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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壯勇營의 편제와 재정운영

방 범 석

본고는 正祖 연간(1776~1800) 국왕의 주도하에 설치되고 운영된

중앙군영인 壯勇營이 수행한 역할과 그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다. 장

용영은 군영이자 재정기구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본고

에서는 이를 기존 군영, 재정기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조선후기 중앙군은 17세기 말에 도성 3군영인 訓鍊都監·禁衛營·御

營廳과 경기 지역 군영인 守禦廳·摠戎廳 등 5군영으로 정착하였다.

5군영에 투입되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100년 가까이 이어졌다. 정조는 수어청·총융청 통합을 통하

여 5군영 개편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무산되었다. 이후 정조 연간 중

앙군 개편의 핵심은 국왕 호위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군영으로 확대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육성된 것이 장용영이었고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논의는 역모와 동일시되며 차단되었다.

장용영은 1783년에 설치된 국왕 호위기구로 출발하여 1788년에

군영으로 확대되었다. 1793년에 장용영은 도성의 內營과 수원의 外

營으로 재편되며 총원 약 2만 명의 거대한 조직이 되었는데, 이는

중앙군 축소를 골자로 한 5군영 개편 논의와는 다른 결과였다. 장용

영이 확대되면서 수어청·총융청은 대폭 축소되었지만 많은 비용이

투입되던 도성 3군영은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특히 핵심 군영인 훈

련도감의 군사적 역할은 유지되었고, 장용영의 임무는 평시 궐내 경

비,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되었다.

군영 신설은 재정문제를 파생하였다. 초기 단계의 장용영은 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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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군영이 된 이후 대

규모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장용영의 수입 확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당시 중앙재정의 마지막 활로라고 할 수 있던 평안도

였다. 장용영의 재정을 관장하는 餉色提調 또는 水原留守에는 平安

監司 또는 兵使를 역임한 문신이 많았다. 또한 平安兵使를 역임한

무신이 장용영의 고위 將官으로 임명되거나, 반대로 장용영의 고위

장관을 역임한 무신이 평안병사로 임명되었다. 이를 통하여 장용영

은 평안도에서 막대한 수입을 확보하였지만 그 부작용으로 해당 지

역에서 장용영의 환곡과 둔전을 둘러싼 문제가 보고되었다.

1802년 당시 장용영의 1년 수입은 쌀 환산가 기준 약 83,000석이

었다. 장용영의 재정규모는 군영 중에서 훈련도감에 버금가고 戶曹

의 1년 田稅 수입에 가까웠다. 장용영은 환곡과 둔전을 운영하고 다

른 관청의 수입을 조달받으면서 재정을 마련하였다. 군영을 유지하

기 위한 것 이상으로 확보된 재정은 顯隆園 조성, 華城 건설 등 사

도세자 추숭의 기반이 될 대규모 사업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장용영

의 대규모 재정 집적과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은 신료들 전반

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장용영은 기존 제도와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기존 군영과 대등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왕권 강

화에 집중되었고 국가재정과 민인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정조도 장

용영의 재정운영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

만 장용영은 국왕 호위에 집중하는 군영이자 왕권을 뒷받침하는 재

정기구로서 유지되었다. 정조 사후 신료들은 국가재정의 시급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용영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장용영은 1802년에 큰 저항 없이 폐지되었다.

주요어 : 장용영, 중앙군, 5군영, 재정기구, 정조, 평안도

학 번 : 2012-2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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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朝鮮의 중앙군은 壬辰倭亂 발발(1592) 이후 새롭게 조직되었다.

良人의 의무적인 番上으로 유지되던 朝鮮前期 중앙군이 전쟁 발발

이전에 사실상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앙군은 급료 지급을

전제로 募兵하여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朝鮮後期 중앙군은 都城 내

의 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 京畿 지역의 守禦廳·摠戎廳 등 5군영으

로 정비되었다. 이들 군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

하였고, 그 재원은 양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7세기 중엽

부터 良役 문제가 재정 부문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5군영 축소 요구를 동반하였

지만 18세기 초에 5군영의 일부 인원이 감축되었을 뿐 5군영제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양역 문제는 1750년(영조 26)부터 軍布 납

부액을 1疋로 통일하는 均役法 실시로 일단락되었다. 균역법 시행

이후에도 5군영 재정의 전체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均役

廳에서 5군영 軍保 수입의 감소분을 다른 재원으로 보충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면된 군포의 대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

른 문제가 되었다. 양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군영 개

편 논의가 이어졌지만 5군영제는 한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5군영까지 포함한 중앙군 개편은 正祖 연간(1776~1800)에 이루어

졌다. 하지만 그 방향은 5군영 개편 논의에서 대체로 군영 규모를

축소하고 더 이상 새로운 군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 것과 달리 壯

勇營이라는 군영을 신설한 것이었다. 장용영은 1788년(정조 12)에

정식 군영이 된 이후 10년 사이에 총원 약 2만 명에 이르는 조직으

로 확대되며 기존 중앙군의 편제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따라서 장용영은 18세기 말, 특히 정조 연간 중앙군 연

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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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중앙군을 각 시기의 정치적 동향과 함께 검토한 연구는

장용영을 선구적으로 다룬 연구이기도 하다.1) 이 연구는 장용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 5군영 조직이 축소되고 중앙군에서 국왕의

장악력이 증대되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장용영을 국왕이 주도

한 軍制 개혁으로 평가한 이래 대부분의 후속 연구는 이러한 입장

을 계승하고 있다.

武班 인사와 관련하여 장용영에 주목한 연구는 장용영이 기존 군

영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었다.2) 이에 따르면 장용영은

군영대장 및 주요 武班職 인선에서 훈련도감을 대신하여 주도적 위

치에 올라섰다. 또한 장용영의 將官 보직은 향후 군영대장이 될 무

반들을 국왕의 친위인사로 포섭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 연구는 장용

영이 국왕의 무반 인사권을 강화하는 장치였음을 자세히 규명하였

다.

華城에 설치된 壯勇外營 관련 연구는 다수 제출되었다.3) 이들 연

구는 모두 외영 편제가 兵農一致 원리로 운영된 조선전기의 5衛를

재현하려고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최근 장용영 내·외영의 편제를 자

세히 검토한 연구에서도 장용영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5군영제

를 성공적으로 개혁하였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렸다.4) 정조 연간의

대표적 武藝書인 ≪武藝圖譜通志≫를 장용영과 연결한 연구도 다수

제출되었다.5) 이들 연구는 장용영이 군사훈련 표준화를 주도하여 국

1) 李泰鎭, 1985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硏究院, 2장 2절; 3장 1절.

2) 裵祐晟, 1991a <正祖年間 武班軍營大將과 軍營政策> ≪韓國史論≫24.

3) 강문식, 1996 <正祖代 華城의 防禦體制> ≪韓國學報≫82; 崔洪奎, 1997 <正祖代의

華城經營과 壯勇外營 문제> ≪京畿史學≫1; 장필기, 1998 <정조대의 화성건설과 수

도방위체제의 재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盧永九, 2002 <正

祖代 五衛體制 復舊 시도와 華城 방어체제의 개편> ≪震檀學報≫93; 김준혁, 2015

<정조시대 壯勇營外營의 兵農一致 군제개혁 구상과 屯田經營> ≪韓國史硏究≫168.

4) 金俊爀, 2007 ≪朝鮮 正祖代 壯勇營 硏究≫,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5) 裵祐晟, 2001 <正祖의 軍事政策과 ≪武藝圖譜通志≫ 편찬의 배경> ≪震檀學報≫91;

金俊爀, 2007 앞 논문; 최형국, 2013 <正祖代 華城 방어체제에 따른 壯勇營의 군사

조련과 무예훈련> ≪中央史論≫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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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중앙군 통수권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장용영 재정을 다룬 선구적인 연구는 주요 수입원인 還穀과 屯田

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6) 이 연구는 장용영의 재정문제를 검토한

첫 연구이자 장용영의 재정구조가 환곡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개략

적으로 밝힌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장용영의 총수입과 그

것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한 위치가 자세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

만 장용영의 재정운영이 기존 관청들과 유사한 문제가 재현되어 혁

신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루

어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최근 장용영의 편제와 재정을 검토한 연구는 두 분야를 분리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7) 이 연구는 장

용영의 수입과 지출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또한 장용영

이 다른 관청에서 많은 재원을 이전받았으며 특히 정조 말년에는

재정 확보에 역할이 집중되었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연구는 편제 부분에서 외영을 간과한 점, 재정 부분에서

장용영이 다른 관청들과 비교하였을 때 갖는 위상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상 선행 연구에서 자세히 밝혀진 것은 장용영의 편제였다. 그

중에서도 선행 연구의 관심은 5군영과 다른 편제를 채택하며 새로

운 군제를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외영에 집중되었다. 또한 장용영의

성격이 정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였다는 점도 밝혀졌다. 대

부분의 연구는 정조가 장용영을 기반으로 5군영을 개혁하고자 하였

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장용영 관련 선행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

직 남아있다. 우선 5군영이 장용영 설치 이후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6) 송찬섭, 1999 <正祖代 壯勇營穀의 設置와 運營> ≪韓國文化≫24; 송찬섭, 2001 <正

祖代 壯勇營 屯田의 설치와 운영> ≪韓國放送通信大學校 論文集≫32.

7) 이방섭, 2010 <正祖의 壯勇營 운영과 정치적 구상> ≪朝鮮時代史學報≫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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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5군영 각각의 차이를 배제한 채 5

군영 모두 장용영의 확대 과정에서 약화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

만 5군영 각각은 편제와 재정규모가 달랐고 중앙군에서 차지한 위

상도 달랐다. 장용영이 5군영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다면 장용영을

통하여 5군영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장

용영이 5군영을 선별적으로 약화시켰다면 장용영을 통한 중앙군 개

편의 성격을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5군영이 장용영의 편

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용영 관련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또 다른 문제

는 재정이다. 5군영 축소를 요구한 논자들이 주로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재정문제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총원 약 6천 명을 도성 일

대 상비병으로 운영하던 훈련도감이었다. 5군영의 수입은 군영들이

군보에게 징수한 것과 균역청에서 이전받은 것이 있었다. 훈련도감

운영에는 戶曹의 經費도 상당히 투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5군영,

그 중에서도 특히 훈련도감의 축소가 요구된 배경이었다.

군영 신설과 운영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 재정적 사안이었다. 총원

이 수백 명에서 약 2만 명으로 늘어난 장용영도 마찬가지였다. 선행

연구에서 환곡과 둔전의 개별적인 운영실태, 평안도 환곡 중심의 수

입 구조가 밝혀졌다.8) 하지만 장용영의 재정운영이 어떤 구조 속에

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현재 단계에서는 장용영

재정을 5군영 재정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조선후기 재정운영의 틀

안에서 장용영 재정운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용영 재정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상 두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장용영의 편제와 재

8) 장용영의 재정을 부분적으로 다룬 평안도 관련 연구는 吳洙彰, 2002 ≪朝鮮後期 平

安道 社會發展 硏究≫, 一潮閣, 154~156쪽; 권내현, 2004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65~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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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을 검토하려고 한다. 우선 편제 부분에서는 5군영의 군병 구

성과 재정규모, 정조 연간에 제기된 5군영 개편안을 정리하였다. 이

어서 장용영이 설치되고 확대된 추이와 장용영의 군사적 역할, 장용

영 설치 이후 5군영에서 감축된 인력 등을 검토하였다. 재정 부분에

서는 장용영이 재정을 확보한 방법을 정리하고 전체 수입을 추정하

였다. 또한 장용영의 재정운영을 당시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는 크게 연대기, 軍營謄錄, 재정자료로 구분

된다. 연대기는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을

검토하였다. 이는 5군영 개편 논의, 장용영 인원·재정의 변화 과정,

장용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주로 참

고하였다. 특히 장용영이 몇 차례 개편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節目,

장용영이 폐지될 때에 작성된 別單은 장용영의 각종 현황을 보여주

는 중요한 자료이다.

군영등록9)은 각 군영에서 작성한 자료로 크게 便覽型과 日誌型으

로 구별할 수 있다. 편람형 군영등록은 운영 규정과 각종 현황을 수

록하였다. 일지형 군영등록은 일자별로 작성되어 군영대장 동정, 군

영 내 인사, 인원 차출, 군사훈련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군

영등록은 많은 내용이 연대기와 겹치지만 일부 내용은 여기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 참고한 군영등록은

훈련도감의 ≪訓局謄錄≫, 장용영의 ≪壯勇廳節目草≫, ≪壯勇營大

節目≫, ≪撮要≫10) 등이다.

9) 군영등록의 원본 이미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한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장서각 소장 군영등록의

현황과 개관은 최효식, 2000 <藏書閣 소장 자료의 軍制史的 의미> ≪藏書閣≫4; 정

해은, 2000 <藏書閣 소장 軍營謄錄類 자료에 대한 기초적 검토> ≪藏書閣≫4 참조.

1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撮要≫(奎 9938)는 19.2×7cm 크기의 帖이

다. 장용영 소속 將官 또는 將校가 휴대하며 참고한 편람으로 추정된다. 馬政條의

‘戊午年 受敎’보다 이후 시기의 干支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 시기는 1798년으

로 추측된다. 선행 연구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장용영 내영의 병력 확보를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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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료로는 정조 연간 또는 그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것

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지방에서 수입을 취득한 관청별로 稅目

과 액수를 정리한 ≪賦役實摠≫(1794),11) 각 관청별 환곡의 액수와

운영방식 등을 기록한 ≪穀摠便攷≫(1797), 정조 사후 재정·군사 부

문의 각종 현황을 정리한 ≪萬機要覽≫(1808) 등이 포함된다.

바 있다(裵祐晟, 1991a 앞 논문).

1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賦役實摠≫(奎貴 252)의 데이터베이스는 낙

성대경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중앙재정연구반에서 각각 구축하였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부역실총≫의 구성과 성격은 송양섭, 2008 <『부역

실총』에 나타난 재원파악 방식과 재정정책> ≪역사와 현실≫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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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장용영의 편제 정비

1. 중앙군 개편 논의와 군영 신설

壬辰倭亂 이전 조선의 중앙군12)은 兵農一致 원칙에 입각한 五衛

制로 운영되었다. 5위의 다수를 차지한 正兵은 良人이 정해진 차례

에 따라 上京 복무하는 番上制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정병 번상은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무를 대신하게 하고 일정한

값을 지급하는 代立이 성행하였다. 정부는 정병에게 布를 徵收하여

이 상황을 추인하였다. 5위의 또 다른 주력은 시험으로 선발된 甲士

였는데 이 또한 士族과 양인 모두 복무를 기피하면서 축소되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기간 중에 鳥銃兵 중심의 중앙군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1593년(선조 26)에 訓鍊都監이 설치되었다. 都監이

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훈련도감은 본래 임시기구로 간주되었지

만 결국 상설기구로 정착하였다. 仁祖反正(1623, 인조 1) 이후 對 後

金 전쟁과 내부 변란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御營廳과 摠戎廳이 설치

되었다. 丁卯胡亂(1627, 인조 5) 직후에는 총융청 휘하에 南漢山城

수비를 담당하는 守禦使가 설치되었고, 丙子胡亂(1637, 인조 15) 직

후 수어사가 수장을 맡은 守禦廳이 설치되었다.

새로운 군영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각각 급료병을 운영하

였다. 孝宗의 북벌 의지에 따라 군영들이 확대되자 戰後 국가재정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顯宗 연간(1659~1674)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군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상비병으로 구성된 훈련

도감의 개편이 강하게 요구되었는데 그 골자는 상비병을 폐지하고

12) 본고의 ‘중앙군’은 군영과 국왕 호위기구를 막론하고 法典에서 京官職으로 분류된

군사기구들을 지칭한다. 정조 연간의 경우 ≪大典通編≫을 근거로 하였다(≪大典通

編≫권4, <兵典> 京官職 軍營衙門). 여기에는 5군영(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守禦廳·

摠戎廳), 국왕 호위기구(龍虎營·扈衛廳), 捕盜廳, 管理營, 鎭撫營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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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 번상을 중심으로 중앙군을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훈련

도감은 폐지되지 않았고 대신 그 일부 병력을 번상군으로 전환한

訓鍊別隊가 설치되었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궁궐 호위기구로 설치

된 精抄軍도 이 시기에 精抄廳으로 발전하였다.

17세기 말 李端夏에 따르면 都城 소재 중앙군의 총원은 2만 명

정도로 병자호란 이전의 3배였다.13) 수치의 정확성을 떠나서 30~40

년 사이에 중앙군이 급격히 팽창하여 이를 부양하는 양인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었다. 良役 개혁이 논의되던 1682년(숙종 3)에

훈련별대와 정초청이 禁衛營으로 통합, 재편됨으로써 도성 3군영인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京畿 지역 군영인 수어청·총융청 등이 중앙

군의 핵심인 5군영으로 정착하였다.14)

5군영의 군병 구성은 군영마다 달랐다. 5군영 축소가 요구된 맥락

을 이해하려면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훈련도감은 군병 전원

이 도성 일대에 상주하는 長番軍이었다.15) 인원은 시기별로 다소 증

감이 있었고 한때 7,000명까지 증가하였지만 현종 연간 이후 대체로

5,500~6,000명을 유지하였다.16) 정조 연간 훈련도감 총원은 1782년

(정조 6) 기준 약 5,900명으로 파악되었다.17) 훈련도감 군병은 모두

13) ≪承政院日記≫230책, 현종 13년 9월 19일. “訓局兵五千五百餘名, 雖未知死亡之數幾

何, 而計別隊一千, 御營軍一千, 精抄軍五百, 禁軍七百, 各廳軍官合爲一萬名, 比丙子前

則三倍也。”

14) 조선후기 중앙군제의 변천은 다음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車文燮, 1981 <朝

鮮後期 中央軍制의 再編> ≪韓國史論≫9; 李泰鎭, 1985, 앞 책; 이근호, 1998 <숙종

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

연구소; 金鍾洙, 2003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15) 長番의 본래 의미는 “교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

서 훈련도감의 운영방식을 상비병제로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車文

燮, 1981 앞 논문; 金鍾洙, 2003 앞 책). 본고에서도 이를 따랐다.

16) 金鍾洙, 2003 앞 책, 105쪽, <표 3-4> 참조.

17) ≪訓局謄錄≫34책, 정조 6년 10월 6일. 1782년에 錢荒이 발생하여 군병들의 급료를

錢으로만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급료로 지급할 물종을 조정하였다. 이때 훈련도감이

奉足 지급 대상자로 파악한 인원이 5,911명이었다. 이 수치는 執事 35명, 別武士 68

명, 武藝別監 155명, 馬軍 714명, 步軍 4,109명, 卜馬軍 334명, 願留軍 148명, 龍津陣

軍 126명, 採鉛軍 7명, 書字的 57명, 牌頭 8명, 局出身 150명을 합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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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를 지급받는 인원이었다.

금위영과 어영청은 도성 내 군영으로서 훈련도감과 더불어 三軍

門으로 지칭되었다. 이들 군영은 平安·咸鏡道를 제외한 전국 6도에

있는 鄕軍을 번상 복무하게 하였다. 番上軍에게는 지방에서 서울로

오갈 때 필요한 비용과 복무한 일수에 상응하는 급료가 지급되었다.

두 군영은 이외에 기병인 騎士, 대장 직속병인 標下軍 등 장번군을

보유하였다. 이들 장번군도 급료를 지급받았다.

수어청과 총융청은 각각 南漢山城과 北漢山城을 수비하고 경기

지역의 각종 예비 병력을 관리하는 군영이었다. 이들 군영은 한때

번상제를 실시하였지만 존속과 폐지를 반복하다가 1750년(영조 26)

에 번상제를 최종 폐지하였다. 원래 번상하던 인원은 物納으로 복무

를 대체하였다.18) 두 군영의 병력은 유사시를 대비한 정기 훈련 외

의 의무가 없는 束伍軍,19) 한때 번상하였지만 물납으로 복무를 대체

하였으며 부대 단위로 편성된 納布軍이 대부분이었다. 두 군영은 표

하군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는 거의 급료를 지출하지 않았다.

18) ≪萬機要覽≫ 軍政篇 3, 摠戎廳 輪番沿革. ≪萬機要覽≫에 기록되지 않은 수어청도

총융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송양섭, 2003 <17·18세기 아병의 창설 기

능> ≪조선시대의 과거와 벼슬≫, 집문당, 378~379쪽 참조).

19) 속오군의 자세한 내용은 金友哲, 2001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景仁文化社 참조.

속오군은 임진왜란 기간 중에 賤人까지 아울러 편성된 일종의 예비군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오군은 하층 良人과 私賤이 부담하는 일종의 賤役으로 변질되었

고 정기 훈련은 소홀해졌다. 정조 연간에 들어서는 속오군이 군사훈련 명목으로 소

집되었다가 堤堰 축조에 동원되어 軍役이 徭役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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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

병종
訓鍊都監 禁衛營 御營廳 守禦廳 摠戎廳

長番 ● ▲ ▲ △ △

番上 × ● ● × ×

束伍 × × × ● ●

納布 × × × ▲ ▲

<표 1> 5군영 군병 구성20)

* 전거 : ≪萬機要覽≫ 軍政篇 2~3.

* 비고 : 비중은 ●-▲-△-× 순서. 편제에 없는 경우는 × 처리.

軍保 제외. ≪萬機要覽≫에 없는 수어청은 총융청과 같은 군병 구성.

<표 1>은 5군영 편제의 비중을 병종별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다. 급료를 지급받는 병종은 실제로 복무하는 장번군과 번상군이었

다. 도성 3군영은 이 두 병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수어청·

총융청은 소수 장번군 외에는 군영에서 복무하는 병력이 없었다. 따

라서 군영에서 복무하며 급료를 지급받는 장번군과 번상군이 많은

도성 3군영이 수어청·총융청보다 더 많은 재정을 운영하였다.

5군영의 연간 수입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군영

이 주로 軍保를 통하여 확보한 자체 수입이다. 둘째, 均役廳이 均役

法 실시 이후 각 군영의 군보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給代

20) ‘長番’은 훈련도감 군병 전체, 금위영·어영청 騎士·京標下軍·牙兵, 수어청·총융청 標

下軍을 포함한다. 다만 수어청의 경우 표하군 중 상당수가 급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795년 수어청 京廳을 폐지할 당시 기록에 따르면 표하군 579명 중 급료

가 지급되는 인원은 162명뿐이었다(≪正祖實錄≫권43, 정조 19년 8월 19일, 廣州府留

守兼南漢守禦使出鎭節目). 따라서 수어청 표하군 중에서도 ‘納布’ 인원의 비율이 ‘장

번’보다 높다고 추정되지만, 표하군은 일단 모두 ‘장번’으로 분류하였다.

‘番上’은 금위영·어영청 鄕軍·鄕標下軍·別破陣을 포함한다. ‘束伍’는 수어청·총융청

束伍軍을 포함한다. 壯勇外營이 1798년에 수원과 5개 속읍의 軍額을 정리한 바에 따

르면 수어청·총융청의 속오군은 實役을 담당하는 無布軍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들은 牙兵·壯抄처럼 納布軍으로 파악된 인원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納布’는 수어청·총융청 牙兵·壯抄, 두 군영의 둔전에 소속된 屯牙兵·屯壯抄를 포함

한다. 두 군영에 이들이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에는 부실해지는 속오군을 대체하며

번상 복무도 수행하였지만, 1750년부터는 身役價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로써 아병·장

초의 복무 형태는 軍保와 동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병·장초는 번상 복무를 한 전

례가 있고 여전히 哨 단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군보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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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연도) 訓鍊都監 禁衛營 御營廳 守禦廳 摠戎廳

자체 수입(1794) 26,307 24,364 25,950 6,059 2,620

均役廳 給代(1750) 18,567 10,832 10,159 65 40

戶曹 經費(1787) 46,394 · · · ·

계 91,268 35,196 36,109 6,124 2,660

한 것이다.21) 셋째, 호조가 훈련도감 군병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이

다.22) 정조 연간 5군영의 1년 수입을 추정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정조 연간 5군영 1년 수입

단위 : 쌀 환산 석23)

* 전거 : 자체 수입 - ≪賦役實摠≫

균역청 급대 - ≪萬機要覽≫ 財用篇 3, 庚午年給代.

호조 경비 - ≪增補文獻備考≫권155, <財用考 2> 戶曹一年分劃恒式.

5군영의 자체 수입 중 江原道에서 발생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21) 균역청 급대의 자세한 내용은 송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참조.

22) 호조가 5군영에 지급한 경비로는 훈련도감 군병의 급료와 將官·將校·員役 등 군영

관리직의 급료도 있다. 전자는 호조 別營에서 지급된 훈련도감 군병의 放料와 馬料,

훈련도감 소속 兼司僕의 급료이다. 이는 훈련도감에만 지급된 것으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호조 廣興倉에서 지급된 百官의 급료, 軍資監에서

지급된 雜織 散料 및 각 衙門 장교·원역의 급료 중 일부이다. 이는 5군영 이외 관청

들에도 지급된 것으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 어렵다(≪增補文獻備考≫권155, <財

用考 2> 戶曹一年分劃恒式).

다만 광흥창·군자감이 수어청·총융청보다 도성 3군영에 더 많은 경비를 지급하였다

는 추측은 가능하다. 1785년에 간행된 법전에 따르면 부대 지휘권을 가진 장관은 훈

련도감 49명, 금위영 56명, 어영청 57명, 수어청 26명, 총융청 24명이다. 부대 지휘권

없이 군영에서 각종 소임을 담당한 장교는 훈련도감 165명, 금위영 117명, 어영청

154명, 수어청 450명, 총융청 363명이다(≪大典通編≫권4, <兵典> 軍營衙門). 장교의

수는 수어청과 총융청이 더 많지만 그 대다수를 차지한 각종 軍官은 出身·閑良의

대우를 위한 보직으로 급료를 지급받지 않았다(車文燮, 1995 <守禦廳 硏究> ≪朝鮮

時代 軍事關係 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221~229쪽 참조). 따라서 호조는 수어청·

총융청보다 도성 3군영에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본고에서는 여러 물종의 가치를 쌀[米]로 통일하여 田米 1석=米 0.8석, 租·太·豆 1

석=米 0.5석, 雜穀 1석=米 0.4석, 木·布 1필=米 0.4석, 錢 1냥=米 0.2석, 銀 1냥=米 0.6

석으로 계산하였다. 쌀 환산 기준은 김재호, 2013 <조선후기 군사재정의 수량적 검

토> ≪朝鮮時代史學報≫66, 201쪽, <표 4-1> 참조. 銀의 쌀 환산 기준은 송양섭,

2008 앞 논문, 41~42쪽, 주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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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반을 추정하기에는 지장이 없다.24) 균역청 급대는 1750년 이

후에도 定額에 큰 변화 없이 계속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

조 연간 5군영의 1년 수입을 <표 2>와 같이 추정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5군영 중 도성 3군영이 수어청·총융청보

다 큰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였고, 그 중에서도 훈련도감의 재정규모

가 가장 컸다.

훈련도감의 1년 수입이 다른 군영보다 많았던 것은 군병의 급료

가 군영뿐만 아니라 호조에서도 지급되었기 때문이다.25) 호조는 평

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 三手米(三手糧)를 징수하여 훈련도감 관

련 경비로 지출하였다. 호조 1년 경비는 쌀 환산가 기준 약 135,000

석이었는데 약 3분의 1이 훈련도감 군병 급료로 지출되었다.26) 이

정도 규모의 지출이 순탄하게 집행되지만은 않았다. 1778년(정조 2)

에 戶曹判書 具允鈺은 호조의 田稅 수입이 作況이 中中年인 경우

10만 석에 불과한데 훈련도감 군병에게 5만여 석을 지출해야 한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황해 강원

禁衛營 3,795 12,848 17,221 18,102 13,860 4,604

御營廳 4,624 16,753 13,933 22,269 11,481 3,089

계 8,419 29,601 31,154 40,371 25,341 7,693

24) ≪부역실총≫에는 전국 8도 중 강원도·함경도가 제외되었다. 그렇지만 강원도 군보

가 제외되더라도 대체를 파악하기에 지장이 없다는 점은 ≪만기요람≫으로 방증할

수 있다. 군보는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 배정되었는데 그 중 강원도의 군보

가 가장 적었다. 이는 도별 군보 수가 확인되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다음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萬機要覽≫ 軍政篇 3, 禁衛營 六道軍

保; 御營廳 六道軍保.

25) 훈련도감 군병에게 지급된 급료와 군보의 자세한 내용은 金鍾秀, 2003 앞 책,

137~174쪽 참조. 훈련도감 초기 군병에게 제공된 것은 호조의 급료뿐이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식비 수준에 불과하여 군병의 불만이 있었고 결국 砲保를 징수하여 다른

명목의 급료가 추가로 지급되었다.

26) ≪增補文獻備考≫권155, <財用考 2> 戶曹一年分劃恒式. 1787년 기준 호조 1년 경비

는 米 110,121석, 大豆 42,646석, 田米 4,810석으로 쌀 환산가는 135,292석이다. 이 중

별영에서 지급된 훈련도감 군병의 급료는 米 41,340석, 大豆 9,700석, 田米 256석으로

쌀 환산가는 46,394석이다. 즉, 훈련도감 군병의 급료로만 호조 1년 경비의 34.3%가

지출되었다. 여기에 광흥창과 군자감에서 지급하는 각 군영 장관·장교의 급료까지

더하면 호조 1년 지출에서 훈련도감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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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담을 토로하였다.27) 1781년(정조 5) 훈련도감의 보고에 따르면

호조는 1779년(정조 3)부터 훈련도감에 삼수미를 지급하지 않았

다.28)

17세기 훈련도감의 병력은 한때 7,000명에 육박하였기 때문에 재

정규모는 정조 연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9)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훈련도감의 長番制를 폐지하고 번상제로 전

환하여 재정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는 논의가 현종 연간에 본격화되

었다. 하지만 국왕과 勳戚은 훈련도감 축소에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훈련도감은 약 700명을 금위영에 이전한 것 외에 크게 축소되지 않

고 5,500~6,000명 규모를 유지하였다.30) 18세기 중엽 조선의 방어전

략이 都城 死守로 확정되자31) 도성 수비의 핵심인 훈련도감을 폐지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18세기 전반에 걸쳐 재정 절감과 도성 사수라는 양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5군영 개편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5위

제를 이상으로 상정한 가운데 5군영을 축소,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다.32) 국왕 정조도 18세기에 5군영 개편을 주장한

대부분의 논자들처럼 5위제를 理想化하고 5군영을 군제 문란의 원

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1778년 更張大誥에서 戎政을 국정의 주요

27) ≪正祖實錄≫권5, 정조 2년 윤6월 24일. “行戶曹判書具允鈺議曰, (…) 一年收租, 以

中豐計之, 不過爲十萬餘石, 而訓局軍旅支放, 殆過五萬餘石, 則經用之歸於養兵者, 已居

其半。”

28) ≪正祖實錄≫권11, 정조 5년 3월 10일.

29) 효종~현종 연간에 호조 1년 경비 12만 석 중 8만 석이 훈련도감에 들어간다는 보

고가 있었다(金鍾秀, 2003 앞 책, 274쪽). 훈련도감의 保制가 완비되기 전이지만 이

시기에 이미 軍布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17세기 중엽 훈련도감의

총수입은 10만 석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0) 李泰鎭, 1985 앞 책, 176~184쪽; 金鍾洙, 2003 앞 책, 292~340쪽.

31) 조선의 방어전략이 도성 외곽의 요충지에 의존하지 않고 도성 자체를 수비하는 방

향으로 개편된 배경과 자세한 과정은 李根浩, 2013 <英祖代 都城 守備 논란의 검

토> ≪鄕土서울≫83 참조.

32) 17세기 말의 柳馨遠부터 18세기 말 李瀷, 鄭尙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중앙군 개편안의 골자는 5위제 복구와 5군영 감축이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徐台源, <朝鮮後期 實學者의 中央軍制 改革論> ≪軍史≫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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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으로 내세우고 5군영 개편을 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33)

정조는 재위 초년부터 이처럼 5군영제를 비판하였지만 그가 5군

영 개편 전반에 같은 정도의 의지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777

년(정조 1)에 정조가 도성 3군영을 평가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 요지는 훈련도감은 폐지하자는 논의가 많았지만 그만한 군영이

없으니 섣불리 폐지하기 어렵고, 금위영과 어영청은 유명무실하지만

그 운영 방식은 古制에도 있다는 것이었다.34) 이는 정조가 도성 3군

영 개편을 어렵게 여겼음을 보여주며 도성 3군영보다 수어청과 총

융청의 개편이 먼저 추진되었던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35)

1778년에 정조는 수어청이 총융청을 흡수하는 방식의 군영 통폐

합을 추진하였다. 두 군영 통합 이후 남한산성 수비는 종전처럼 수

어사가 책임지게 하고 북한산성 수비는 管城將이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었다.36) 이러한 개편안은 두 군영의 군병 구성을 유지하되 지

휘조직만 통합하자는 것이었다. 정조는 경장대고 선포 2개월 후 수

어청·총융청 통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지시하였다.37)

수어청·총융청 통합 논의는 多岐하게 진행되었다.38) 신료들 중 가

장 많은 인원이 보인 입장은 통합 찬성이었다. 이들은 정조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京廳에 있는 두 군영의 지휘조직이 산

성 수비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33) ≪正祖實錄≫권5, 정조 2년 6월 4일.

34) ≪承政院日記≫1399책, 정조 원년 5월 12일. “都監設置之後, 經費甚繁, 故自前多有革

罷之請, 而以近日觀之, 我朝軍兵, 亦無如都監者, 有難徑先革罷矣。至於禁御兩營, 皆不

過名存實無, 而兵以養農, 則古制猶存矣。”

35) 선행 연구에서 도성 3군영과 수어청·총융청의 기반 차이를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그에 따르면 도성 3군영은 군영대장의 自薦權, 급료를 지급받는 정예병이 있

었기 때문에 개편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반면 수어청·총융청은 속오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도성 3군영보다 개편을 추진하기가 용이하였다(金俊爀, 2007 앞

논문, 143쪽).

36) ≪承政院日記≫1413책, 정조 2년 2월 5일.

37) ≪正祖實錄≫권5, 정조 2년 윤6월 13일.

38) ≪正祖實錄≫권5, 정조 2년 윤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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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어청은 남한산성으로 ‘出鎭’하고 총융청은 수어청에 흡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더 나아가 두 군영을 모두

폐지하자고 주장한 신료들도 있었다.

수어청·총융청 통합이 이처럼 힘을 얻었지만 유보적인 입장을 취

한 신료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이 모두 중요

한 요새이기 때문에 1개 군영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한 두 군영을 통합한 뒤 도성 3군영과 비슷한 규모를 갖추기 위하

여 표하군을 늘린다면 공연히 급료 지출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통합 반대 측의 논리는 유보적인 입장과 흡사하였다.

1778년에 논의된 수어청·총융청 통합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

산되었다. 하지만 다기한 양상을 보이는 논의 와중에도 신료들 전반

의 암묵적인 합의점이 확인된다. 첫째, 수어청·총융청 소속 병력의

복무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논의에서는 속오·납포군을

장번·번상군으로 재편하는 것과 같은 구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도성 3군영과 같은 규모의 군영을 설치하는 것은 止揚할 일로 간주

되었다. 두 군영의 통합 논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

되었다. 논의에 참여한 신료들은 그 취지에 동의하는 가운데 그 실

현 방법에만 차이가 있었다.

수어청·총융청 통합이 무산된 이후 5군영 전반을 아우른 개편 논

의가 朝野에서 두루 이어졌다. 1780년에 領議政 金尙喆,39) 1785년에

幼學 조익,40) 1788년에 右通禮 禹禎圭41)가 각각 5군영 개편안을 제

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1778년 당시 논의와 흡사한 문제제기에 입각

하여 수어청·총융청 폐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금위영·어영청

의 향군 번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위영·어영청의 향군 번상을 폐지한 뒤 병력 공백을 충당할 방법

39) ≪正祖實錄≫권10, 정조 4년 12월 27일.

40) ≪承政院日記≫1587책, 정조 9년 7월 26일.

41) ≪承政院日記≫1645책, 정조 12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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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논자마다 달랐다. 김상철은 훈련도감 병력을 감축하여 금위영·어

영청에 이전하는 방식을 구상하였다. 조익은 수어청·총융청을 폐지

한 뒤 그 인원 중 일부를 금위영·어영청에 이전하되, 부족할 경우

서울의 閒遊者들 중에서 새로운 군병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우정규

는 도성 내에서 번상군을 모집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이 달랐

지만 이들 개편안은 모두 6도에 거주하는 번상군을 도성 일대에 거

주하는 장번·번상군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다.42)

논자들은 금위영·어영청에 새롭게 편성될 장번·번상군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 확보책도 제시하였다. 김상철은 도성 3군영의 병력 총원

이 줄어드는 가운데 종전과 같은 수입을 유지하면 그들의 재원만으

로도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익과 우정규는 더 이상 번

상하지 않게 된 두 군영의 향군을 납포군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마

련하려고 하였다. 이는 도성 3군영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당

군영들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도의 정책이었다. 즉, 총원을 감축하여

남은 재정 또는 기존 번상군의 납포로 발생할 수입을 통해서 금위

영·어영청의 새로운 장번·번상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778년 수어청·총융청 통합 논의에서 1780년대 5군영 개편 논의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논지는 5군영을 축소하자는 것과

군영 유지비 증가를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수어청·총융청 통합은 무

산되었지만 두 군영의 통합 또는 폐지는 계속 요구되었다. 도성 3군

영을 향해서는 도성을 수비할 일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방향의 개편이 요구되었다. 그 핵심은 훈련도감의

장번군 감축과 금위영·어영청의 향군 번상 폐지였다. 하지만 1780년

42) 1780년대의 논의와 유사한 금위영·어영청 개편안을 英祖 연간(1724~1776)에 趙顯命

이 주장한 바 있었다. 조현명의 계획은 기존 향군 번상을 폐지하려고 한 점에서

1780년대의 논의와 같다. 하지만 조현명은 도성으로부터 100리 이내에 있는 군현에

서 새로운 번상군을 선발하려고 하였다. 이는 6도 향군을 경기도 향군으로 대체하려

는 것이었다(金亨姿, 1997 <朝鮮後期 趙顯命의 政治·經濟思想> ≪實學思想硏究≫9,

68~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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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제기되었던 논의는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조 연간에 중앙군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그 방향은

정조 초년의 논의와 달리 국왕 호위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군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정조는 기존 국왕 호위기구인 禁軍(龍虎營)과 扈

衛廳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43) 금군은 직무에 걸맞지 않게 쇠락

하여 훈련도감의 馬兵, 금위영·어영청의 騎士만도 못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44) 정조는 금군의 선발 규정을 강화하여 위상을 제고

하려고 하였지만 금군의 처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45) 호위청은

소속 軍官이 1777년 정조 암살 미수사건인 尊賢閣 賊變에 연루되어

폐지까지 거론된 끝에 3분의 1 규모로 축소되었다.46)

정조는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자 새로운 국왕 호위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존현각 적변 4개월 뒤 宿衛所가 설치되

었고 宿衛大將은 당시 禁衛大將이던 洪國榮이 겸직하였다. 정조는

최측근 홍국영이 국왕 호위와 관련된 궁궐 내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兵曹·都摠府의 임무까지 이양하였다.47) 하지만 숙위소는 금

위영 조직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군영들을 상대로 통솔력

을 발휘하기 어려웠다.48) 또한 홍국영의 위세에 힘입어 숙위소 병력

이 私兵처럼 활용될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숙위소는 1779년에 홍국

영이 실각한 직후 폐지되었다.49)

숙위소 폐지 이후 다시 국왕 호위기구가 신설된 것은 1783년의

일이었다. 그해 訓鍊大將 具善復이 武藝出身 중 年少者, 武藝別監

43) 금군과 호위청의 자세한 내용은 崔孝軾, 1995 ≪朝鮮後期 軍制史 硏究≫, 신서원,

4~5장 참조.

44) ≪正祖實錄≫권4, 정조 1년 7월 25일.

45) ≪正祖實錄≫권11, 정조 5년 4월 18일; ≪正祖實錄≫권12, 정조 5년 10월 28일.

46) ≪正祖實錄≫권5, 정조 2년 2월 5일.

47) 李泰鎭, 1985 앞 책, 263~264쪽.

48) ≪承政院日記≫1431책, 정조 2년 11월 20일. “上曰, 宿衛事體自別, 而將校及軍兵, 只

禁營所屬, 故宿衛所命令, 不行於諸軍門, 安有奉旨傳令之義乎。”

49) ≪承政院日記≫1450책, 정조 3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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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將校를 역임한 자 가운데 총 30명을 선발하여 昌慶宮 明政殿 일

대에서 복무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50) 그리하여 훈련도감 산하에

서 국왕 호위를 담당하던 기존 조직인 局出身廳·武藝廳과 별도로 武

藝出身廳이 신설되었다.51) 1785년에 무예출신청은 정조의 제안에 따

라 壯勇衛(壯勇衛廳)로 개칭되었다.52)

장용위는 당초 장번군 수십 명 규모의 조직이었지만 1787년에 장

번군 약 230명을 추가하고 이들을 통솔하는 將官 보직을 신설하며

군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53) 이에 掌令 吳翼煥이 공개적으로

장용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미 금군·무예청·5군영이 국왕 호

위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장용위를 설치한 것은 공연히 경비를 증가

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54) 하지만 오익환 외에는 장용위와 그

後身인 장용영의 운영과 확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례가 거의 보

이지 않는다. 이는 정조가 다음과 같이 새로운 국왕 호위기구의 필

요성을 강변하며 논의를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50) ≪訓局謄錄≫34책, 정조 6년 12월 17일. “今若以武藝出身, 及武藝別監與曾經軍門將

校者, 抄擇三十名, 分番移入於明政殿西月廊, (…) 則宿衛之道, 似爲嚴重, 而武藝出身

三十名之時存者, 擧皆年老矣, 年少出身, 與武藝別監之曾經將校, 通融抄擇, 分番輪直。

局出身武藝科窠, 隨其作闕減額, 次三十名, 料姑依古例, 自軍資監頒給。”

51) ≪訓局謄錄≫34책, 정조 6년 12월 30일, 武藝出身廳節目.

52) ≪訓局謄錄≫38책, 정조 9년 7월 1·4·5일.

53) 장용위가 1787년까지 확보한 군병은 총 292명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善騎隊 27명,

中司(京軍) 123명, 牢子 30명, 巡令手 30명, 吹鼓手 21명, 大旗手 28명, 帳幕軍 13명,

牙兵 20명이 포함된다. 그 중 뇌자와 순령수는 이전부터 있었던 인원이기 때문에

1787년에 장용위가 추가 확보한 군병은 232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內營의 주

력군이 되는 선기대와 중사를 지휘할 善騎將과 哨官도 이해에 각각 1명씩 설치되었

다(≪壯勇營大節目≫ 軍制; ≪撮要≫ 軍制). 선행 연구에서는 1787~1788년에 장용위

가 壯勇廳으로 재편될 때 作隊軍을 확보하여 향후 군영으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양

상을 보였다고 파악하였다(裵祐晟, 1991a 앞 논문, 236~238쪽).

54) ≪正祖實錄≫권25, 정조 12년 1월 23일. 오익환 상소의 배후로 지목된 左議政 李在

協이 少論임을 감안하면 오익환도 소론으로 판단된다(박현모, 2001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122~123쪽 참조). 따라서 오익환의 장용위 비판이 특별히 정조에 적대적

인 黨色이었기 때문에 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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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藝出身은 隊를 만들고 壯勇衛는 廳을 설치한 것이 내가 어찌 즐겨서

한 것이겠는가? 그 뜻은 진실로 깊이 생각한 것이 있다. 예전에 역적 구선

복이 흉계를 꾸미고 반역을 도모하였으나 가까운 곳에서 변란이 없었던

것은 이것에 힘입었을 뿐이다. 무릇 역적 구선복의 흉계는 오로지 밖에 있

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바쁜 듯하면서도 그 실상은 음흉하게 凶言을 만

들고 몰래 邪說을 부추긴 것이었다. (구선복이) 속마음에서 매우 꺼리고

가장 미워한 것은 宿衛였다. (…) 무릇 숙위에 논란하는 자는 곧 또한 역

적이다. 이 下敎가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도 발하는 것이겠는가? 옛적에

沈器遠이 반역하고자 하면서 次對의 반열에 나아가서 무예별감이 문을 把

守하는 수를 묻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는데, 이 일은 國乘에 상세히

실려 있다. 이때 무예별감을 만든 것은 勳臣들의 의논을 따랐기 때문인데,

경들이 유독 그때 훈신들의 정성만 못하겠는가?”55)

장용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선복의 건의로 설치된 무예출신

청에서 비롯된 조직이었다. 하지만 정조에 따르면 구선복은 이처럼

국왕 호위 강화에 힘쓰면서도 실제로는 반역을 도모하였다. 그의 반

역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장용위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조의 입장이

었다. 논리의 핵심은 역모를 저지하려면 장용위와 같은 국왕 호위기

구가 필요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구선복 같은 역적이라는 것이었

다. 1787년에 구선복이 常溪君 추대 역모에 연루되어 처형된 직후

장용위 확대가 본격화되었다.56)

장용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의는 역모와 동일시되었고 오익환

의 장용위 비판도 이 논리에 따라 구선복 같은 역적의 餘論이라며

신료들에게 論斥되었다.57) 장용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처럼 역모와

55) ≪正祖實錄≫권24, 정조 11년 7월 2일. “敎曰, 武藝則作隊, 壯勇則設廳, 予豈樂爲。

意實有深量。向者逆復之釀凶謀叛, 而得無肘腋之變者, 賴有是耳。大抵逆復之凶計, 專

在於外, 若趨走於此等事, 而其實則陰造凶言, 潛煽邪說。中心之切忌而最嫉之者, 宿衛

也。(…) 凡雌黃於宿衛者, 便亦逆賊也。此敎豈得已而發也。昔器遠之欲叛也, 造次對

班, 問武監把門之數, 掉頭曰云云, 此事詳載國乘。時創武監, 用勳臣議故也, 卿等獨不若

其時勳臣之誠乎。”

56) 구선복 獄事는 정조 10년(丙午) 12월에 발생하였는데 해당 기간을 양력으로 환산하

면 1787년 1월의 일이다. 구선복 옥사의 자세한 내용은 金俊爀, 2007 앞 논문, 41~46

쪽 참조.

57) ≪承政院日記≫1642책, 정조 12년 5월 11일. “同副承旨南鶴聞疏曰, (…) 只就其論列

壯勇營一款, 顧謂座中曰, 此是復賊之餘論, 實非今日所敢言者。渠雖稍稱了了, 終不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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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되자 신료들로서는 장용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가 어려웠

다. 국왕 호위기구로서 장용위 또는 장용영이 가진 위세를 비판적으

로 바라보는 南人의 기록이 확인되지만,58) 국왕 호위기구 확대를 근

본적으로 비판하는 논의는 공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1788년에 장용위가 정식 군영인 장용영으로 승격되었다. 장용영은

장번군을 추가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번상군을 확보하였다.59) 1793년

(정조 17) 思悼世子의 園寢 顯隆園이 있는 水原이 留守府로 승격되

었고 이곳에 壯勇外營이 설치되었다. 水原留守가 外營 수장인 壯勇

外使를 겸직하였다.60) 외영도 편제를 정비하여 번상군을 확보하고

이들을 華城行宮에서 복무하게 하였다.61) 이로써 도성과 수원에 兩

營을 두고 장번·번상군을 운영하는 군영이 구성되었다.

2. 병력 확보 및 운용

장용영은 몇 차례의 개편을 거치면서 장번군과 번상군을 확대하

였다. 이 과정에서 1793년에 확인되는 군병 구성과 이후 시점에 확

인되는 군병 구성이 크게 달랐다. 여기에서는 내·외영으로 재편된

이후 장용영의 군병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3개 연도의 병력 현황

을 살펴보려고 한다. 3개 연도 중 가장 이른 것은 내·외영 재편이

이루어진 1793년이다. 여기에는 그 이전 무예출신청 단계부터 내·외

鄕闇, 有此妄言也。”

58) 嶺南 南人으로 정조 연간에 宣傳官 등 무관직을 역임한 盧尙樞는 장용위를 보면서

받은 부정적인 인상을 기록하였다. 盧尙樞, ≪盧尙樞日記≫2책, 정조 11년 6월 3일.

“大抵壯勇衛者, 別監出身也, 古無而今設。侍衛等別軍職之次, 此輩驕慢太過, 人皆不敵

矣。期昨日此輩設樂于廳, 宴會浪藉。”

近畿 南人으로 抄啓文臣에 발탁되었던 丁若鏞은 장용영 장교와 군병이 배경을 믿

고 횡포를 부렸음을 지적하였다. 丁若鏞, ≪牧民心書≫ <刑典> 禁暴. “孝廟朝之訓鍊

營, 先王朝之壯勇營, 其校卒怙橫者多, 官長不敢下手。所謂禁軍, 指此類也。”

59) ≪正祖實錄≫권26, 정조 12년 7월 19일, 新定鄕軍節目.

60) ≪正祖實錄≫권37, 정조 17년 1월 12일.

61) ≪正祖實錄≫권38, 정조 17년 10월 21일, 壯勇外營軍制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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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재편 직전 시점까지 내영 병력과 앞으로 확보해야 할 병력이 포

함되었다.

이후 내·외영의 병력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798년(정

조 22)이다. 수원 주변에 있던 龍仁·振威·安山은 1795년에,62) 始興·

果川은 1797년(정조 21)에63) 각각 수원의 屬邑으로 편입되었다.

1798년은 외영이 이들 5개 군현을 포함한 편제를 완비한 시기였다.

장용영이 폐지된 1802년(순조 2)의 경우 내영의 병력 현황만을 파악

할 수 있다. 하지만 1798년에 정비된 외영 편제가 1802년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정도의 추측은 가능하다.64)

이상 3개 연도의 장용영 병력 현황을 정리하면 장용영이 내·외영

으로 재편될 당시의 계획과 이후 실상이 어떻게 달랐는지 파악할

수 있다. <표 3>에서 이를 정리하였다.

62) ≪正祖實錄≫권42, 정조 19년 5월 25일, 華城恊守軍制節目.

63) ≪承政院日記≫1781책, 정조 21년 9월 25일.

64)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3일. 수원과 인근 지역의 군제 개편을 위하여

작성된 이 자료의 내용은 1798년에 개편된 외영 편제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다. 哨官은 1798년에 종전 13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하였는데, 1802년 수원 초관은

25명이었다. 외영 親軍衛는 1798년에 종전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하고 3列로 편

성되었는데, 1802년에는 이들을 200명으로 감축하고 左右列로 편성하였다. 번상군은

1798년에 종전 1,651명에서 3,175명으로 증가하였다. 1802년 수원의 병력 중 入防하

지 않는데 納布도 하지 않는 수가 3,000명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 수는 종전의

외영 번상군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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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병종

1793 1798

(B)

1802

(C)

B/A

(%)

C/A

(%)확보완료 추가예정 합(A)

內營

長番 1,184 733 1,917 1,391 1,414 72.6 73.8

番上 1,270 1,270 2,540 2,032 2,032 80.0 80.0

기타 827 · 827 769 987 93.0 119.3

소계 3,281 2,003 5,284 4,192 4,433 79.3 83.9

外營

長番 847

·

847 947

미상

111.8

미상

番上 1,651 1,651 3,175 192.3

納布 8,366 8,366 12,240 146.3

기타 · · 1,899 ·

소계 10,864 10,864 18,261 168.1

전체 계 14,145 2,003 16,148 22,453 · 139.0 ·

<표 3> 장용영 병력 연도별 현황65)

* 전거 : 1793년 - ≪壯勇營大節目≫卷1, 軍制; 卷3.

1798년 - ≪撮要≫ 軍制; ≪正祖實錄≫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

1802년 -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1월 23일, 壯勇營撤罷別單.

* 비고 : 古城鎭·拜峰鎭·露梁鎭은 내영,66) 禿城은 외영에 포함.

65) ‘長番’은 내영 善騎隊·京軍(中司)·標下軍, 외영 別軍官·親軍衛·標下軍을 집계한 인원

이다. 외영의 騎兵인 별군관과 친군위는 금위영·어영청의 기사와 동급으로 판단하여

장번군으로 분류하였다. 표하군은 대장 이하 각급 장관의 직속 병력과 儀仗隊 등으

로 군영에 필수적인 병과이다. 그런데 외영 표하군은 1793년 이후 정확한 인원이 확

인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793년 현황에 기록된 547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외영의 실제 장번 인원은 표하군의 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番上’은 내영 향군, 외영 步軍(1793)·5衛 正兵(1798)을 집계한 인원이다. ‘納布’는

1793년의 경우 외영 保軍·輜重軍·城丁軍·禿城軍, 1798년의 경우 외영 屬5衛·駐隊策應

兵·加派軍·禿城軍을 집계한 인원이다. 保軍은 외영이 설치될 때에 이전받은 속오군

을 半減하여 편성한 것이다. 이들은 哨 단위로 편성되었고 步軍 궐원을 충원할 예비

병력이었기 때문에 납포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명색의 외영 납포군이

있었는데, 이들은 1798년에 수어청·총융청의 아병·장초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屬5衛

로 재편되었다. 독성군 아병과 장초는 1초의 정원을 125명으로 추정하였다.

‘기타’는 내영 산하 각 鎭의 牙兵·標下軍, 외영 新豊衛·攔後牙兵·恊守衛를 집계한 것

이다. 각 진에 소속된 군병들은 복무 형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기타로 분류하

였다. 신풍위와 난후아병은 국왕 행차에서만 동원된 예비 부대로 판단된다. 협수위

는 무포군과 납포군이 혼재된 부대인데 유사시 화성 수비에 참여해야 할 예비 부대

로 판단된다.

66) 장용영은 내영 산하에 古城鎭·拜峰鎭·露梁鎭(鷺梁鎭)을 두었다. 고성진은 평안도에

있었다. 배봉진은 楊州에 있었고 遷封 전 사도세자의 원침인 永祐園의 소재지였다.

노량진은 果川에 있었고 도성에서 漢江을 건너 경기 남부로 가는 길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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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따르면 내영은 폐지될 때까지 1793년 현황보다 더 적

은 병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내영이 1793년에 추가할

예정이던 장번·번상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영 장번군

중 주력인 善騎隊와 京軍은 1793년에 추가하기로 예정된 인원을 확

보하지 못하여, 그 이전에 확보 완료된 인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67) 내영 번상군은 1793년에 추가할 예정이던 인원 일부를

1795~1796년에 확보하였지만 역시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68) 1802

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 내영 인원은 도성 本營이 아닌 내

영 산하 鎭 소속이었다. 내영이 도성 내에서 운영한 장번·번상군은

폐지 시점까지도 1793년에 계획한 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69)

<표 3>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1793년 현황과 달리 이

후 시점에서는 외영이 내영보다 많은 장번·번상군을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장번·번상군은 1793년 현황에 따르면 내영 약 4,400명, 외영

약 2,500명이었다. 그런데 1798년 현황에 따르면 내영 약 3,400명,

외영 약 4,100명으로 역전되었다. 이는 외영이 수원 속읍의 군역 자

원을 편제에 포함한 결과였다.

수원 속읍의 군역 자원은 외영으로 이전된 이후 대부분 번상군과

67) 1793년 이전에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 선기대는 230명(2초), 경군은 369명(3초)이었

다. 1793년에 추가하기로 예정된 선기대는 115명(1초), 경군은 246명(2초)이었다(≪壯

勇營大節目≫권1, 軍制). 하지만 1798년과 1802년의 현황에서 선기대와 경군의 수는

≪장용영대절목≫에서 1793년 이전에 확보되었다고 기록된 수와 같다(≪撮要≫ 軍

制;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1월 23일, 壯勇營撤罷別單).

68) ≪撮要≫에서는 내영 향군이 加設된 시점을 1795년(乙卯)으로 기록하였다. 수원유

수 趙心泰가 수어청의 인원을 조정하여 내영 향군을 충원하자고 요청한 것이 그해

11월이므로 이러한 기록은 일면 타당하다(≪承政院日記≫1756책, 정조 19년 11월 17

일). 이 조치가 공식화된 것은 이듬해 1월이었다(≪備邊司謄錄≫183책, 정조 20년 1

월 29일, 壯勇營加設鄕軍五哨分屬左右司安山軍六十五名權屬外營節目).

69) 선행 연구에서도 ≪장용영대절목≫과 ≪촬요≫를 비교하여 내영 병력이 당초 계획

보다 적었음을 밝힌 바 있다(裵祐晟, 1991a 앞 논문, 238~245쪽). 하지만 이후 연구

에서는 모두 ≪정조실록≫의 장용영 설치 연혁 기사나 ≪장용영대절목≫만을 근거

로 내영 편제를 정리하였을 뿐 위 논문에서 규명한 내용은 간과하였다. 본고에서는

장용영 폐지 시점의 자료까지 검토한 결과 내영 병력이 계획만큼 확보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24 -

납포군으로 편성되었다. 1798년에 추가된 번상군 중에는 금위영·어

영청의 번상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속오군이었다. 외영에 편입된

속오군은 전에 없던 번상 의무로 화성행궁 入防을 수행하게 되었다.

1798년에 추가된 납포군 중에는 본래 5군영과 각종 관청들에 소속

된 납포군이나 군보가 많았다. 이들은 외영에서 납포 의무를 계속

수행하는 한편 유사시 화성 수비에 동원될 예비 병력인 屬5衛로 편

성되었다.70)

장용영의 번상군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번상군이

모두 경기 주민으로 구성되었다.71) 이는 평시 번상뿐만 아니라 국왕

행차와 같은 특수상황에 동원하기 편리하게 한 것이었다. 둘째, 農閑

期에만 번상을 실시하였다. 내영은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72) 외영

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73) 번상을 실시하였다. 외영 편제는 1793

년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계속 연중 3개월만 번상을 실시하였

다. 1회 番次에 투입되는 인원은 외영 편제가 개편되는 중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74) 장용영의 번상 운영은 금위영·어영청보다 강도가

70) ≪正祖實錄≫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 五邑軍額摠數.

71) 내영은 水原·廣州·龍仁·安山·始興·果川·砥平·陽根·坡州·加平·楊州·高陽에서 번상군을

확보하였다(≪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1월 23일, 壯勇營撤罷別單). 외영은 수원·

광주·용인·안산·시흥·과천에서 번상군을 확보하였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72) ≪壯勇營大節目≫권1, 番上. “鄕軍上番, 以一哨兩朔爲例, 自九月始番, 至二月終番。”

73) ≪壯勇營大節目≫권3, 留防. “步軍留防, 旣在至臘正三朔, 則馬步軍之一時竝立, 似有

相妨之勢, 必於春秋農隙, 輪回排番。”

74) 1793년의 규정에 따르면 외영 번상군은 매 번차에 254~381명(2~3초)이 복무하였다

(≪壯勇營大節目≫권3, 留防). 이후 개정된 외영 편제에서는 번상군을 2,540명(20초)

으로 조직하고 번차를 10회로 나누고 1년에 5번씩, 매 번차에 254명(2초)이 복무하

게 하였다. 번상은 연중 3개월만 실시되었고 복무 주기는 2년이었다(≪正祖實錄≫권

47, 정조 21년 12월 30일, 軍制恊守追節目).

1798년에 최종 확정된 외영 편제에서는 번상군을 3,175명(25초)으로 조직하고 일부

번차의 인원을 127명(1초)씩 추가하였다(≪正祖實錄≫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 壯

勇外營五邑軍兵節目). 1년에 5번씩 복무하는 것은 그대로였지만 매 번차의 인원은

254~381명(2~3초)으로 조금씩 달랐다. 이들의 번상 주기 역시 2년이었다(≪備邊司謄

錄≫193책, 순조 2년 9월 23일). 외영 편제가 최종 확정된 이후 번상군의 복무 방식

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간은 음력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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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 운영기간 1番 인원 복무기간 번상주기

壯勇營
內營 9월~익년 2월(6개월) 127(1哨) 2개월 4년

外營 11월~익년 1월(3개월) 254~381(2~3哨) 15일 2년

禁衛營 연중 620(5哨) 2개월 4년

御營廳 연중 500(5哨) 2개월 4년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표 4>에서 세 군영의 번상 운영 방

식을 비교하였다.

<표 4> 장용영·금위영·어영청 番上 운영 방식75)

* 전거 : ≪萬機要覽≫ 軍政篇 3, 禁衛營 設置沿革; 御營廳 設置沿革.

* 비고 : 기간은 음력 기준. 장용영의 번상 방식은 위 서술에 의거하여 작성.

장용영과 금위영·어영청의 번상은 <표 4>에서 보듯 매우 다른 방

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번상군을 운영하는 목적이 달랐

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위영·어영청은 도성 수비를

위하여 번상군을 운영하였다. 장용영의 경우 내영 번상군의 설치 목

적은 현륭원으로 향하는 국왕 행차를 호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

었다.76) 외영은 설치 목적 자체가 현륭원 호위로 설명되었다.77)

天干
당년 11월 당년 12월 익년 1월

계
1~15일 16~30일 1~15일 16~30일 1~15일 16~30일

甲·丙·戊·庚·壬 · 381 381 381 254 254 1,651

乙·丁·己·辛·癸 · 381 381 254 254 254 1,524

75) 금위영과 어영청의 1번 인원은 본래 635명이었지만 장용영 설치 이후 조정되었다.

금위영은 1798년에 외영에 번상군을 이전하면서 1번 인원을 620명으로 줄였다(≪萬

機要覽≫ 軍政篇 3, 禁衛營 設置沿革). 어영청은 화성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794년부터 15년 기한으로 1번 인원 중 135명의 번상을 중지하고 그들에게 收布하

였다. 이에 따라 어영청은 1번 인원을 500명으로 줄였다(≪萬機要覽≫ 軍政篇 3, 御

營廳 設置沿革).

76) ≪承政院日記≫1668책, 정조 13년 11월 17일. “李集斗, 以壯勇營言啓曰, 顯隆園幸行

定例, 以每年一次磨鍊, 而京營門軍兵, 屢日隨駕之弊, 宜有所軫念, 設置鄕軍五哨, 自江

外替代事, 命下矣。”

77) ≪正祖實錄≫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 壯勇外營五邑軍兵節目. “華城之設外營, 爲

拱護仙寢也, 掌以郡邑, 衛以士馬, 自昔伊然, 可按而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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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이 겨울에만 번상을 실시한 것은 번상군 설치 목적과 밀접

한 관계를 갖는다. 정조가 현륭원에 행차한 것은 주로 음력 1월이었

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음력 2월, 윤2월, 8월이었다. 장용영은 이처

럼 국왕이 농한기에 현륭원으로 행차하고 화성행궁에 체류하는 동

안 호위를 담당하였다. 대부분의 국왕 행차와 달리 현륭원 행차는

호위군 대다수가 장용영 소속이었다.78) 장용영의 번상군이 다른 국

왕 행차에 거의 동원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들은 현륭원에 행차

하는 국왕을 호위하기 위하여 편성된 병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왕 행차라는 특수상황이 아닌 평시 장용영의 주요 임무는 闕內

경비였다.79) 이는 도성 일대에 상주하는 장번군이 담당하였을 것이

다. 궁궐 주변과 도성 전반의 수비와 치안은 훈련도감이 주로 담당

하였으며 장용영 설치 이후에도 이러한 임무는 특별히 줄어들지 않

았다. 한편 장용영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화성행궁 입방은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주로 국왕의 현륭원 행차 전후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장용영이 평시에 다수 병력을 번상하게 하거나 1년 내내 번상을 실

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장용영의 군사적 역할은 평시

궐내 경비, 국왕의 현륭원 행차시 호위에 집중되었다.

장용영의 군사적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병력은 급격히 확대되었는

데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기존 군영과 관청에 소속되

지 않은 良丁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陞

78) 1793~1800년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200여 회의 국왕 행차 중 장용영 군병이 동

원된 것은 28회로 파악된다. 주요 행선지는 사도세자의 사당인 景慕宮, 사도세자의

원침인 현륭원으로 각각 9회 행차하였다. 특히 현륭원 행차의 호위병이 대부분 장용

영에서 동원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행차의 호위병은 대부분 훈련도감에

서 동원되었고 이 점은 경모궁 행차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장교급인 壯勇衛가

일반 군병보다 빈번하게 행차에 동원되었을 수 있지만 그 총원은 102명에 그쳤다.

따라서 국왕 행차 전반을 놓고 보았을 때 장용영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79) ≪承政院日記≫1846책, 순조 2년 1월 28일. “大王大妃殿敎曰, 先朝闕內各處宿衛, 皆

以壯營爲之矣。今則宿衛之嚴, 比昔日尤當自別, 而壯營旣罷之後, 則宿衛諸處, 皆當以

武藝別監定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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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制였다. 본래 승호제는 지방에서 式年마다 新兵을 징발하여 훈련

도감에 보내는 제도였다.80) 장용영은 훈련도감의 경기도 승호 인원

일부를 이전받아 신병을 모집하였다.81) 이외에 도성 또는 수원 속읍

에 거주하는 양인들도 군병으로 모집하였다. 둘째, 기존 군영과 관

청에 소속된 인원을 이전받는 것이었다. 특히 외영 병력의 대다수는

기존 군영과 관청에 소속된 인원이 이전된 것이었다. 5군영은 물론

兵曹·京畿監營 등 다양한 관청들에 소속된 군역 자원이 외영으로 이

전되었다.

장용영에 병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5군영은 축소되었지만 그 규

모와 영향은 각 군영마다 달랐다. 수어청과 총융청은 장용영이 확대

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변화를 겪었다. 수어청은 1788년과 1796년(정

조 20) 두해에 병력을 장용영 내영에 이전하여 번상군의 대부분을

공급하였다.82) 수어청에서 이전된 약 1,100명은 내영 총원의 약 4분

의 1이었다. 수어청은 병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경청이 폐지되고

남한산성으로 本廳을 이전하며 조직의 勢가 크게 위축되었다.83)

총융청은 장용외영이 설치되기 직전에 수원에 있던 中營을 폐지

하였다.84) 이 조치는 1793년 장용외영의 총원 약 11,000명을 조성하

기 위한 선행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용외영 초기의 병력은

종래 총융청과 수원부에 소속된 군역 부담자들이었다.85) 이후 1798

80) 훈련도감이 실시한 승호제의 자세한 내용은 金鍾洙, 2003 앞 책, 102~111쪽 참조.

81) ≪壯勇營大節目≫권1, 抄定. “每式年陞戶二十名(己酉, 訓局所管京畿各邑二十名, 移屬

本營), 七月行關畿營, 知委各邑, 仍令各哨色儲闕待, 九月抄上點考充額爲白齊。”

82) 1788년의 조치로 가평·지평·양근·파주에서 총 381명(3초)(≪正祖實錄≫권26, 정조

12년 7월 19일, 新定鄕軍節目), 1796년의 조치로 광주·용인·안산·시흥·과천에서 총

762명(6초)의 장용영 번상군이 조직되었다(≪備邊司謄錄≫183책, 정조 20년 1월 29

일, 壯勇營加設鄕軍五哨…節目).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번상군은 수원 635명(5초), 고

양·양주 각각 127명(1초)이었다.

83) ≪正祖實錄≫권43, 정조 19년 8월 19일, 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出鎭節目.

84) ≪正祖實錄≫권36, 정조 16년 12월 15일.

85) 장용외영이 1793년에 설치되면서 이전받은 병력의 소속은 크게 총융청과 防營으로

구분된다. 이는 수원이 총융청 중영과 京畿左防禦營의 소재지였기 때문이다. 방어영

의 수장 防禦使는 대체로 방어영 소재지의 수령이 겸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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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

병종
訓鍊都監 禁衛營 御營廳 합

軍兵 160 201 248 609

軍保 494 303 388 1,185

계 654 504 636 1,794

년에 외영이 개편되면서 수원 인근 군현에 있던 수어청·총융청 소속

병력 약 4,200명이 장용외영에 추가 이전되었다.86)

반면 도성 3군영은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복무하는 장번·

번상군을 움직여야 하는 도성 3군영의 병력 이전은 수어청·총융청의

병력 이전보다 민감한 사안이었다. 장용영의 입장에서는 도성 3군영

의 병력과 그에 지급해야 할 급료 재원을 함께 이전받는 것이 효율

적이었지만 도성 3군영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도성 3군영이

장용영에 공식적으로 이전한 인원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도성 3군영이 장용영에 공식적으로 이전한 인원

* 비고 : 內·外營 모두 포함. 軍兵은 도성 3군영의 長番·番上軍에 해당.

軍保는 장용영에서 納布軍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포함.

도성 3군영에서 장용영에 공식적으로 이전한 병력은 <표 5>의

‘軍兵’에 기록된 수로 한정된다. 이 수는 장용영 폐지 시점과 그 이

전의 기록 모두에서 도성 3군영이 병력과 급료 재원을 이전하였다

용외영 설치 직전 경기좌방어영은 水原府使가 통솔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총융청

중영은 장용외영 설치에 앞서 폐지되었고 경기좌방어영은 장용외영 설치 이후 南陽

에 移設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었다(≪正祖實錄≫권37, 정조 17년 3월 22일).

수원이 총융청 관할지에서 제외된 직후 해당 지역의 총융청 군역 부담자들이 어떻

게 처리되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들은 총융청 중영 폐지 이후 閑丁이 되지

않고 경기좌방어영, 곧 수원부에 임시 귀속되었다가 장용외영에 이전된 것으로 추측

된다. 조선후기 병마방어영의 자세한 내용은 車文燮, 1995 <조선후기 兵馬防禦營 設

置考> ≪朝鮮時代 軍事關係 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참조.

86) ≪正祖實錄≫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 五邑軍額總數. 수어청·총융청이 1798년에

장용외영으로 이전한 인원은 이 자료에서 수어청·총융청 소속으로 명시된 인원과

속오군으로 기록된 인원을 합산한 것이다. 수어청·총융청이 장용외영에 이전한 인원

은 속오군의 원소속에 따라서 여기에서 추정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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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훈련도감은 주로 국왕의 근접 호위

와 관련된 군병을 장용영에 이전하였다.87) 금위영과 어영청은 내영

에 장번군을 이전하였고,88) 외영에는 수원 속읍으로 편입된 군현들

에 있던 번상군을 이전하였다.89) 도성 3군영의 군보 중 외영으로 이

전된 것은 수원 속읍에 소속되었던 인원이다.

5군영이 장용영에 공식적으로 병력을 이전한다는 것은 각 군영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재원을 감축하여 다시 충원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였다. 그런데 <표 5>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성 3군영의 경우 장

용영 설립 초기에 국왕 근접 호위 또는 儀仗과 관련된 인원을 이전

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군병 감축이 확인되지 않는다.90) 비공식적

87) 훈련도감은 1782년에 장용위의 전신인 무예출신청을 설치하면서 局出身 정원 150

명에서 30명을 줄였다. 감액 조치 이전에 추가된 정원 외 국출신은 그대로 두되 이

후 궐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지키게 하였다(≪訓局謄錄≫34책, 정조

10년 12월 30일, 武藝出身廳節目). 1788년에 훈련도감은 武藝廳 雨具直 20명, 別技軍

30명, 火箭軍 10명, 攔後別抄 40명 등 총 100명과 그들의 급료 재원을 함께 장용영

으로 이전하였다(≪承政院日記≫1638책, 정조 12년 1월 22일). 1790년에 훈련도감이

금위영과 함께 兼內吹를 장용영에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인원은 기록되지

않았다(≪正祖實錄≫권30, 정조 14년 7월 26일). 이때 이전된 겸내취의 수는 폐지 당

시 기록에 따라 30명으로 추정하였다. 이상 내용에 따라 장용영에 공식적으로 이전

된 훈련도감 군병을 160명으로 추정하였다.

1802년 장용영 폐지 시점의 자료에서 훈련도감이 장용영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

된 인원은 국출신 30명, 무예청 5명, 무예청 所屬軍 30명, 무예청 우구직 20명, 무예

청 화전군 20명, 兼內吹 30명이다. 그밖에 京畿 陞戶 20명이 있지만 軍摠으로 집계

되지 않는 예비 인원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

일, 壯勇營錢穀木布來歷及區處別單). 이렇게 집계된 인원은 총 135명으로 위의 수치

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88) 금위영은 1790년에 훈련도감과 마찬가지로 겸내취 30명을 장용영에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正祖實錄≫권30, 정조 14년 7월 26일). 1793년에 금위영과 어영청은 함께

장용영 내영으로 병력을 이전하였다. 당시 금위영은 牙兵 70명, 어영청은 兼內吹 30

명과 그들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장용영에 이전하였다(≪正祖實錄≫권37, 정조 17

년 1월 25일, 壯勇營內外營新定節目). 1802년 장용영 폐지 시점의 자료에서 금위영은

아병 70명과 겸내취 30명, 어영청은 겸내취 30명을 장용영에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

어 앞서 언급한 인원과 차이가 없다(≪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壯勇營

錢穀木布來歷及區處別單).

89) 금위영은 正軍(鄕軍) 101명, 어영청은 정군 216명을 이전하였다(≪正祖實錄≫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 五邑軍額總數).

90) 선행 연구에서는 장용영 폐지 이후 내영 병력의 처리 방침을 다룬 별단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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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이전이 있었을 수 있지만 장용영 내영의 경우 병력 상당수를

새로 선발한 것으로 추측된다.91) 장용위 단계에서는 다른 군영의 군

병과 더불어 소속처가 없는 도성 일대의 양인, 장교의 일족 중에서

인원을 선발하였다.92) 군영이 된 이후 내영은 군병과 장교의 子弟들

을 병력으로 충원하도록 하였다.93) 장용영은 국왕의 근접 호위와 의

장을 관장하며 도성 3군영에서 관련 인원을 공식적으로 이전받았지

만, 이외 장번군은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각 군영에서 비공식적으

결과 내영 병력이 주로 훈련도감에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훈련도감이 장용영

으로 약 2,000명을 유지비와 함께 이전하였다고 본 연구가 대표적이다(오종록, 1990

<중앙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조선정치사 (하)≫, 청년사). 이 연구의 추론은

장용영 병력을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두 별단이 서로 다른 병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파악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앞 논문의 오류를 지적

하고, 훈련도감의 주력인 馬兵·砲手·殺手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요성이 떨어지는 표

하군이 주로 장용영에 이전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훈련도감이 장용영에

이전한 인원을 구체적인 수치로 추정하지는 않았다(裵祐晟, 1991b <純祖 前半期의

政局과 軍營政策의 推移> ≪奎章閣≫4).

장용영이 폐지되면서 훈련도감에 이전된 인원은 약 1,100명으로 파악된다(≪備邊司

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各營移屬軍兵接濟次磨鍊別單). 舊 장용영 군병은 각

군영 원군의 궐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흡수되었는데, 이는 수어청이 경청을 폐지하

고 그 인원을 처리한 방식과 같았다(≪承政院日記≫1757책, 정조 19년 12월 27일).

수어청의 사례를 고려하면 장용영 폐지 이후 병력이 훈련도감에 이전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훈련도감이 장용영에 인원을 대거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예비 인원으로 포함하였다가 정규 인원의 궐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장용

영 군병을 처리한 뒤인 1808년에 파악된 훈련도감의 총원은 5,947명으로 1782년의

총원 5,911명과 큰 차이가 없다. 1808년 총원은 순조 연간에 무예별감 48명, 마병

119명이 추가된 결과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1782년과 1808년 훈련도감의 총원에

큰 차이는 없다(≪萬機要覽≫ 軍政篇 2, 訓鍊都監 軍摠). 따라서 훈련도감은 장용영

설치 이후에도 5,500~5,900명 정도의 총원을 유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91) 장용영 설치 이후 양정을 대거 선발하였음은 黃胤錫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여기에

서 확인되는 600명은 1790년 당시 장용영에 소속된 선기대와 경군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頤齋亂藁≫45책, 정조 14년 2월 16일. “聞壯勇衛近年因舊小衛之名, 廣選

良家子好身手者, 增充額數, 以爲大殿親兵, 共六百名。”

92) ≪壯勇廳節目草≫ 軍制. “作隊軍一百二十三名, 以有根着壯健好身手者, 毋論各營軍卒

及良人, 各別抄擇, 作爲一哨。(…) 作隊吹手三十名, 以將校族屬及能通兵書者, 各別抄

擇塡充是白如可。”

93) ≪壯勇營大節目≫권1, 軍制. “中司五哨六百十五名, (…) 書牌各一名, 卜馬軍九名, 以

京軍子枝及待年軍, 抄定爲白齊。”; ≪壯勇營大節目≫권1, 抄定. “待年軍, 則本營軍兵

與各營軍兵子枝中, 有根着健實者良, 族中身手根着可合者, 竝令許入。(…) 別待年, 則

將校子枝, 及武藝廳族屬中, 雖未長成, 亦爲許入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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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영

병종

壯勇營
訓鍊都監 禁衛營 御營廳 守禦廳 摠戎廳

內營 外營

長番 ▲ △ ● ▲ ▲ △ △

番上 ● ▲ × ● ● × ×

束伍 × × × × × ● ●

納布 × ● × × × ▲ ▲

로 이전받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장용영은 1783년에 총원 30명의 무예출신청에서 출발하여 1798년

에 총원 약 22,000명의 군영으로 완비되었다. 평시 복무할 의무가

있는 장번·번상군만 집계하더라도 약 1만 명이었다. 장용영 설치 이

전에 확인되는 기존 군영의 인원과 비교하더라도 장용영의 병력 규

모는 거대한 것이었다.94) 장용영의 편제가 완비된 이후 중앙군은

<표 6>과 같은 구성을 갖게 되었다.

<표 6> 장용영 및 5군영 군병 구성

* 비고 : 비중은 ●-▲-△-× 순서. 편제에 없는 경우는 × 처리. 軍保 제외.

<표 6>은 기존 중앙군이 존속한 가운데 장용영이 추가된 이후

상황을 보여준다. 정조는 재위 초년에 군영이 많은 것을 염려하며 5

군영 개편 의지를 피력하였다.95) 또한 정조 연간은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5군영을 축소, 개편할 방안이 계속 논의

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장용영은 그러한 논의의 취지와는 달리 많은

94) 훈련도감의 총원은 1782년에 5,911명으로 파악되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금위영·어

영청의 총원은 파악할 수 없지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번상군의 수는 파악할 수

있다. 1777년에 훈련대장 張志恒이 鄕軍·鄕標下軍 총원을 보고한 바에 따르면 금위

영 16,300명, 어영청은 16,750명이었다(≪正祖實錄≫권3, 정조 1년 6월 20일). 여기에

는 騎士·京標下軍·각 鎭 소속군이 제외되었다. 수어청의 총원은 1779년에 수어사 徐

命膺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15,714명이었다(≪正祖實錄≫권8, 정조 3년 8월 3일). 총

융청의 총원은 장용영 설치 이전의 것이 파악되지 않는다.

95) ≪正祖實錄≫권5, 정조 2년 6월 4일. “三軍分屬於五營, 五營各專其一, 軍不幾近於家

兵之弊, 多門之患歟。” ; ≪正祖實錄≫권5, 정조 2년 윤6월 13일. “噫, 目今兵疲財匱,

最是痼弊, 苟求其源, 無出於冗之一字, 有國者裕國用之道, 卽兵也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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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필요한 군영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비용이 드는 도성 3군영,

특히 훈련도감의 조직과 역할은 장용영이 확대되는 동안 크게 축소

되지 않았다.

군영 신설과 유지비 증가에 반대하던 신료들 사이에서 장용영에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조가

장용영 관련 논란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장용영의 필요성을 부정하

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렇다고 부정적 여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795년에 僉知 權裕는 국왕 측근을 비판하는 상소를 통하여 세간에

떠도는 여러 소문을 전하였다. 그 중 다음 내용에 주목할 만하다.

閭井의 뭇백성까지도 어지럽게 한 모양이 되니 비록 그 대강만 들어서

말하더라도 (…) “經用이 축나는데도 감히 말할 수 없다”거나, “政令이 전

도되었는데도 감히 말할 수 없다”거나, “장용영 운영에 감히 입을 열 수

없다”거나, “화성 경영에 감히 입을 놀릴 수 없다”고 합니다.96)

이 소문은 당시 국왕 측근인 鄭東浚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유의 상소는 우선 정동준처럼 국왕의 극진한 대우를 받은 ‘貴近’

을 문제시한 것이지만, 소수 측근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장용영 운영

과 화성 건설 등 사업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하였다.97) 비

록 유언비어로 취급되었지만 장용영을 둘러싼 소문은 가라앉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1788년에 오익환이 장용위를 비판하면서 개진

한 주장은 1795년까지도 세간에 떠돌고 있었다.98)

정조 말년까지 장용영을 향한 근본적인 비판은 잠재적인 상태였

지만, 장용영의 최대 수요자이자 후원자인 정조가 사망하자 장용영

96) ≪承政院日記≫1740책, 정조 19년 1월 11일. “至于閭井匹庶, 泯然一色, 雖擧其大綱而

言之, (…) 曰經用之耗損而不敢言也, 曰政令之顚倒而不敢道也, 曰壯營設施之不敢張口

也, 曰華城經始之不敢游嘴也。”

97) 박현모, 2001 앞 책, 318~319쪽.

98) ≪承政院日記≫1744책, 정조 19년 5월 24일. “始源曰, 翼煥輩, 語意則皆凶險矣。而一

種人, 相傳爲翼煥論壯營事, 而至此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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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논의될 수 있었다. 장용영 폐지는 僻派가 정권 기반을 강화

하고 內侍奴婢 폐지 이후 수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진한 정

책이었다.99) 하지만 그것이 큰 저항 없이 추진되었던 것은 신료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료들

은 장용영이 5군영을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조의 필요에 따라

운영된 기구였다는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신료들이 장용영 폐지에 보인 반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 장용영

폐지를 주도한 벽파의 수장 沈煥之는 정조가 생전에 장용영 설치가

‘一時의 權宜’라고 발언하였음을 근거로 내세웠다.100) 그런데 심환지

가 들었다는 이 내용은 時派 인사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抄啓文臣을

거친 대표적인 시파 인사 南公轍은 정조가 이러한 내용으로 발언한

것을 右議政 李時秀와 함께 여러 번 들었다고 하며 장용영 폐지에

동의하였다.101)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조는 자신이 처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장용영을 설치하였지만 그것의 永久化에 반대한 것이다. 해당 발언

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장용영 폐지가 정조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정조가 하였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조 사후 신료들의 의중이 장용영을

폐지하는 쪽으로 쏠렸음은 분명하다.102)

1790년대 초에 정조는 장용영 관련 사업을 은밀하게 추진하였기

99) 裵祐晟, 1991b 앞 논문, 69~79쪽.

100) ≪承政院日記≫1846책, 순조 2년 1월 20일. “記昔淸燕之暇, 諄諄下敎, 若曰, 予之此

擧, 非得已也。凡今左右暬御, 皆出一時權宜, 後世不可以此爲法, 筵臣拜稽承聆, 至于今

玉音在耳。”

101) 南公轍, ≪金陵集≫권10, 上李相國. “壯勇營存罷當否, 自有大臣所奏, 自上足可博詢

以處, 公轍不敢別有所見。然在先朝, 每擧設置本意, 微示諸臣, 又嘗以爲此譬如一王之

制, 非世世永久行之之法也, 公轍與右閤屢承此敎。”

102) 武臣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상추는 先王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에 장

용영을 폐지한다는 것에 분개하였지만 폐지 자체는 국가를 위하여 다행이라고 하였

다. 盧尙樞, ≪盧尙樞日記≫3책, 순조 2년 2월 25일. “仙馭未及三年, 而先朝創始事業,

一時變革, 無一依舊者, 是可忍, 是可忍耶。(…) 大抵壯勇營革罷, 一則爲國家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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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私的인 일로 여겨졌다고 하였다.103) 군영이 국가제도에 포함

된 公的 기구였는데도 정조가 이렇게 발언한 것은 신료들이 장용영

을 국왕의 사적 군영으로 바라볼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용영의 기원과 역할, 정조 사후 도성 3군영 개편보다도 장용영 폐

지가 우선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러한 우려는 근거가 있

는 것이었다.

장용영의 전신은 국왕을 호위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었고 군

영이 된 이후 궐내 경비와 현륭원 행차 호위를 주로 담당하였다. 이

는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사도세자 추숭을 추진하려는 정조의 특수

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정조가 사망하면서 대규모 군영으로서

장용영의 특수한 필요성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장용영

이 지속적으로 개편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존속한 5군영과 달리 영

구적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지된 배경이었다.

103) ≪正祖實錄≫권33, 정조 15년 9월 3일. “予之苦心, 至今隱忍而不發, 故每於壯營事,

便同一己私事。(…) 若議及外廷, 則道傍之舍, 寧有速成之望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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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장용영을 통한 재정 집적

1. 재정 확보책과 그 영향

정조는 장용영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왕 호위기구의 필요성을 강변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용영을 설치

한 목적은 국왕 호위였다. 그런데 장용영이 군영으로 어느 정도 정

착하자 정조는 장용영을 설치한 목적이 국왕 호위나 군비 강화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104) 군사적 목적 외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현상적으로 확인되는 것

은 장용영이 대규모 재정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군영에 대규모 재

정이 집적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려면 조선후기 각 관청의 재

정권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조 연간의 중앙 재정기구로는 戶曹, 宣惠廳, 均役廳, 常賑廳, 備

邊司105) 등이 있었다. 이들은 民人으로부터 부세를 징수하여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지출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중앙 재정기구를 거치지 않고 각 관청이 자체적으로 민인에

게 부세를 징수하여 재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8세기 말까지 조선

에서 진행된 재정구조 개편은 중앙 재정기구를 중심으로 재정운영

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大同法과 均役法은 貢物과 役價의 징수권을

선혜청과 균역청에 집중시켰다. 각종 재정서가 편찬되며 각 지방의

재원을 파악하고 부세를 定額化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104) ≪正祖實錄≫권32, 정조 15년 6월 5일. “壯營之新設, 予自有深意, 非爲重宿衛也, 亦

非爲備陰雨也。” ; ≪正祖實錄≫권33, 정조 15년 9월 3일. “予於壯營事, 非以爲壯宿衛

也, 亦非以增軍制也。”

105) 비변사는 조선후기 朝廷의 핵심적인 의결기구였지만 본래 설치 목적에 따라 국가

전반의 군비를 관장하였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군비 조달을 위하여 조성된 환곡이

‘備局勾管’, 즉 비변사 명의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비변사는 군

비를 담당한 재정기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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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구 이외 관청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부세 징수권은 범위

가 좁아졌을지언정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다.106)

군영은 자체적인 부세 징수권을 갖는 대표적인 기구였다. 특히 중

앙에서 군영은 재정기구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

는 주체였다.107) 5군영이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내외

변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병을 통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영

은 재정기구의 통제 밖에서 대규모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정조 연간 5군영 개편 요구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군영의 재정 확

보는 옹호되었다. 이는 군영과 궁방을 비교하였을 때 더욱 두드러진

다. 수어청과 궁방 사이의 둔전 분쟁에서 정조는 軍餉이 宮庄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둔전을 수어청으로 귀속시켰다.108) 또한 收稅 개혁

을 궁방에만 적용하고 군영에는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조는 軍을 궁방과 民보다 우선시하는 논리를 내세웠다.109) 군영은

軍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관청보다 재정적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장용영의 재정 확보도 군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루어졌

106) ‘재정기구’의 개념, 조선후기 재정구조 개편의 방향과 각 관청의 재정운영은 손병

규, 2003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 ≪朝鮮時代史學報≫25; 송양섭, 2008

앞 논문 참조.

107) 병조·5군영 등 중앙 군사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행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파

악하고 있다. 송양섭의 정리에 따르면 중앙에서 군사기구의 재정은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송양섭, 2008 앞 논문, 42쪽, <표 2> 참조). 김재호는 중앙에서 군사기구의

재정이 전체의 25%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김재호, 2013 앞 논문, 200~208쪽).

≪부역실총≫은 환곡 수입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환곡 운영을 주도한 관청은 중앙 재정기구와 지방

감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군사재정이 전체 중앙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재정기구에 버금가는 것이었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108) ≪正祖實錄≫권8, 정조 3년 8월 3일. “予於丙申御極之初, 命罷諸宮房折受, 而深知載

寧屯田, 與宮房相爭之弊, 故特命還屬本廳。誠以軍餉體重, 不可與宮庄相等故耳。”

109) ≪正祖實錄≫권24, 정조 11년 10월 26일. “爲小民除瘼恤隱, 卽繼志述事之一端。初

元頒令, 先正宮房侵虐民間之弊, 所謂元結與折受, 凡以免稅爲名之屬於度支者, 皆自度

支捧給, 仍令永革直納之規。或者以爲直納之痼弊, 宮與營無異云, 而此有不然。營納之

尙不釐正, 蓋軍與民均有所重, 有難爲民而妨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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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0)

장용영의 재정 확보를 정당화한 또 다른 명분은 왕실재정을 公的

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정조는 재위 초년에 宮房田의 규모를 축

소, 규제하는 한편 왕실 재정기구인 內需司 운영에서 공적 성격을

제고하려고 하였다.111) 하지만 9개 궁방의 토지를 호조에 귀속시킨

다는 정조 초년의 원안과 달리 그 중 7개 궁방의 토지는 내수사에

귀속되었다. 확대된 내수사 재정의 일부는 장용영 재정의 한 축이

되었다.112) 한편 정조는 내수사 재정이 국가의 공적 재정운영에 기

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왕실재정이 중앙 재정기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13) 이렇게 본다면 장용영은 내수

사와 더불어 중앙 재정기구의 통제 밖에서 국왕이 주도한 별도의

재정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또한 장용영 재정은 모두 內帑의 잉여를 옮겨 조달하였기

때문에 호조, 선혜청의 경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114) 이는 국왕

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장용영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하지만 왕실재정의 잉여만으

로 군사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무예출신청, 장용위와 같은 소규모 조

직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기존 군영에 상당하는 규모의 군

영을 운영하려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였다.

군영으로 확대된 이후 장용영의 1년 수입은 쌀 환산가 기준으로

1793년에 약 64,000석,115) 1802년에 약 83,000석으로 파악되었다.116)

110) 대표적인 사례는 ≪正祖實錄≫권38, 정조 17년 9월 2일; 정조 17년 12월 2일.

111) 정조 초년의 궁방전 개혁을 검토하고 그 의의를 왕실재정의 공공성 강화로 정리

한 대표적인 연구는 宋亮燮, 2011 <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宮府一體’論> ≪大東文

化硏究≫76.

112) 이성임, 2013 <정조대의 丙申定式과 『內需司及各宮房田畓摠結與奴婢摠口都案』>

≪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40~359쪽.

113) 송찬섭, 1999 앞 논문, 248~249쪽; 宋亮燮, 2011 앞 논문, 111~114쪽.

114) ≪正祖實錄≫권26, “壯營支放之錢穀, 皆是內帑剩餘之移屬, 本不關於戶惠廳經用。”

115) ≪壯勇營大節目≫권2, 經用.

116) 1802년 장용영을 폐지하면서 그 재원을 여러 관청들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 38 -

외영 조직과 장용영 전체의 환곡과 둔전이 확대되면서 재정규모가

팽창한 것으로 보인다. 장용영과 유사한 번상군 중심의 군영인 금위

영·어영청의 1년 수입이 쌀 환산가 기준 35,000석 안팎이었고,117) 당

시 호조의 1년 田稅 수입이 보통 10만 석으로 언급되었다.118) 이를

감안하면 장용영이 내·외영으로 재편되면서 확보한 재정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왕실재정만으로 장용영 재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규모 재정

을 공급할 창구로 平安道가 선택되었다. 평안도 재정이 중앙으로 흡

수된 것은 평안도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다. 본래 평안도는 使臣

접대와 국경 수비를 위하여 전세와 군포를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군량미를 비축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淸 방면 정세가 안정되고 군

사적, 외교적 부담이 줄어들자 평안도 재정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리하여 18세기에 들어 호조를 위시한

중앙의 여러 관청들이 평안도 재정을 흡수하였다. 간헐적으로 平安

監營의 반발과 중앙의 억제 노력이 있었지만 확실한 대체 재원이

없는 가운데 중앙의 평안도 재정 흡수는 점차 일반화되었다.119)

장용영은 본격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시작한 1787년부터 평안도

에 환곡을 조성함으로써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평안도에 장용영 둔전도 조성되었으며 평안도 監營과 兵營의 재원

자료들을 근거로 한 추정이다(≪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壯勇營錢穀木

布來歷及區處別單; 壯勇營屯土區處別單).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117) 본고는 금위영 1년 수입을 35,196석, 어영청 1년 수입을 36,109석으로 추정하였다

(<표 2> 참고). 1808년 시점에서 금위영 1년 수입은 34,933석, 어영청 1년 수입은

36,888석으로 확인된다(≪萬機要覽≫ 軍政篇 3, 禁衛營 財用; 御營廳 財用). 따라서

두 군영의 1년 수입은 대체로 35,000석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8) 호조의 전세 수입은 보통 쌀 10만 석 안팎이었지만 그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세 수입이 확인되는 정조 재위기간 9개년 중 3개년의 경

우 10만 석에 미치지 못하였다(임성수, 2014 <17·18세기 호조 ‘가입(加入)’의 전개와

추이> ≪역사와 현실≫94, 220~222쪽, <표 4> 참조).

119) 평안도 재정이 18세기에 중앙으로 흡수된 배경과 구체적인 양상은 吳洙彰, 2002

앞 책, 135~157쪽; 권내현, 2004 앞 책,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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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용영에 지속적으로 이전되었다. 1802년 기준 장용영 1년 수입

중 평안도에서 발생한 것은 약 2만 석으로 전체 수입의 약 4분의 1

을 차지하였다.120)

장용영이 이처럼 평안도에 거대한 재정적 기반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장용영과 평안도의 고위직 인사에서 확인되는 밀접한 관

계에 주목할 만하다. 장용영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최고 관직은 餉色

提調와 水原留守였다. 정조 연간에 이 두 관직에 임명된 文臣은 총

8명인데 그 중 4명이 평안도에서 監司 또는 兵使를 거친 것으로 파

악된다.

향색제조는 장용영의 전체 재정을 총괄하였다.121) 일반적인 收支

를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관청의 재원을 장용영으로 조달하는 것

이 향색제조의 주요 임무였다. 정조 연간에 향색제조를 맡은 7명 중

이전에 平安監司를 역임한 문신은 3명이었다.122) 수원유수는 수원의

수령이자 장용외영의 총책임자로 유수부 명의의 재정과 외영 소관

창고인 外別庫·修城庫·筦千庫 등에 속한 재정을 관리하였다.123) 정조

연간에 수원유수를 맡은 문신 3명 중 2명은 평안도에서 감사 또는

120) 평안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은 <壯勇營錢穀木布來歷及區處別單>에

기록된 환곡 수입, 다른 관청으로부터 이전된 수입이 18,175석, <壯勇營屯土區處別

單>에 기록된 둔전 수입이 2,592석을 합쳐 20,767석이다. 전자 중 경상도와 구분되

지 않고 기록된 쌀 환산가 2,000석 분량의 수입(木 100同)은 반분하였다.

121) ≪壯勇營大節目≫권1, 差除. 장용영 提調(從2品)는 두 명으로 한 명은 호조·선혜청

堂上 중에서 임명되는 餉色提調였고, 다른 한 명은 장용대장이 겸임하는 軍色提調였

다. ≪승정원일기≫의 용례를 확인한 결과 壯勇提調(壯勇營提調)라고 하면 향색제조

를 지칭한 경우가 많았다.

122) 정조 연간에 장용영 향색제조로 재임한 인물은 李在簡, 徐有隣, 鄭民始, 金履素, 李

命植, 李時秀, 徐龍輔이다. 이들은 대체로 時派 성향이었다. 서유린의 경우 두 차례

향색제조로 재임하였으며 1797년 말부터 정조 사후 정계에서 축출되기 전까지 수원

유수로 재임하였다.

123) 장용영이 아닌 수원 또는 화성 명의로 운영된 환곡은 총 66,295석으로 집계된다

(≪穀摠便攷≫3~4책). 수원유수부가 곧 장용외영이었지만 장용영과 수원유수부 사이

의 재정적 관계는 분명하지 않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外別庫·修城庫·筦千庫

소관 둔전의 1802년 기준 1년 수입은 1,827석으로 확인된다(≪備邊司謄錄≫193책, 순

조 2년 9월 2일, 壯勇營屯土區處別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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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평안도 장용영

직위 재임기간 직위 재임기간

鄭民始 監司
1784. 2. 19.

~ 1785. 5. 4.
餉色提調 4회 임명125)

蔡濟恭126) 兵使
1786. 12. 1.

~ 1787. 2. 2.
水原留守

1793. 2. 22.

~ 1793. 7. 2.

李命植 監司
1787. 4. 12.

~ 1787. 12. 16.

水原留守
1793. 7. 2.

~ 1794. 3. 27.

餉色提調
1794. 9. 12.

~ 1797. 1. 7.

金履素 監司
1787. 12. 17.

~ 1789. 3. 17.
餉色提調

1791. 1. 21.

~ 1792. 12. 1.

兵使를 역임하였다.124) <표 7>에서 평안도와 장용영 양쪽에서 최고

위직을 거친 문신들의 해당 관직 재임기간을 정리하였다.

<표 7> 정조 연간 平安監司 또는 兵使를 거쳐 장용영 餉色提調

또는 水原留守를 맡은 文臣들의 해당 관직 재임기간

* 전거 : ≪承政院日記≫

* 비고 : 일자는 모두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재.

<표 7>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용영의 재정을 관리한 문신들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평안도 재정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이다. 다른

관청의 재원을 장용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鄭

民始가 담당하였지만,127) 평안도 재정을 관리한 경험을 보유한 다른

향색제조들의 역할도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李命植과 金履素

의 경우 1790년대에 들어 장용영이 평안도에서 지속적으로 환곡을

확대할 당시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124) 정조 연간에 수원유수로 재임한 인물은 蔡濟恭, 李命植, 趙心泰, 徐有隣이다. 조심

태는 군영대장직을 역임한 무신이었다. 이들은 시파 또는 국왕 측근에 해당한다.

125) 정민시의 향색제조 재임기간(양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790. 5. 3. ~ 1791. 1.

31. ② 1793. 3. 4. ~ 1794. 9. 12. ③ 1797. 1. 7. ~ 1797. 1. 24. ④ 1797. 10. 30. ~

1800. 4. 3. 정민시는 향색제조 3임과 4임 사이 기간에 壯勇大將으로 재임하였다.

126) 채제공은 영조 말년 중(1774. 5. 23. ~ 1775. 12. 11.) 평안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127) 정민시가 향색제조로서 수행한 역할은 이방섭, 2010 앞 논문, 65~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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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과 평안도의 밀접한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1790년대 평안병사 인선이다. 평안병사는 우선 武班 인사에서 중요

한 外職이었지만 평안병영의 재정규모가 상당하여 재정적으로도 중

요한 직위였다. 많은 양이 비축된 것으로 알려졌던 평안병영 재정은

18세기 초에는 집권세력이 私的으로 轉用하는 바람에 부실해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평안병영의 재정이 중앙의 비공식적 부

문으로까지 흡수되었음을 보여준다.128) 평안병영 재정을 둘러싼 상

황은 평안병사 임면이 재정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788년에 확인된다. 당시 蔡濟恭은 평안병

영의 재정이 부실해졌다고 지적하면서 趙圭鎭을 평안병사로 추천하

였고 국왕은 이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129)

장용영이 군영으로 확대된 이후 평안병사와 장용영 장관직의 연

관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장용영의 장관직을

역임한 인사가 평안병사로 임명되는 것이었다. 둘째, 평안병사를 역

임한 인사가 장용영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었다. 평안병사와 관

련된 장용영 장관직은 兵房과 善騎別將이었다. 병방은 장용영 초기

의 수장으로 1793년 내·외영이 재편되면서 대장으로 개칭되었다. 선

기별장은 내영 장관 중에서는 대장에 버금가는 직위였다. <표 8>에

서 평안병사와 장용영 장관을 모두 거친 武臣들의 해당 관직 재임

기간을 정리하였다.

128) 吳洙彰, 2002 앞 책, 156~157쪽.

129) ≪承政院日記≫1641책, 정조 12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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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평안도 장용영

직위 재임기간 직위 재임기간

趙圭鎭 兵使
1788. 5. 30.

~ 1789. 7. 3.
善騎別將

1792. ?

~ 1795. ?

李得濟 兵使
1790. 6. 29.

~ 1791. 5. 23.
善騎別將

1797. ?.

~ 1798. 3. 14.

李漢豐 兵使
1791. 5. 23.

~ 1792. 4. 14.

兵房
1788. ?.

~ 1788. ?.

大將
1799. 10. 19.

~ 1799. 10. 26.

柳孝源 兵使
1792. 4. 14.

~ 1794. 2. 15.
兵房

1788. ?.

~ 1791. 5. 19.

申應周 兵使
1794. 2. 15.

~ 1796. 4. 30.

兵房
1791. 5. 19.

~ 1791. 6. 23.

善騎別將
1796. 4. 30.

~ 1802. 3. 13.

任嵂 兵使
1796. 4. 30.

~ 1798. 3. 19.
善騎別將 ? ~ 1796. 4. 30.

李儒敬131) 兵使
1798. 3. 19.

~ 1800. 9. 28.
善騎別將 1791. 7. 11. ~ ?

<표 8> 平安兵使 및 장용영 將官을 맡은

武臣들의 해당 관직 재임기간130)

* 전거 : ≪承政院日記≫·≪盧尙樞日記≫

* 비고 : 일자는 모두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재.

<표 8>을 통해서 장용영이 군영으로 성립한 이후 평안병영과 밀

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용영 설립 이후 평안병사

는 道內 장용영 둔전을 감독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는 장용영의

평안도 소재 둔전이 대부분 평안병영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다.132)

130) 장용영 대장 이하 장관 보직의 임면 사실은 ≪승정원일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노상추일기≫로 보완하였다. 두 자료에서 장용영 병방과 선기별장의

임면 일자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관직의 재임기간을 정

확히 알기는 어렵다.

131) 이유경은 華城 건설 당시 都廳으로서 채제공, 조심태와 더불어 축성을 감독한 핵

심 인사였다(≪正祖實錄≫권42, 정조 19년 윤2월 13일; ≪正祖實錄≫권45, 정조 20년

9월 10일; ≪正祖實錄≫권46, 정조 21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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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용영 출신 인사가 평안병사로 재임하는 동안 평안병영의 재

정이 장용영에 공급되었다. 1792년에 평안병영 소관 시설인 古城鎭

과 渴馬倉이 장용영에 귀속되었고 두 시설의 환곡 약 1만 석이 함

께 장용영으로 이전되었다.133) 이어서 1793년에 평안병영의 銀 5천

냥이 장용영에 공급되었다.134) 이는 평안병영이 장용영의 중요한 재

정적 기반을 관리하는 架橋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추측을 뒷받침한

다.

그런데 장용영의 평안도 재정 흡수는 주로 환곡을 통하여 이루어

지면서 문제를 야기하였다. 1798년에 평안도 지방관들은 연이어 장

용영 환곡 관련 문제를 보고하였다. 義州에서는 주민에게 환곡이 강

제로 分給되어 주민의 流亡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원인이 장

용영 환곡으로 지적되었다.135) 또한 균역청의 환곡 수입을 장용영으

로 이전할 때 詳定價보다 높은 市價를 기준으로 作錢하여 주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136)

평안도 내 장용영 환곡은 1790년대에 계속 증가하여 정조 말년에

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수준까지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1800년(정조 24)까지도 장용영의 평안도 환곡 운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137) 하지만 장용영이 대규모 재정을

집적하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평안도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재

정적 대안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장용영의 재정

집적은 계속 평안도와 환곡에 의존하며 지속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장용영의 재정은 정조의 발언에 따르면 10년 정도

축적하여 상당한 양이 비축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였다.138) 하

132) ≪正祖實錄≫권33, 정조 15년 7월 10일.

133) 송찬섭, 1999 앞 논문, 260쪽.

134) ≪備邊司謄錄≫181책, 정조 17년 5월 16일.

135) ≪正祖實錄≫권49, 정조 22년 3월 27일.

136) ≪備邊司謄錄≫187책, 정조 22년 4월 15일.

137) 李書九, ≪惕齋集≫ 年譜, 정조 24년 4월.

138) 正祖, ≪弘齋全書≫권168, <日得錄 8> 直閣臣金祖淳癸丑錄. “設施之方, 措備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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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정조 연간 국가재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로써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국가재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중앙 재정기구들의 만

성적인 재정난이었는데, 장용영의 재정 집적이 이러한 재정난을 타

개하는 대책이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호조는 국가의 최고 재정기구로서 官吏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각

종 公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였다. 하지만 호조는 1년 수입을 정

상적으로 수납하더라도 정해진 지출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朝廷

은 稅目을 신설하거나 세액을 증대하여 문제를 돌파하기보다는 ‘量

入爲出’ 원칙을 지키면서 재정난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

른 관청의 수입을 이전받는 ‘加入’이 호조의 새로운 수입 확보책이

되었다. 호조로 수입을 이전한 다른 중앙관청은 다시 지방재정에서

대체 재원을 마련하였다.139) 중앙재정의 부족분을 지방재정에서 충

당하고 지방관청이 환곡 등을 통하여 민인에게 규정 이상의 부세를

징수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호조뿐만 아니라 선혜청과 균역청에서도

확인되는 것이었다.140)

장용영 운영에 필요한 것 이상의 수입이 중앙 재정기구에 귀속되

었다면 비정기적 가입을 비롯한 각 관청들의 연쇄적인 부담을 줄이

고 국가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용영은 자기

수입 확보에 주력하며 다른 재정기구와 충돌하였다. 정조 말년에 비

축재정이 부족해진 호조는 평안도 환곡에서 발생하는 수입 일부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려고 하였다. 당시 장용영 향색제조인 정민시가

완강하게 반대하였지만 이 사안은 정조가 긴급한 호조의 건의를 수

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141) 이는 장용영과 호조가 재정 확보라

漸就頭緖, 若至十年, 則米可峙十萬, 錢可積三十萬, 是皆不煩於經費, 而辦之於徒手者

也。” ; 提學臣鄭民始甲寅錄. “一歲中, 別儲米萬包, 綿布百同, 錢三萬兩, 期至十年, 可

積百萬之數。”

139) 호조가 加入을 활용한 양상과 영향은 임성수, 2013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호

조의 수입 구조 변화와 그 영향> ≪역사와 현실≫90; ; 임성수, 2014 앞 논문 참조.

140) 오일주, 1992 <조선후기 재정구조의 변동과 환곡의 부세화> ≪實學思想硏究≫3,

6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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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에서 대립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용영의 재정운영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음은 재위 말년의 정

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정조가 몇 차례 장용영과 궁방을 직접

비교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 정조가 재위 초년에 궁방 개혁에 적극

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교는 장용영이 국가재정에 문제

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평가였기 때문이다.

1798년에 재정문제를 논의하면서 정조는 장용영이 과거의 궁방처

럼 되었다고 평가하였다.142) 이는 평안도와 黃海道에서 장용영의 환

곡과 둔전을 둘러싼 문제가 연이어 보고되던 시점을 전후로 나온

것이었다.143) 또한 1799년에 정조는 화성 운영상의 폐단을 보고한

暗行御史 申絢을 칭찬하는 한편 장용영이 궁방처럼 폐단을 언급하

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였다.144) 장용영의 재정운영을 둘러

싼 문제가 여러 차례 보고되는 가운데 그 부작용은 장용영을 주도

한 국왕조차 문제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었다.

장용영의 대규모 재정을 장악한 것은 향색제조와 수원유수에 임

명된 소수 측근, 그리고 이들 인사를 임명한 국왕이었다. 공적 지출

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내수사를 존속시킨 정조는 장용영을 신설

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면서 대규모 수입까지 확보하였다. 하지만 호

조로 재정권을 일원화하고 왕실의 자의적 재정을 축소하려는 신료

들의 입장에서 이는 비판받아야 할 상황이었다.145) 또한 장용영의

재정운영은 시파 중에서도 소수 인사들만 관여하는 가운데 신료 전

141) ≪承政院日記≫1784책, 정조 21년 12월 28일.

142) ≪承政院日記≫1789책, 정조 22년 3월 28일. “在前則弊莫甚於宮結, 而憑藉爲說者,

亦不可勝言, 有若今之壯勇營矣。”; ≪承政院日記≫1790책, 정조 22년 4월 8일. “至於

壯勇營, 則當初設置之意, 何如, 而今則正如昔日宮房各衙門樣子。多少辭說, 固不害爲

他山之石。因此而營屬輩皆知十分畏愼, 則亦大有益矣。”

143) 황해도 지역의 장용영 환곡 관련 보고는 ≪承政院日記≫1790책, 정조 22년 4월 5

일, 장용영 둔전 관련 보고는 ≪備邊司謄錄≫187책, 정조 22년 3월 18일.

144) ≪承政院日記≫1803책, 정조 23년 5월 9일. “在昔宮房爲弊之時, 言事之臣, 每以語及

宮房爲難事, 今之壯營, 正如是矣。”

145) 유봉학, 1991 <惕齋 李書九의 學問과 政治的 志向> ≪韓國文化≫21, 334~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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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였다.146)

당초 국왕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용영은 군영

으로 확대되면서 거대한 재정을 집적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로써 장

용영은 중앙 재정기구 밖의 재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왕권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장용영의 재정이 확대되는 과정은

호조 등 재정기구가 처한 만성적인 재정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

되었다. 이는 국가재정의 문제를 가중시킨 것이었다.

2. 주요 수입 및 지출

1788년에 군영으로 확대되고 1793년에 외영까지 설치되면서 장용

영의 유지비를 왕실재정의 잉여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당시 군영 신설은 부세 증가와 직결되었고 이 두 가지는 모

두 지양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용영이 수입을 확

보하려고 세목을 신설하거나 군보를 추가하는 것은 어려웠다. 따라

서 장용영의 수입 확보는 기존 군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실은 특별히 강조되었다.

군이 있으면 軍餉을 두어 매번 한 군영을 설치할 때마다 백성이 그 폐

해를 받는다. 훈련도감이 설치되고 三手稅, 2필의 布가 만들어졌고, 금위

영·어영청·수어청·총융청이 설치되고 保米와 保布가 6도에 퍼졌다. 지금

만약 각 군영에서 했던 것을 반복한다면 원대한 계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內帑錢을 내어 여러 道의 곡물과 무역하여 두었다. 內需司의 庄土 중 무겁

게 거두는 것을 혁파하여 徭役을 가볍게 하고 兩西에 둔전을 설치하였다.

進上 중 첨가된 것, 賞格 중 남용된 것, 掖隷 중 낭비된 것, 軍制 중 법식

에 어긋난 것, 甲冑價米로 선혜청에 보관된 것, 내수사 給代 중 호조에 낸

것을 일부 또는 전부를 장용영에 내어주고, 이어서 有司에 명하여 비슷한

것을 추정하여 구하게 하였다. 환곡은 많이 분급하면 백성을 병들게 하므

로 錢으로 바꾸어 그 힘을 펴 주었고, 많이 유치하면 농사를 상하게 하므

로 더 나누어서 그들의 양식을 넉넉히 하였다.147)

146) 유봉학, 1996 <正祖代 政局 동향과 華城城役의 추이> ≪奎章閣≫19, 96~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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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체 수

입원으로 환곡과 둔전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둘째, 다른 관청의 수

입을 계속 이전받는 것이었다. 5군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군

보에게 징수권을 행사하거나 균역청 급대를 받아서 재정을 마련하

였다. 위에 인용한 정조의 발언은 장용영이 5군영의 군보 수입에 최

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규모 수입을 확보하려고 하였음을

보여준다.148) 이에 따라 장용영 명의로 대규모 환곡이 조성되었다.

환곡은 5군영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았지만 장용영에서는 핵심

적인 수입원이었다.149) 장용영은 내탕전으로 곡물을 구입하거나 다

른 관청의 元穀 또는 耗穀을 이전받아 환곡을 조성하였다. 장용영

환곡은 1787년에 처음 설치된 이후 1797년까지 계속 조성되었다. 그

결과 장용영은 <표 9>와 같이 중앙에서 환곡을 운영하는 5대 관청

의 지위에 도달하였다.

147) ≪正祖實錄≫권37, 정조 17년 1월 12일.

148) 1798년에 수원 속읍 소재 5군영 군보가 장용외영으로 이전될 당시 5군영의 수입

감소분은 균역청을 통하여 보전되었다(≪正祖實錄≫권49, 정조 22년 10월 19일, 五邑

所納各衙門錢給代總數). 이 조치를 통해서도 장용영이 대규모 재정을 조성하는 과정

에서 군보 수입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9) 정조 연간 5군영의 환곡은 1776년 어영청 3,464석, 1797년 수어청 4,018석 및 총융

청 4,206석만이 확인된다. 이후 1808년의 경우 훈련도감 22,320석 및 총융청 15,869석

이 확인된다(오일주, 1992 앞 논문, 96쪽, <표 18> 참조). 환곡의 단위는 쌀로 환산

하지 않은 것이다.



- 48 -

備邊司 常賑廳 戶曹 均役廳 壯勇營

元穀(A) 2,513,166 2,507,489 813,011 524,601 359,788

分給(B) 1,565,183 1,401,375 501,373 437,939 359,788

耗穀 147,872 139,391 48,340 39,375 35,978

B/A(%) 62.3 55.9 61.7 83.5 100

<표 9> 중앙 주요 관청별 환곡 내역(1797)

단위 : 석150)

* 전거 : ≪穀摠便攷≫

* 비고 : 평안도 改色條의 均役廳及備局勾管各穀은 備邊司·均役廳에 반분.

<표 9>에서 장용영을 제외한 다른 관청들은 전통적으로 환곡을

운영하던 중앙 재정기구였다. 장용영이 재정기구들에 버금가는 규모

의 환곡을 단기간에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9>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환곡 분급률이다. 재정기구들은 균역청을 제외

하면 50~60% 수준이지만 장용영은 100%였다. 이는 재정기구들과

장용영이 다른 방식으로 환곡을 운영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환곡은 절반은 창고에 留置하고 나머지 절반만 分給하는 것(半留

半分)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곡 수입을 극대화할 목적으

로 전량을 분급하는 盡分穀이 적지 않았다.151) 장용영 환곡은 모두

진분곡이었다. 반면 호조, 비변사, 상진청은 賑恤과 軍需에 쓸 곡물

을 비축하기 위하여 半分穀 위주로 환곡을 운영하였다. 이들 재정기

구도 수입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분곡을 신설하거나 非盡分穀

을 定額 이상으로 분급하는 ‘加分’을 실시하였다.152) 하지만 반분곡

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환곡 분급률은 60% 정도였다.

150) 환곡 장부에 穀種이 ‘各穀’으로 기록된 경우는 곡종의 비율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

에 쌀 환산가를 적용할 수 없다. 환곡은 단일 가치로 통일되지 않은 채 단순 합산한

액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타 부문의 재정과 함께 검토하기가 어렵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51) 환곡의 분급 원칙과 진분곡의 개념은 오일주, 1992 앞 논문, 85~95쪽 참조.

152) 文湧植, 2000 앞 책, 162~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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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지역
壯勇營 均役廳 備邊司 常賑廳 戶曹 합

경기 10,000 0 558 30,545 0 41,103

충청 23,555 23,413 66,071 22,938 0 135,977

경상 11,131 23,054 55,302 27,735 3,630 120,853

전라 18,494 150,384 7,260 23,783 0 199,921

황해 55,663 0 3,409 0 0 59,072

강원 2,800 0 0 33,568 4,333 40,701

평안 238,145 0 10,948 1,204 9,273 259,570

계 359,788 196,851 143,548 139,774 17,236 857,197

정조 연간은 관청들의 재정 보충을 환곡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

되어 진분곡이 전반적으로 급증한 시기였다. 1797년 전국에서 파악

된 진분곡의 약 37%가 정조 재위기간인 1776~1797년에 설치된 것

으로 확인된다.153)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장용영 환

곡의 증가 추세는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정조 연간 중앙 주요 관청

들의 진분곡 설치 내역은 <표 10>과 같다.

<표 10> 1776~1797년 중앙 주요 관청 盡分穀 신설 내역

단위 : 석

* 전거 : ≪穀摠便攷≫1책.

* 비고 : 留守府는 경기도에 포함.

<표 10>은 장용영 환곡이 정조 연간 진분곡 증가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1776~1797년에 설치된 전체 진분곡에서

장용영 환곡의 비율은 약 26%였다. 장용영 환곡은 1787년부터 10년

사이에 약 36만 석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중앙 재

153) ≪곡총편고≫에서 확인되는 진분곡은 총 3,746,154석이다. 그 중 1725년 이전에 설

치된 것이 416,907석(11%), 1725~1776년에 설치된 것이 756,658석(20%), 1776~1797

년에 설치된 것이 1,377,131석(37%)이다. 나머지 1,195,458석(32%)은 설치 연도를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숙종 연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文湧植, 2000 ≪朝鮮後

期 賑政과 還穀運營≫, 景仁文化社, 191쪽, <표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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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들의 진분곡이 20년 동안 증가한 것보다 급격하였다. 장용영

의 진분곡은 대부분 평안·황해도에 조성되어 두 지역의 신설 진분곡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154) 이것이 정조 말년 두 지역에서

연이어 문제가 보고된 배경이었다.

≪穀摠便攷≫에 장용영의 모곡으로 기록된 약 36,000석은 장용영

이 환곡으로 얻은 수입의 전부가 아니었다. 장용영은 다른 관청 명

의의 환곡에서도 수입을 취득하였다. 장용영 폐지 당시 환곡 총액은

기록에 따라 약 45만 석 또는 70만 석이었다. 이렇게 현저한 차이는

장용영 환곡의 범위가 달리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장

용영 명의의 환곡만을 반영한 액수와 장용영이 직·간접적으로 수입

을 취득하는 모든 환곡을 포함한 액수가 달랐던 것이다.155) 1802년

장용영 폐지 이후 재원을 관청들에 분배하기 위하여 작성된 別單156)

에서 환곡 수입은 쌀 환산가 기준 42,082석으로 파악된다.157) 여기에

는 장용영 명의의 환곡과 다른 관청 명의의 환곡에서 발생한 수입

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158)

154) 장용영 환곡은 처음에 경상·전라·평안 3도에 집중되었지만 경상·전라도의 환곡에

문제가 생긴 이후 두 지역의 환곡이 평안도로 이전되었다. 장용영 환곡의 조성 방

식, 시기·지역별 변동 추이는 송찬섭, 1999 앞 논문, 254~262쪽 참조.

155) 송찬섭, 1999 앞 논문, 253~254쪽 참조. 장용영 환곡을 70만 석으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사례로 장용영 모곡을 7만 석이라고 한 沈煥之의 다음 발언도 주목할 만하

다. ≪承政院日記≫1846책, 순조 1년 1월 28일. “大抵七萬石還耗, 若仍爲置之, 則民弊

依舊, 而功利終無以及於民矣。”

156)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壯勇營錢穀木布來歷及區處別單. 여기에는

장용영 재원의 원래 소속 관청, 물종, 액수, 향후 처리방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157) 이 액수는 본고에서 채택한 쌀 환산가 기준이다. 본고에서 채택한 作錢價는 米 1

석=錢 5냥이다. 그런데 환곡 작전가는 米 1석=錢 3~3.5냥인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장용영의 수입을 다른 부문의 수입, 다른 관청의 재정과 비교하기 위하

여 당초 채택한 쌀 환산가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환곡 작전가와 비교하면 본고의

작전가는 쌀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전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단일 물종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채택한 조선시대 재정 연구가 지

닌 공통적인 한계이다.

158) 균역청으로 이전된 장용영 환곡 447,414석을 盡分하면 쌀 환산 이전 기준 44,741석

의 수입이 발생한다. 1802년의 쌀 환산가 기준 수입 42,081석을 이와 대비하면 장용

영 환곡의 곡물 환산가는 1석당 0.9석이다. 이렇게 되면 장용영은 환곡의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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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이 환곡을 운영하는 방식은 다른 관청들에 부담을 전가하

였다. 장용영은 다른 관청의 환곡 수입을 취득하다가 해당 환곡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환곡과 교환하였다.159) 부실

한 환곡을 다른 관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장용영은 수입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장용영이 환곡에서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려고 실시한 또 다른 조치는 모곡 징수를 연기하는 조치인 停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모곡은 곡물로 수납되어 작황에 따라 액수를 다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 연간 환곡 未捧額은 100~200만 석으로 전체

환곡의 10~20%는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虛留穀이었다.160) 정퇴는 환곡을 부실화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민인들

이 모곡을 完納할 수 없음을 인정한 구호 조치였다. 그런데 장용영

이 흉년에도 정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퇴할 분량은 다른

관청으로 떠넘겨졌다.161) 장용영은 흉년 중에도 수입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였지만 다른 관청은 허류곡을 더 많이 떠안게 되었다.

장용영의 다른 관청의 각종 수입을 이전받는 방식으로도 재정을

마련하였다. 다른 관청이 장용영에 수입을 이전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장용영에 인원을 이전하면서 급료까지 이전한 것이

다. 둘째, 장용영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입을 이전한 것이다. 이

쌀로 운영하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곡총편고≫에 기록된 장용영 환곡의 곡종은 대

부분 ‘各穀’이었고 쌀보다는 租와 小米가 많았다.

순조 연간에 壯營穀을 70만 석으로 언급한 논자들은 해당 환곡을 반분곡으로 바꾸

려고 하였다(≪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8월 25일; ≪承政院日記≫1853책, 순조

2년 5월 25일). 이는 장용영 환곡이 모두 진분곡이었거나 최소한 非半分穀이었음을

보여준다. 쌀 환산 이전 기준 70,000석의 수입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1802년 쌀

환산가 기준 수입과 대비하면 곡물 환산가는 1석당 0.6석이다. 환곡이 다양한 곡물

로 운영되었음을 고려하면 1802년의 장용영 환곡 수입은 장용영 자체 환곡 45만 석

이 아니라 다른 관청의 환곡까지 포함한 70만 석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59) ≪承政院日記≫1806책, 정조 23년 3월 21일.

160) 文湧植, 2000 앞 책, 198~203쪽.

161) ≪承政院日記≫1846책, 순조 1년 1월 28일. “他還上則値凶年, 有停捧災減之規, 而壯

營穀則不然, 故凶歲停減, 徒歸於各衙門之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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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액수 비율

內需司 3,700 14.5

平安道 3,120 12.3

訓鍊都監 2,888 11.4

慶尙道 2,700 10.6

禁軍 2,505 9.8

全羅道 1,833 7.2

禁衛營 1,514 5.9

水原府 1,500 5.9

御營廳 1,297 5.1

기타 4,390 17.3

계 25,446 100

렇게 확보된 수입은 장용영의 전체 수입에서 환곡에 버금가는 비중

을 차지하였다. <표 11>에서 이를 정리하였다.

<표 11> 장용영으로 이전된 타 관청 수입 내역(1802)

단위 : 쌀 환산 석

* 전거 :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壯勇營錢穀木布來歷及區處別單.

* 비고 : 위 별단에서 환곡 수입 제외. 각 道는 監營·兵營·水營을 모두 포함.

<표 1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내수사의 수입이 장용영에 흡수되

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용영의 재정을 내탕으로 마련하였다는 정

조의 언설과 부합한다. 또한 도성 3군영이 장용영에 수입을 이전한

것도 확인되는데 이 액수는 장용영에 이전된 인원의 급료 재원이었

다. 장용영으로 이전된 수입이 도성 3군영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3~4% 정도였다(<표 2> 참고).

장용영에 수입을 이전한 관청은 재정적 여유가 좁아지면서 환곡

분급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전되던 다른

관청의 재원이 고갈되는 경우에 있었다. 全羅右水營의 休番木 중 장

용영으로 보내야 할 액수는 몇 차례에 걸쳐 증가하였고 1799년에

들어서는 휴번목 비축분이 고갈되었다. 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수입

은 비변사 환곡을 새로운 재원으로 삼아 장용영에 계속 공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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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입

총액 비율

內需司·宮房 8,555 54.3

泥生地·京外各衙門 2,186 13.9

守禦廳 1,605 10.2

御營廳 800 5.1

買得 438 2.8

불명 2,158 16.0

계 15,742 100

다.162) 이는 관청들의 재정에 연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이외에 장용영은 둔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지속적인 둔전

확보 끝에 장용영은 1802년에 쌀 환산가 기준 약 16,000석의 둔전

수입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별표 1> 참고). 장용영 둔전은

買得하거나 量案에 泥生地로 기록된 토지를 개간하여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다른 관청의 토지를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12>에서 장용영 둔전의 출처와 그 수입을 정리하였다.

<표 12> 장용영 둔전 출처 및 수입(1802)

단위 : 쌀 환산 석

* 출전 :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壯勇營屯土區處別單.

* 비고 : 출처가 壯勇營, 壯勇外營으로 나온 것은 불명 처리.

<표 12>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내수사와 궁방들에서 이전된 둔전

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궁방전을 장용영에 이전한 것은 왕실재정을

공적으로 활용한다는 정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치였다. 장용영은

이렇게 이전받은 궁방전 계열 둔전에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다.163)

한편 수어청은 군병 급료로 할당된 재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장

162)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壯勇營錢穀木布來歷及區處別單. “己未, 因

湖南右水營休番木之罄竭無餘, 以本道所在備局軍作米耗條一千石, 每年劃給於該營, 作

錢上送於均廳, 以爲各樣木代錢。”

163)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壯勇營屯土區處別單. “以上, 以內司、餉

廳、壽進、明禮、毓祥宮, 及各宮房土地給代土, 移屬壯營, 又給價添買, 比摠收稅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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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액수 비율

환곡 42,082 50.5

타 관청에서

이전된 수입
25,446 30.6

둔전 15,742 18.9

계 83,270 100

용영에 소속 인원과 함께 둔전을 이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용영은

국왕의 비호를 받았기에 그 둔전이 民田을 침탈하는 등 문제가 발

생하더라도 해당 지방관이 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과도한 屯

稅를 징수, 屯民들을 대상으로 한 환곡 운영도 문제시되었다.164)

<표 13> 장용영 1년 수입(1802)

단위 : 쌀 환산 석

* 전거 :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장용영은 1802년에 폐지될 당시 <표 13>과 같은 규모의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장용영이 각 관청의 정규재정에 피

해를 입히지 않도록 왕실재정으로 경비를 마련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내수사의 재원이 장용영에 적지 않게 이전되었다. 하지만 장

용영 재정이 확대되면서 환곡이 급증하여 또 다른 재정문제를 야기

하였고 다른 관청들의 재정적 여유를 잠식하여 부담을 가중시킨 것

은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었다.

養兵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정조 연

간에 다시 군영을 신설하고 대규모 재정을 집적한 목적이 무엇이었

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장용영이 어떤 목적에 초점을 맞

추고 재정을 확보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각 군영

이 상시 유지한 장번·번상군의 규모와 각 군영의 수입 규모를 비교

164) 송찬섭, 2001 앞 논문, 103~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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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군영 복무 군병(A) 연간 수입(B) B/A

1802 壯勇營 2,508 83,270 33.2

1808

訓鍊都監 5,947 92,896 15.6

禁衛營 1,671 34,933 20.9

御營廳 1,935 36,888 19.1

하려고 한다. 군영에서 복무 중인 군병 1인 대비 수입을 산출한다면

장용영 재정이 다른 군영과 비교하였을 때 갖는 성격을 밝힐 수 있

을 것이다. 비교 대상은 장용영과 도성 3군영으로 한정하였다. 장용

영의 현황은 폐지가 결정된 1802년, 도성 3군영의 현황은 장용영에

이전된 인원과 재원이 복구된 1808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4> 장용영·도성 3군영에서 복무 중인 군병 수와 연간 수입165)

수입 단위 : 쌀 환산 석

* 전거 : 장용영 -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1월 23일; 9월 2일.

도성 3군영 - ≪萬機要覽≫ 財用篇 4, 別營; 軍政篇 2~3.

* 비고 : 정확한 복무 형태를 알 수 없는 각 鎭 소속 인원 제외.

<표 14>에 따르면 장용영이 도성 3군영보다 군병 1인당 연간 수

입 14~18석을 더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훈련도감과 비교하면

장용영이 상시 유지한 인원은 42%에 불과하였지만 연간 취득한 수

입은 90%에 가까웠다. 금위영·어영청과 비교하면 장용영이 상시 유

지한 인원은 130~150%였는데 연간 취득한 수입은 이를 훨씬 상회

165) <표 14>의 군병은 장번군과 연중 유지되는 번상군을 합산한 것이다. 각 진에 소

속된 인원은 복무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제외하였다. 금위영·어영청의 번상군은

鄕軍과 別破陣을 합친 것이다. 별파진은 매월 10명씩 번상한 것으로 확인된다(≪萬

機要覽≫ 軍政篇 3, 禁衛營·御營廳). 장용영 군병의 경우 내영은 연간 수입과 마찬가

지로 1802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외영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1798년을 기

준으로 하였다(<표 3> 참고). 장용영이 1년 동안 상시 유지한 번상군의 평균 인원

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영은 6개월 동안 127명의 번상군을 유지하였기 때문

에 1년 평균 63명을 유지하였다. 외영은 2개월 간 381명, 1개월 간 254명의 번상군

을 유지한 것으로 전제하고 계산한 결과 1년 평균 84명을 유지하였다(주74 참고).

훈련도감의 연간 수입은 훈련도감의 자체 財用과 호조 별영 지급분을 합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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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25~230%였다. 장용영 군병의 급료가 다른 군영보다 높았다면

병력 유지를 위하여 이 정도의 수입이 필요했을 수 있다. 하지만 장

용영 군병의 급료는 다른 군영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

다.166) 정조가 장용영의 재정운영으로 대규모 비축을 상정하였던 사

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장용영 재정이 군영 운영 이외의 용도로 활

용될 가능성은 매우 컸다.167)

장용영의 군영 유지비 외 지출이 확인되는 사례는 대부분 사도세

자 관련 사업이었다.168) 1792년에 장용영은 현륭원 火巢 안에 있던

民田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쌀 환산가로 8천 석에 해당하는 자금

을 京畿監營에 貸付하였다.169) 화소는 무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

된 지대인데 현륭원의 경우 화소 안의 민전을 매입하여 둔전을 운

영한 것이 확인된다.170)

가장 큰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 사도세자 관련 사업은 1794~1796

년에 진행된 화성 건설이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여러 관청들을

166) 장용영 폐지 후 훈련도감의 예비 인원으로 편성된 군병은 훈련도감 예산과 다른

경로로 급료를 계속 지급받았다. 馬兵의 급료는 말이 있는 경우 매월 쌀 10두와 콩

9두였고, 말이 없는 경우 매월 쌀 9두였다. 步軍의 급료는 매월 쌀 3두에서 9두까지

다양하였다(≪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各營移屬軍兵接濟次磨鍊別單).

이는 훈련도감이 마병과 보군에게 지급하는 급료와 차이가 없었다(≪萬機要覽≫ 軍

政篇 2, 訓鍊都監 軍料).

167) 선행 연구에서 본고와 같은 견해를 제기하였지만(이방섭, 2010 앞 논문, 68~72쪽),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본고는 해당 연구와 다른 방식으로 장용영과

5군영의 1년 수입을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는 錢 환산가를 단일 가치로 채택하였는

데 환곡 수입을 단일 가치로 환산하지 못하여 장용영의 1년 수입을 과소 추정하였

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인용한 5군영의 1년 수입 추정치도 본고와 산출 방식이 달

라서 차이를 보인다. 둘째, 본고는 장용영과 도성 3군영으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여

비용 지급이 필요한 군병 수와 1년 수입을 검토하여 장용영이 실병력에 비하여 과

대한 재정을 운영하였음을 증명하였다.

168) 장용영 재정의 용처를 다룬 선행 연구로는 화성 관련 사업을 정리한 것(이방섭,

2010 앞 논문, 73~78쪽), 둔전 매입 사례를 정리한 것(송찬섭, 2001 앞 논문)이 있다.

장용영 재정의 주요 용처는 대부분 이들 연구에서 밝힌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작성하

였다.

169) ≪正祖實錄≫권34, 정조 16년 윤4월 7일.

170) ≪備邊司謄錄≫225책, 헌종 3년 4월 11일. “水原府留守徐有榘所啓, 顯隆園遷奉後火

巢內民田, 給價買取, 每年稅入, 儲置筦千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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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총상환액 연평균 상환액 상환기간

禁衛營 14,080 1,564 1795~1803(9년)
御營廳 12,600 1,575 1795~1802(8년)
慶尙監營 10,000 1,000 1795~1804(10년)
平安監營 4,520 452 1795~1804(10년)
4營門 3,600 72 1796~1800(5년)
宣惠廳 2,000 200 1795~1804(10년)
各道 1,200 1,200 1795(1년)

戶曹 1,000 100 1795~1804(10년)
統營 1,000 100 1795~1804(10년)
계 50,000

통하여 마련되었는데 그 조달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별도

의 償還 계획 없이 화성에 지급한 것이다. 둘째, 수년에 걸쳐 원금

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화성에 대부한 것이다.

화성 건설 자금은 쌀 환산가 기준 175,000석이었는데 그 중 72%

는 상환을 전제한 대부를 통하여 충당되었다. 화성이 다른 관청들로

부터 대부받은 자금은 총 126,000석이었는데 그 중 균역청 자금이 6

만 석, 장용영 자금이 5만 석이었다.171) 장용영은 화성 건설 대부금

의 40%를 조달하였고 이 금액을 여러 관청들로부터 최장 10년에 걸

쳐 회수하기로 하였다.172) <표 15>에서 그 내역을 정리하였다.

<표 15> 장용영이 화성에 貸付한 금액을

다른 관청이 償還하기로 한 내역

단위 : 쌀 환산 석

* 전거 : ≪華城城役儀軌≫권5, <財用 上> 區劃.

<표 15>에 따르면 장용영이 화성에 대부한 자금의 회수는 1804

171) ≪華城城役儀軌≫권5, <財用 上> 區劃.

172) 금위영·어영청이 장용영이 화성에 대부한 자금을 상환하던 것은 장용영 폐지 이후

훈련도감으로 이전된 인원의 부양에 활용되었다. 이는 화성 대부금의 상환이 집행되

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各營移屬軍兵

接濟次磨鍊別單. “自今年以壯營餘存米木錢, 準數移劃於戶曹, 禁御兩營壬戌癸亥停番錢

二萬三千四百兩, 以城役錢充報次劃送壯營者, 一體添劃於戶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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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완료될 예정이었다. 대부분은 금위영·어영청이 상환하기로 하

였다. 두 군영은 화성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부 번상군의

번상을 정지하고 그들에게 停番錢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자

금은 화성 건설의 자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용영이 화성에 대

부한 금액의 상환에도 투입되었다. 장용영은 10년 동안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5만 석을 화성에 투입하였다. 장용영이 금위

영·어영청의 1년 총수입보다도 많은 자금을 일거에 투입할 수 있었

던 점은 그 재정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1795년에 실시된 ‘乙卯園行’에도 장용영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

었다. 정조는 그해 還甲을 맞은 生母 惠敬宮과 함께 현륭원을 방문

하였다. 을묘원행의 제반 과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整理所는

쌀 환산가 기준 약 2만여 석을 예산으로 책정하였다. 그 중 14,000

석은 장용영으로부터 대부받은 것이었고 행차 종료 후 賑恤廳이 그

만큼을 장용영에 상환하였다.173)

화성 건설 이후 장용영의 지출은 주로 둔전 매입을 위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인다. 1796년 내영 번상군이 추가된 광주·용인·안산·

시흥·과천에 둔전을 설치하기 위하여 쌀 환산가 기준 총 4천 석이

지급되었다.174) 또한 <壯勇營屯土區處別單>에서 출처가 매득 또는

장용영으로 기록된 둔전을 조성한 것, 다른 관청들의 토지를 이전받

아 조성된 둔전에 토지를 추가 매입한 것은 장용영의 여유자금이

투입된 부분으로 추측된다.

정조는 현륭원 수호를 명분 삼아 정치적 거점인 화성을 육성하였

다. 하지만 화성 개발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은 앞서 인용한 권유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후 문제제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796년에 奉

朝賀 金鍾秀는 전라·충청도에서 화성을 秦의 축성에 비유하는 소문

173) 鄭崇敎, 1996 <正祖代 乙卯園行의 재정 운영과 整理穀 마련> ≪韓國學報≫82,

150~151쪽.

174) 송찬섭, 2001 앞 논문,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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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전하였다.175) 화성 완공 이후인 1798년에 獻納 任長源은

국왕이 孝心 때문에 과대한 토목사업을 실시하였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176) 화성 개발은 국왕과 소수 측근이 주도하는 가운데

신료들 전반의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장용영은 다른 관청들의 재정적 희생을 통하여 거대한 규모의 재

정을 조성하였고. 군영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은 대부분 사도세자

관련 사업에 투입하였다. 하지만 기존 군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과 중앙 재정기구가 직면한 재정난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정조 사후

국가재정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용영은 폐지되었고

그 재원은 대부분 중앙 재정기구로 이전되었다. 이는 급격한 변화였

지만 중앙 재정기구와 민인이 직면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우선이

라는 신료들 전반의 공감대 속에서 큰 저항 없이 진행되었다.

175) ≪正祖實錄≫권45, 정조 20년 7월 2일. “近自湖南, 一種凶論, 播傳湖西, 敢以五條罔

極之誣, 隱然歸之於不敢言之地。其一曰, 秦之築城。其二曰, 漢之賣官。其三曰, 隋之

奢侈。其四曰, 唐之女謁。其五, 卽典禮間事。”

176) ≪正祖實錄≫권49, 정조 22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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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朝鮮後期 중앙군은 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 등 도성 3군영과 경기

지역의 守禦廳·摠戎廳 등 5군영으로 정비되었다. 5군영 유지에는 막

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도성 일대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5군영 개편

논의는 100년 가까이 이어졌다. 正祖 연간에 들어서 5군영을 포함한

중앙군 개편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방법은 5군영 개편 논의에서

요구되던 것처럼 군영을 통폐합하거나 급료병을 대폭 감축한 것이

아니라 국왕 친위군영인 壯勇營을 신설한 것이었다.

장용영의 군사적 역할은 다른 군영보다도 국왕 호위에 집중되었

다. 그 前身은 정조가 신변 안전을 도모하고자 신설한 호위기구였

다. 정조는 宿衛에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역적이라는 논리로 국왕이

주도하는 새로운 군사기구를 향한 비판을 차단하였다. 장용영은 도

성과 수원에 이원적인 조직을 갖춘 대규모 군영으로 확대되었지만

그 임무는 평시 闕內 경비와 華城·顯隆園 행차시 국왕 호위 정도로

제한되었다. 장용영은 思悼世子 追崇과 국왕의 신변 안전 강화를 추

구한 정조의 특수한 입장에 충실하게 운영되었다.

장용영이 기존 군영만큼 확대되는 과정에서 5군영에 일어난 변화

는 상이하였다. 수어청·총융청은 대폭 축소되었고 많은 병력을 장용

영에 이관하였다. 많은 유지비가 필요한 도성 3군영은 소폭 축소되

는 것에 그쳤다. 도성을 수비하고 대부분의 국왕 행차를 호위한 것

은 여전히 훈련도감이었다. 재정 절감을 위한 5군영 개편 논의의 핵

심은 훈련도감 減軍과 금위영·어영청 개편이었지만 이는 달성되지

않았다.

군영 신설은 재정 부담과 직결되어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

이었다. 따라서 정조는 戶曹와 宣惠廳 등 중앙 재정기구와 무관하게



- 61 -

內帑을 통하여 장용영 재정을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장용영이 기존 군영과 대등한 규모로 확대된 이후 왕실재정만으로

는 경비를 충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장용영은 조선후기 중앙재

정의 활로였던 평안도 재정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平安監司를 역임

한 인물들이 餉色提調와 水原留守로 임명되었고, 장용영 고위 將官

을 역임한 인물들이 平安兵使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평안도는 장용

영의 전체 수입의 약 4분의 1을 공급하는 창구가 되었다.

1802년 폐지 당시 확인되는 장용영의 1년 수입은 쌀 환산가 기준

약 83,000석이었다. 이는 군영으로서는 훈련도감의 1년 수입에 버금

가는 규모이자 호조의 1년 田稅 수입에 가까운 규모였다. 장용영은

환곡과 둔전을 경영하고 다른 관청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이전받

음으로써 이와 같은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였다. 장용영은 이렇게 마

련한 재정을 바탕으로 현륭원 조성, 화성 건설 등 사업에 대규모 자

금을 貸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은 사도세자의 권위를 높이고

정조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장용영이 대규모 재정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賦稅인 盡分穀이 급

증하였다. 특히 환곡이 집중된 평안·황해도에서는 정조 말년에 연이

어 문제가 보고되었다. 정조는 이 무렵에 장용영이 宮房처럼 되었다

고 토로하였다. 신료들은 일부 국왕 측근을 제외하면 정파를 막론하

고 장용영 운영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조 사후

장용영 폐지는 국왕 친위기구 육성보다 재정난 타개가 시급한 과제

라는 신료들 전반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정조는 오랜 현안이었던 5군영 개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수어청·총융청 통합이 무산된 이후 정조 연간에 추진된 중앙

군 개편의 핵심은 새로운 군영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 제

도를 대체하지 않으면서 국왕의 입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었

다. 기존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대규모 조직이 운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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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연간 국가재정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이는 특히 지방민의 부담

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장용영은 군영으로 확대된 이후에도 군사적 역할은 제한되어 당

시 중앙군의 핵심인 훈련도감을 거의 대체하지 못하였다. 대신 장용

영의 역할로 돋보이는 것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재정기구였다. 장용

영에 집적된 재정은 국왕과 소수 측근이 주도하여 중앙 재정기구의

통제 밖에 있었다. 따라서 장용영은 조선후기에 만성화된 군사적,

재정적 문제를 남겨둔 가운데 국왕이 주도하는 군영이자 재정기구

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본고는 장용영의 편제와 재정운영의 전반적 구조, 장용영이 기존

군영 및 재정기구와 가진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는 장용영을

통하여 정조 연간 중앙군과 중앙재정을 파악해보려는 시도였다. 장

용영이 정조 연간에 수행한 군사적 활동, 일반지출을 포함한 장용영

의 재정운영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중앙군과

중앙재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군영과 재정기구의 구

조와 동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진척할 과

제로 삼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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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귀속처 道 郡縣/屯名 수입

守禦廳 廣州府

全羅 扶安·古阜 320

慶尙 固城 105

慶尙 金海 160

慶尙 昌原 40

江原 橫城 420

江原 洪川 560

御營廳 御營廳 黃海 於支 800

壯勇營 均役廳

京畿 振威 136

京畿 陰竹 75

京畿 漣川 80

京畿 始興 40

內需司·宮房 內需司

黃海 鳳山 4,600

黃海 黃州 60

黃海 瓮津 171

平安 安州 200

平安 博川 800

全羅 長興 1,000

平安 定州 800

京畿 振威 225

京畿 高陽 60

京畿 金浦 40

京畿 砥平 281

京畿 楊根 91

京畿 加平 120

京畿 箭串 3

京畿 興德洞 100

京畿 桃楮洞 4

全羅 鷰谷寺

買得 水原府 京畿 水原 199

<별표 1> 장용영 둔전 출처별 소재 및 수입(1802)

단위 : 쌀 환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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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 安山 36

京畿 始興 56

京畿 龍仁 50

鷺梁鎭 京畿 果川 57

拜峯牧場 京畿 拜峯 40

泥生地

京外各衙門
均役廳

黃海 長淵 120

京畿 廣州 120

平安 嘉山 280

平安 古城 300

平安 永柔 12

忠淸 公州 160

京畿 伊川 335

平安 龍岡 200

京畿 陰竹 416

京畿 坡州 243

壯勇外營 水原府

黃海 柳川·平山·信川 286

慶尙 長水寺 40

京畿 大有屯 345

京畿 戊午買畓 36

京畿 火巢內 420

忠淸 連山 200

忠淸 平薪 500

* 전거 :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9월 2일, 壯勇營屯土區處別單.

* 비고 : 鷰谷寺가 납부한 白紙 700권은 쌀로 환산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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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iz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of Jangyongyŏng

Bang, Beomseo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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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yongyŏng, the central military camp which was founded and

managed under the leadership from King Chŏngjo (b. 1752~1800,

r. 1776~1800), played two essential roles; one was as the royal

guard office, and the other was as a financial institution. This

thesis scrutinizes the dual roles of Jangyongyŏng by comparing

with those of conventional military camps and other financial in-

stitutions and examines its influence.

In seventeenth century, the main central forces of later period

of Chosŏn became established as five camps: Hullyŏntogam,

Kŭmwiyŏng and Ŏyŏngchŏng which were three camps in the

capital, and Suŏchŏng and Chongyungchŏng which were camps in

Kyŏnggi province. There had been a continuous argument for al-

most a century to reduce the organization of these camps be-

cause of the excessive cost of maintenance of those camps. King

Chŏngjo planned to merge Chongyungchŏng into Suŏchŏng with

the purpose of reforming the five camps, but his plan fou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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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policy regarding military during King Chŏngjo’s reign

then focused on founding a new royal guard institution and ex-

panding it to a military camp. Supported by this policy,

Jangyongyŏng was promoted while the opposition to it was iden-

tified as the conspiracy against the king.

Jangyongyŏng was established as a royal guard institution in

1783 and enlarged to a military camp in 1788. In 1793, it was

divided into two parts ―the inner camp in the capital and the

outer camp in Suwŏn― and became a huge organization with al-

most twenty thousand members, which seemed to be far from

the earlier argument to reduce the central forces. While

Jangyongyŏng was expanding, Suŏchŏng and Chongyungchŏng

were reduced drastically. However, the capital camps were not

reduced significantly despite the required high budget. While

Hullyŏntogam, the core of central forces, maintained its military

roles, Jangyongyŏng concentrated on guarding the inner part of

royal palace and performing the missions related to the Crown

Prince Sado (b. 1735~1762), King Chŏngjo’s biological father.

Founding a new military camp inevitably led to the fiscal

issues. Although earlier Jangyongyŏng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royal court, eventually it required much more revenue

than before after becoming a military camp. Jangyongyŏng finan-

cially depended on Pyŏngan province, the last resort of central

finance to secure their revenue. There were multiple appointments

showing the evident relationship between Jangyongyŏng and

Pyŏngan province: the governor of Pyŏngan province (Pyŏngan

gamsa), as the financial director of Jangyongyŏng (hyangs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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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jo) or the magistrate of Suwŏn (Suwŏn yusu); the military

commander of Pyŏngan province (Pyŏngan byŏngsa) was ap-

pointed as the cavalry captain of Jangyongyŏng (sŏngi byŏljang)

and vice versa. Jangyongyŏng easily acquired its required rev-

enue from Pyŏngan province through above appointments.

However, the problems of hwangok and tunjŏn in that region

were reported, as a side effect.

The yearly revenue of Jangyongyŏng according to the financial

documents written in 1802 was estimated to be 83,000 sŏk in the

value of rice. This scale of revenue of Jangyongyŏng was second

to that of Hullyŏntogam among military camps, and close to the

land tax revenue of Hojo, the head ministry of finance.

Jangyongyŏng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managing hwangok

and tunjŏn, and procurements from other institutions. Excess rev-

enue was transferred to support the large-scale projects to revere

the Crown Prince Sado, such as constructing his tomb or

Hwasŏng castle. However, both the accumulation of massive fi-

nance and the projects whi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Jangyongyŏng could not garner a wide range of support among

the vassals.

With the conventional system and its problems remaining,

Jangyongyŏng was enlarged to a size of original military camps.

The outcome was reinforced King’s power and aggravated chron-

ic problems of the national finance and burdens of people. King

Chŏngjo also understood the serious problems incurred by

Jangyongyŏng. Nonetheless, Jangyongyŏng continued performing

its role as a military camp and a financial institution to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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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ng. After King Chŏngjo’s death, his vassals agreed to the

revocation of Jangyongyŏng to resolve the urgent financial

problems. As a result, Jangyongyŏng was abolished in 1802

without strong resistance.

Keywords: Jangyongyŏng, central forces, five military camps, fi-

nancial apparatus, King Chŏngjo, Pyŏngan province

Student Number: 2012-2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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