봉이,

진성이, 진주강,

용인이, 창녕조 (2명)

진주유, 죽산안,

풍천임, 청풍김

창녕조, 해주오

(1명)

(1명)

(1명)
광주이, 고령박, 남평문,
남원양, 배천조, 성산이,
언양김, 여산송, 영월엄,
임천조, 평강채, 풍산유,
풍산홍, 해주오, 해주정,
한양조 (1명)

48개 성관

42개 성관

37개 성관

39개 성관

51개 성관

(148명)
(143명)
(88명)
(114명)
(191명)
* 정조연간~고종연간 정2품 이상 관직(3의정, 좌・우찬성, 좌・우참찬, 6조판서,
한성판윤, 대제학. 총 15자리) 역임자의 명단을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관직관인
DB를 통해 추출하고 淸選考, 承政院日記를 통해 보완(<그래프 1>도 동일).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왕의 재위기간. 고종연간의 경우 통리기무아문이 생겨 관
제가 변동되기 전인 1863년~1879년을 대상으로 함. 고종 초반 설치된 三軍府에도
정2품 이상 관직이 있었으나 정조~철종연간과 비교군을 동일하게 하고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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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각 왕대의 정2품 이상 관료 총수를 재위기간으로
나누면 각 왕대별

정2품 이상 관료 임명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조연간부터 고종연간까지 정2품 이상 관직에 임명된 연평균 관료
수는 정조연간 6.1명, 순조연간 4.2명, 헌종연간 5.8명, 철종연간
8.1명, 고종연간 11.9명이다. 정조연간에 비하여 순조연간 감소하였
던 연평균 정2품 이상 관료 임명이 헌종․철종연간 점차 늘며 고종연
간 급증하였다.
정조~순조 연간의 경우 정2품 이상 관료를 10명 넘게 배출한
유력 성관은 정조연간 달성서씨, 연안이씨, 전주이씨이고 순조연간
안동김씨, 연안이씨, 전주이씨로 각각 3개 성관이며, 특정 성관의 강
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3개 성관의 鼎立 구도가 확인된다. 헌
종연간에 들면 정2품 이상 관료를 10명 넘게 배출한 성관은 전주이
씨 하나뿐이지만 전체 관원수가 88명으로 다른 왕대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2위 안동김씨와 3위 풍양조씨
의 배출 인원은 각각 9명, 8명으로 1위인 전주이씨와 비등한 수치
를 보인다. 정조~헌종연간까지는 상위 성관의 변화는 있지만 대체
적으로 3~5개의 유력 성관이 고위직을 비슷한 정도로 과점하는 구
도를 보였다면, 철종연간과 고종연간에 가서 비로소 한 성관의 고위
직 독점 경향이 두드러진다. 철종연간 1위를 차지한 안동김씨의 정2
품 이상 관료수(18명)는 2위 전주이씨(9명)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
이다. 고종연간 전반(~1879년) 역시 1위 전주이씨와 2위 안동김씨
간의 편차가 크다. 한편 고종대 안동김씨가 쇠락했다는 통념과는 달
리 안동김씨는 17명의 정2품 이상 관료를 배출하여 철종연간과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
개별 성관의 성쇠를 살펴보자면, 먼저 조선 전기에 번성했던 성관
인 파평윤씨, 청주한씨, 안동권씨, 창녕성씨, 순흥안씨 등의 약세가
두드러진다.25) <표 1>에서 왕대를 막론하고 5명이 넘는 정2품 이
25) 조선 전기에 번성했던 성관은 增補文獻備考 ｢氏族考｣ 등재 인물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상기한 성관은 증보문헌비고 ｢씨족고｣에 10명 이상의 인물을 등재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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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관료를 배출한 성관 가운데 동래정씨, 남양홍씨, 여흥민씨, 능성
구씨를 제외한 14개 성관이 모두 조선후기 들어 번성한 성관에 해
당한다. 개별 성관의 왕대별 성쇠를 살펴보자면, 정조연간 15명의
정2품 이상 관료를 배출하여 점유율 1위 성관이었던 달성서씨가 순
조연간에는 8명밖에 배출하지 못한 뒤 고종대까지 점유율 3~5위에
머물고 있다. 정조연간 정2품 이상 관료를 12명 내어 점유율 2위
성관이었던 연안이씨는 순조연간에도 13명을 배출하여 2위를 유지
하다가 헌종연간 2명으로 급감하여 순위가 하락하였다. 반면 정조연
간 3명의 정2품 이상 관료를 내는 데 그친 안동김씨는 순조연간 14
명 배출하여 1위로 급상승하였고 고종연간까지 1~2위를 유지하였
다. 풍양조씨의 경우 정조연간 5명의 정2품 이상 관료를 배출하였으
나 이중 3명이 소론 성향인 希輔系 출신이었던 반면, 순조연간부터
는 효명세자의 장인 趙萬永을 배출한 노론 성향 廷機系 후손의 정
계 진출이 확연해진다. 철종 즉위년(1849) 풍양조씨의 핵심 인물
趙秉鉉이 사사된 후 철종연간과 고종연간에 이르기까지도 풍양조씨
가 여전히 고위직 배출 성관의 상위권에 들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그림 1> 정조~고종연간 상위 5개 성관에서 배출한 정2품 이상
관료 수가 전체 정2품 이상 관료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1~5위의 성관들이다.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에 번성했던 성관에 대해서는 차장섭, 위
의 책, 50~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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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상위 성관들을 뽑아 정조~고종연간 유력 성관의 고위
직 장악도를 수치화한 것이 위의 <그림 1>이다. 왕대별 상위 5개
성관이 배출한 정2품 이상 관료의 합이 정2품 이상 관료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조연간 33.78%, 순조연간 39.85%, 헌종연간
44.32%, 철종연간 42.98%, 고종연간 36.65%로 유력 성관의 고위
직 과점 현상은 세도정치기에 극심했다가 고종대 다소 완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1>을 토대로 상위 10개 성관까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할 경우 정조연간 49.99%, 순조연간 60.13%, 헌종연
간 60.23%, 철종연간 58.77%, 고종연간 51.83%의 수치가 나온다.
각 왕대별 수치들을 토대로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보면 세도정치기
에는 상위 5개 성관이 정2품 이상 관직의 42.38%를, 상위 10개 성
관이 정2품 이상 관직의 59.71%를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조선후기 정계에서 정치적 부침을 함께했던 단위는 주지하듯이
성관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형성된 가문이었다. 세도정치기의 가문
은 특정 유력자를 공동 조상으로 삼는 부계혈연집단으로, 결속의 형
태 및 범위는 일정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현달한 유력 가문의 경
우 대체로 기점이 되는 조상과는 7~10세대 차이가 나며 가문 구성
원끼리는 3세대 내에 들면서 14촌 내지 20촌내로 묶이는 규모였
다.26) 물론 이와 같은 세도정치기 유력 가문에 대한 규정은 연구자
가 각 성관의 고위 관료들을 조사한 뒤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현

26) 홍순민, 1990 ｢정치집단의 성격｣ 조선정치사, 청년사, 243, 249쪽
성관보다 작은 범주에 해당하는 ‘家門’이라는 용어는 포괄하는 규모가 불분명하며,
조선후기 부계혈연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회사 방면에서 연구 및 정의가 시도
된 ‘門中’ 개념과는 달리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 하에 쓰이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따
라서 본논문에서는 “기점이 되는 조상과는 7~10세대 차이가 나며 가문 구성원끼리
는 3세대 내에 들면서 14촌 내지 20촌내로 묶이는 부계혈연집단”으로 세도정치기
유력 가문을 정의한 조선정치사의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따르기로
한다. 가계의 경우 가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본논문에서 제시한 가문과 족보상의 派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각 성관별로 분파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시조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派 안에서 또다시 분파하는 경우 가문과 일치되기도 하지만 분파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파안에서 특정 인물 몇몇을 중심으로 하는 복수의 가문이 구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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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조상을 기점으로 잡아 재구성한 범주이기에27) 동질성을 지닌
단위인 것은 확실하지만 가문에 대한 구성원들의 귀속의식까지도
담보하는 범주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대의 사료에
서도 그 가문의 후손임을 언급한 사례들이 일부지만 찾아지는 것으
로 보아 세도정치기 유력 가문의 구성원들도 가문에 대한 일정한
귀속의식을 견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28) 같은 성관
이라 할지라도 가문이 다르면 당색 등 정치적 입장에서 커다란 차
이를 보이기도 하므로 세도정치기 정2품 이상 관직자를 배출한 성
관을 살펴볼 때에도 가문 단위의 접근이 요긴하다.29)
세도정치기에는 총 53개의 성관, 87개의 가문에서 정2품 이상 관
직자를 배출하였으며 총인원은 272명이다(본논문 63쪽 <부록 1>
참조). 세도정치기 정2품 이상 관직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유력성
관은 순서대로 안동김씨, 전주이씨, 연안이씨, 달성서씨․풍양조씨, 풍
산홍씨, 반남박씨이며, 이들 성관 중에서 분파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전주이씨의 경우 8개의 파에서 정2품 이상 관직자를 배출하고 있지
만 대개는 16~17세기 현달한 조상을 기점으로 2개 내지 3개의 파
와 가문으로 분화되고 있다. 즉 유력성관 소속 구성원 중에서도
7~10세대 위에 현달한 조상을 지니고 있어야 세도정치기에 고위
관직에 오르기가 훨씬 용이했던 셈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가문 배
경없이 고위직까지 오른 사례가 드물지만 존재한다. 순조대 우의정
까지 오른 온양정씨 鄭晩錫, 구죽산안씨 安光直, 안동권씨 한미한
가문 출신인 權裕 등이 그렇다.30) 하지만 주로 정조대에 이미 출사
27) 홍순민, 위의 책, 243쪽 각주 22번
28) 순조가 우승지 金宗善에게 永同縣監 金在源이라는 자가 누구냐고 묻자 우승지가
金長生의 후예라고 답한다거나(승정원일기 순조 8년 6월 15일) 효명세자가 平市
署令 金履鍾에게 김상헌의 후예인지 김상용의 후예인지를 묻는 모습에서 이를 짐작
할 수 있다(승정원일기 순조 29년 11월 11일).
29) 19세기 안동 김문의 입장에서 기사환국과 신임옥사에 관련된 소론 인사들과 후손
을 적은 반치에는 김창집을 역적이라고 비난한 안동김씨 金范甲과 그의 후손도 기
재되어 있다. 김범갑과 그 후손들은 김창집과는 촌수가 많이 떨어져 항렬자를 달리
하게 된 경우로서, 조선후기 가문의 정치적 성장으로 같은 성관 내에서도 개인을 넘
어선 가문 단위의 대립 구도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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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순조대에 고위직에 오른 경우가 많은 까닭에 헌종대와 철종대
로 갈수록 한미한 가문 출신 정2품 이상 관직자는 찾아보기 어려워
진다.
세도정치기 정2품 이상 관직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유력 가문은
순서대로 안동김씨 金尙憲 가문(23명), 연안이씨 李廷龜 가문(13
명), 달성서씨 徐景霌 가문(10명), 풍양조씨 趙廷機 가문(10명), 반
남박씨 朴應川 가문(10명)이다. 이들은 모두 정조대에도 정2품이상
관직자를 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가운데 김상헌 가문은 세
도정치기에 정2품 이상 관직자를 23명을 배출하여 전체 평균인 3.1
명에 비해 7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조선후기 부계적 종법질서에 따른 사회의 재편은 친족집단
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서 광범위한 인원을 포괄하면서도 지속성
을 갖는 가문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 단위로 존재하던 가문은 중
앙정치에서 경신환국, 신임옥사 등으로 당쟁이 살육에 이를 정도로
격화되었던 사실과 궤적을 함께하며 정치단위로 전화하였다. 세도정
치기의 유력 가문 가운데 순조대 이후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가문
은 단 하나도 없다. 조선후기 가문의 정치적 성장이라는 장기 추세
의 결과, 세도정치기에 비로소 유력 가문이 정치세력 구성의 주요소
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30) 정만석의 경우 온양정씨로 명종대 우의정을 지낸 鄭順朋의 후손이지만 이후 정순
붕 후손들 가운데 현달한 인물들이 없어 실록의 정만석 졸기에서 정만석이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發身했다고 적고 있을 정도이다(순조실록 순조 34년 5월 11일).
안광직도 선조때 관찰사를 역임한 安方慶의 후손이나 그 이후로는 현달한 선조가 없
으며, 세도정치기 당대에도 죽산안씨로는 유일하게 정2품 관원에 오른 인물로 스스
로를 한미한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다(승정원일기 순조 29년 10월 17일). 권
유는 조선후기 현달한 안동권씨 仁可派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권상하, 권돈인
등의 고관을 많이 배출한 仁可派 權格의 후손들과는 촌수가 멀며, 사환한 선조로는
현령을 지낸 權大勳이 찾아지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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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과 국왕과의 관계

1. 안동 김문의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의 실제
당대에 번성했던 다른 가문들과 마찬가지로 안동 김문도 조선후
기 가문의 정치세력화 추세를 타고 성장하였다. 주목할 점은 17~18
세기의 안동 김문이 양란이후 조선의 국가 정체성 재정립 과정에서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선도한 가문이었다는 점이다. 국가 再造의 방
향을 둘러싼 모색이 이루어지던 17세기, 김상용․김상헌 형제의 행적
과 척화론은 世道를 지켜낸 시대정신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안동
김문을 대명의리를 상징하는 가문으로 자리매김시켰다. 또한 18세
기 신임옥사에서의 家禍 이후 영조대에는 노론 4대신의 하나였던
金昌集 복권을 통해 안동 김문은 자신들이 고수해온 의리관을 국가
로부터 공인받았다.31)
19세기에도 안동 김문이 보지했던 대명의리, 신임의리는 중앙 정
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지닌 주제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를
상기시키는 행위가 지속되었다. 대명의리와 관련해서는 국왕의 대보
단 친행,32) 척화신을 배향한 顯節祠 치제 및 奉祀孫 등용,33) 병자
호란 ‘순절자’에 대한 발굴이34) 이루어졌다. 신임의리의 경우 철종
5년 발생한 소론 曺夏望 문집 간행 시비가 철종 7년까지 이어지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소론계 대신 정원용마저 처벌받은 데서도
31) 이경구, 위의 책, 300~301쪽
32) 세도정치기 국왕의 대보단 제사에 대해서는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 :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5장 참조
33) 순조실록 순조 24년 3월 18일; 철종실록 철종 13년 9월 19일
34) 일성록 순조 16년 윤6월 25일
좌의정 한용귀는 병자호란 때 형 李尙吉을 찾으러 강화도에 갔다가 청병에게 죽임당
한 李尙伋이 “척화할 때는 (청에 대하여) 대항하자는 논의를 제기하였고, 강화한 뒤
에는 순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상급을 顯節祠에 배향하고 不祧之典을 내려주길 청하
여 윤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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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듯이 세도정치기에도 신임의리 문제는 정국의 가장 큰 현안
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35)
상술한 전대의 정치적 자산에 더하여 國婚은 19세기 안동 김문이
여타 유력 가문에 대한 실질적 우위를 지니게 만든 결정적 요소였
다. 순조와 김조순 딸과의 국혼뿐 아니라 이후 헌종, 철종대의 국혼
도 안동 김문 구성원과 이루어졌다. 헌종은 金祖根의 딸과, 철종은
金汶根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모두 김조순과 같은 청음파 김창집 후
손들이다. 뿐만 아니라 순조와 순원왕후의 소생인 明溫公主는 선원
파의 金賢根과, 福溫公主는 청음파 金炳疇과 혼인하였다. 이후 헌종
과 철종대에 혼사를 치룬 왕실 구성원이 국왕을 제외하고는 철종의
서녀 永惠翁主뿐이었음을 감안하면 세도정치기에 이루어진 국혼의
대다수가 안동 김문 구성원과 맺어졌다고 할 수 있다.36)
조선후기 안동 김문 구성원의 정계 진출은 신임옥사로 김창집이
사사된 이후 한동안 단절되었다가 節死人 후손을 등용하고자 시행
된 忠良科 등을 통해 영조대 후반 재개되어 의리탕평이 실시된 정
조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조는 신임의리를 의리의 가장 중
요한 기준으로 삼아 김창집을 영조 묘정에 배향하고 김창집 후손들
을 중용하였다.37) 특히 정조는 김창집의 4대손인 김조순을 초계문
신으로 선발하였으며, 재위 말년 喬木世家를 戚臣으로 삼아 정치적
지원세력을 육성하려 했던 정국 구상에 따라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
으로 간택하였다.38) 정조 사후 정순왕후 수렴청정기 벽파의 방해로
국혼이 저지될 위기도 있었으나 김조순은 자신에 대한 선왕 정조의
대우를 강조하며 은인자중하였고, 정순왕후의 입장에서도 선왕의 결
35) 철종실록 철종 6년 10월 17일
36) 헌종은 4명의 부인 중 淑儀金氏 사이에서 1녀를 두었으나 돌을 넘기지 못하고 사
망하였다. 철종은 8명의 부인 사이에서 5남 6녀를 두었으나 淑儀范氏 소생인 영혜옹
주(朴泳孝와 혼인)를 제외한 10명은 모두 혼사를 치르지 못하고 어릴 적에 사망하
였다.
37) 이경구, 위의 책, 160쪽
38) 정조가 右賢左戚 노선을 포기하고 척신을 친위세력으로 양성하고자 입장을 변경한
정조 후반 정국에 대해서는 유봉학, 2009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160~1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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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뒤집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었기에 안동 김문과
의 국혼은 성사될 수 있었다.39)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김조순은 명실상부한 19세기 전반의
‘世道家’가 되었다. 그러나 주의할 부분은 김조순이 지녔던 世道의
권위가 세도정치기 중앙 정계에서 활동했던 안동 김문 구성원에게
두루 공유된 권위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순조대 판서를 지냈던 金
履翼의 경우만 보더라도 김이익의 죽음에 부친 순조실록의 사평
에서 “뜻으로는 세도를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時議가 그를 대단하게
推重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40) 김조순의 아들 金坐根의 경우
순원왕후가 金興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사람이 어찌 소위 세도
의 명색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언급되었다.41) 이처럼 ‘세도
의 자격’은 안동 김문 구성원 가운데서도 극소수 인사에게만 허용되
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김좌근에 대한 순원왕후의 언설에서처럼 실
제로 세도를 담당할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김좌근이 세도와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는 사실 자체는 그가 김조순의 아들이자 순원
왕후의 동생으로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19세기에도 세도를 담당한다고 일컬어지는 대상은 가문이
아닌 개인이었으며 특정 세도가를 배출한 가문이라고 해서 그 가문
전체가 ‘세도를 장악한 가문’으로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42)
39)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의 정국의 추이 및 안동 김문이 정국을 장악하게 되는 구체적
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오수창, 위의 책, 73~80쪽 참조
40) 순조실록 순조 30년 9월 27일
奉朝賀金履翼卒. 履翼, 故相壽恒後也. 少而尙氣, 以劻勷喜事稱, 特庚申首被島配,
故丙寅特放. 意欲主張世道, 而時議不甚推重之, 益憤激不平, 言議多乖常度, 遂至
乞休而去, 世不以恬退, 詡之也.
41) 이승희 역주, 2010 순원왕후 한글편지, 푸른역사, 388-389쪽 그 사이 엇디
소위 셰도라 명색을 가질가 보오니잇가 그도 고집이 못된 고집이 잇고 불통 흉이
만흐니 …
42) 이는 안동 김문을 비롯한 19세기의 유력 가문들이 당대에 종종 ‘의리를 지킨 가문’
‘나라와 休戚을 함께한 가문’ 등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이런 점에서
김영민의 논문(2012 ｢친족집단의 정치적 정당성: 세도정치의 이념적 기초 해명을
위한 시론｣ 한국학논집 47)은 다소간의 오해를 범하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 231
쪽에서 “세도정치란 사대부 그룹에서 향유하던 상징적 권위를 정조라는 군주가 전유
했었다가, 그것을 다시 특정 가문이 전유하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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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세도정치기의 안동 김문이 고위직을 과점하였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1장에서 확인했듯이 32명에 달하는 정2
품 이상 관료를 배출하여 전체 정2품 이상 관료의 11.7%를 점유하
고 있었다. 왕대별 점유율은 순조대 9.8%, 헌종대 10.2%에서 철종
대에는 무려 15.8%에 이를 정도였다. 이와 동시에 안동 김문 핵심
인사들은 정책 결정과 관원 인사 등의 사안에 대하여 배후에서 정
국을 주도하였다. 지금까지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이 행사했던 비공
식적 영향력에 관해서는 사료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므로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사서의 기록을 토대로 짐작만 했을
뿐43) 그 구체적인 실상들이 알려지진 못하였다. 그렇지만 파편적으
로 찾아지는 사료들을 통해 그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인사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순조연간 李敬一이 이조판서에
게 자신의 외삼촌을 監役에 임명해줄 것을 청탁하였는데, 이조판서
가 이를 김조순에게 고하여 허락을 받은 사례가 발견된다.44) 하급
관직에 대한 인사 청탁은 앞 시기에도 흔히 존재했던 현상일 테지
만45) 이조판서가 감역직(종9품) 정도의 청탁에 대한 승낙 여부까지

가문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역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을 지는 상징적 권위로서 인정된 결과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저자
는 ‘상징적 권위’를 ‘성인됨’, ‘법칙의 매개자’라는 말로 풀어냈지만 이는 결국 世道를
말하는 것이다. 김영민은 가문이 공적 정당성의 주체가 되는 일이 성리학 이데올로
기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가문이 세도를 자임할 수 있었다고까지 확장
시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술했듯이 19세기에도 가문 자체가 세도를 맡고 있
다는 관념은 당대인들에게도 보이지 않으며, 세도를 자임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극소수의 ‘선택받은’ 개인이었다. 따라서 저자의, 가문이 공적 정당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과 가문이 세도를 자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분리시켜 볼 필요가 있
다. 전자만을 놓고 본다면 19세기 유력 가문들이 조선후기 쌓아올린 정치적·사상적
성과를 국왕을 비롯한 당대인들에게 두루 인정받으면서 정치에 참여했던 현상에 대
한 유효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3) 朴齊炯의 近世朝鮮政鑑, 金澤榮의 韓史綮, 黃玹의 梅泉野錄 등이 대표적이다.
44) 李裕元, 국역 임하필기 6 ｢춘명일사｣ 58쪽. 비슷한 사례로 순조연간 김조순이 敎
官에 적합한 인물을 당시 이조판서였던 林漢浩에게 추천하였는데 임한호가 이를 거
절하였고 이후 김조순은 그 도량을 크게 보아 임한호를 재상에 추천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국역 임하필기 6 ｢춘명일사｣ 62쪽).
45) 명종실록 명종 3년 5월 2일; 중종실록 중종 37년 4월 4일에서 재상이 이조에
인사 청탁을 한 일, 이조판서가 뇌물을 받고 청탁을 수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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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신도 아닌 국구 김조순에게 문의하고 있는 상황은 전시기에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심지어 순조 25년 12월에는 김조
순이 천거하는 것처럼 위조된 서찰이 이조판서 李錫奎에게 전해져
이조판서가 이에 속아 金囍秀가 章陵 參奉에 임명되는 사건까지 발
생하였다. 도목정사가 있는 날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석
규에게 白衣를 입은 자가 찾아와 자신을 김조순의 傔從이라고 소개
하며 김희수가 청백리의 후손이니 등용하라는 서찰을 전하였고 이
석규는 의심없이 그를 후보자로 올렸다고 한다.46) 김희수는 유배형
에 처해지고 이조판서가 파직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관원 인
사에서 김조순이 지녔던 권위를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하겠다.
시국 현안의 처리에서도 안동 김문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감지된
다. 특히 김조순의 딸인 순원왕후의 수렴청정기47) 순원왕후가 안동
김문 인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통해 이를 엿볼 수 있다.
다른 말 길게 말고, 祔廟 후 祧遷하는 일이 지극히 중하며 삼가고 조
심할 일이니 속의 말은 다 각각 들었거니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
습니까? 본디 여편네 중에서도 무식하고 깜깜하되 이제는 스스로 말한
일도 아주 잊으니 獻議는 잠깐 들었으나 귀에 선 문자들 사이의 말이
머리에 담겨 있지 않아 기억을 못하니, 영의정(권돈인:필자)은 어째서
못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면 모르되 그 말이 “親盡하지 아니하였
다”라는 말은 옳으니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닐 듯하였습니다. 漢・唐・
宋에서도 이때와 같아서 어찌한 일이 있었습니까? 옛 선비들이 나무랐

46) 승정원일기 순조 26년 1월 2일
… 領敦寧金祖淳箚子, 伏以臣卽伏見廟堂草記, 以吏曹判書李錫奎, 照擬金囍秀初仕事,
請施罷職之典而蒙允矣. 臣於此, 有不勝瞿然悚蹙者, 敢此仰陳焉. 草記中做作贗札云云,
卽囍秀者, 贗作臣薦渠之書, 以欺銓長之謂也. 伏聞都政日, 錫奎早赴朝房, 以俟門鑰, 忽
有白衣人, 自稱臣之傔從, 袖傳一札, 乃是薦金囍秀, 是故大臣淸白吏金銓之祀孫, 合於收
用之語也. 錫奎與臣同朝, 雖近二十年, 過從旣闊, 書牘又罕, 素不知臣筆跡之如何, 匪人
假托, 亦非所料, 故認臣眞有是薦, 而淸白吏子孫收用, 朝家每政申飭者, 則坦然不疑, 備
擬副望, 至蒙天點, 誰知其爲臣之見賣與銓長之見欺也哉? … 승정원일기 순조 25년
12월 28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보인다. 이조판서 이석규와 서찰을 위조한
김희수의 처벌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순조 26년 1월 6일 참조
47) 순원왕후는 헌종연간 6년 2개월, 철종연간 2년 7개월의 수렴청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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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니 인종, 명종을 조천하신 현종조 때 말입니까? 길어서 다 자
세히 적지는 못하셔도 알기 쉽게 적어 주십시오. 모르면 속이 시원하
지 않아서 컴컴하고 갑갑하니 딱합니다.48)

이는 순원왕후가 김흥근에게 보낸 편지로 철종 2년(1851) 헌종에
대한 탈상을 앞두고 眞宗(영조 맏아들 孝章世子)의 위패를 종묘 정
전에서 영녕전으로 祧遷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辛亥祧遷禮
訟과49) 관련된 내용이다. 철종이 헌종의 아들이 아닌 순조의 아들
로 대통을 이어 야기된 이 예송은 왕통 상 진종이 철종의 5대가 되
므로 조천에 찬성한 김흥근 및 뭇 신하들의 입장과 철종이 순조의
아들이라면 아직 5대가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조천에 반대한 영의
정 權敦仁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다수였던 조천 찬성자들의 입장이
우위를 점하며 반대자들에 대한 극렬한 탄핵이 이어져 정치 공격으
로 비화되었고 權敦仁과 함께 金正喜, 吳圭一, 趙熙龍 부자의 유배
로 논쟁은 종결되었다. 수렴청정의 종료에 앞서 이루어졌던 이 예송
은 결과적으로 안동 김문이 철종대 내내 견제세력 없이 세도를 유
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50) 예송의 결론을 내려야할
위치에 있었던 순원왕후는 편지에서 논쟁의 핵심에 있던 김흥근에
게 권돈인의 주장을 쉽게 설명해줄 것과 전례를 상고해서 알려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이처럼 김흥근이 논쟁의 전후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견제세력 제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순원왕후가 김흥근과 미리 의논하여 방향
을 결정한 뒤 공식 석상에서 이를 반포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순원
왕후는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인삼 관련 폐단에 대하여 김흥
근에게 潛商을 금하는 전교의 초안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51) 또한
48) 이승희 역주, 2010 순원왕후 한글편지, 푸른역사, 356쪽
49) 신해조천예송의 전말에 관해서는 이영춘, 1997 ｢철종초의 신해조천예송｣ 조선시
대사학보 1, 조선시대사학회 참조
50) 오수창, 위의 책, 119쪽
51) 이승희, 위의 책, 400~401쪽. … 包蔘으로 어련히 잘 조치하시랴 마음을 놓지 못
했는데 자세히 분정하신 것을 보니 알기 쉬우니 보기에 좋고…다 이대로 정하고 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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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원왕후는 철렴 후에도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고 철종의
친정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철종 5년(1854) 소론 曺錫雨가 송시
열을 비난한 문구가 포함된 조부 曺夏望의 문집을 간행하였다가 전
국적인 시비 논쟁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때 순원왕후는 김흥근을 통
해 철종의 비답에 대한 대신들의 여론을 탐문하기도 하였다.52)
19세기의 수렴청정은 제도적으로 정비된 垂簾聽政節目에 근거하여
합법적이고 공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53) 국왕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한 대비가 국왕의 역할을 대신하며 국정을 운영해나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더군다나 19세기 조정에서는 경제 현
안, 예론 등 국정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이 가일층 복잡해졌다. 그만
큼 대비가 공식 석상에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적
인 조력이 불가결했고, 청정 전에는 별도의 정치적 친위 세력을 양
성하기 어려운 대비의 위치 상 수렴청정기 이러한 조력은 친정 인
사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세도정치기의 안동 김문이 관료제의 전면과 이면에서 행사한 정
치적 영향력은 ‘의리’를 지킨 가문이라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정치
적 자산에 국혼이라는 당대적 요소가 더해져 형성되었다. 안동 김문
은 국왕의 외척이 됨으로써 국왕과 신하를 매개하는 중간자적 지위
에 놓일 수 있었고 두 차례에 걸친 수렴청정은 이 지위를 상향 이
동시켰다. 이러한 가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안동 김문은 정계에 포진
하여 비변사를 장악함으로써 정국 운영에 공식적으로 참여함과 동
시에 김조순・김흥근 등 유력자를 중심으로 인사 및 정책 결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 이루어진
주요 정책의 향방에는 안동 김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고 하겠다.
官들에게 신칙하고 행하게 하십시오. 潛商을 금하는 전교는 아주 잘해야겠으니 草를
하여 주십시오. …
52) 이승희, 위의 책, 183쪽. … 조하망의 문집 일로 선비들이 많이 상소하였으니 그 비
답에 대해 대신들 소견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시는 말이 없을까 걱정이며, 영변(金汶
根:필자)이 중국 소문이나 더러 들으시고 거기 인심은 어떠하더라 하더이까?
53) 임혜련, 2008 19세기 수렴청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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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명세자 대리청정기 안동 김문과 국왕의 정치적 공조
세도정치기의 안동 김문은 정국의 전면과 이면에서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안동 김문의 정치적 영향
력은 세도정치기에도 여전히 제도화된 권력의 정점이었던 왕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가. 기왕의 연구에서 안동 김문은 왕실의 권위
에 기대면서도 왕권의 실질적 행사를 제약하는 세력으로 성격이 규
정되어 왔다.54) 그렇지만 조선후기에는 국구가 大臣과 함께 왕실을
호위하는 扈衛廳 대장을 맡을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되었으며55) 세
도정치기에는 의례적으로 다른 군영대장직도 장기간 역임하는 등
척신의 위상이 공식화·강화되었다.56) 이처럼 세도정치기에는 구조적
으로도 국왕과 외척이 밀접해졌으므로 국왕의 입장에서도 외척인
안동 김문을 정국운영의 우익으로 이용했을 측면을 생각해봄직 하
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왕권 강화 시도가 안동 김문에
대한 견제로서 파악되어온 순조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1827~
1830)를 중심으로 안동 김문 출신 관료의 정치활동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순조, 헌종, 철종대를 통틀어 국왕(왕세자)의 정력
적인 정치활동이 돋보이는 시기로서 안동 김문에 대한 국왕의 입장
을 확인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순조 27년(1827) 2월 시작된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은 계획이 공식
화되기 전에 이미 순조의 제안으로 김조순의 주도 하에 고위 관료
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지지되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기 전 김조순
은 判中樞府事 李相璜에게 편지를 보내 순조가 대리청정에 대한 의
견을 물을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이상황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
54) 홍순민, 위의 책, 746쪽
55) 續大典 ｢兵典｣ 京官職 扈衛廳. 大典會通에서는 비록 대신일지라도 勳臣과
이 아니면 대장을 겸직시키지 않게끔 조문이 수정되었다. 영조대 이인좌 난을
한 공로로 공신에 책봉된 奮武功臣을 끝으로 조선시대 공신 책봉은 없었으므로
적으로 척신만이 호위청 대장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56) 오수창, 1990, ｢권력집단과 정국운영｣ 조선정치사 1800~1863, 청년사,
~5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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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좋을지를 정원용과 논의하였다. 같은 편지에서 김조순은 이상
황에게 領中樞府事 金載瓚이 수석으로 대리청정에 대한 경축사를
올린다고 하였는데,57) 실제로 순조 27년 2월 9일 순조가 韓用龜,
이상황, 沈象奎 등 전현직 대신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김재찬이 제일
먼저 경축사를 올리고 있었다.58) 이 자리를 비롯하여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이 공식화되는 석상에서 김조순은 檢校提學으로 배석하면
서도 전현직 대신들만이 경축사를 올리고 있는 등 김조순이 정국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의 편지에서도 확인되듯이 김조
순은 순조의 뜻을 받들어 미리 대신들의 의견을 수합하면서 대리청
정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면에서 누구보다도 순조를 적극
보좌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순조대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안동 김문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체제”였다고 규정
해왔으나59) 김조순의 이같은 역할과 대리청정 반교문이 안동 김문
인사인 대제학 金履喬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
리청정의 실시 자체는 안동 김문의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60)
조선후기 왕세자에 의한 대리청정은 빈번하게 실시되면서 18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상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에61)
57) 鄭元容, 袖香編 ｢翼宗代理時相臣之奏｣
桐漁相公(李相璜:필자) 丁亥(1827년:필자)春 往在高陽鄕, 一夕還家要見, 余往問曰,
“有何事入城?” 答曰, “楓皐有書云, ‘日間將以王世子代理事, 召大臣詢問’ 故入來矣. 筵
席承敎, 將何爲對?” 余曰, “王家之子代父勞, 是可慶之事也. 然而主上春秋未高之時, 以
倦于勤, 有此釋務之擧, 則群情得無慞缺乎? 群下道理有難, 卽爲將順矣.” 桐閤曰, “然矣.
而楓皐之言, 藥峴大臣(金載瓚:필자)以首席, 亦將陳慶祝之說云矣.” 及敎下, 諸大臣, 皆
一辭贊頌而已. 其後沈公象奎, 以時相, 獨被人言.
藥峴大臣을 김재찬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는 김명숙, 1996 세도정치기
(1800-1863)의 정치행태와 정치운영론 – 반안동김씨세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쪽 각주 46번 참조.
58) 승정원일기 순조 27년 2월 9일
59) 김명숙, 2004 ｢19세기 반외척세력의 정치동향-순조조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중
심으로｣ 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출판부, 31쪽.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 연구로
는 이민아의 효명세자・헌종대 궁궐 영건의 정치사적 의의(2007,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석사학위논문)가 있다.
60) 오수창, 위의 책, 94쪽에서도 대리청정의 실시는 김조순을 비롯한 유력인사의 암묵
적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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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가 세자의 대리청정을 명하는 備忘記에서 밝히고 있듯이 건강
이 좋지 않았던 순조의 업무 분담 차원에서 정무를 주관하게 된 것
이다.62) 실제로 순조는 성년이 된 순조 8년부터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임했으나, 순조실록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순조 11년 7월
부터 12년 3월까지 불면증, 積火之症 등의 신경성 질환을 앓았고
순조 13년 6월부터 14년 12월까지 설사병, 다리가 붓고 수포가 생
기는 병을 앓아 국사를 거의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63) 순조 15년
이후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정사에 소극적으로 임하였고, 신료를 드
물게 접견하고 나랏일을 비변사에 맡겨버린다는 비판이 대리청정
전까지 신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시기 신료들은 너
나할 것 없이 순조의 무기력한 태도를 지적하고 국사에 만전을 기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이시수, 김재찬뿐만 아니라 친안동김문
인사로 분류되는 심상규, 남공철도 마찬가지였다.64) 즉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은 국정 의욕을 상실한 순조를 대신하여 세자가 19세로 성
인이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안동 김문을 견제한다는 순조
의 목적 하에 계획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리청정이 시작되자 효명세자는 정국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기울
였다. 특히 효명세자는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65) 이 시기
61) 최형보, 2013 숙종대 왕세자 대리청정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8쪽
62) 순조실록 순조 27년 2월 9일
命王世子代理庶務. 先命時原任大臣二品以上來待, 仍下備忘記曰, 予自辛未(1811년:필
자)以後, 多在靜攝之中, 雖或粗安, 有時常致機務多滯, 國人之所憂, 卽予所自憂也. 世
子聰穎, 年漸長成, 邇來之侍坐攝享, 意有在耳. 遠稽有唐, 近法列聖代聽之擧, 予心已定,
一藉分勞, 以便調養, 一使明習, 以達治道, 此宗社生民之福也. 咸造在廷, 爰告大計, 王
世子聽政, 一依乙未節目擧行.
63) 신용우, 1986 익종대리청정에 대한 고찰-대리시행과정과 정무처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2쪽. 최재봉, 위의 논문 33쪽 110번 각주 재인용.
64) 일성록 순조 15년 1월 10일, 순조실록 순조 15년 9월 20일, 일성록 순조
17년 8월 19일.
65)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절목에서는 인사권과 군사권을 국왕이 보유하는 영조대 세손
정조의 대리청정 절목(乙未節目, 1775)을 따른다고 밝혔지만 효명세자 대리청정 반
교문에서는 인사권을 효명세자에게 넘기고 있다. 실제로 효명세자는 인사권을 전적
으로 위임받아 대리청정 직후부터 대리낙점으로 관직을 임명하였다. 이민아, 2007 
효명세자・헌종대 궁궐 영건의 정치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7

효명세자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으며 정국 운영을 보조했던 대표적
인물은 金鏴이다. 김재찬의 조카인 김로는 세자시강원 관료 출신으
로 대리청정 전부터 세자의 편지를 받는 등 세자가 개인적으로 신
임하던 인사였으며, 대리청정 기간 동안에는 최측근으로 세자로부터
‘雪嵒’이라는 호를 하사받기까지 하면서 호조판서, 이조판서 등의 고
위직을 두루 역임하였다.66) 이밖에 세자 사후 김로와 함께 공격받
은 洪起燮과 李寅溥,67) 규장각 각신 출신으로 김로와 함께 ‘翼宗 四
閣臣’으로 불린 徐俊輔, 徐憙淳, 金鼎集 등도 대리청정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68)
기왕의 연구에서는 金鏴를 중심으로 하는 대리청정기 신진 세력의
활약에 주목해왔지만, 이뿐만 아니라 효명세자는 기성세력이자 자신
의 외가인 안동 김문 출신 관료들도 배제하지 않고 관직에 중용하
였다.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특지를 통한 인사 임
명이다. 특지는 관직 후보자를 적은 망단자에 국왕이 낙점하는 일반
적인 인사 결정 방식이 아니라 국왕(왕세자)이 망단자없이 임명하
12~13쪽 참조
66) 金學性, 松石遺稿 卷9, 吏曹判書金公鏴諡狀
…丙戌(1826) 嬪宮邸下 有燕媒之漸 下睿札曰 君之志願畢矣 特除輔德陞通政又爲兼輔
德 …
戊子(1828) … 睿筆賜號 雪嵒曰 如雪之潔 如嵒之高…
67) 조선정치사에서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활약한 관료 가운데 金鏴·洪起燮·李寅溥
와 金魯敬을 한데 묶어 이른바 ‘四奸臣’으로 명명한 것을 시작으로 ‘翼宗四奸臣’이라
는 표현은 이후 김명숙, 안외순과 같은 세도정치기 연구자들에 의하여 그대로 차용
되어왔다(조선정치사 99쪽, 김명숙 위의 책 173쪽,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윤상도
옥사, 그리고 정치권력｣ 119쪽 등). 그러나 당시 ‘4간신’이라고 명명되었던 인물은
김노경을 제외한 김로·이인부·홍기섭·李惟秀이다. ‘4간신’이란 표현은 효명세자 사후
대리청정기 활동했던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핵 정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순조
30년 7월 그믐에 올려진 正言 申允祿의 상소에서만 보이는 표현이다(순조실록 순
조 30년 8월 28일). 그런데 신윤록은 이 상소문에서 김노경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신윤록이 지적한 ‘4간신’은 문맥 상 김로·이인부·홍기섭·이유수로 보는 것이
맞다. 신윤록의 상소가 올려질 당시에는 김노경은 탄핵 대상이 아니었다. 김노경은
순조 30년 8월 27일 副司果 金遇明의 상소를 기점으로 공격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주로 김교근 부자, 李鶴秀와 함께 묶여 거론되었다.
68) 金鼎集, 石世遺稿, 跋
… 及文祖(효명세자:필자)代理國政, 而祖考(김정집:필자)擢文科選入內閣, 恩遇益隆,
與同僚金公鏴, 徐公俊輔, 徐公憙淳, 朝夕入對, 世稱翼宗四閣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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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망단자에다가 직접 이름을 써넣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에
서 국왕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69)
순조 친정기(순조 4년~27년 1월, 30년 6월~34년 11월)에는 총
84회의 특지 가운데 6회(7.2%)가 안동 김문 출신 관료에게 내려졌
으며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는 총 174회의 특지 가운데 27회
(15.5%)가 안동 김문 출신 관료에게 내려졌다. 대리청정기에도 순
조가 添書落點한 경우가 2회(金敎根, 柳相祚)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
한다면 효명세자가 添書代點한 172회의 인사 임명 가운데 26회
(15.1%)가 안동 김문 출신 관료에게 내려졌다.70) 특지의 추이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3년 2개월에 불과했던 대리청정 기간 동안 효명
세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발휘하고 있었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71)
69) 조선시대 인사제도와 운영의 실상은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바, 본 논문에서는
‘특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국왕(왕세자) 주도의 인사 방식을 中批, 特除, 添書落點
(添書代點)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용한다. 하지만 어떤 인물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
관직에 임명된 경우에도 사서에 따라 첨서낙점와 중비의 표현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첨서낙점되어도 이에 대한 사직상소에서는 중비로 임명되었다고 적는 경우도 발
견되는 등 당대의 기록에서도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는 중비와 첨서낙점이 구체적인 임명 방식은 다르지만 국왕이 주도적으로 임명한
다는 점에서는 동일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70) 순조친정기 84회의 특지 임명 가운데, 2회 이상 임명받은 인물은 총 11명으로 金
鏴(4회), 朴岐壽(3회), 趙萬永·金正喜·金蘭淳·李渭達·徐左輔·李寅溥·吳致愚·安光直·趙
斗淳(2회)이다. 효명세자 대리청정기 174회의 특지 임명 가운데, 2회 이상 임명받
은 인물은 총 36명, 3회 이상 받은 인물은 총 15명으로 金元根(7회), 徐萬淳·金 鏴
(6회), 金敎根·金興根·徐箕淳·李景在·尹興圭·洪鍾應(4회), 李友秀·金 鍏·李殷相·兪星
煥·金周默·吳致愚(3회)이다.
71) 최이돈, ｢문반 정치구조｣ 조선정치사, 청년사, 417~420쪽에서도 특지 분석을 시
도하여 순조4년~26년 사이 특지의 대상으로 안동김씨가 없던 것이 효명세자 대리청
정 이후 안동김씨가 특지로 임명되다가 순조 27년 후반기부터 세자가 주도권을 다
지려고 힘쓰면서 안동김씨를 철저하게 제외하고 세자의 친위관료들을 특지로 제수했
으며 총융사에는 유일하게 이유수가 특지로 제수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정치
사의 특지 분석은 세부적 내용뿐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융사에는 이유수뿐만 아니라 김조순도 특지로 제수되었
으며, 순조 27년 후반기 이후에도 안동 김문 인사들은 활발하게 특지로 관직을 받았
다. 또한 순조 4년~26년 사이에도 金蘭淳(순조 21년 6월 14일), 金羽根(순조 22년
4월 13일) 金興根(순조 25년 9월 12일) 등이 특지로 관직에 제수된 사실이 확인된
다. 이러한 오류는 조선정치사의 분석이 인사기록이 매우 소략한 조선왕조실록
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명숙 역시 이 특지분석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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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 2월~30년 5월) 특지 임명 사례

인명

金元根

金敎根

관직

金逌根

金胤根
金祖淳

金 鏴

임명방식

승지

순조 27년 4월 17일

添書代點

보덕

순조 27년 4월 19일

添書代點

호조참의

순조 27년 윤5월 12일

添書代點

이조참의

순조 27년 6월 28일

添書代點

한성우윤

순조 28년 1월 9일

添書代點

예조참판

순조 28년 1월 14일

添書代點

이조참판

순조 28년 8월 2일

添書代點

이조판서

순조 27년 4월 27일

전생제조

순조 28년 5월 2일

添書代點

순조 29년 3월 6일,

添書代點,

순조 29년 3월 10일

特除

훈련도감제조

순조 29년 7월 8일

添書代點

문학

순조 28년 9월 10일

添書代點

필선

순조 28년 10월 17일

添書代點

겸필선

순조 28년 10월 30일

添書代點

승지

순조 29년 9월 15일

添書代點

병조판서

순조 27년 5월 19일

添書代點

판의금

순조 28년 3월 11일

添書代點

장령

순조 29년 8월 23일

添書代點

헌납

순조 29년 7월 21일

添書代點

총융사

순조 29년 12월 26일

添書代點

대사간

순조 27년 5월 17일

添書代點

병조판서

순조 28년 1월 2일

장악제조

순조 28년 3월 6일

병조판서

金興根

날짜

비고

添書落點,

5월 5일

中批

사직소에는 중비

添書代點,

1월 3일

特除

사직소에는 특제

添書代點

대로 가져와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 초 김교근, 김유근, 김원근 등 안동 김문을 무
력화하는 수단으로, 1827년 후반부터는 자파세력 부식을 위한 수단으로 특지를 이
용하여 김로, 이인부, 박종훈, 박기수 등을 선발하였다”(김명숙, 위의 책, 46쪽)라고
하였으나 실상과는 다르며, 이는 본문의 표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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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금

순조 28년 3월 10일

添書代點

경모궁제조

순조 29년 7월 28일

添書代點

공조판서

순조 30년 2월 25일

添書代點

洪起燮

내의원제조

순조 27년 12월 1일

添書代點

洪起燮

대사헌

순조 27년 12월 27일

添書代點

李寅溥

좌윤

순조 29년 9월 26일

添書代點

趙萬永

판의금

순조 28년 4월 3일

趙寅永

보덕

순조 27년 12월 6일

添書代點,

4월 4일

特除

사직소에는 특제

添書代點

* 日省錄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의 기록이 부실하며, 대리청정기 일성록의 기
능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代聽時日錄이 있는데 대조 결과 인사를 비롯한 대부
분의 기사가 승정원일기에도 그대로 수록되고 있으므로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인사기록을 추출함.

위의 <표 2>는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의 특지 중에서 안동 김문 출
신 관료 일부와 효명세자의 친위관료(김로, 이인부, 홍기섭) 및 세
자의 처가인 풍양조씨 핵심인사(조만영, 조인영)에 대한 특지 임명
만을 뽑아낸 것이다. 김로(6회), 홍기섭(2회), 이인부(1회), 조만영
(1회), 조인영(1회)와 비교하여 안동 김문 출신 관료는 김원근(7
회), 김교근(4회), 김흥근(4회), 김유근(2회), 김윤근(2회) 임명되
고 있다. 대리청정기를 통틀어 효명세자로부터 특지를 통해 가장 많
이 관직에 제수되었던 인물은 김조순의 아들 金元根이다. 김원근은
순조 28년 8월 모친상을 당한 후 대리청정이 종료되던 시점까지도
출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사했던 기간인 1년 6개월 사이 집중적으
로 특지를 받았다. 김조순의 아들인 金逌根과 7촌 조카 金敎根도 특
지로 판서직에 제수되었다. 요컨대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기간 동안
친위관료를 능가하는 빈도로 안동 김문 출신 관료들을 특지로 관직
에 주도적으로 임명하였다고 하겠다.
안동 김문의 핵심 인물인 김조순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김조순
이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조정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에 주목하였다.72) 김조순은 대리청정 시작 당시 이미 60세가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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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으로 순조 친정기에 비하여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진 못했지만
대리청정 기간 내내 비변사 경기 구관당상을 역임하였고 檢校提學
으로 규장각 圈點을 주관하였으며73) 璿源譜略 증보 편찬과 御眞
圖寫 등 왕실 관련 업무는 여전히 일선에서 담당하였다.74) 순조 29
년 11월 金守溫의 모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효명세자가 승지를
시켜 바로 김조순에게 알리도록 조치하고 있기도 하다.75) 이와 같
은 사례들은 김조순이 대리청정기에도 여전히 왕실 전례를 주관하
고 비상 정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는 안동 김문의 2세대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유근, 김원근, 김교근의 활약이 눈에 띈다. 안동 김문 관료 가운데
대리청정기 정치활동이 단연 두드러지는 인사는 김교근과 아들 金
炳朝이다. 김교근은 대리청정 전부터 세자시강원 兼輔德을 지내며
세자시강원 관원으로 세자를 측근에서 보좌하였고 대리청정이 시작
되고부터는 순조 27년~29년 사이 비변사 유사당상, 공시당상, 공조
판서, 이조판서, 약방제조, 대사헌,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두루 역
임하였다. 이 가운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직에는 특지로 임명되었
다. 한편 김교근 부자는 순조 29년 7월, 副護軍 沈英錫과 李游夏로
부터 세자의 은총을 빙자하여 권세를 부리고 뇌물을 모았다는 죄로
탄핵당하기도 하였다. 이때 심영석이 김교근에 대하여 “(세자의) 近
習과 宮闈의 움직임은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72) 오수창, 위의 책, 96쪽
73) 代廳時日錄 7冊 丁亥(1827) 6月 21日.
74) 승정원일기 순조 27년 10월 28일; 12월 7일, 12월 8일, 순조 30년 2월 18일; 4
월 5일
김명숙은 위의 책 51쪽에서 璿源譜略 증보 편찬 사업을 세자 핵심관료인 권돈인,
김정희, 김로, 서준보, 박종훈, 서희순 등에 의해 추진된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나열하
였으나, 이는 틀린 서술이다. 선원보략 증보 편찬 사업에는 이들 중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업은 宗簿寺提調 김조순이 주도하였고 跋文은 당시 대제학이
었던 김이교가 썼다( 승정원일기 순조 27년 12월 7일 참조).
75) 승정원일기 순조 29년 11월 9일
己丑十一月初九日丑時, 王世子座觀物軒 … 令曰, “承旨見此沁府之別封, 以所來之
賊招乎?” 知容曰, “俄者捧入未敢坼見矣.” 令曰, “注書持此封紙, 往左相第, 諭以
明日雖簉朝, 而此事不小且大, 先卽經覽, 仍往南判府事第, 以國有事, 雖原任, 不可
不簉朝, 明日必須入來之意宣諭, 又往示于領敦寧(김조순:필자),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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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모든 인사권이 수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점은 김교근이 대리청정기의 세자의 핵심 관료였음을 짐작케
해준다. 효명세자는 김교근을 죄줄 만한 단서가 없는데도 심영석이
김교근을 탄핵한 것은 자신이 한창 김교근을 중용하고 있기 때문이
라며, 심영석과 그를 두둔한 正言 韓鎭㦿를 유배보내어 탄핵이 무고
임을 강조하고 배후를 의심하였다.76) 또한 兩司에서도 김교근 부자
를 논박하자 연명한 관원들을 모두 遞差하고77) 같은날 金陽淳, 金
興根, 金胤根과 같은 안동 김문 출신 관료로 대간을 채우면서78) 김
교근 부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였다. 효명세자는 탄
핵 후에도 김교근을 형조판서에 제수하였으며79) 심영석과 한진호에
대한 해배와 김교근 부자에 대한 처벌은 세자 사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었다.80) 이는 헌종대 경상감사 김흥근을 탄핵하는 대사간 徐
相敎의 상소가 나오자마자 신료들이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종이 앞장서서 김흥근을 귀양보냈던 행동과 좋은 대비
가 된다.81)
대리청정 기간 동안 김원근의 관직 이력도 눈에 띈다. 순조 27년
76) 순조실록 순조 29년 7월 20일
副護軍沈英鍚書略曰 … 戶曹判書金敎根, 卽一傾巧鄙悖, 全沒行檢之類. 身居衣冠
之列, 而潛懷鬼蜮之情, 早穿利慾之竇, 而習爲駔儈之術, 平生能事, 不過是左右陰
陽, 白地做謊而已. 夫其無識無賴, 無所取材, 而特以其門閥之華, 資歷之優, 有兩銓
之特除, 在渠至榮也, 大德也, 不思報效之道, 敢生藉弄之計, 攘臂大言, 誇寵張勢,
自以爲, ‘左右近習, 吾無不交, 宮闈動靜, 吾無不知,’ 朝廷之一黜一陟, 隱然若皆由
於其手, 言言事事, 宣播增餙, 使人驚動 … 答曰, 此果公憤耶? 私憾耶? 一紙之上,
幷論父子者, 是豈人理之所可爲乎? 況此重臣(김교근:필자)立朝, 無可罪之端, 而無
端搆捏詬辱者, 卽出於予方嚮用之故. 爾若有一半分顧畏之心, 寧或如是? 其在靖世
道壹民心之道, 不可尋常處之, 爾則施以投畀之典, 配英錫于北靑府.
正言 韓鎭㦿에 대해서는 순조실록 순조 29년 7월 21일 참조
77) 순조실록 순조 29년 7월 21일
78) 승정원일기 순조 29년 7월 21일. 효명세자는 大司憲에 金陽淳, 執義에 金興根
등을 임명하고 掌令엔 金胤根을 添書代點하였다.
79) 순조실록 순조 29년 8월 20일. 김교근은 형조판서 출사 명령을 어기다가 황해수
사로 보외되고 이마저도 출사하지 않자 견책의 뜻으로 옹진부에 유배되었고 열흘 만
에 풀려났다. 이후 대호군을 제수받았으나 정계의 전면에는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80) 승정원일기 순조 29년 7월 20일, 순조실록 순조 30년 11월 12일
81) 승정원일기 헌종 1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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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문과에 급제한 김원근은 급제하자마자 정3품직인 兵曹參議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승지, 同義禁, 兼輔德 등을 역임하고 급제
1년만에 戶曹參判이 되었다. 이후 김원근은 吏曹參判을 지내던 중
모친상을 당하여 정치활동을 쉬게 된다.
효명세자와 김조순의 친자 김유근과의 관계도 주목을 요한다. 세자
는 어린시절부터 대리청정을 하는 와중까지도 삼촌뻘되는 김유근에
게 중국산 벼루(唐硯), 중국산 부채(別唐扇)와 같은 고급 물품들을
일상적으로 부탁하고 수시로 안부를 묻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
다.82) 대리청정 기간에도 김유근은 세자가 자신을 병조판서에 특지
로 임명할 예정임을 미리 알기도 하고83) 편지를 통해 세자와 사직
상소를 낼 시기를 조율하기도 하면서84) 정국의 핵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김유근은 순조 27년 4월 평안감사로 부임하던 중 전직 아
전 張淳擧의 기습으로 庶弟婦와 감영 노비 등이 살해되는 사건을
겪었는데, 효명세자는 이 사건을 알리는 김유근의 上書를 받고 범인
을 처벌할 것을 하령함과 동시에, 곧바로 김유근에게 사적으로 편지
를 띄워 김유근을 위로하고 마음 편히 상경하라는 뜻을 전하였
다.85) 또한 이튿날에는 바로 장순거를 瑞興府에 효수하고 처자식을
82) 金逌根, 黃山遺稿 (친환경농업박물관, 2009 안동김씨 문정공파 기증유물에 수
록, 344~345쪽)
83) 金逌根, 黃山遺稿
…作夜於國令座見景□, 則匪久當有騎判特除之擧矣. 然則勢將治疏矣. 預爲搆草以待云
云 故玆以仰達耳.
景□는 편지의 문맥 상 景國으로 추정되며, 경국은 李紀淵의 字이다. 당시 동부승지
로 재직중이었던 김원근은 영의정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기연으로부터 김유근의 병조
판서 특제 소식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는 순조 27년(1827) 5월 14일에
작성되었는데, 실제로 5일 뒤인 승정원일기 5월 19일자 기사에서 김유근이 병조
판서에 첨서낙점된 사실이 확인된다.
84) 金逌根, 黃山遺稿
伏問近日體候更若何? 伏慕區區, 當以何日辭書乎? 姪(효명세자:필자)如姑保前狀, 他何
可達乎? …
85) 金逌根, 黃山遺稿
離違京城, 雖甚悵然, 旅路無事得達, 意謂到營, 昨聞意外逢前古所無之變怪, 想必驚愕罔
措矣. 非但萬萬驚駭痛惋而已, 此亦無名分紀綱頹弛之致, 其可曰卿之不幸而已乎. 人心
漸漸如此者, 思之懍然. 此事非不變怪在卿, 無欠箕伯亦遞鮮. 安心平安上來. 爲之驚駭,
玆遣中官, 望聞平問耳. 不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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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로 삼기를 명하였다.86) 이는 다른 조사 절차없이 김유근의 상
서만을 받고 순조의 명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서 사건의 조사 과정
에서 김유근의 처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였다. 효
명세자는 이후 執義 趙璟鎭이 김유근이 부임길에 첩을 대동한 것을
비판하고 나오자 조경진을 직접 국문하기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유근의 사직 상소에 내린 비답에서 외가를 보호할
뜻을 명확히 하고 안동 김문이 나라에 공로가 크고 성의와 충성이
간절하였음을 강조하였다.87) 이후에도 효명세자는 김유근이 수원유
수직을 맡기 전까지인 순조 27년 4월 말부터 6월까지 공조판서, 병
조판서, 훈련도감제조, 금위영제조, 예문제학 등을 계속해서 제수하
였고 김유근이 친부 김조순의 뜻을 내세워 사직을 고집하자 부친
순조의 명이라고까지 하며 출사를 간청할 정도였다.88)
물론 효명세자가 일관되게 안동 김문 출신 관료들을 지원했던 것
만은 아니다. 예컨대 대리청정 시작 직후인 순조 27년 3월에는 이
조판서 金履喬가 강원도 관찰사의 首望에 金愚淳을 의망하자 효명
세자가 김우순의 병을 거론하며 망단자를 돌려보낸 일도 있었다.89)
그렇지만 이로부터 며칠 전 효명세자는 강화유수 李光憲의 廊底人
의 전횡을 草記로 보고하지 않은 형조참판 李友秀, 좌포장 柳和源의
행동을 문제삼아 둘을 파직하고 이광헌을 삭직시키기도 하였다.90)
이처럼 대리청정 초반 관료들의 기강을 잡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효명세자는 사안에 따라 일부 관료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
였지만 이러한 불협이 안동 김문 관료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이미 정계에 포진한 안동 김문 관료들을 배제한 정국 운영은 현
86) 代廳時日錄 4冊 丁亥(1827) 4月 28日. 令罪人張淳擧梟首警衆
87) 순조실록 순조 27년 4월 30일, 순조실록 순조 27년 5월 29일
88) 승정원일기 순조 27년 윤5월 19일. 결국 김유근은 수원유수를 역임하고 그 뒤에
도 판의금부사, 이조판서 등에 제수되는 등 효명세자의 적극적인 부름을 받다가 순
조 28년 8월 모친상을 당하여 정치활동을 쉬게 된다.
89) 승정원일기 순조 27년 3월 14일
90) 순조실록 순조 2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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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도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일이었기에 상술한 특지
의 사용에서도 확인되듯 효명세자는 안동 김문 인사들을 관직에 적
극적으로 임명하며 정국을 주도해갔다. 이같은 정치적 공조는 효명
세자 대리청정기의 국혼에서도 확인된다. 대리청정이 종료되기 2개
월 전인 순조 30년(1830) 3월에도 효명세자의 여동생인 福溫公主
는 안동 김문 金淵根의 아들 金炳疇와 혼인하였는데, 이는 대리청정
후반까지도 안동 김문이 국왕의 보위세력으로 존재했음을 방증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안동 김문 출신 관료들은 많은 수가 세자시강원 관직을 역임하였
다. 세자시강원에서 왕세자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관직은 정3
품 이하 贊善·輔德·兼輔德·弼善·兼弼善·文學·兼文學·司書·兼司書·說書·
兼說書 등으로91) 효명세자가 세자 책봉을 받은 순조 12년부터 순조
30년에 이르기까지 해당 관직을 역임한 안동 김문 관료 명단을 추
려보면 아래와 같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기 전에는 총 11명,
대리청정 기간에는 총 6명의 안동 김문 인사가 세자시강원 정3품
이하 관직을 지내며 세자 교육에 참여하였다. 효명세자에 의해 특지
로 빈번히 관직에 제수되었던 김유근, 김교근, 김흥근 등이 모두 대
리청정 이전부터 세자시강원 관료로 활동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3> 순조 12년~순조 30년 세자시강원 정3품 이하 관직을 지낸
안동 김문 출신 관료
輔德

弼善

文學

金敎根
金履載
金學淳
金逌根(兼輔德)
金蘭淳(兼輔德)
金元根*
金英淳*(兼輔德)

김난순
김난순(겸필선)
김유근
김학순
金興根*
김흥근*(兼弼善)

김난순(兼文學)
金鼎均
金羽根
金炳朝
金炳球
金弘根*

司書
김유근
金陽淳
김난순

說書
김흥근
金穰根
金大根*
金炳韶*

*표시는 대리청정 시작 이후 세자시강원 관료를 지낸 경우.
91) 육수화, 2004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기관｣ 한국교육학연구 42-2, 한국교육학
회,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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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1년 신유박해로 李家煥, 權哲身 등 남인세력이 제거된 후 순
조 5년~7년 金達淳, 李敬臣 옥사를 거치며 沈煥之, 金龜柱와 같은
벽파 핵심 인물들의 관직이 환수되는 등 시파가 승리하고 벽파가
완전히 축출됨으로써 세도정치기 정치세력의 구성은 한층 단순해지
게 되었다. 조선후기 내내 진행되어왔으며 순조대 초반 격화된 집권
층의 협소화는 그 과정이 대개 충역문제와 맞물려 국왕에 의해 공
인되어왔으므로, 세도정치기에 들어서는 국왕이 기성세력과 이념적
지반을 달리할 만한 대안세력을 정치적 파트너로 육성하기가 구조
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세도정치기 국왕과 안
동 김문이 맺었던 정치적 공조는 이같은 상황의 결과물이었다.
세도정치기 척신가문으로서 안동 김문이 국왕과 맺고 있던 보좌
관계는 안동 김문(구성원)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흥미롭게도 세도정국의 전면과 이면에서 안동 김문
이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의 문집, 야담, 편지 등의 사료에서 안동 김문의 전횡에 대한 비판
적 인식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일종의 언론 통제 결과라
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김유근, 김교근 등 안동 김문의 핵심 인사
가 탄핵받은 내용이 안동 김문 인사가 주도하여 편찬했던 조선왕
조실록 등에 그대로 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대에 안동 김문
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19세기 사료에서 안동
김문에 대하여 가장 빈번히 발견되는 평판은 “국가와 存亡을 함께하
는 가문이자 주춧돌이 되는 신하”라는 점이다.92) 안동 김문에 대하
92) 申佐模, 澹人集 卷9 復除司諫自列請遞疏
… 金興根, 國之藎臣也, 以地則國存與存, 休戚是共, 以人則乃心王室, 夷險靡他, 大行朝
眷毗之隆, 逈異餘人, 爲羣奸之所顧憚者久矣. …
신좌모는 남인계 인물임에도 김흥근을 적극 변호하고 있다. 그는 남인계 인사와 교
유하였으며 韓啓源, 金益容과 같은 黨人들의 관직 임명 소식을 기뻐하는 편지를 남
기기도 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소장문집해설 19세기 4 ｢담인집｣ 해제
(288-318쪽) 참조
이밖에도 순조실록 순조 33년 9월 9일, 헌종실록 헌종 10년 8월 25일, 헌종 14
년 10월 25일 등의 기사에서 안동 김문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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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판적인 인식을 보이는 경우에도 그 문장론을 지적할 뿐 충효
하고 勳業이 있어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巨室이라고 안동김문을 평
가하고 있는 점은 다름이 없다.93) 뒷시기의 인사인 황현은 비록 이
를 부인하는 맥락에서 언급하기는 했으나 20세기 초반인 당대까지
도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이 국가의 주춧돌이었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서술하였다.94) 金澤榮조차 김조순에 대해서 사대부의 지지
를 크게 잃지는 않았다고 평가하였던 것은 세도정치가 집권층으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95) 뿐만 아니라 김택영은 김
흥근, 김유근, 金炳冀와 같은 안동 김문의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도
“권세를 잡게 되자 비록 꽤 뇌물을 받는 문을 열어놓기는 했으나 일
찍이 크게 公議를 어기지 않았다”96)고 평가하였다. 한편 같은 책의
서문에서는 ‘地閥傳’을 논하면서 李龍秀, 李秉文이 문벌을 앞세운 거
만한 무리였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세도정치기의 대표적인 문벌인
안동 김문 인사들은 오히려 제쳐두고 거론하지 않고 있는 점도 눈
에 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 구성원 개인에 대한 비판
이 때때로 존재하긴 했지만 안동 김문이 국가의 주춧돌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인식이 최소한 공적영역에서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에 대한 호의적 인식은 무엇보
다도 ‘義理’를 지킨 가문이라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안동 김문의
정치적 자산에 기인한 바가 컸다. 주지하듯이 19세기에도 대부분의
유생들은 기존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고수하였던 바, 대명의리를 지
93) 徐基德, 石南居士私稿 卷2 ｢文道論｣
… 近世我東有一巨室, 忠孝世濟勳業代作菀, 爲一國所慕, 而乃自別立門戶, 以道德文章
倡爲合一之論, 以是承受以是敎授載之文集布之. 朝著使蒙士幼學迷津而失岐, 混不分趨
向之方, 可勝惜哉. …
94) 黃 玹, 梅泉野錄 卷1 上
95) 오수창, 위의 책, 603쪽
96) 金澤榮, 韓史綮 卷5 庚午 太上王 7년(1870), 김택영은 김조순의 손자인 김병기
의 죽음을 서술하면서, 병인양요 발발 시 뭇 사대부들이 서울을 떠난 데 반해 김병
기가 자신의 집안이 國恩을 대대로 입었으므로 사직과 존망을 함께 하겠다며 여주에
서 상경한 일을 특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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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낸 안동 김문에 대한 존중은 세도정치기에도 연속되며 안동 김문
에 대한 인식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세도정치기 안
동 김문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국왕의 공식적인 우익을 자임하며
정치활동을 해나갔던 안동 김문 구성원의 행보에도 힘입은 측면이
있다. 만약 당대인들에게 안동김문이 왕권을 약화시키는 세력으로
이해되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은 안동김문에 대한 긍정적 평판은 나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 출신 관료들 역시 유교적 군신관계를 확고
히 내면화한 인물들이었다. 김조순의 정치 행보를 보더라도 순조의
왕권을 약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왕조 체제에 위협이 되는 掛書·擧火사건들은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순조와 신료들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
해서는 순조의 입장을 분명히 지지하기도 하였다.97) 이에 사후 순
조로부터 “장인과 사위 사이였지만 정으로는 師輔를 겸하였다”라거
나 “일체가 되어 맡겼고 의심하지 않았다. 나를 선왕의 업적을 계승
하게 인도하여 의리를 밝힌 것이 30여 년으로 나라의 안위를 한몸
에 맡았다”라는 파격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98) 철종의 국구 金
汶根도 존호 추상·世室禮와 같은 왕실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의례를
주관하고 비상 시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함
97) 최재봉, 위의 논문, 21쪽, 38~39쪽. 김조순은 의금부, 대간 관원들의 반대에도 恩
彦君의 자녀를 보호하려는 순조의 지시를 지지하였으며, 禮가 과하다는 이유로 김재
찬, 한용귀, 남공철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료들이 반대하여 조정에서 격심한 논란을
빚었던 嘉順宮의 장례 의전에 대해서도 순조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98) 순조실록 순조 32년 4월 3일 김조순 졸기
己卯. 領敦寧府事金祖淳卒. 敎曰, 慟矣慟矣! 此何事也? 記昔庚申(1800년:필자),
寧考(정조:필자)執予小子手而詔之曰, ‘今予以爾托于此臣, 此臣必不以非道輔爾, 爾
其識之’, 事如昨日, 言猶在耳. 逮嗣服三十餘年之間, 托之心膂者, 非但以肺腑故也.
惟其勤勞忠貞, 一心王室, 內而至誠竭力, 輔予以正, 外而彌綸鎭安, 弘濟時艱, 國家
之保有今日伊誰之力? 眞不負先王寄托之聖意, 而今焉已矣. 予之慟衋之外, 國事將
何賴焉? 念及於此, 若濟失楫. … 又敎曰, 嗚呼! 分雖舅甥, 情兼師輔. 昨日一面,
遽成永訣, 悲悼之懷, 曷有已也? …
純齋稿 卷6 卒領敦寧金祖淳成服日致祭文
… 肺腑之親, 心膂之寄, 相須一體 任之不貳, 豈予私卿, 先王有命, 導予寡昧, 罔
不以正…迪予繼述, 昭揭義理, 三十年餘, 身佩安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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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세도정국의 안정적 운영에 일조하였다.99) 물론 왕실 보호
및 권위 확보 활동은 동시에 이를 주도하는 안동 김문 인사들의 권
위를 높이는 일이기도 했다. 세실례를 보더라도 왕실 전례를 주도하
는 존재가 외척 권세가가 됨으로써 국가 최고의 전례를 추진한다는
상징성이 외척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다.100) 그렇지만
국왕의 입장에서도 왕조체제 유지에 적극 임하는 안동 김문 인사들
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
순조대 외척 안동 김문이 국왕을 보위하며 정국운영을 함께하는
이같은 정치방식은 전형을 이루어서, 순조도 죽으면서 외척 조인영
에게 헌종 보도의 책임을 맡길 만큼 관행화되었다.101) 이는 국왕의
입장에서도 막강한 유력 가문을 안정적인 우익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국왕과 외척의 적극적 공조로 인하여 세도
정치기의 중앙정계는 소수 인물이 축출되는 사건은 있었으나 전시
기와 같은 극적인 쟁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외형상으로 보자
면 국왕과 신하 사이에서 외척이 존재하는 ‘國朝本色’의 정치체제가
구현된 셈이었다.102)

99) 김문근이 순원왕후의 존호 추상에 간여하고 헌종의 世室禮를 발론하는 등 왕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으며(철종실록 철종 5년 11월 3일; 철종실록 철종
10년 9월 14일) 괘서, 모역사건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하였다( 철종실록 철종
4년 12월 28일; 철종 11년 9월 10일).
100) 오수창, 위의 논문, 598쪽
101) 철종실록 철종 1년 12월 6일, 역주교감 패림 헌종기사 헌종 13년 8월,
趙寅永, 雲石遺稿, 卷7 乞休致四疏
102) 金祖淳, ｢迎春玉音記｣ 風皐集
“敎曰, 試看今日所謂士大夫者, 果士夫樣乎? 此輩反爲古之戚里之所不爲者, 此豈可曰用
士夫乎? 且古則廷臣與人主之間, 有戚里, 故上下有間隔, 國體世道, 猶尊重矣. 今則萬人
皆欲直接於上, 其弊實甚於戚里有弊之時矣. 予於近來, 益覺其然, 而旣行之規模, 不可猝
變, 予則不得不限予世而行之. 然若後嗣王, 決不可復用予法, 只可用戚里, 以還國朝本
色, 然後國可以爲國矣.”
｢영춘옥음기｣는 김조순이 昌慶宮 迎春軒에서 正祖를 알현했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風皐集 간행 당시에는 실리지 않고 후대에 그 존재가 알려져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
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현좌척의 결과로 貴近의 폐단이 극심하기에 이후 戚里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정조의 발언이나(정조실록 정조행장), 정조가 죽을 때
김조순에게 자신을 부탁했다는 순조의 발언(순조실록 순조 32년 4월 3일)에서도
｢영춘옥음기｣와 유사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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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의 혼인 관계

1. 통혼의 특징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은 척신가문으로서 국왕의 보위를 자임하는
한편 몇몇 유력 가문들과 연합하여 정국 운영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세도정국의 구체적인 정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세
력의 실질적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유력 가문 간의 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는 가문 간의 가장 직접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婚姻’을 통하여 안동 김문과 맺어져 있었던 인물 및 가
문을 확인하고 가문 간의 혼적 결합이 세도정치기의 구체적인 정국
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통혼은 선대부터 맺어온 관례에 따르는 경우가 있고 시기마다 가
문의 출생자 숫자가 균일한 것도 아니므로 전적으로 정치적 추이에
영향받는 것으로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
구하고 조선후기 최고 집권층 사이에서 통혼은 정치권력을 재생산
하는 중요한 요소였다.103) 18세기 전반을 살았던 柳壽垣은 迂書
를 쓰면서 같은 문벌의 형제간에도 “妻家의 문벌이 높고 낮은 데 따
라 행세하는 데 큰 차이가 나타난다”104)라며 문벌의 폐해를 통렬히
103) 服部民夫, 1991 ｢ネットワ－ク論の讀み (2) (3)－朝鮮朝後期安東金氏の結婚關係
(上)(下)｣ アジア經濟 32-9・32-10,アジア經濟硏究所
服部民夫는 인조대~고종대 안동김씨 金壽恒 적자손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여, 안동김
씨 구성원이 고위관직자와 통혼하는 정도가 인조대에 강화되었다가 효종~현종대에
다소 약화되고 숙종대 이후 다시 강화되는 추세를 밝혀냈다. 服部民夫의 연구는 안
동김씨를 사례로 연구하여 ‘조선후기 최고위 관직자층 내부의 폐쇄적 통혼의 심화’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혼한
개인의 관직에만 집중한 나머지 조선후기 집권층의 통혼을 결정지었던 변수인 가문,
당색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조선후기 집권층 및 안동김씨 혼인의 특수성
을 사상해버린 문제점이 있으며, 집권층의 폐쇄적 통혼망이 현실정치에서 작동하는
실상도 검토하지 못하였다.
104) 柳壽垣 迂書 卷2 論門閥之弊
… 凡爲天下國家者, 只當問人才之賢不肖, 而今則先問其門地, 此何義理? 且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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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였다. 19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洪翰周도 조선전기에 비하여
당대 집권층의 통혼이 문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한층 폐쇄화되었
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조정의 건국 초기에 정도전은 고려 말의 천한 부류로 공을 세
워 벼슬이 현달하였고, 통두란・함부림과 같은 자들도 모두 부귀하
고 현달하였다. 건국 초기는 마땅히 그럴 수 있었다. 지금은 조정이
정립된 지 거의 오백 년이 흘러, 喬木世家와 大族으로 서울에 자리
를 잡고 있는 자들이 몇 십가 몇 백가인지 알 수 없다. 모두 마치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한 듯이 하여, 門戶가 서로 대등한 뒤
에야 비로소 혼인을 허락하기를 東晋 烏衣巷의 王氏와 謝氏(六朝시
대 望族:필자)처럼 한다. … 또한 시세를 쫓는 자들은 문벌을 더욱
중시하여 혼인하는 길이 점점 좁아져서 서로가 저울 눈금을 재듯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따져 장차 朱陳(대대로 통혼하는 사이:필자)이
되고서야 그친다. …

105)

부계 혈연 의식의 강화라는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동은 집권층의
통혼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환국, 탕평, 세도정치기 정2품 이상
관직자의 통혼관계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후기 집권층의
혼인은 환국정치기에 유력자 개인 간의 결합 형태를 띠던 것이 탕
평-세도정치기에는 가문 간 결합의 성격을 띠게 변화하였다.106) 이
연구를 참고한다면 세도정치기 집권층의 혼인은 유력자 개인의 인
之所貴者, 忠臣孝子之子孫, 而今之所貴者, 祖先之官閥而已. 又有甚於此者, 均是
一祖之孫, 而或以父做名官, 而子得顯仕. 或父未得職, 而子枳淸塗. 又有甚於此者,
或均是同生, 而母有前後室, 門地高下之別, 則同生之中, 其所行世, 反以外家而懸
隔. 又有甚於此者, 同生之間, 亦有以妻家之高下, 而行世懸隔者. 凡此之類, 醜惡無
識, 有不可言, 古今安有如此義理哉. …
105) 洪翰周, 智水拈筆 卷6 鄭道傳. (진재교 역, 2013 19세기 견문지식의 축적과
지식의 탄생 下-지수염필, 소명출판, 177-178쪽의 번역문 및 원문을 참고함)
… 我朝國初, 則鄭道傳以麗季賤流, 而立功顯官, 如佟豆蘭咸傅霖, 亦皆貴顯. 然龍飛之
初也, 宜其然矣. 而今則定鼎, 幾近五百年, 喬木世家大族, 盤據輦轂之下者, 不知幾十百
家. 皆若世科而世官, 門戶相埒, 然後始許婚嫁, 如東晉烏衣之王謝. … 又以近於時勢者,
門戶尤重, 婚路漸隘, 權衡停稱銖兩而較, 將爲朱陳而乃已 …
106) 권기석,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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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확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가문 단위의 정치적 연합을 뒷받침해주
는 수단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 구성원의 통혼도 서울에 거주하는 유력 가문의 구성원과 맺어
졌다.

한산이씨

여흥민씨
남양홍씨
평산신씨
(4)

(5)

전주이씨

풍양조씨
외 7개
성관(2)

(10)

안동김문
청주한씨
청송심씨
기계유씨
반남박씨
해주오씨
덕수이씨(3)

은진송씨

달성서씨
연안이씨
외 18개
성관(1)

(7)

<그림 2> 정조연간(1776-1800) 안동 김문의 혼인 대상 성관 및 빈도
* 괄호 안의 숫자는 안동 김문 구성원과 통혼한 횟수(<그림 3>도 동일).
* 安東金氏世譜(안동김씨대동보간행위원회, 甲子譜)를 참고(<그림 3>도 동일).
* 청음파의 유력 가계인 金壽恒系 김수항 적자(金昌集, 金昌協, 金昌翕, 金昌業,
金昌緝, 金昌立)의 嫡・庶・男・女 중 1762년~1785년 출생자107)를 대상으로 함.

107) 족보에는 혼인 당시의 연령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세도정치기에 이루어졌던 혼인
을 정확히 추출해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經國大典 ｢禮典｣ 婚嫁條에 실린 조선
시대 법적 혼인 가능 연령(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을 참고하여 생년에 14를 더
한 년도를 혼인한 시기로 설정하였다. 즉 1786년~1849년에 출생한 자들이 성장하
여 세도정치기인 1800~1863년에 혼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여자의 경우
족보에 생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혼인 시기를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여자의 남자
형제가 2인 이상일 경우 이들의 평균으로 여자의 생년을 설정하고 남자 형제가 1인
일 경우 그 생년을 따랐다. 재혼의 경우 혼인 연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나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편의상 모두 같은 연도에 혼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대략적인 경
향을 확인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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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유씨 외
2개 성관
(7)

풍양조씨
달성서씨
은진송씨
평산신씨
풍산홍씨
(9)

연안이씨
(11)

전주이씨
(46)

청송심씨
남양홍씨
파평윤씨
(13)

경주김씨
외 3개
성관(5)

안동김문

양주조씨

한산이씨

해평윤씨

(19)

밀양박씨 외
1개 성관(6)

(14)

<그림 3> 세도정치기(1800-1863) 안동 김문의 혼인 대상 성관 및 빈도
* 청음파의 유력 가계인 金壽恒系 김수항 적자(金昌集, 金昌協, 金昌翕, 金昌業,
金昌緝, 金昌立)의 嫡・庶・男・女 중 1786년~1849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함.

<그림 2>와 <그림 3>은 안동 김문 金尙憲-金壽恒 후손들의 정조
대, 세도정치기 혼인 대상 성관 및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정조연간
에 해당하는 <그림 2>는 안동 김문 21세~23세손에 걸친 후손 총
78명의 혼인을 조사한 것으로 혼인 대상 성관은 40개, 성혼 횟수는
88회이다. 세도정치기에 해당하는 <그림 3>은 안동 김문 22세~26
세손에 걸친 후손 총 310명의 혼인을 조사한 것으로 혼인 대상 성
관은 85개, 성혼 횟수는 350회에 달한다.
정조대와 세도정치기에 안동 김문과 활발히 통혼한 성관은 모두
1장에서 살펴본 조선후기 정치적으로 현달했던 대표적 성관에 해당
한다. 정조대와 세도정치기를 막론하고 안동 김문과 빈번하게 통혼
한 성관은 전주이씨·한산이씨이다.108) 반면 정조대에 전주이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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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이 통혼하였던 은진송씨의 경우 세도정치기에 들어 통혼 순
위가 하락하였다. 정조대에 3회의 통혼 빈도를 보인 청주한씨도 세
도정치기에는 1회밖에 통혼하지 않았다. 반면 정조대에는 저조한 통
혼 빈도를 보였으나 세도정치기에 들어 활발히 통혼하게 된 성관도
있다. 먼저 정조대에는 통혼하지 않았던 파평윤씨와의 통혼이 세도
정치기 들어 13회나 이루어졌고 양주조씨, 해평윤씨와의 통혼도 정
조대에는 각각 2회에 불과했던 것이 세도정치기에는 14회로 통혼
빈도 및 순위가 급증하였다. 정조대 1회에 불과했던 달성서씨, 연안
이씨와의 혼인이 세도정치기에 각각 9회, 11회로 급증한 점도 주목
을 요한다. 달성서씨, 연안이씨는 정조대 정2품 이상 관료 배출 1
위, 2위 성관으로, 세도정치기에 두드러진 세도가를 배출하진 못했
지만 지속적으로 정2품이상 관료를 배출하였던 유력성관들이다. 순
조대를 거치며 안동 김문이 다수의 고위 관료를 배출하며 유력성관
으로 발돋움했던 정치적 상황이 달성서씨, 연안이씨와의 통혼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달성서씨·연안이씨와의 통혼을 통한 유대는
안정적인 세도정국의 운영에 일조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 안동 김문 김창집 후손의 세도정치기 혼인 대상 성관 가계
및 빈도

전주이씨

한산이씨
청송심씨
양주조씨

密城君派
廣平大君派
仁興君派
德興大院君派
益安大君派
미상
良景公(種善)派 增系
미상
安孝公派 鋼系
安孝公派 友正系
文剛公(末生)派 禧錫系

4회
4회
1회
1회
1회
6회
11회
1회
8회
2회
7회

17회

12회
10회
8회

108) 전주이씨의 경우 조선왕조의 國姓으로 집권층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면서 집권층
내에서 주된 통혼 대상이 된 까닭에 안동 김문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가문들과의
통혼에서도 월등히 높은 통혼 빈도를 보이는 성관이다. 권기석, 위의 논문,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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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조씨
연안이씨
남양홍씨
은진송씨
풍산홍씨
해평윤씨
평산신씨

여흥민씨

미상
淮陽公派 漢平君派 廷機系
淮陽公派 開平系
미상
小府監判事公派 明漢系
미상
(唐洪)南陽君派 春卿系
(土洪)貞孝公派
미상
牧使公(遙年)派
正郞公(順年)派
文敬公派 霙系
梧陰公派
文僖公派 華國系
思簡公派 永錫系
미상
立岩公派

1회
6회
1회
1회
6회
2회
3회
2회
2회
4회
2회

8회
8회
7회
6회
5회
4회

1회
1회
2회
3회

戶參公派
1회
기계유씨
汝霖系
昭靖公派
1회
파평윤씨
太尉公派
3회
전의이씨
子華派 濟臣系
糾正公派
1회
밀양박씨
미상
3회
달성서씨
典籤公派(景需系)
의령남씨
直提學公-監察公派
知郡事公派 定邦系
2회
해주오씨
미상
1회
안동권씨(仁可派), 창원황씨(侍中公派), 용인이씨(副使公派),
반남박씨(紹系/미상), 안동김씨(尙容系/壽恒系)
경주김씨(金弘郁系), 문화류씨(左相公派), 전주류씨(檜軒公

4회

4회
4회
4회
4회
4회
3회
3회
3회
2회

派), 거창신씨(參判公派), 원주원씨(參判公派), 풍천임씨(政
承公派), 덕수장씨(張維系), 온양정씨(高城公派 順朋系), 임
천조씨(知足堂公(之瑞)派 希進系), 덕수이씨(文靖公派), 능

1회

성구씨(미상), 우봉이씨(미상), 평양조씨(미상), 창녕조씨(미
상), 연일정씨(미상), 초계정씨(미상), 경주최씨(미상)
총 41개 성관
* 安東金氏世譜(金炳學이 1878년 간행한 戊寅譜)를 참고함.
* 1786년~1849년 출생자 대상, 서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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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회

안동 김문 가운데서도 세도정치기의 핵심 가계라고 할 수 있는
김창집 후손들의 혼인 성관을 가계 단위까지 정리한 것이 앞의 <표
4>이다. 세도정치기 김창집의 후손들은 전주이씨와 가장 많이 통혼
했으며 그 다음이 韓山李氏, 靑松沈氏, 楊州趙氏・延安李氏・豊壤趙
氏 순서이다. <표 4> 에서 5회 이상 통혼한 9개 성관은 모두 세도
정치기 정2품 이상 관원 배출 순위에서 25위권 내에 드는 유력 성
관들이고 韓山李氏, 楊州趙氏를 제외한 7개 성관은 10위권 내에 드
는 핵심적인 유력 성관들이다(본논문 63쪽 <부록 1> 참조). 김창
집계 외에 다른 안동김씨 청음파 후손들의 통혼 대상 성관을 살펴
보면 정2품 이상 관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한미한 성관도 존재
한다. 반면 19세기 세도정치의 핵심 인사들이 많았던 김창집 후손들
의 경우 유력 성관과 통혼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유력 계파와의 통혼
양상이 확연하다.
구체적 특징을 살피자면, 먼저 노론 가문과 통혼하는 추세가 뚜렷
하다.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 김창집 후손들은 坡平尹氏 같은 대표적
소론 성관과 통혼할 때도 그중에서 노론계 인물의 자손하고만 통혼
하였다. 일례로 헌종의 장인이었던 金祖根의 사돈 尹敎成은 영조대
신임옥사에 연루된 소론 인사 척결에 앞장서서 삭직되기까지 했던
尹陽來의 후손으로 세도정치기 정2품 이상 관원을 배출한 파평윤씨
尹昌世 후손과는 다른 가계이다. 또한 達成徐氏・延安李氏 등과 같
이 노론과 소론이 섞인 성관과 통혼을 맺을 때도 노론 가문인 달성
서씨 景需系, 연안이씨 明漢系 중에서도 노론계인 李嘉相・瑞相의
후손들하고만 통혼하고 있다. 경종대 신임옥사를 거치며 경색되었던
노론-소론 간의 혼인은 영조대 들어 同色婚을 금지하는 등109) 혼
인을 통한 당파 결집을 막기 위한 영조의 노력에 힘입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추세는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다
른 척신가문인 풍양조씨만 하더라도 조만영 가문에서 東萊鄭氏, 達
成徐氏 徐景霌 가문 등 소론 성관, 가문과의 혼인 사례가 쉽게 찾아
109) 영조실록 영조 4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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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110) 같은 안동 김씨 청음파에서도 김창집 후손을 제외한 다른
후손들의 통혼에서는 소론과의 혼인이 보인다. 그러나 안동 김문 김
창집 후손들만은 19세기에도 노론끼리의 혼인을 강고하게 유지하는
데, 이는 김창집 후손들의 독특한 특징이다.111) 여기에는 안동 김문
이 신임옥사를 거치며 19세기 중앙 정계에서 嫌家, 讎家를 가장 많
이 가지게 된 가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안동
김문에게 해를 입힌 인사들을 기록한 反緇에는 31명의 소론 인사
와 그 후손들이 실려 있는데, 실제로 안동 김문과 이들 가문과의 통
혼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노론 중에서도 노론 4대신 가문인 전주이씨 密城君派
克綱系 李頤命·李健命 후손, 양주조씨 文剛公派 禧錫系 趙泰采 후손
과의 통혼이 특히 많은 점이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이건명 후손들
과는 대대로 통혼하여 김창집 아들대서부터는 지속적으로 통혼이
맺어졌다.112) 김조순의 아들 金元根도 이건명 후손인 李憲成의 딸
과 혼인하였다. 이를 두고 김조순은 사돈인 이헌성에게 노론 4대신
인 이이명․이건명․조태채의 후손들이 한몸처럼 고락을 함께했으며 누
대로 통혼하며 유대를 공고히 하였음을 강조하는 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113) 또한 김조순은 며느리인 이헌성의 딸이 죽었을 때에는
110) 豊壤趙氏世譜所, 1978 豊壤趙氏世譜 참조
영정조대의 사례지만 영조 51년~정조 1년 정2품 이상 관직 역임자 사이의 통혼 관
계 조사에 따르면, 총 66회 가운데 노론 가문 간의 혼인 31회, 소론 가문 간의 혼인
13회에 비하여, 노론 가문-소론 가문의 혼인은 13회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
다(권기석, 위의 논문, 139쪽).
111) 변원림, 2012 순원왕후 독재와 19세기 조선사회의 동요, 일지사, 153쪽을 보면
정원용이 김좌근의 아들 金炳冀를 사위로 맞았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착오이다. 동
래정씨인 정원용은 소론계 인사로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
나 혼맥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김병기의 장인은 의령남씨 南久淳과 온양정씨 鄭淵
秀였다.
112) 이경구, 위의 책, 67쪽
113) 金祖淳, 楓皐集 卷1 詩 元根婦見志喜 幷序
元根娶于李氏, 寒圃相公冢曾孫參奉憲成長女也. 我金與相公家諸李, 自昔互婚, 殆指不
勝僂, 而我家尤然, 我伯姑母曁我姊氏, 爲相公孫若曾孫婦, 夫黨父黨均爲叔姪. 今相公之
玄孫, 又爲元根妻, 於我姑母曁姊, 爲父黨之從曾孫若再從孫, 夫黨之從孫若姪, 三世而互
爲親矣, 不亦稀貴哉. 我家與相公家及疎齋・二憂堂(이이명・조태채:필자)兩公家, 休戚
痛癢, 四家一體, 然若其生女而子娶之, 生子而女嫁之, 獨相公家累倍於兩家, 豈所謂天緣

48

손수 묘지명과 제문을 지어 “세상에서 인척으로 선조끼리 사이가 좋
은 이들은 많지만 우리 두 집안처럼 골육같은 이는 아직 없다”114)
라며 양가의 남다른 관계를 특서하였다. 또다른 노론 4대신 가문인
양주조씨 禧錫系의 경우 순조연간 정2품 이상 관료를 한명밖에 배
출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유력 가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창집계와의 통혼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론 4대신 가문 이외에 다른 가문과의 통혼에서도 ‘의리’의 그림
자가 짙다. 양주조씨처럼 한산이씨도 세도정치기 정2품 이상 관원
배출 수는 4명으로 유력 성관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김창집계와의
가계별 통혼 순위는 1위에 해당될 만큼 많이 혼인하였다. 특히 김조
순, 김흥근 등 안동 김문 핵심 인사들은 한산이씨 李台重 후손들과
사돈을 맺었는데, 이태중은 영조연간 김창집의 복권을 요청했다가
영조로부터 “김창집을 아비로 여긴다”는 비난을 받고 유배된 인물이
다.115) 여흥민씨의 경우 김창집 후손과 맺어진 총 4회의 혼인 중
조선후기 유력가계인 三房派와의 혼인이 3회이며 영조대 노론 4대
신의 신원을 극력 주창한 閔鎭遠 후손과 통혼하였다. 1회 혼인한 戶
參公派는 삼방파와는 완전히 다른 가계로 정치적으로 한미하였는데,
딸을 金汶根과 혼인시킨 閔懋鉉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일가
족 13인이 자결한 閔垶의 6세손이다. 세도정치기 내내 유생들의 상
소, 서적 발간, 서원·사우 致祭, 辨誣 등의 방식으로 국왕 혹은 노론
인사의 주도 하에 신임의리·대명의리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이루
어지는 추세 속에서 혼인이라는 사적 결합으로도 ‘의리’에 대한 공
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여러 대에 걸쳐서 혹은 한 대의 여러 구성원들과 중첩적으로 혼
인하여 가문 간 결속을 강화한 사례가 빈번한 것도 특징적이다. 세
도정치기에 이루어진 김창집 후손들의 총 혼인 횟수 145회 중에서
者在耶 … 從古兩家同地數, 于今三世好因緣, 朱陳豈藉冰人重, 王謝猶無月姥專, 我不將
他爲頌語, 則斯男百又孫千.
114) 김기림 역주, 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자료집 2, 보고사, 360쪽
115) 영조실록 영조 11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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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후손의 경우 안동 김문을 외가로 둔 남성과 혼인한 사례는 7
회나 찾아진다.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안동 김문 김창집 후
손과 혼인한 셈이다. 겹사돈을 맺은 경우도 많다. 철종연간 판서를
역임하고 고종대 대사헌을 지낸 李根友는 두 딸을 金命均, 金商圭
와, 철종연간 선혜청 당상, 판서 등을 지내고 고종대 영의정까지 오
른 李景在는 두 딸을 金炳德, 金炳健과 혼인시켰다. 정조대 관찰사
를 지낸 李泰永은 두 자녀를 안동 김문과 혼인시켰을 뿐더러 이후
이태영의 아들인 李羲甲, 李羲升도 안동 김문과 사돈을 맺었다. 이
는 안동 김문 김창집 후손들과 맺어진 통혼 사례들이므로 안동 김
문 전체로 확장시켜 통혼 관계를 살핀다면 유력 가문끼리의 혼인의
중첩성은 훨씬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노론 가문과
통혼하였다. 조선후기 경향분기와 유력 가문의 서울 거주 경향은 선
행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116) 안동 김문과 통혼한 가문
들도 대부분 서울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실증하고자
柳本藝의 漢京識略 등을 토대로 사돈 가문의 동네를 살펴보면 모
두 서울 내에 거주지/거점지를 두고 있다. 물론 아래 표는 유력 인
물과 그의 奉祀孫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곧바로 안동 김문
와 사돈을 맺었던 당사자의 거주지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유력 인
물의 고정적 거처는 그 가문의 거점지가 되므로 대략적인 거주 경
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16) 유봉학, 1991 ｢18·9세기 京·鄕學界의 分岐와 京華士族｣ 국사관논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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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안동 김문 및 통혼한 유력 가문의 거주 지역
성관 및 계파

유력인물
金祖淳

안동김씨 淸陰派
昌集系

金左根
金汶根
金炳學

연안이씨 賢呂派
廷龜系
풍산홍씨 霙系

지역

안동 김문 김창집후손과
통혼한 인물

紫蝦洞 → 校洞 이사
典洞(종로구 견지동 일대)

李廷龜

館洞(성균관 일대)

李忠翼(金弘根과 사돈)

洪履祥

車洞(중구 순화동 일대)

洪翰周(金泳根과 사돈)

달성서씨 渻系

徐 渻

藥田峴(중구 중림동 일대)

徐載淳(金愼根과 사돈)

풍양조씨 漢平君派

趙秉鉉

磚洞(종로구 수송동 일대)

趙聲夏(金芋根과 사돈)

廷機系

趙萬永

豆毛坊(옥수동 일대)

趙寅永(金逌根과 사돈)

* 梅泉野錄 및 漢京識略｢第宅條｣에 나타난 유력 가문의 서울 세거 동네를 참고

개별 가문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恩津宋氏의 경우 송시열 후손인
正郞公(順年)派의 정계 진출이 다수였던 데 반하여 김창집계는 서
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송준길 후손들인 牧使公(遙年)派와 혼인하였
다. 세도정치기 송준길의 후손들은 중앙 정계에서 높은 관직을 갖진
못했지만 산림의 실질적 영향력이 퇴조된 19세기에도 세자 교육 시
지속적으로 조정의 부름을 받는 등 산림으로서의 명예는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은진송씨와의 통혼은 ‘의리의 담지자’라는 안동김문
의 상징적 권위를 배가・상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바, 실제
로 헌종연간 안동 김문의 유력자였던 金弘根은 당대의 산림 宋來熙
와 사돈을 맺었다. 송시열 후손에 비하여 송준길 후손과의 통혼빈도
가 높은 것은 호락논쟁에서 兩宋의 후손이 입장이 갈려 송시열 후
손이 湖論 쪽에 섰던 반면 송준길 후손 송명흠이 이재에 수학하여
洛論 쪽에 서서 안동 김문을 비롯한 경화사족과 사상적 지반을 공
유하게 된 사실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풍양조씨와의 통혼도 주목을 요한다.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 김창집
후손들은 기왕의 연구에서 대항세력으로 여겨졌던 풍양조씨와117) 8
117) 19세기 정치사를 안동 김문과 풍양조씨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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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나 통혼였으며 그중 6회가 조만영・조인영을 주축으로 하는 풍양
조씨 漢平君派 趙廷機가문과 맺어졌다. 김유근은 친구였던 趙寅永의
아들 趙秉夔를 사위로 맞았으며 趙寅永의 부인도 안동 김문 김상용
후손인 金世淳의 딸이다. 김유근은 조만영의 환갑을 축하하며 보낸
한시에서 두 가문의 교분이 혼인으로 돈독한 점을 거론하고 있을
정도였다.118) 독특한 점은 철종대 순원왕후의 명으로 賜死되었던
趙秉鉉의 조카 趙聲夏가 조병현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조순
의 서조카 金芋根과 사돈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조병현의
아들 趙鳳夏마저도 철종연간 김상용 후손인 金寅根과 사돈을 맺었
다. 이러한 통혼 양상은 종래 안동 김문과 풍양조씨의 정치적 대립
으로 설명되었던 철종초 조병현 사사의 성격을 재고할 여지를 주는
데, 적어도 조병현의 조카 및 손자가 조병현 사사의 주범을 안동 김
문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풍양조씨는 조병현 사
사 이후에도 철종대 내내 안동 김문의 정국 주도 하에서 7명에 달
하는 정2품 이상 관원을 배출하며 세력을 유지하였다. 고종 초 안동
김문 김병학에 의해 趙萬永을 순조 묘정에 배향할 것이 요청된 사
실도 안동 김문과 풍양조씨가 세도정치기 끝까지도 큰 구도에서 연
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119)
마지막으로 세도정치기의 유력성관임에도 안동 김문과 낮은 통혼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논문 45쪽
<표 4>와

63쪽 <부록 1>을 통해 세도정치기 정2품 이상 관료를

4명 이상 배출한 성관 가운데 안동 김문 김창집 후손과 1회도 통혼
하지 않은 성관을 추출하면 경주이씨, 동래정씨, 청주한씨, 광산김
씨, 연안김씨가 나온다. 이에 더하여 반남박씨, 경주김씨, 덕수이씨
도 안동 김문 庶派에서만 각각 2회, 1회, 1회의 통혼이 발견되므로
김명숙이다. 조선정치사도 철종 초반 조병현 탄핵을 김조순 가문과 조만영 가문의
대립으로 설명하고 있다.
118) 金逌根, 黃山遺稿 壽豊恩國舅花甲
… 嘉祥積累在名門, 勳業淸朝國舅尊, … 交誼婚姻篤兩門, 絲蘿附柏若忘尊. …
이 시는 조만영이 환갑이었던 헌종 2년(1836)에 지어진 것이다.
119) 고종실록 고종 2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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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김문과 먼 통혼권에 속하는 성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8개
의 성관 가운데 배출한 정2품 이상 관료가 소론 혹은 남인 당색을
띠는 경우를 제외하면 경주김씨, 연안김씨, 광산김씨, 반남박씨 4개
의 성관이 남는다.120) 다시 <부록 1>을 토대로 해당 성관의 유력
가문들을 추출하면 경주김씨 金弘郁가문, 연안김씨 金悌男가문, 광
산김씨 金長生가문, 반남박씨 朴紹가문으로, 이들이 세도정치기 안
동 김문과 혼맥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노론 유력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반남박씨 朴紹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가문들은 영
조, 정조연간에도 안동 김문 김창집계와 혼인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
으므로 본디 먼 통혼권에 있던 가문이라고 볼 수 있다.121) 그러나
수빈박씨의 친정으로 朴準源, 朴宗慶 등을 배출하며 순조대의 외척
가문으로 행세했던 朴紹가문의 경우 영정조대와 고종대에는 안동
김문 김창집계와 통혼이 찾아지나 세도정치기에만 통혼 사례가 보
이지 않는 점이 흥미롭다. 이같은 통혼 양상은 순조대 초반 안동 김
문과 함께 벽파 제거에서 협력하였으나 이후 안동 김문의 경쟁자로
부상했던 박준원 세력의 존재와, 순조 12년(1812) 김조순과 협력관
계에 있던 조득영의 박종경 탄핵을 계기로 박준원-박종경 세력이
도태되었던 정치적 추이122)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120) 당색은 아래 논저들을 참고하였고 불분명할 시 부친 및 조부의 당색을 따랐다.
韓國學文獻硏究所·亞細亞文化社 編輯室 編, 1973 名世譜
차장섭, 1997 조선후기 벌열 연구, 282~343쪽(벌열가문 가계도)
김성윤, 1997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351~387쪽
박광용, 1994 조선후기 ‘탕평’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21) 전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풍양조씨 유력인물을 중심으로 혼인관계를
분석했을 때 상기한 안동 김문과 혼맥이 멀었던 가문 구성원과의 혼인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풍양조씨는 소론계와의 통혼도 보일뿐 아니라 광산김씨 김장생가문
(조만영女-金奭鉉, 趙東默-김재홍女), 벽파 성향을 지녔던 경주김씨 김홍욱가문과
의 통혼 사례가 보이며(趙鎭明-金漢述女) 청풍김씨와도 혼맥이 닿아 있다(趙秉駿金盛淵 女, 조인영女-金學性). 또한 빈번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연안김씨 김제남
가문(趙鎭宏-金熤女)과의 통혼도 보인다. 다만 풍양조씨는 조만영, 조인영을 비롯하
여 안동 김문 구성원과 공고한 혼적 결합을 맺고 있었고 안동 김문과 빈번히 통혼하
고 있는 노론 유력 가문들과도 통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가문 전체를 대상으
로 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겠으나 안동 김문과 풍양조씨는 혼인대상 가문
에 있어서 대부분은 노론 가문 혼맥을 공유하면서도 일부 공유되지 않는 혼인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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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력 가문과의 혼적 결합과 19세기 세도정국의 운영
1절에서 검토하였듯이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 특히 김조순을 배출
했던 김창집 후손들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노론계 유력 가문들과
중첩적인 혼인으로 맺어져 있었다. 본절에서는 안동 김문과 통혼한
가문 및 인물의 정치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혼인으로
맺어진 가문 간 결합이 개인의 실제 정치 행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안동 김문이 인척관계를 맺은
가문들과 연합하여 세도정국을 운영해나갔던 구체적인 면모들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도정치기 비변사는 합좌적 형태를 띤 최고통치기구로서 상피제
가 적용되지 않고 자체적 인사권을 가진 데다 전임당상의 경우 임
기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어서 유력 가문에 의한 장기적 독점이
가능했다.123) 따라서 안동 김문 구성원 및 사돈 가문 구성원들이
정계의 핵심에 포진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
변사당상 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요긴하다. 일례로 비변사등
록에서 순조대 김조순이 정국 주도력을 행사했던 시기인 순조 19
년(1819) 1월의 비변사 좌목을 살펴보면 총 33명 중 안동 김문 인
사가 4명, 안동 김문과 직접적인 사돈관계가 6명, 형제가 안동 김문
과 사돈을 맺은 경우가 4명으로 총 14명이 안동 김문의 친인척이었
다.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인 순조 27년(1827) 5월 좌목을 검토하면
총 29명 가운데 안동 김문 인사가 3명, 안동 김문과 직접적인 사돈
관계가 3명, 형제가 안동 김문과 사돈을 맺은 경우가 3명으로 총 9
명의 인사가 안동 김문 친인척으로 비변사에 포진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도정치기 對淸 사행도 안동 김문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이는 안동 김문이 대외 정세에 관련한 정보를 선
122) 오수창, 위의 책, 90쪽.
123) 오종록, 1990 ｢비변사의 정치적 기능｣조선정치사 1800~1863, 청년사,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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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종 11년~12년(1860~
1861) 冬至正使로 북경에 가서 태평천국군의 동향을 살피고 돌아온
申錫愚가 대표적인 사례인데124) 신석우는 순조대 안동 김문의 핵심
인사인 金履度의 외손이자 김유근과 사돈을 맺고 있던 인물이다.
중앙 정계에서 안동 김문을 현창하는 사업도 인척관계에 있던 관
료들에 의하여 적극 주도되었다. 순조 21년(1821) 金復淳의 사돈
李好敏의 발론으로 皇朝文獻通考에 노론 4대신이 역모를 꾸며 처
벌되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되어 이에 대한 대청 변무 외교가
이루어졌다.125) 전시기까지 이루어진 조선의 변무 외교가 대개 계
통 문제 등 국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었다면 이 변
무는 노론의 신임의리를 대내외적으로 재확인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그 의리를 담지한 김창집과 그 후손들을 추키는 작업이
었다. 변무가 성공하자 순조는 이 사실을 종묘에 고하고 陳奏正使
이호민을 비롯하여 副使 趙鍾永, 書狀官 李元默을 시상하였다.126)
이호민뿐 아니라 부사 조종영도 서자 趙秉榦를 김복순의 서녀와 결
혼시켜 안동 김문과 혼맥이 닿아있는 인물로 확인된다.
헌종 7년(1841)에는 김상헌의 손자 金壽恒에게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서 영구히 제사지내게 하는 혜택(不祧之典)이 내려졌는
데, 이는 김유근의 사돈인 영의정 趙寅永에 의하여 주도되었다.127)
원래 불천위는 종친, 공신, 종묘・문묘에 종사된 신하들만을 대상으
로 내려지던 것이었다가128) 영조대부터는 三學士, 김상용 등이 ‘節
義’를 명목으로 부조지전을 받게 되었다. 순조대부터는 기사환국과
신임옥사에서 화를 입은 이들을 충절로 해석하여 안동 김문 인사들
이 이에 큰 혜택을 입었던 바, 김수항-김창집-김제겸-김성행의 4
대가 불천위로 조선조 유일의 4대 불천위가 되었다.129) 또한 김조
124) 하정식, 2008 태평천국과 조선왕조, 지식산업사, 237~8쪽
125) 세도정치기 실시된 변무 외교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성규, 1993 ｢명·청사서의 조
선 '曲筆'과 조선의 '辨誣'｣ 五松이공범교수정년기념 동양사논총, 지식산업사
126) 순조실록 순조 22년 2월 13일
127) 헌종실록 헌종 7년 8월 20일
128) 신명호, 1998 ｢조선시대의 불천위｣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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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의 6촌 金鴻淳과 사돈이었던 산림 吳熙常도 외척의 정치 참여는
회의적이었지만130) 金昌協의 문묘 배향을 청하는 상소에 연명한다
거나131) 김창협-김창흡을 程顥-程頤에 빗대는 등132) 노론 산림으
로서 안동 김문 선대 명사들에 대한 흠모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현창사업을 주도하였다.
정국의 추이를 판가름했던 주요 사건들에도 안동 김문 인척들이
깊숙이 간여하고 있었다. 혹은 안동 김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
치활동을 벌인 인사가 이후 안동 김문의 핵심 구성원과 사돈을 맺
는 모습도 발견된다. 헌종 6년(1840) 7월, 대사헌 金弘根은 효명세
자 대리청정 이후의 탄핵 정국에서 공격을 받고 처벌이 끝난 尹尙
度, 김노경의 죄를 재론하고 이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이에
수렴청정 중이던 순원왕후는 윤상도에 대해서는 국문하기를 명하였
으나 김노경의 처벌은 유보하였는데, 수찬 南秉哲은 상소를 올려 김
노경에 대한 처벌을 독촉하고 나아가 김노경의 조카사위로 혈당이
라고 지목받았던 李鶴秀까지 처벌할 것을 상소하여 김홍근의 탄핵
을 지원하였다.133) 김홍근과 남병철 등이 참여한 대대적인 탄핵을
계기로 윤상도는 사사되고 이에 연루된 金正喜가 유배형에 처해졌
으며 이미 사망한 김노경은 관직이 추탈되고 이학수도 추자도에 위
리안치되는 등134) 헌종 친정 직전 안동 김문에 위협적인 인물들에
대한 제거가 이루어졌다. 남병철은 金祖根의 사위로 헌종과는 동서
간이었던 인물이자, 누이도 안동 김문 핵심 인사인 김좌근의 아들
金炳冀와 혼인하여 안동 김문과는 공고한 혼적 결합을 맺고 있던
인물이다. 남병철은 철종대에는 대제학, 이조판서로까지 승진하며
親 안동 김문 관료로 활약하였다.
129) 이경구, 위의 책, 72~73쪽
130) 노대환, 2005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일지사, 90쪽
131) 승정원일기 순조 20년 1월 18일
132) 吳熙常, 老洲集 卷13 答石室儒生
133) 승정원일기 헌종 6년 7월 11일, 헌종 7년 1월 22일
134) 윤상도 옥사의 전말에 대해서는 안외순, 2013 ｢추사 김정희와 윤상도 옥사, 그리
고 정치권력｣ 동방학 28 이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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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興根, 金祖根과 겹사돈을 맺고 있었던 李景在의 활동도 눈에 띈
다. 이경재는 철종 즉위년(1849) 대사헌으로 재직 중 풍양조씨 핵
심 인사인 조병현을 성토하는 정국에 가세하여, 헌종 말년 김흥근
공격했던 대사간 徐相敎의 탄핵 내용이 무고였음을 재론하고 역으
로 서상교를 탄핵하기 시작하였다.135) 순원왕후의 4촌 오빠였던 김
흥근은 당시 서상교의 탄핵으로 인하여 유배형에 처해졌다가 헌종
14년 12월에 풀려나긴 하였으나136)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사돈인 이경재가 적극적으로 김흥근의 무죄
를 발론하고 서상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냄으로써 김흥근이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이경재는 김흥
근과 사돈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이가 金祖根과 혼인하여 안동 김문
과 이미 중첩적으로 혼맥이 닿은 인물이었는데, 이 탄핵 이후 이경
재는 철종대 판서를 지낸 金輔根과도 사돈을 맺었다.
철종 11년 11월, 안동 김문을 비판한 慶平君 李晧에 대한 탄핵도
안동 김문 인척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綾原大君의 7대손으로 豊溪君
李瑭의 후사가 되었던 종친 이호는 새로 과거에 급제한 동생 李世
翊의 한림직 제수가 불발되자 높은 관직은 안동 김문이 모두 차지
한다는 비판 발언을 하여 김문근, 김좌근 등이 사죄하는 상소를 올
리고 도성 밖을 나가 명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137) 이때 金
愼根과 사돈관계에 있던 대사헌 徐戴淳이 경평군 이호를 논척하는
선봉에 섬으로써 정국이 변전되어 이호는 문외출송 당하는 벌을 받
았다가 결국 풍계군에 대한 입후가 끊기고 유배형에 처해졌다.138)
물론 안동 김문과 혼인관계로 맺어져 있었다고 해서 안동 김문과
같은 정치적 행보를 걸었던 것만은 아니다. 김유근과 사돈이었던 李
紀淵은 형 李志淵과 함께 헌종 6년 윤상도, 김노경에 대한 처벌의

135) 승정원일기 철종 즉위년 7월 15일
136) 승정원일기 헌종 14년 12월 6일
137) 龍湖閒錄 2, 7冊 49. 兩司聯名箚子
138) 홍인희, 2010 철종대 정국과 철종의 왕권 확보 노력,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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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면에서 효명세자 대리청정에 불만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는 모호한 이유로 순원왕후의 명에 의해 유배형에 처해지기도 했
다.139) 또한 철종 초반 영의정을 지낸 權敦仁은 아들 權用脩를 金
蘭淳의 딸과 결혼시켰고 딸을 김조순의 서손자 金炳陸과 결혼시켜
안동 김문과 혼맥이 밀접하였다. 헌종 사후 순원왕후에 의해 院相에
임명되어 정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했으나 철종 2년(1851)
진종조천예송을 거치며 김흥근을 비롯한 다수의 獻議와 다른 의견
을 냈다가 공격을 받고 정계를 떠났다.
이처럼 혼인관계가 관료 개인의 정치 활동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안동 김문과 중첩적으로 통혼을 맺은
유력 인사들은 조정에서 안동 김문에 대한 현창사업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안동 김문 인사에 대한 탄핵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명하
거나 재공격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
한 두드러진 정치활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인척 관료들은 안동 김문
출신 관료들과 함께 비변사에 포진하여 정국 운영에 참여하였던 바,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은 정치적으로 긴밀히 연동된 유력 가문과의
혼인을 통해 인척기반을 마련하고 정치적 안정을 누렸다고 하겠다.

139) 오수창, 위의 책,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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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 논문은 세도정치기의 대표적인 척신가문이었던 안동 김문의 존
재 양상을 19세기 중앙정치를 이끌어가던 정치주체인 국왕과 여타
유력 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
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도정치기의 정치주체로 가문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가문의 정치적 성장은 부계중심적 가
문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변동을 배경으로 숙종연간 붕당 간의 격렬
한 대립과 경종·영조연간 왕위 문제와 관련된 충역시비를 거치며 진
행되었다. 조선후기 당쟁이 살육에 이를 정도로 격화되었던 사실과
궤적을 함께하며 가문이 정치세력 구성의 주요소로 드러나게 된 것
이다. 세도정치기에는 집권층의 구성이 유력 가문을 중심으로 한층
협소화·폐쇄화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안동 김문을 비롯한 유력 가
문들은 모두 정조대에 이미 다수의 고관을 배출하고 있었으며, 이들
은 조선후기 가문의 정치세력화라는 장기적 추세 가운데 마련된 결
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도정치기의 안동 김문은 혼인을 통해 노론 성향의 유력 가문들
과 공고하게 결합하였다. 이는 당시 풍양조씨를 비롯한 유력 가문
사이에서 노론-소론 간의 혼인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과 대비되는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만의 특징이다. 노론 유력 가문
가운데서도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던 반남박씨 朴紹-朴準源 가문
과는 통혼 빈도가 매우 낮은 반면 노론 4대신 가문과의 통혼 빈도
가 높고 풍양조씨 趙廷機-趙萬永 가문과도 혼맥으로 밀접한 사이였
다. 안동 김문과 혼적 결속을 맺은 유력 가문 구성원들은 정계에서
김수항, 김창협 등에 대한 현창 사업을 주도하고 안동 김문 구성원
에 대한 탄핵을 반격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동 김문 측에서 활동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혼맥으로 연결된 유력 가문들의 조력은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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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혼으로 맺어진 왕실과의 결합을 통해 안동 김문은 척신가문이
되었고 선왕으로부터 후사왕에 대한 보위를 부탁받은 세도정치기
戚臣의 특수한 지위는 안동 김문이 다른 유력 가문들에 대하여 공
식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 요소였다.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수
렴청정 정국과 결합하여 안동 김문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주지하
듯 안동 김문은 고위 관료를 다수 배출하고 비변사를 장악하여 공
식적으로 정국 운영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김조순, 김흥근과 같은
유력자들은 인사와 정책 결정 등에서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십분 발
휘하였다.
그렇지만 안동 김문이 지녔던 정치적 영향력이 세도정치기의 왕권
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안동 김문이 척신
가문으로서 국왕(왕세자)과 맺고 있던 관계는 효명세자 대리청정기
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순조대 효명
세자의 대리청정을 안동 김문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
도로서 평가하여 왔다. 그렇지만 실제로 효명세자는 외삼촌인 김유
근과 어릴 적부터 대리청정 기간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편지를 주고
받는 등 외가인 안동 김문 인사들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었다. 김조순의 경우 대리청정 시작 당시 이미 60세를 넘겼으
므로 순조 친정기에 비해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지는 못하였으나 왕
실 관련 업무는 여전히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대리청정기에는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 2세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교근 및 김
조순의 아들 김원근, 김유근의 활동이 돋보인다. 김교근은 세자의
측근에서 활약하였고 김원근은 파격적으로 승진하였으며 김유근도
판서직에 임명되었다. 다만 김원근과 김유근은 대리청정 중반이후
정치활동이 찾아지지 않는데, 이는 모친상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효명세자는 특지를 통하여 안동 김문 출신 관료들을 주도적으로 관
직에 기용하였다. 일부 인사의 경우 친위관료인 金鏴 등을 능가하는
빈도로 요직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국왕과 척신의 정치적 제휴는 국왕의 외가라는 척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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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성격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조선후기 척신의 역할이 공식화·법
제화되었던 추세를 배경으로 先王의 유촉과 수렴청정이라는 19세기
의 특수한 정치 상황 속에서 강화된 것이었다. 한편 조선후기 내내
진행되어왔으며 순조대 초반 격화된 집권층의 협소화는 그 과정이
대개 충역문제와 맞물려 국왕에 의해 공인되어왔으므로, 세도정치기
에 들어서는 국왕이 기성세력과 이념적 지반을 달리할 만한 대안세
력을 정치적 파트너로 육성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
게 되었다. 세도정치기 국왕과 안동김문이 맺었던 정치적 공조는 이
같은 상황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세도정치기의 안동 김문은 척신으로서 국왕과 신하를 매개하는 중
간자적 지위에서 국왕의 보좌 세력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노론 유력
가문들과는 중첩적 혼맥으로 맺어져 있었으며 이들은 안동 김문에
대한 정치적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9세기 중앙정국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소수 인물이 축출되는 사건은 있었으나 앞시기와
같은 극적인 쟁투는 찾아볼 수 없어졌다는 점이다. 결국 세도정치기
중앙의 안정은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유례없이 협소화·폐쇄화
된 상황에서, 국왕-안동 김문-유력 가문이 빚어낸 질서와 연대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는 세도정치기 중앙 정치세력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
로 안동김문이 다른 정치주체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활동하고 있
었는지를 살핌으로써, 안동김문이 19세기 전반 중앙정치를 주도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적 기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
히 국왕과 안동김문의 연합의 면모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도정치기 중앙 정치세력의 전체적 구도를 설정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본고에서는 통혼을 다
루다보니 부득이 세도정치기 전체를 대상으로 서술하였지만, 세도정
치기 안의 시기적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순조 연간의 김조순
등이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면 철종대에 가서는
김좌근, 김흥근 등의 척신이 대신의 지위까지 점유하며 권력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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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하게 되는 바, 안동김문의 성격 규정에 있어서도 왕대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정치세력의 구도에 초점을 맞
추다보니 정작 정국 운영의 내용적 측면은 부수적으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점도 본고의 한계이다. 세도정치기 안동김문 및 유력
가문 출신 관료들의 현실 인식과 정치활동에 대한 분석은 19세기
중앙정치의 실효성 검토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조선후기 가문 성장의 역사적 의미 역시 드러날 수 있
을 것이다. 본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위와 같은 문제들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62

<부록 1> 세도정치기 정2품 이상 관원 배출 성관・파・가계별 배출 인원수
성관
안동김씨

전주이씨

연안이씨
달성서씨
풍양조씨

풍산홍씨
반남박씨
남양홍씨
경주김씨
은진송씨
청주한씨
경주이씨
덕수이씨
동래정씨
청송심씨
광산김씨

派・家系
庶尹公(璠)派 凊陰(尙憲)派
庶尹公(璠)派 仙源(尙容)派
廣平大君派
孝寧大君派
德泉君派
密城君派
寧城君派
茂林君派
寧海君派
仁興君派
小府監判事公派 廷龜系
小府監判事公派 貴系
通禮門副使公派
渻-景霌系
渻-景需系
淮陽公派 漢平君(益貞)派 廷機系
淮陽公派 希輔系
南原公派
文敬公派 霙系
文敬公派 霶系
文敬公派 탁(雨/濯)系
紹-應川系
紹-應福系
(唐洪)南陽君派 春卿系
禮史公(復)派 以平系
太師公(仁琯)派 弘郁系
大將軍派 柱臣系
正郞公(順年)派
牧使公(遙年)派
恭安公派 應寅系
文靖公派 致應系
謁平派 恒福系
慶億系
仁範派 宜茂系
公晉派 舜臣系
文翼公(光弼)派 昌衍系
安孝公派 溫陽公派 仁謙系
安孝公派 溫陽公派 友正系
議政公(國光)派 長生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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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23
9
7
5
3
3
2
1
1
1
13
2
2
10
6
10
4
2
9
2
1
10
1
7
1
5
2
5
1
4
2
4
2
5
1

총인원수
32

23

17
16
16

12
11
8
7
6
6
6
6
6

4
1
4

5
5

청풍김씨
의령남씨
평산신씨
전의이씨
안동권씨
연안김씨
진주류씨
용인이씨
한산이씨
풍천임씨
양주조씨
여흥민씨
해주오씨
해평윤씨
우봉이씨
창녕조씨
창녕성씨

恭安公(謙光)派 明胤系
1
仲源派 堉系
2
仲房派 維系
2
仲房派 藎國系
1
直提學公派 監察公派
3
忠簡公派 副正公派
2
思簡公派 永錫系
3
文僖公派 華國系
2
典書公派 濟臣系
4
大司公派 眞卿系
1
仁可派 格系
2
仁可派 裕系
1
樞密院副使(守平)派 擘系
1
內資寺尹公(侅)派 悌男系
仁庇派 珩系
府使公派 藎忠系
良景公派 增系
3
良景公派 義培系
1
伯派(子松) 說系
3
仲派(子順) 由遜系
1
文剛公(末生)派 禧錫系
2
文剛公(末生)派 龜錫系
2
立岩公派 三房(鼎重, 維重, 蓍重)派
知郡事公(士雲)派 貞武公(定邦)系
2
達濟系
1
梧陰公派
監察公(圻)派 縡系
副提學公(尙治)派 繼商系
桑谷公(石珚)派 渾系, 기계유씨 汝霖系, 남원윤씨 判

官公(訔)派 集系, 파평윤씨 昭靖公(坤)派 昌世系, 나주임씨 正

5
5
5
5
4
4
4
4
4
4
4
3
3
3
3
3
2

字公(復)派 墰系, 온양정씨 高城公派 順朋系
강릉김씨 翰林公(永堅)派 添慶系, 고령박씨 御史公(暹)派 長遠
系, 밀양박씨 密城君(陟)派 彛敍系, 수원백씨 別坐公(仁豪)派,
여산송씨 知申公(璘)派 克訒系, 영일정씨 貞肅公(淵)派 自源系,
영천이씨 光俊系, 임천조씨 知足堂公(之瑞)派 希進系, 구죽산안

1

씨 克仁派 方慶系, 장수황씨 胡安公派 廷彧系, 진성이씨 溫惠
(繼陽)派 滉系, 진주강씨 通溪公(淮仲)派 絪系, 평강채씨 小監
公(陽生)派 裕後系, 풍산류씨 西涯派, 해풍김씨 南陽雙阜派
총 53개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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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2명

<부록 2> 안동김문 김창집 후손 가계도

昌集

濟謙

省行

履長

復淳

泳根

炳駿
(炳冀)

泰淳

敎根*

炳朝

(峻行)
炳喬
(炳韶,
炳皐)

(元行)
(麟淳)

達行

履基

頣淳

汶根*

炳弼

龍淳

逌根*

炳㴤*

(明淳)
履中

履慶

祖淳

明淳*

(逌根)
元根

炳地

左根

炳冀*

弘根

炳溎
(炳㴤)

坦行

(생략)

應根

炳始

興根

炳德

偉行

(생략)

- 안동김씨 청음파 김창집의 嫡子孫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 이름에 붙은 * 표시는 系, () 표시는 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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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al Foundation of The Andong Kim
Family In the early half of
Nineteenth-Century Joseon Korea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with King and
powerful families
Yoon Minkyu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aspect of
existence of Andong Kim’s family in the early half of 19th
century,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of(among)
the King and the powerful families.
Patrilineal reorganization of society occurr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 changed the family type as well. The political
growth of family based on this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sahwanguk(己巳換局) in the King Sukjong’s
reign and Shinimoksa(己巳換局) in the King Gyungjong’s reign
were bloody struggles for the power among Bungdang(朋黨).
These two political incidents strengthened the family union
among bureaucrats by reminding their enemy family, until the

72

19th century. The composition of bureaucrats was the most
exclusive

ever

in

the

period

of

Sedo

politics(世道政治期,

1800-1863). The powerful families in the period of Sedo
politics

however,

produced

many

high-ranking

bureaucrat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正祖) as well.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powerful families in the period of Sedo politics
were the result of the political growth of the family continued
throughout the late Joseon dynasty.
The Andong Kim’s family in the period of Sedo politics built a
strong marriage network with Noron powerful families. This was
a notable feature compared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Noron
powerful family members at that time married to the Soron
powerful families members including the Poongyang Jo family(豊
壤趙氏).
More specifically, the Andong Kim family members during the
early half of the 19th century seldom married to the Bannam
Park family members. On the contrary, they frequently married
to the Jo Manyoung’s

family members and the descendants of

the four ministers of the Noron party(老論4大臣). The In-laws
family members actively involved in political affairs which
advocated the Andong Kim family.
Started with the marrige of Kim jo soon’s daughter, many members of
the Andong Kim family married to the royal family of Joseon

dynasty during the period of Sedo politics. It was known that
the King Jeongjo asked Kim jo soon to help the crown prince before
his death, this special positions of the in-law government(戚臣)

the 19th century let the Andong Kim family have dominant
position among bureaucrats. Many of top position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of

Joseon(備邊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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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occupied

by

the

Andong Kim family members. Kim jo soon and Kim Heung geun
informally exercised their political leverage on deciding policies
and appointing administrative officers.
However, political power of Andong Kim family didn't conflict
with the royal power in the period of Sedo politics. The
previous studies about Sedo politics have emphasized that the
Andong Kim family weakened the King’s will. According to my
examination however, king during Sedo politics trusted Andong
Kim family members and used them as an important political
assistants.

This study tried to demonstrate this point

by

re-examining the period of proxy administration by the crown
prince HyoMyeong(1827-1830). Although this period has been
believed the most conflicting era between the crown prince
HyoMyeong and Andong Kim family members, the crown prince
HyoMyeong, however, maintained personal relationships with
Kim Yoo Geun by exchanging private letters. HyoMyeong also
actively hired Andong Kim family members by using special
appointment certificates(特旨). This kind of political alliance
between the King and the Andong Kim family could be possible
due to these 3 factors. First, the Andong Kim family had a
blood ties with the royal family members, but this wa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royal relatives by marriage. Second,

King Jeongjo’s request and proxy administration(垂簾聽政) by
Queen Sunwon(純元王后) reinforced solidarity between the King
and the Andong Kim family. Third, loyalty-contrary affair(忠逆是
非) through the late Joseon dynasty already left small number of

political group, so King during the early half of 19th century
couldn’t have alternative group to govern together.
Therefore, my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Andong Kim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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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eriod of Sedo politics existed as a guardian for the
royal family. Meanwhile, They built a strong and overlapping
marriage network with Noron powerful families. These two
relationships with powerful families and the king were the
significant political foundation for the Andong Kim family in the
period

of

Sedo

politics.

A

noticeable

aspect

of

central

government during this period is stability. It can be explained as
a result of solidarity that existed within the King, the Andong
Kim family, powerful families in the period of Sedo politics.

Keywords : Sedo politics, Andong Kim family, Crown prince
HyoMyeong, proxy administration,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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