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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갑오개혁 전후 관제 변화와 主事職

  본 논문은 1880년부터 1907년까지 존속했던 관직인 主事의 성격

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관제가 유지되는 갑오개혁 이전 主事

는 낭청의 성격을 지닌 임시 관직이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主事는 

모든 관부의 실무 관직이 되면서 기존 구성원을 일률적으로 재편하

는 성격을 지닌 관직으로 변화했다.

  1880년대 개화 정책을 담당할 신설 관청이 설치되었고, 각 관청

의 실무 관직으로 主事가 등장했다. 이 당시 主事는 조선시대 낭청

에서 비롯되었는데, 낭청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관원을 

임시로 차출한 관직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主事의 특징은 조선시

대 낭청에게서 확인되는 특징과 유사했다. 조선시대 낭청과 같이 主

事로 임명된 사람의 품계는 다양했다. 각 관청은 낭청을 차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主事를 선발할 수 있었으며, 主事의 정원도 정해

져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낭청과 主事는 임명 대상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낭

청이 기존 관원만을 임명 대상으로 삼았다면, 主事의 임명 대상은 

관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직·간접

적인 경로를 통해 신학문을 익혔는데, 외국 유학생이거나 동문학·육

영공원 같은 신식 학교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었다. 조선 정부는 主

事의 임명 대상을 관원 이외에 사람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신학문을 

익힌 사람들을 수월하게 관원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의 

관제와 科擧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본질적인 제도 변화나 새로운 관원 선발 기준

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개화 정책이 퇴조를 보이는 



1887년 이후, 主事는 기존의 낭청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갑오개혁 이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관제가 8아문 관제로 확

대됨에 따라 主事가 모든 관부의 실무 관직으로 배치되었다. 관제 

변화의 결과, 조선 시대 다양하게 나뉘어 있던 실무 관직은 主事라

는 하나의 관직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경아전을 계승한 

雇員과 정규 관직인 主事의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主

事가 일부 경아전까지 포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경아

전 중 일부를 主事로 선발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主事의 임명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탁지아문은 호조를 비롯한 조선시대 재정 관련 관청들이 모두 

편입되었다. 갑오개혁 직후 탁지아문의 主事로 임명되었던 사람은 

호조와 속아문의 참하관뿐 아니라 호조에서 근무했던 計士와 書吏

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갑오개혁 이전에는 主事라는 관직을 통해 

신진 관원을 수용하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면, 갑오개혁 이후 主

事는 기존 구성원을 일률적으로 재편했던 것이다.

주요어 : 주사(主事), 낭청(郎廳), 경아전(京衙前), 갑오개혁(甲午改

革),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탁지부(度支部)

학 번 : 2016-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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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세기 후반 조선은 서구 열강 및 일본의 접근으로 새로운 국제 

환경에 놓이게 되었으며, 기존 체제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며, 갑오개혁으로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

를 이루었다. 이 시기 조선 정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지점

이 관제의 변화이다. 관제는 관원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기본적인 틀

이다. 그러므로 관제가 변화함에 따라 관원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자

질이 달라지는데, 이는 개혁의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갑오개혁 전후에 진행되었던 관제 변화 과정에서 주목되는 관직

은 하위 실무직인 主事이다. 개화 지식인이었던 兪吉濬과 尹致昊, 

《皇城新聞》을 창간한 南宮檍과 柳瑾, 개성의 유학자 金澤榮까지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主事라는 관직으로 출사했다. 이들의 사상과 

이념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삶의 행적 역시 판이했다. 하지만 

1880년 이후 주요 인물이 主事라는 관직을 통해 관료사회에 나왔다

면, 主事는 관료제도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줄 수 있는 매개라고 생각

한다. 이에 조선의 관제가 유지되던 갑오개혁 이전 主事와 새로운 

관제가 규정된 갑오개혁 이후 主事의 차이를 밝히고, 시기별 특징과 

모집단, 충원 방식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主事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1880년부터 갑오개혁까지 관제 

변화와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선, 통리기무아문, 통리

교섭통상사무아문, 통리군국사무아문, 내무부와 기기국, 제중원 등 

신설 관청의 설립 배경과 역할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있었다.1)

1) 全海宗, 1962〈統理機務衙門 設置의 經緯에 대하여〉《歷史學報》17·18, 歷史

學會; 李光麟, 1989〈統理機務衙門의 組織과 機能〉《開化派와 開化思想硏究》, 

一潮閣; 田美蘭, 1990〈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關한 硏究〉《梨大史苑》

24·25, 이대사학회; 김수암, 2000〈세계관 충돌과 1880년대 조선의 근대외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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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들을 통해 개화 정책을 수행하는 관청들의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되었다.

  1880년대 관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대적 관제 개혁으로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이

다.2) 1880년부터 갑오개혁까지 제도 변화 과정을 근대적인 관제로

의 개혁 과정으로 설정하고, 신설 관부의 특징 중 근대적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찾아내려고 했다. 또한, 신설 관부에서 근무했던 사람

들을 근대 관료의 모태라고 보고 그 동태를 파악하려고 했다. 두 번

째는 관제 변화 과정을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해 이해하려는 관점이

다.3) 국왕, 민씨 척족, 개화파가 국정을 주도하려는 목적에서 신설 

관부의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다고 보았으며, 의정부 같은 기존의 

관료기구와 신설 관부 사이의 역학관계를 해명하고자 했다. 

  위 연구들은 1880년대 관제 변화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主事라는 관직을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도 있다. 

첫 번째 관점의 연구는 근대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골라내어 

설명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관제가 유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

했다. 두 번째 관점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위 정치 세력에 관심을 

도 수용 : 외무부서를 중심으로〉《韓國政治學會報》34-2, 한국정치학회; 한철

호, 2009〈통리군국사무아문의 조직과 운영(1882~1884)〉《한국 근대 개화파

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한철호, 2009〈내무부의 조직과 기능(1885~189

4)〉《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金正起, 1978〈1880年代 機

器局·機器廠의 設置〉《韓國學報》, 일지사; 李光麟, 1986〈「濟衆院」硏究〉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신동원, 1995〈公立醫院 濟衆院, 

1885-1894〉《韓國文化》16,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2) 김필동, 1992〈갑오경장 이전 조선의 근대적 관제 개혁의 추이와 새로운 관료 

기구의 성격〉《한국의 사회제도와 농촌사회의 변동》, 문학과 지성사; 김필동, 

1996〈한국 근대 관료의 초기 형성 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1881~1894〉《한

국의 사회제도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3) 殷丁泰, 1998〈高宗親政 이후 政治體制 改革과 政治勢力의 動向〉《韓國史論》

40,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李美愛, 2000〈1880~1884년 富强政策推

進機構와 議政府〉《韓國史論》44,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구선희, 

2002〈개항기 관제개혁을 통해본 권력구조의 변화〉《韓國史學報》12, 高麗史

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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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기 때문에 하위직인 主事를 다루지 않았다.

  한편,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관제를 다루는 연구 역시 主事라는 

관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갑오개혁기 관제 변화를 다룬 연구는 

새롭게 조직된 8아문과 7부의 관제, 관품의 간소화, 局 체제의 확립 

등 변화된 제도에서 근대적인 요소를 소개하는 정도였다.4) 갑오개

혁 이후 국왕권의 변동과 연결 지어 궁내부를 비롯한 국왕 관련 기

구의 변화상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으며,5) 중추원, 경무청 같

이 갑오개혁 이후 새로운 역할과 지위가 부여된 특정 관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6)

  갑오개혁 이후 主事라는 관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아

직 없으나, 한말 관료의 성격을 분석하려 시도한 연구가 있어 주목

된다.7) 이 연구는 대부분의 한말 관료가 主事를 통해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확인했으며, 관료의 나이, 신분, 자질 등을 정리했

다. 이를 통해 主事를 역임한 사람들의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1903년에서 1910년 사이에 작성된 관원들

의 이력서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갑오개혁 전후의 구체적인 변화

를 보여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당시 관료들이 자신의 이력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관원의 성격에 대한 

전모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金雲泰, 1967《朝鮮王朝 行政史》, 一潮閣; 愼鏞厦, 1996〈1894년 갑오개혁의 

사회사〉《한국의 사회제도와 사회변동》, 한국사회사학회. 

5) 柳永益, 1990〈軍國機務處 議案의 分析〉《甲午更張硏究》, 一潮閣; 徐榮姬, 

1990〈1894~1904년의 政治體制 變動과 宮內府〉《韓國史論》23,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왕현종, 1996〈甲午改革期 官制改革과 官僚制度의 變化〉

《國史館論叢》68, 국사편찬위회; 홍문기, 2006〈갑오개혁 이후 비서기관의 변

천과 군주권〉《韓國史論》52,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史學科. 

6) 이방원, 2010《한말 정치변동과 중추원》, 혜안; 차선혜, 1996〈대한제국기 경

찰제도의 변화와 성격〉《역사와현실》19, 한국역사연구회; 孫榮祥 2007〈갑오

개혁 이후 近代的 警察 制度의 정립과 운영〉《韓國史論 53, 서울大學校 人文大

學 國史學科; 伊藤俊介, 2010《甲午改革期警察機構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7) 金泳謨, 1972《韓末支配層硏究》, 韓國文化硏究所(《朝鮮支配層硏究》, 一潮閣

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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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에 개항기 조선의 외교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외무 부

서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외무아문의 主事가 다루어졌다.8) 외

무 부서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主事에 임명된 사람, 主事의 역할

과 근무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참고된다. 

  이상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主事라는 관직의 변화상을 그

려보고자 한다. 먼저 갑오개혁 전후 主事의 달라지는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시기별로 主事라는 관직에 충원하고자 했던 사

람들과 그 충원 방식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갑오개혁 직

후 主事의 임명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실제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

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主事라는 관직이 갖는 의미를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1880년

대 새롭게 등장하는 主事의 기본적인 성격이 조선시대 관제와 어떤 

관계에서 규정된 것인지를 밝히고, 그 의미와 한계를 다룬다. 2장에

서는 갑오개혁기 관제 변화 과정과 새로운 관제에서 主事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또한 과거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관원 

선발 방식이 도입된 상황에서 실제 主事가 어떤 방식으로 충원되었

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갑오개혁 이후 主事의 임명 

사례를 정리할 것이다.

8) 森 万佑子, 2017《朝鮮外交の近代―宗属関係から大韓帝国へ―》, 名古屋大学出版

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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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갑오개혁 이전 主事의 성격과 선발 대상

1. 신설 관부의 등장과 主事의 성격

  主事는 1880년 12월에 설치된 統理機務衙門의 실무 관직으로 처

음 등장했다.9) 이후 통리기무아문을 계승하여 설치된 統理交涉通商

事務衙門(이하 교섭아문), 統理軍國事務衙門(이하 군국아문), 內務府

(내아문)와 博文局, 濟衆院, 轉報局과 같은 관청에서도 主事와 副主

事가 실무 관직으로 배치되었다. 통리기무아문은 개항 후 새롭게 대

두된 외교 현안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10) 임오군란 이후에는 

外務와 內務를 나누어 각각 교섭아문과 군국아문으로 분화되었

다.11) 갑신정변의 여파로 군국아문이 폐지되자 내무부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이어나갔다.12) 이후 교섭아문은 조약·통상 등 외교 문제

를 담당하는 외무 부서로 자리매김했으며, 내무부는 분야별로 시행

되는 개화 정책을 수행하는 중심 관부가 되었다. 또한 두 아문은 개

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하위 관청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

런데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이후에 새롭게 창설된 관청에서는 督

辦, 協辦, 會辦, 幫辦, 主事 등 새로운 관직 이름이 사용되었다. 

9) 主事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되던 관직명이었다. 처음에는 漢나라 光祿勳에 

소속된 관직이었는데, 그 후 여러 중국 왕조에서 사용되었다. 청나라의 主事는 

내무부와 6부 등에 소속된 정6품 관직이었다. 조선 전기에도 主事라는 관직은 

존재했다. 조선이 건국되고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하면서 六曹의 정7품 관원을 2

명 두었는데, 이를 主事라고 불렸다.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28일.) 

그러나 곧 六曹의 主事는 없어졌다. (《太祖實錄》 권7, 태조 4년 2월 13일.) 

이후, 詹事院에 主事를 두기도 했다. (《世宗實錄》 권97 24년 7월 28일.) 

10) 全海宗, 1962 앞 논문; 李光麟, 1989 앞 논문.

11) 田美蘭, 1990 앞 논문; 김수암, 2000 앞 논문. ; 한철호, 2009 앞 책. 

12) 한철호, 2009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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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아문·관청(설치시기) 당상 낭청

통리기무아문 (1880.12)
總理統理機務衙門事

經理統理機務衙門事

主事

副主事

군국아문 (1882.12) 督辦 協辦 參議 主事

교섭아문 (1882.12) 督辦 協辦 參議 主事

박문국 (1883.7 / 1885.3) 主事 司事

광혜원 → 제중원 (1885.3) 主事

내무부 (1885.6) 督辦 協辦 參議 主事, 副主事

전보국 (1887.3)

→전우총국 (1893.8)
總辦 會辦 幫辦 主事

광무국 (1887.4) 總辦 會辦 幫辦 主事

전운서(전운국) 總務官 郞廳 → 主事, 委員

[표 1] 1880년대 신설 관청과 소속 관직

  1880년대 主事가 배치된 신설 관청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각 관청의 위상과 관원의 구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통

리기무아문은 정1품 아문으로 설치되었고, 비변사와 의정부의 규례

를 따르도록 했다.13) 군국아문과 내무부의 규례도 의정부의 규례와 

같이 정해졌다.14) 당상으로는 督辦, 協辦, 參議가 있었으며, 낭청으

로는 主事와 副主事가 있었다. 교섭아문의 지위는 명확하게 규정되

지 않았으나 내무부와 짝하여 외아문으로 불리었다. 교섭아문의 관

원 구성은 副主事를 따로 두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군국아문이나 

내무부와 같았다.

  그 외 관청은 하위 관청으로서 교섭아문이나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제중원과 박문국은 교섭아문이 직접 관할하는 관청이었으

13) 《備邊司謄錄》261책, 고종 17년 12월 20일. “新設衙門節目 (...) 一, 新衙門總

領中外軍國機務, 則體貌迥別, 以正一品衙門磨鍊大臣中總理, 而節制視務, 與議政

府一例爲之, 以總理統理機務衙門事, 下批爲白齊.”; 《承政院日記》2883책, 고종 

18년 1월 17일. “宗正卿李載兢疏曰, 伏以臣於床玆呻囈之中, 伏奉統理機務衙門堂

上特授之恩. (...) 且臣父爲總理大臣, 前者備局, 與今政府時相之子, 竝不得居其堂

上, 是衙新置, 與彼一揆, 則今臣所叨之銜, 當爲引避, 非創例也, 寔故規也.”

14) 《備邊司謄錄》263책, 고종 19년 12월 12일. “統理軍國事務衙門新設節目 一, 

衙門體統, 一依政府例爲之爲白齊”; 《備邊司謄錄》266책, 고종 22년 6월 9일. 

“內務府新設節目 一, 衙門體統, 一依政府例爲之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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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5) 전보국과 광무국은 내무부의 감독을 받았다.16) 제중원과 박문

국은 관청의 長으로 당상을 두고 있었으나, 새로운 관직명이 사용되

지 않았다.17) 반면 전보국과 鑛務局의 당상은 總辦, 會辦, 幫辦으로 

불리었다. 轉運署는 처음부터 관청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내무

부가 새로 사들인 화륜선으로 공물을 운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독할 총무관과 낭청, 위원을 뽑아서 파견했다.18) 이후 전운서가 

설치되면서 앞서 파견된 총무관과 낭청, 위원을 소속시켰고, 이때 

전운 낭청을 主事로 고쳐 임명했다.19) 각 관청의 위상과 관원 구성

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무 관직은 모두 主事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신설 관청의 主事로 임명된 사람은 전통적인 관직을 맡기보다 다른 

신설 관청으로 옮겨 근무하거나 해당 관청에서 승진하는 경우가 많

았다.20)

  처음에 主事는 통리기무아문의 낭청 중에서 참상관 이상을 부르

15) 《高宗實錄》권22, 고종 22년 2월 29일; 《高宗實錄》권22, 고종 22년 3월 

28일. 

16) 한철호, 2009 앞 책, 238~242쪽. 

17) 제중원의 책임자로서 당상을 둔 것은 확실하지만, 새로운 관직 이름이 사용되

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처음 광혜원이 설치되었을 때, 당상과 낭청을 모두 

차출하도록 했다. (《高宗實錄》권22, 고종 22년 2월 29일) 또한, 알렌이 기록

한 광혜원의 규칙에도 ‘commissioner’과 ‘official’이 조선 관리 중에서 임명되

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金源模 역, 1991《알렌의 日記》, 檀國大學校 出版部) 

하지만 제중원 관원들을 시상할 때, 김윤식은 ‘督辦交涉通商事務’라는 직함을 갖

고 있었다. (《承政院日記》2948책, 고종 23년 5월 13일) 이는 김윤식이 교섭

아문의 독판으로 제중원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제중원의 당상을 지칭하는 특별

한 관직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박문국의 당상에 대한 정확한 규

정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제중원과 함께 교섭아문의 지휘를 받았다는 점에서 

박문국의 조직도 제중원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承政院日記》2950책, 고종 23년 7월 15일. “又以內務府言啓曰, 本府工作司

所購輪船, 今已來泊仁川港矣. 各道貢賦, 使之轉運, 而不可無句管之員. 官號以總務

官爲稱, 堂上中備擬, 而同副承旨洪鍾永差下, 令該曹口傳下批, 仍兼轉運御史, 量其

各道各邑程里遠近, 事勢難易, 凡可以應行者, 務從便宜, 預先知委, 轉輸裝載之際, 

毋至貽弊於民邑, 而顧今秋序已屆, 不宜曠日遲淹. 一體申飭, 斯速發船, 先以此意, 

三懸鈴行會於各道道臣,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2951책, 고종 23년 8

월 11일. 

19) 《承政院日記》 3040책, 고종 30년 11월 5일. “轉運郞廳, 改以主事下批, 無礙

遷轉事, 分付銓曹.”

20) 森 万佑子, 2017 앞 책,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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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었다.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을 때, 主事의 임명 원칙과 

위상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당상은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經理統理機務衙門事로 뽑아 임명

하고, 낭청은 文官·蔭官·武官에 구애받지 않고 정해진 인원 없이 뽑

되, 참상 이상은 主事로 임명하고 참하 이하는 副主事로 임명한

다.21)

낭청은 郎官과 같은 뜻으로 六曹의 正郞과 佐郞을 이르는 말이면서, 

넓은 의미에서 각 관청의 당하관 이하 모든 관원을 지칭했다.22) 하

지만 위 사료에서 낭청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차

출된 관원을 말하는 것이다. 비변사의 낭청과 권설아문인 都監의 낭

청이 유사한 사례이다. 즉, 처음에 통리기무아문의 主事는 文官·蔭

官·武官을 모두 포함한 현직 관원 중에서 차출하여 임명하는 관직이

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主事는 전통적인 낭청의 특징을 갖고 있

었다. 

  본 논문에서는 교섭아문과 내무부의 主事로 임명되었던 사람들을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主事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主事가 배치되었던 신설 관청 중에는 짧은 기간에 설치와 폐지를 

반복했거나, 서로 다른 관청이 갑자기 통합되는 등 여러 변화를 겪

은 관청이 많았다. 하지만 교섭아문과 내무부는 한 번 설치된 이후

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교섭아문은 1883년에 설치되어 갑오

21) 《備邊司謄錄》263책, 고종 17년 12월 20일. “新設衙門節目 (...) 一, 堂上不拘

員數差下, 以經理統理機務衙門事下批, 郞廳不拘文·蔭·武, 無定數擇差, 參上以主事

下批, 參下以副主事下批爲白齊.” 

22) 예를 들어 《宗簿寺郎廳先生安》에는 정3품 당하관인 正과 종6품인 主簿, 종 

7품인 直長을 역임한 관원들이 함께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종부시의 재직 중인 

당하관 이하 관원을 모두 망라한 것이다. 이를 통해 六曹의 정랑과 좌랑뿐만 아

니라 각 관청의 소속된 당하관 이하 관원을 모두 낭청으로 부른 것을 알 수 있

다.(김동근, 2017〈조선 후기 宗簿寺 郎廳의 실태 및 운영체계-장서각 소장 

『宗簿寺郎廳先生案』을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69, 동양고전학회, 

88~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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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직후 외무아문으로 계승되었다. 1887년 교섭아문의 〈續章

程〉이 제정되면서 교섭아문의 체제가 한 차례 개편되었으나, 독판, 

협판, 참의, 主事 등 관직은 변하지 않았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先生案》에는 교섭아문의 主事로 임명되었던 사람들이 기재되

어 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아문 主事의 인적 사항과 이력

을 정리할 수 있었다.23) ([부표 1] 참조) 내무부는 1885년에 설치

되어 갑오개혁 직전까지 국정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교

섭아문처럼 독판, 협판, 참의가 있었으며, 참상과 참하를 기준으로 

主事와 副主事로 나뉘어 있었다.24) 내무부 主事와 副主事의 임명 

상황은 《承政院日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다.([부표 2] 참조) 

이렇게 정리한 교섭아문과 내무부의 主事 명단을 바탕으로 主事의 

특징을 살펴보되, 대표적인 낭청이라 할 수 있는 비변사와 도감의 

낭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특징은 主事로 임명된 사람들의 품계가 같지 않았다는 

점이다. 낭청은 기존 관원 중에서 필요에 따라 차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낭청의 품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비변사의 낭청은 병조

의 낭관과 시종신, 무관 중에서 차출되었는데, 참상관과 참하관이 

23)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先生案》(奎 18156)은 1883년부터 1892년까지 

임명된 교섭아문의 主事를 임명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이름, 字, 號, 본

관, 생년 등 개인의 인적 사항과 主事로 임명된 날짜, 임명되기 전 신분, 해임된 

날짜가 차례로 기재되었다. 총 119명의 主事가 기록되어 있으며, [부표 1]에 그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24) 主事와 副主事는 종6품과 정7품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통리

기무아문의 낭청 중 참상 이상은 主事로 부르고 참하 이하는 副主事로 불렀는

데, 내무부도 참상·참하를 기준으로 主事와 副主事를 나누어 임명했다. 또 참상

관은 參上主事, 참하관은 參下主事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통리기무아

문과 내무부만 규정을 통해 主事와 副主事를 엄밀하게 구분했고, 다른 관청의 

경우, 참상·참하의 구분을 따로 두지 않았다. 교섭아문이나 제중원에서 主事로 

임명되었던 사람들이 내무부로 옮겨갈 때 副主事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내무부를 제외한 다른 관청에서는 품계의 차이가 있더라도 主事와 副主事

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품계의 차이를 제외하면 主事와 副主

事는 동일하게 낭청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主事의 전반적인 성격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主事와 副主事를 主事로 통칭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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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되어 있었다.25) 도감의 낭청도 참상관과 참하관의 구분 

없이 임명되다가, 숙종대 이후에는 당하 정3품에서 종6품 사이에서 

차출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26) 이처럼 기본적으로 낭청에 임명되

는 관원의 품계는 다양했다. 이러한 특징은 主事에게도 나타난다. 

    품계
아문

정3

당하 
종3 정5 정5 정6 종6 종7 정9 종9 총계

교섭아문 1 1 1 18 10 31 - 6 9 77

내무부 1 - - 22 1 31 1 2 8 66

[표 2] 교섭아문·내무부 主事의 임명 이전 實職, 軍職의 품계 

  

*[부표 1]과 [부표 2]에 기재된 主事를 대상으로 하여, 主事가 되기 직전 實職

과 軍職의 품계를 정리한 것.

  [표 2]는 교섭아문과 내무부 主事의 품계를 정리한 것이다. 1883

년부터 1892년까지 임명된 교섭아문의 主事는 119명이다. 이 중 

主事로 임명되기 직전 實職과 軍職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77명

이었다. 종6품이었던 主事가 31명, 정5품이었던 主事가 18명으로 

가장 많으나, 정3품 당하관에서 종9품까지 모두 主事로 임명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내무부 경우, 1885년부터 1894년까지 124명의 

主事와 副主事가 임명되었다. 이 중 66명의 품계를 파악할 수 있었

는데, 교섭아문과 같이 정5품과 종6품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내무

부의 主事도 당하관 전반에서 차출되었다. 이는 당시 정3품 당하관

에서 종9품까지 관원이 모두 主事로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27)

  두 번째 특징은 각 아문이 자체적으로 主事를 임명할 수 있었다

는 점이다. 비변사 낭청의 경우, 비변사 당상이 주관해서 한 사람을 

25) 《續大典》〈吏典〉, 京官職, 備邊司.

26) 羅榮勳, 2016《조선시대 都監의 성립과 변천》,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論

文, 235~239쪽. 

27) 金允植, 《陰晴史》, 1882년 11월 21일. “間設軍國衙門, 置督辦·協辦·參議·主

事之官 (...) 堂下三品至九品, 爲主事, 文蔭幼學通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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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 單望으로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비변사가 소속 낭

청에 대한 자체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다.28) 도감의 낭청은 吏

曹에서 단망으로 올려 국왕의 재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도감이 설치된 뒤에 낭청의 闕員이 생기면, 도감이 소속 낭청을 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29) 主事의 임명 과정은 명확하게 정해지

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아문과 소속 관청이 특정인을 主事로 임명

하겠다고 啓辭를 올리고 임금의 허락을 받으면, 口傳政事가 이루어

졌다.30) 박문국이 재정 문제로 인해 폐지될 때 그곳에 소속되어 있

던 主事에 대한 처우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박문국 主事 중에 吏曹

에서 임명한 主事는 吏曹에서 변통하여 처리하게 하고, 박문국에서 

임명한 主事는 우선 군직을 부여하고 차례로 실직을 주도록 했

다.31) 이는 主事 중에 吏曹에서 행하는 政事를 통해 임명된 사람과 

신설 관청이 행사한 임명권에 의해 임명된 사람 사이에 구분이 있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각 관청별로 자체적인 人事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특징은 主事의 인원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변사의 경우, 비변사가 상설 관부로 변화하면서 낭청의 

정원은 12명으로 규정되었다.32) 하지만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

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인원은 수시로 변화했다.33) 도감

28) 오종록, 1990〈비변사의 정치적 기능〉《조선청시사1800~1863(하)》, 청년

사, 549~550쪽. 

29) 《萬機要覽》〈財用篇〉권5, 權設都監. “設都監後, 有闕之代則自都監差下.”

30) 《承政院日記》2955책, 고종 23년 12월 15일. “又以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言

啓曰, 前司果尹泰經, 博文局主事加差下, 令該曹口傳下批, 何如? 傳曰, 允.”; 《承

政院日記》2955책, 고종 23년 12월 16일. “吏曹口傳政事, 博文局主事單尹泰

經.”

31) 《承政院日記》2947책, 고종 25년 6월 6일. “南奎熙, 以內務府言啓曰, 博文局

設施, 旣有年而周報債之責懲外邑, 雖因事勢而然, 而非徒貽弊, 亦無實效. 該局付之

交涉衙門, 使之量宜幹當, 主事中吏曹差除窠, 令該曹區處, 該局差下窠, 權付司果, 

次次六品職遷轉事, 分付, 何如? 傳曰, 允.”

32) 《續大典》〈吏典〉, 京官職, 備邊司.

33) 오종록, 1990〈비변사의 조직과 직임〉《조선청시사1800~1863(하)》, 청년

사, 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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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사무가 많으면 낭청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었다34) 主

事 역시 전임 主事가 관직을 옮기거나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아님

에도 사무가 번다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임명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

다.35) 실제로 교섭아문은 처음에 10명의 主事를 임명했으나, 1887

년 4월 30일에는 22명의 主事가 동시에 출근했다.36) 제중원의 경

우, 설립 직후에는 5명의 主事가 임명되었다.37) 하지만 1년 후 시상

을 받게 된 제중원의 主事는 11명이었다.38) 제중원 主事의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主事의 인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沈舜澤이 아뢰기를, “조정의 관직은 모두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근

년에 처음 설치한 각 아문의 主事, 委員, 司事는 처음부터 정해 놓은 

인원이 없었으니, 이는 인재를 널리 구하는 융성함을 보일 수도 있지

만, 관직을 신중히 다루는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 前年에 일

이 없는 官司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줄였던 조치는 오로지 實心

으로 實政을 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

어진 관직의 수가, (관사를) 폐지하지 않고 (冗官을) 줄이지 않았던 전

에 비해 도리어 배로 늘어났습니다. 호조에서 해마다 거두는 곡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태창에서 매월 나누어 주는 봉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어질 수 없으니 국체가 어찌 손상되지 않

겠습니까.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부터 각 아문의 크고 작은 일의 형편을 헤아려 별도로 인원을 정한다

면, 혹 뽑는 것을 신중히 하고 넘치는 것을 절제하는 정치가 있을 것

이니 감히 아룁니다.”39)

34) 《萬機要覽》〈財用篇〉권5, 權設都監. “擧行浩多時則一員或二員, 加差下.”

35) 《承政院日記》2911책, 고종 20년 4월 29일.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啓曰, 本

衙門事務殷繁, 屬員苟艱. 檢書官李鶴圭, 加差下主事, 分司掌交,”; 《承政院日記》

2936책, 고종22년 5월 1일 ; 《承政院日記》2937책, 고종22년 7월 24일.

36) 《統署日記》 卷12, 1887년 4월 30일.

37) 《承政院日記》2934책, 고종 22년 3월 7일.

38) 《承政院日記》2948책, 고종 23년 5월 13일. 

39) 《承政院日記》2964책, 고종 24년 8월 15일. “舜澤曰, 朝廷官職, 皆定員額, 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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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순택은 내무부와 교섭아문을 비롯하여 기기국, 전환국, 박문국, 제

중원의 관원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관원의 수

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기풍 아니라고 생각했고, 관원의 수만큼 녹

봉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폐단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관원의 정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후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2년이 지

난 후에 같은 논의가 다시 반복되었다.40) 이처럼 主事의 인원은 정

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수시로 달라졌다.

  1880년대 새롭게 대두된 외교 현안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추

진하는 주체로서 여러 관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각 관청의 실무 

관직으로 主事를 배치했다. 이 시기 신설 관청은 기존 관청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관직의 

이름 역시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主事는 기존 관직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을 지닌 관직은 아니었고, 조선시대 낭청에서 비롯된 관

직이었다. 그러므로 품계, 임명 방식, 정원 규정 등에서 낭청과 主事

의 공통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 主事 선발의 의미와 한계

  1절에서 검토한 바 主事는 기존 관원을 임시로 차출하는 낭청과 

같은 성격을 지닌 관직이었다. 하지만 主事의 임명 대상에 대한 규

정과 실제 主事로 임명된 사람들의 출신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나

近年肇置之各衙門主事·委員·司事, 初無定數, 可見搜羅人才之盛, 而恐違愼惜官方

之義也. (...) 年前罷漫司省冗官之擧, 亶出於以實心行實政, 而今其建官之數, 反倍

於不罷不省之前, 度支歲入之穀有數, 太倉月頒之祿無涯, 及其不節而難繼, 國體豈

無有損? 此亦不可不念也. 臣意則自今爲始, 量其各衙門大小事勢, 另定員額, 庶或

有愼簡節濫之政, 故敢達矣.”

40) 《高宗實錄》권26, 고종 26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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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관부 관직 임명 대상

비변사 낭청 文官(병조 郎官·侍從臣) 武官(參上·參下)

도감 낭청 호조·예조·공조·各司의 郎廳

통리기무아문
주사 文官, 武官, 蔭官(參上)

부주사 文官, 武官, 蔭官(參下)

군국아문 주사 文官, 武官, 蔭官, 生員, 進士, 幼學

내무부
주사 文官, 武官, 蔭官(參上)

부주사 文官, 武官, 蔭官(參下), 生員, 進士, 幼學

[표 3] 관부별 낭청·주사의 임명 대상

[표 3]은 비변사, 도감의 낭청과 각 아문 主事의 임명 대상을 정리

한 것이다. 비변사 낭청은 크게 문신 낭청과 무신 낭청으로 나뉘는

데, 문신은 兵曹의 낭관과 시종신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

다.41) 도감의 낭청은 戶曹, 禮曹, 工曹와 각사의 낭관을 임명해야 

했다.42) 이는 비변사와 도감의 성격이 반영된 규정이었다. 비변사는 

원칙적으로 軍務를 다루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병조의 낭관과 武臣

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도감은 의례, 영건 등 도감의 종류에 

따라 예조, 공조 등과 관련이 있으며, 도감에 필요한 현물을 조달해

야 한다는 점에서 戶曹와의 共助가 필요했다. 그런데 군국아문과 내

무부의 主事는 문·무·음관의 구분이 없이 임명할 수 있었을 뿐 아니

라 관원이 아니었던 生員, 進士, 幼學도 主事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41) 《續大典》〈吏典〉, 京官職, 備邊司. “郞廳十二員, 從六品, 文四員, 一員兵曹武

備司郞官例兼, 三員, 以侍從啓差.”

42) 《萬機要覽》〈財用篇〉 권5, 權設都監. “各房郞廳四員. 戶·禮·工三曹郞廳及各

司郞廳中. 自吏曹單付啓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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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

아문

기존 관원 신진 관원 미

상
총계

문과 무과 잡과 음관 소계 유학 진사 출신 소계

교섭

아문
9 1 9 60 79 35 4 1 40 119

내무부 6 1 5 65 77 40 4 44 3 124

[표 4] 교섭아문·내무부 주사의 출신

*[부표 1]과 [부표 2]에 기재된 主事를 대상으로 하여, 主事가 되기 직전 이력

을 정리함.

*‘잡과’에는 역과, 의과, 음양과, 산학 취재 출신자를 포함.

  [표 4]는 실제 교섭아문과 내무부 主事의 출신을 정리한 것이다. 

主事로 임명되기 이전에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기존 관

원’으로, 主事로 처음 관직에 나온 사람은 ‘신진 관원’으로 분류했다. 

기존 관원으로 교섭아문과 내무부의 主事로 임명된 사람은 79명과 

77명으로 전체 주사 중 약 65%를 차지한다. 기존 관원의 대부분은 

음관이었으나, 문과, 무과, 잡과 출신 관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 관원 중에는 南廷哲, 成岐運, 徐相雨와 같이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온 후, 대외교섭의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主事로 임명된 

사람이 있었다. 역과 출신이었던 高永喆은 당시 영어를 능숙하게 구

사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다.43) 하지만 기존 관원 출신

으로 主事에 임명된 사람은 대부분 의금부 都事나 사헌부의 監察, 

陵官과 같이 전통적인 관직을 역임했다. 이는 主事가 기존 관원을 

차출하던 낭청의 성격을 지닌 관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교섭아문과 내무부의 主事 중 약 35%는 신진 관원으로 처

음 관직에 나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生員, 進士, 幼學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主事가 되었다. 主事와 조선시대 낭청의 차이는 

바로 신진 관원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 상당수 이루어지

고 있었다는 점이다.

43) 백옥경, 2014〈開港期 飜譯官의 신설과 운영〉《鄕土서울》88, 서울특별시 시

사편찬위원회,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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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主事의 임명 대상이 넓어진 것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려

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주목받아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관료

제도 안에서 성장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근대 관료로 성장하는 배

경이 되었다고 이해되었다.44) 하지만 단순히 生員, 進士, 幼學를 主

事에 임명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生員, 進士, 幼學은 기본적으로 科擧

에 응시하여 관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오군

란 직후인 1882년 7월 用人의 범위를 넓히는 뜻에서 서북인, 송도

인과 醫譯, 胥吏, 軍伍까지 능력에 따라 顯職에 등용하겠다는 전교

가 이미 있었다.45) 生員, 進士, 幼學을 主事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主事라는 관직이 

낭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기존 관원을 차출하던 제도 내에서 그 차출 대상을 관

원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개방한 것이었다. 즉 生員, 進士, 幼學으

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科擧를 비롯한 기존 선발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개화 정책을 수행하던 관청에서 바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당시 제기되었던 새로운 인재에 대한 지향과 科擧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時務와 

관련한 상소를 올리는 관원과 유생들은 공통적으로 科弊에 대해 지

적했다. 이 지적에는 科擧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관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벌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었다. 또

한 科擧를 통해 관원을 선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

런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科擧가 신학문을 익히는 데에 걸림돌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兪吉濬이 교섭아문 主事로 있을 때 쓴〈言事

疎〉에는 科擧에 대한 강한 비판이 드러난다. 그는 국가가 빈약한 

44) 김필동, 1992 앞 논문, 74쪽; 김필동, 1996 앞 논문 192~193쪽; 구선희, 

2002 앞 논문 324쪽.

45)《高宗實錄》권19, 고종 19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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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科擧에서 비롯되었으며 科擧로 인해 士民들이 평생 ‘浮名虛

利의 場’에 나아간다고 생각했다.46) 이보다 구체적으로 科擧를 혁파

해야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魚允中이었다. 

그는 “科擧를 혁파하면 공명을 도모하려 나서는 사람들이 모두 분

주히 외국으로 나가 재예를 배워 돌아올 것이며, 만약 과거로 사람

을 얻는 길을 폐지하지 않으면 인재가 흥하지 못하고 모두 옛 것에 

안주하여 학술의 정진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47) 그는 

科擧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만으로도 사람들이 신학문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科擧를 혁파한 후에 외국에 나가 새로운 

학문을 배워 올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당시 새롭게 

수용해야 할 관원의 자질로서 科擧보다는 외국을 통해 들어온 신학

문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主事의 임명 대상에 生員, 進士, 幼學까지 포함시킨 것은 위와 같

은 인식을 기존 제도 안에서 구현한 것이다. 신진 관원으로 科擧를 

치르지 않고도 主事에 임명된 사람 중 일부는 外遊를 통해 신학문

을 접한 경험이 있었다. 교섭아문의 主事가 된 兪吉濬, 尹致昊, 嚴柱

興, 兪星濬은 모두 일본에 파견되었던 유학생이었다.48) 이들은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교섭아문과 내무부의 主事로 임명되었

다.49) 池雲英, 邊燧, 安宗洙, 兪箕煥, 孫鵬九 등도 조사시찰단과 수

46) 《兪吉濬全書》Ⅳ(一潮閣 영인본 66~67쪽), 〈言事疏〉. “殿下公于用人之道, 

執無偏之極, 而尙且以科擧求人, 風雲月露之陳編腐策, 安能盡人之才, 而窮人之所

藴者哉. (...) 夫科擧之法, 可罷也. 留一日則有一日之害, 留一年則有一年之害矣. 

今惟我國家之貧弱, 亦由有科擧之故也. 馳士民於浮名虛利之場, (...) 是朝家所以取

人之道, 久來成弊, 士民重虛名而輕宲利, 上下相安, 馴致今日之習也. 故臣敢曰, 廢

科擧之虛文, 而務敎育之宲道, 以养人之才, 而取用於其中, 夫敎育之道不盛, 人民之

智識不廣, 人民之智識不廣, 則其國必貧而弱, (...)  

47) 《魚允中全集》(서울亞細亞文化社 영인본 44쪽) 〈內閣責任〉 “先革科擧, 則圖

功名進取者, 皆奔走爭往外國, 學得才藝而歸. 若不廢科擧, 取人之路, 人才不興, 而

皆安於舊, 不求學術之精進矣.”  

48) 李光麟, 1986〈開化初期 韓國人의 日本留學〉《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

閣, 51~57쪽.

49) 유길준과 윤치호는 모두 1883년 1월에 귀국하여 각각 1월과 4월에 주사로 임

명되었다. 갑신정변 후, 일본에 체류 중인 유학생을 소환하고자 노력했는데 엄



- 18 -

신사의 隨員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개화 정책의 각 분야를 담당할 

자질을 갖추게 된 사람들이다.50) 安駉壽와 張博은 각각 일본과 러

시아를 자주 왕래했다. 幼學으로 내무부의 主事로 임명되는 金鶴羽

와 尹泰馹 역시 각각 일본과 청나라를 外遊한 경험이 있었다. 일본

을 거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李啓弼도 귀국하자마자 내무부의 

主事로 임명되었다.51) 이처럼 외국에서 신학문을 접해 온 사람들이 

科擧에 응시하지 않고도 主事를 통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기관 이름 본관 출생 관직(연도)

동
문
학

김창현(金彰鉉) 광산 1858 교섭아문 주사(86) 내무부주사(89)

송달현(宋達顯) 여산 1855 교섭아문 주사(86)

홍우관(洪禹觀) 남양 1866 내무부 부주사(86) 교섭아문 주사(89)

김경하(金經夏) 제안 1853 제중원 주사(86) 교섭아문 주사(93) 

신낙균(申洛均) 제중원 주사(85) 내무부 부주사(85)

이철의(李喆儀) 내무부 주사(85)

성익영(成翊永) 제중원 주사(85) 내무부 부주사(85)

남궁억(南宮檍) 함열 1863 내무부 부주사(86)

유흥렬(柳興烈) 전보총국 주사(87) 내무부 주사(92)

육
영
공
원

신태무(申泰茂) 평산 1868 교섭아문 주사(89)

심계택(沈啓澤) 청송 1865 교섭아문 주사(89)

김필수(金弼洙) 광산 1856 내무부 주사(85)

민상현(閔象鉉) 여흥 1868 내무부 부주사(85)

심낙승(沈樂昇) 내무부 주사(89)

이세영(李世永) 내무부 주사(93)

[표 5] 동문학, 육영공원 출신 교섭아문·내무부 主事, 副主事 역임자

주흥과 유성준은 1885년 2월 자진하여 귀국했다. 그리고 5월에 교섭아문 주사

로 임명되었다.  

50) 鄭玉子, 1965〈紳士遊覽團考〉《歷史學報》27, 역사학회 ; 許東賢, 1986

〈1881年 朝鮮 朝士 日本視察團에 관한 一硏究 -"聞見事件類"와 《隨聞錄》을 

중심으로-〉《韓國史硏究》52, 한국사연구회 ; 卞京花, 2007〈白蓮 池雲英의 

生涯와 作品世界〉,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11쪽. ; 李光

麟, 1986〈韓國 最初의 美國大學 卒業生 邊燧〉《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

閣, 67~73쪽 ; 李光麟, 1998〈安宗洙와 『農政新編』〉《韓國開化史硏究》, 一

潮閣, 253~257쪽 ; 민회수, 2018〈대한제국기 兪箕煥의 정치활동과 비밀외

교〉《史林》64, 수선사학회, 90~95쪽.     

51) 한철호, 2009〈‘최초의 미국대학 졸업생’ 李啓弼의 일본·미국 유학과 활동〉

《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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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主事로 임명된 신진 관원 중에는 同文學과 育英公院에서 공

부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문학은 교섭아문의 부속 기관으

로 번역과 통역을 맡을 외국어 실무자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서양 

각국과의 교섭 및 해관 실무자를 육성할 필요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주요 과목은 영어와 상업이었다. 육영공원은 외국어뿐 아니라 수학, 

지리, 국제 정치와 같은 다양한 신학문을 가르쳤다. 또한 교육 이후

에 관직을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관료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동문학과 육영공원의 성과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

만, 서양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신학문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 측

면이 분명 있었다.52) 그리고 각 학교의 학생 중 일부는 主事에 임

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처럼 主事의 임명 대상을 生員, 進士, 幼學으로 확대하면서 임

명하고자 한 주요 대상은 신학문을 익힌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결

과적으로 보면, 主事라는 관직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려 했다

는 평가는 타당한 부분이 있다. 다만 그것은 主事의 임명 대상이 生

員, 進士, 幼學로 규정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主事가 낭청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신설 관청은 科擧, 

蔭敍와 같은 관원 선발 방식과 吏批·兵批와 같은 인사 과정을 거치

지 않았더라도 해당 관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자유롭

게 임명할 수 있었다. 동시에 신학문을 익힌 사람은 科擧를 치르지 

않고도 主事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바로 맡

을 수 있었다. 조선 정부는 기존 관직 체계에서 포섭할 수 없는 새

로운 업무가 등장하자, 낭청의 임명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기존 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었다.

52) 李光麟, 1998〈育英公院의 설치와 그 변천〉《韓國開化史硏究》, 一潮閣, 

147~148쪽; 백옥경, 2014 앞 논문, 139~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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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존 관제가 유지되는 한 主事는 實職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889년 5월에 

시행된 육영공원 應製試였다. 高宗은 육영공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간 학습한 내용을 시험하게 했다. 22일과 23일에는 영어를 講하

게 하였고, 24일에는 교사가 불러주는 영어를 따라 쓰게 했다.53) 시

험이 끝난 후 고종은 학업을 장려하고 관원을 선발하는 뜻을 보이

기 위해서 粗이상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제시를 치르라고 명

했다.54) 본래 육영공원을 창설하면서 3년에 한 번씩 大考라는 시험

을 치르고 관직을 주기로 했고,55) 고종도 이 규정을 언급하며 응제

시를 명한 것이었다. 大考는 육영공원의 교사들이 시험을 감독한다

는 점에서 영어를 비롯한 육영공원의 학습 내용을 평가하도록 예정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종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제

시를 치르게 하면서 시험과목을 詩로 정했고 ‘得天下英才而敎育之’

라는 《孟子》의 구절을 詩題로 내려 주었다.56) 이 날 응제시에 참

석한 학생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申大均과 徐相勛에게는 直

赴殿試가 주어졌고, 두 사람은 文科를 치른 후에 홍문관과 예문관의 

관원으로 나아갔다. 그 다음 성적을 받은 閔象鉉, 沈啓澤, 申泰茂, 

沈樂昇은 각각 교섭아문과 내무부의 主事로 임명되었다.57) 이후 네 

사람은 외교,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58)   

53) 《承政院日記》2985책, 고종 26년 5월 22일; 《承政院日記》2985책, 고종 26

년 5월 23일; 《承政院日記》2985책, 고종 26년 5월 24일.

54) 《承政院日記》2985책, 고종 26년 5월 24일. “傳于李勝宇曰, 育英公院之設置, 

意有所在, 而三年考藝, 曾有定式矣. 今焉四載再試, 優劣各殊, 合有奬援示意之擧, 

無論新舊學員, 粗以上人, 當於再明日, 育英學員應製試取矣, 該房知悉.” 

55) 《日省錄》307책, 고종23년 8월 1일. 內務府以育英公院設學節目參酌書入啓 

(...) 一月課季考, 該司堂上與敎師, 句管監場, 歲試內督辦及該司堂上敎師, 句管監

場, 大考則總理大臣內督辦與該司堂上敎師, 監場, 考取擇尤, 奏明授職.

56) 《承政院日記》2986책, 고종 26년 6월 2일. “上命試官書題詩, 得天下英才而敎

育之,”

57) 《承政院日記》2986책, 고종 26년 6월 2일. “育英學員應製詩居首三下一幼學申

大均, 三下二進士徐相勛竝直赴殿試. 之次草三下幼學閔象鉉·沈啓澤·申泰茂·沈樂昇, 

內外衙門主事分半差下.”

58) 최보영, 2017〈育英公院 교사 헐버트의 독립운동과 ‘學員’의 사회진출〉《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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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영어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최종적으로 

응제시가 시행되었고 응제시의 성적에 따라 시상이 이루어졌다. 19

세기에는 응제시를 통해 하사받은 직부전시로 문과에 입격한 사람

이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였으며, 이는 점차 관행화되었다.59) 그러므

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신대균과 서상훈에게도 직부전시가 

주어진 것이다. 반면, 그다음 성적을 받았던 민상현 외 3인은 科擧

와 관련한 은전을 받지 못한 채로 主事에 임명되었다. 이는 主事를 

통해 신학문을 익힌 사람들을 수용한다는 목표를 수행하면서도, 기

존 관제가 규정하고 있었던 인사 과정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동시에 主事는 문과 급제 후 임명되는 實職보다 낮은 위

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기아문 83~84년 85~87년 88~92년 93~94년

교
섭
아
문

기존 관원 16(59%)  20(54%) 43(78%)

신진 관원 11(41%) 17(46%) 12(22%)

문과 급제

(사전/사후)
8/6 1/1 1/3

내
무
부

기존 관원 17(41%) 45(72%) 18(85%)

신진 관원 24(59%) 17(28%) 3(15%)

문과 급제

(사전/사후)
5/8 2/5 0/1

[표 6] 교섭아문·내무부 신규 채용 주사의 시기별 성격

*문과에 급제한 主事 중 主事로 임명되기 전에 급제한 사람은 ‘사전’, 主事로 

임명된 후에 급제한 사람은 ‘사후’로 표시.

  

  主事는 위상뿐 아니라 선발 결과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앞서 [표 4]를 통해 主事의 출신 중 약 65%가 기존 관원이고, 약 

35%가 신진 관원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들의 임명 시기를 나

민속학》52, 한국역사민속학회, 183~188쪽.

59) 박현순, 2014 〈19세기 문과에 대한 고찰〉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25~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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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정리하면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표 6]은 교섭아문이 설치

되었던 1883년 1월부터 갑오개혁이 시작된 1894년 6월까지를 4시

기로 나누어,60) 主事의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개화 정책이 적극적

으로 추진된 첫 번째(1883~1885), 두 번째 시기(1885~1887)에는 

신진 관원의 主事 임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두 시기에는 수

신사나 조사시찰단에 참가했던 隨員이 교섭아문의 主事로 임명되었

다. 또 내무부는 설치 후에는 外遊 경험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동문

학과 육영공원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主事로 임명되었다. 이에 신진 

관원의 主事 임명이 절반 가까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887년 이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교섭아문과 

내무부 모두 기존 관원으로 主事에 임명된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때는 대체로 陵官, 主簿·別提 같은 속아문의 당하관 등

이 主事로 임명되었다. 文科에 급제한 사람 수마저도 현격하게 줄어

들면서, 전반적인 관원의 질도 하락하게 되었다.61) 1887년 이후 청

60) 시기 구분은 主事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정치적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 번째 시기는 교섭아문이 설

치되고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1883년부터 1884년까지이다. 정치적으

로 친청·반청 노선이 분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이 

추진된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885년에서 1887년까지이다. 이때는 갑신정

변의 여파로 청의 정치적 간섭이 심화하여 갔다. 일련의 개화 정책은 유지 되었

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세력을 육성하지 못했다. 1887년에는 朴元陽의 시

신을 장사 지낸 이유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고, 김윤식, 어윤중, 김홍집, 민영

익 등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세 번째 시기는 1887년에서 1892년까지이다. 

1887년 박원양 사건으로 개화파 정치인들이 퇴조하면서 여흥 민씨의 정계 진출

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이 때 청의 정치적 간섭은 더욱 강화되었다. (연갑수, 

2008〈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고종대 정치변동 연구》, 일지

사.) 네 번째 시기는 1892년에서 1894년까지이다. 1887년 이후에는 정국에 변

화가 뚜렷하지 않다. 다만, 교섭아문 主事의 분석 자료인 《統理交涉通商事務衙

門主事先生案》의 최종 임명 시기가 1892년이기 때문에 편의상 시기를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61) 교섭아문 主事의 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로는 김필동, 1996〈한국 

근대 관료의 초기 형성 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 1881~1894〉《한국의 사회제

도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7~199쪽.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지나면서 

교섭아문 主事의 연령은 상승하는 데 반해 과거 합격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

는 현상을 통해 主事의 자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근대 관료 경

력자의 主事 임명이 줄어드는 현상에서 우수한 인재가 교섭아문의 主事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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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개화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세력이 육

성되지 못하자,62) 主事는 신진 관원을 수용하는 역할을 상실하고 

기존 관원의 임명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요컨대 조선 정부는 낭청인 主事의 임명 범위를 기존 관원 이외

에 사람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개화 정책에 적합한 

인재를 쉽게 관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이는 科擧와 기존 관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학문을 익힌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정부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관

원 선발 방식과 제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主事는 기

존 관제의 틀이 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그 위상이 규정되었다. 또

한, 개화 정책이 퇴조하면서 기존 관원의 임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개항 후 신진 관원을 수용하려 했던 조선 정부의 성과와 한

계는 모두 主事라는 관직이 갖는 본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으로 당대 관료 임용의 문란함을 반영

한 것으로 보았다.

62) 연갑수, 2008 앞 책, 116~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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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갑오개혁 이후 主事의 성격과 충원 

1. 관제 변화와 主事의 성격

  1880년부터 1894년까지 신설 관청에만 배치되었던 主事는 갑오

개혁 이후 모든 정부 기구의 실무 관직으로 자리매김했다. 1894년 

6월 25일에 임명된 군국기무처 의원들은 바로 다음 날에 궁내부와 

의정부를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63) 의정부 아래에

는 행정 기구로서 내무아문, 탁지아문, 외무아문, 군무아문, 법무아

문, 학무아문, 농상아문, 공무아문 등 8아문을 두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8일에 의정부와 8아문의 구체적인 관제가 결정되었다.64) 관

제에 따라 각 아문은 局을 나누어 업무를 분담했으며, 관원으로 大

臣, 協辦, 參議, 主事를 두었다. 이로써 主事가 중앙 정부의 실무 관

직이 되었다.

  군국기무처 위원들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궁내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의정부와 8아문을 중심으로 정부를 조직한다는 내용을 결

정했다. 이는 갑오개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중앙 관제의 개혁 방향이 

구상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먼저 궁내부의 설치는 군주권에 제

한을 가하고 입헌군주제를 실현하고자 했던 개화파의 구상을 실현

한 조치였다. 갑신정변 이후 개화파는 국왕권에 의지하여 개혁을 이

루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입헌군주제로의 변혁을 구상해

왔다.65) 또한, 난립했던 여러 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8아문을 중

심으로 정부 기구를 조직하는 것도 1880년대부터 제기되어 온 개혁

63) 《朴定陽全集》3 (亞細亞文化社영인본 168쪽), 〈從宦日記〉, 甲午 6월 26일. 

64) 《高宗實錄》권31, 고종 31년 6월 28일. “官制.” 

65) 徐榮姬, 1990 앞 논문, 331~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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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었다. 특히, 1882년 관료 기구를 축소하고 재정을 절약하

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減省廳이 설치되는데, 감생청은 冗官을 줄

이고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各司를 폐지하고 六曹에 소속

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다.66) 六曹를 중심으로 관료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개혁안은 갑신정변의 강령으로도 이어졌다.67) 갑오개혁 초

기 일본 공사 大鳥圭介도 六曹를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

안했다.68) 이처럼 궁내부를 설치하고 중앙 정부 기구를 정리하는 

것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개혁 내용이었기 때문에, 갑오개혁이 시

작되자마자 추진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8아문의 관직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관제 역

시 3일 만에 결정되었다. 여러 관사를 폐지하고 六曹를 중심으로 정

부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은 갑오개혁 직전까지 제기되었다. 

그런데 군국기무처는 돌연 8아문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관제까지 결

정했다. 이렇게 빠르게 8아문의 관제가 결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통

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 8아문의 관제를 정했기 

때문이다. 

  1887년〈續章程〉이 제정되면서 교섭아문은 總務司, 會計司, 記

錄司, 通商司, 交涉司, 飜譯司의 6司체제로 개편되었다.69) 통상사, 

교섭사, 번역사는 외교·통상에 관한 일을 맡았던 속사로 이는 교섭

아문의 고유한 업무였다. 주목되는 것은 총무사와 회계사, 기록사의 

설치이다. 총무사는 공문을 처리하고, 소속 관원에 대한 人事·考課를 

담당했다. 기록사는 각 司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분류·편찬했으며, 회

66) 《高宗實錄》권19, 고종 19년 12월 29일. “減省廳減省別單.”

67) 《金玉均全集》(亞細亞文化社영인본 96쪽), 〈甲申日錄〉

68)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295쪽, 560쪽), 機密第121

號70 ; 金允植,《續陰晴史》권7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上 320쪽), 甲午 6월 

24일. “一, 申明有司百官職守, 凡涉內治外交機務, 統歸之議政府, 掌理如故, 六曹

分責司職, 期革世道攬舊制, 內府廳務與治國庶政, 劃然區別, 所隷諸官司, 槪不得與

聞一切國政.” 

69)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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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는 경비와 회계 사무를 담당했다. 이 세 속사는 교섭아문의 전

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속사로서 교섭아문이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갖춘 관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각 속사에는 長의 역할을 하는 

參議와 2~7명의 主事가 배치되었다. 〈續章程〉에 반영된 새로운 

체제는 점차 확대된 교섭아문의 업무를 명문화한 것이었다.70) 군국

기무처가 제정한 8아문의 관제는 교섭아문의 체제를 그대로 적용하

여 만들어졌다. 우선, 교섭아문의 관직인 독판, 협판, 참의, 主事 중 

독판만이 大臣으로 변경되었을 뿐, 主事를 비롯한 나머지 관직이 여

전히 유지되었다. 또한, 교섭아문의 통상사, 교섭사처럼 각 아문의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局 이외에 總務局과 會計局을 둠으로써 각 

아문의 자체적인 완결성을 갖추었다. 그리고 각 局의 長인 參議와 

다수의 主事를 소속시켜 업무를 분담하게 했다.71)

   

    국관직 총무 주세 주계 출납 국채 저치 기록 전환 은행 회계

참의 1 1 1 1 1 1 1 1(겸임) 1

주사 2 8 8 6 2 2 8 2 3 4

[표 7] 탁지아문의 局과 관직의 정원            

예를 들어 탁지아문의 관원은 대신과 협판이 각 1명, 參議가 9명과 

主事가 45명이었다. [표 7]과 같이 10개의 局을 나누어 업무를 맡

게 하고 참의와 主事를 소속시켰다. 이는 교섭아문의 〈續章程〉체

제가 확대되어 8아문의 관제에 반영된 것이었고, 이로써 갑오개혁 

직전까지 신설 관청에만 소속되어 있었던 主事는 모든 정부 기구의 

실무 관직이 되었다.

  1894년 11월 井上馨는 조선에 대한 보호국화 정책을 실현할 임

70) 森 万佑子, 2017 앞 책, 86~90쪽.

71) 의정부·8아문의 관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愼鏞厦, 2001 〈1894년 갑오개

혁의 사회사〉《한국의 사회제도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甲午改革과 獨

立協會運動의 社會史》에 재수록, 2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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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띠고 공사로 부임했다. 그는 보호국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정개

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다.72) 박영효와 서광범이 입각하였으

며, 일본인 고문관을 초빙하여 각 部에 배치했다. 일본이 보호국화 

정책을 포기하는 1895년 6월까지 井上馨가 주도한 내정 개혁이 진

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 관제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894년 12월부터 1895년 3월 사이에 조선 정부의 대신과 협판

은 井上馨와 함께 각 아문의 규칙과 새롭게 제정할 관제에 대해 여

러 차례 회의했으며,73) 3월 25일 〈各部官制通則〉과 각 부의 관제

가 반포되었다. 행정기구의 명칭은 衙門에서 部로 개칭되었고, 공무

아문이 농상아문에 합쳐져 농상공부가 되었다. 이로써 중앙 정부 조

직은 內部, 外部, 度支部, 軍部, 學部, 法部, 農商工部의 7부로 개편

되었다. 7부의 관제의 특징은 局의 지위가 나뉘었으며, 관직의 종류

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72) 갑오개혁 전후 일본이 추진한 조선에 대한 보호국화정책의 추진과 포기 과정

에 대해서는 柳永益, 1990 〈淸日戰爭中 日本의 朝鮮保護國化企圖와 甲午·乙未

更張〉《甲午更張硏究》, 一潮閣. 

73) 金允植,《續陰晴史》권7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上), 甲午 12월 5일; 乙未 1

월 4일; 乙未 2월 14일; 乙未 3월 24일

部 등급 局 업무

외부
1등국 교섭국 외교에 관한 사무

2등국 통상국 通商, 航海에 관한 사무

법부

1등국
민사국 민사 사건 재판과 재판소 설립에 관한 사무

형사국 형사 사건 재판과 사면, 복권에 관한 사무

2등국 검사국 전국의 검찰과 변호에 관한 사무

3등국 회계국 본 부의 예산, 결산, 회계 

학부
2등국 학무국 각 급 학교, 유학생 파견

3등국 편집국 교과서 편집

농상

공부

2등국
농무국 농업, 삼림, 수산, 목축, 수렵, 잠업, 삼업 등

통신국 우체, 전신, 선박 등을 관장

3등국

상공국 상업, 공업, 도량형

광산국 광산

회계국 본 부의 예산, 결산, 회계 

[표 8] 7부 소속 局의 등급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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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部에 소속된 局의 등급과 업무는 [표 8]과 같이 규정되었다. 

우선 8아문 관제에서 총무국과 회계국이 담당하던 각 아문의 공통 

업무는 大臣官房이 맡게 되었다. 대신관방은 각 부의 기밀, 官吏의 

진퇴, 官印이 보관, 공문의 보존 등의 일을 수행했다.74) 각 部는 局

을 조직하여 업무를 분담했다. 參議는 局長으로 바뀌었고, 각 局은 

중요도에 따라 1등국, 2등국, 3등국으로 나누어 구분되었다. 1등국

의 국장은 勅任官이나 奏任官이었으며, 2등국과 3등국의 국장은 奏

任官으로 임명하게 되어있었다. 이는 局의 중요도에 따라 局長의 지

위도 구분한 것이었다. 

74) 《高宗實錄》권32, 고종 32년 3월 25일. “各部官制通則”

내부

1등국 주현국 지방 행정, 구휼

2등국
토목국 토목 공사, 토지 측량

판적국 호구, 지적, 관유지 관리

3등국
위생국 전염병, 종두, 검역, 약품 판매·관리·조사

회계국 본 부의 예산, 결산, 회계

탁지부

1등국
사세국 조세, 세무 감독, 세관, 선박의 수출입품

사계국 세출·입의 예·결산

2등국 출납국 國庫의 관리, 경비의 지출 집행

3등국
회계국 본 부의 예산, 결산, 회계

서무국 국채, 지방채, 공문서의 편찬·보관 

군부
1등국

군무국 군무 일체

포공국 병기, 탄약의 제조·보충·저장

경리국 본부의 예산·회계, 군량·군용지 

군법국 군사 사법

3등국 의무국 군사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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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직부 대신 협판 국장 참서관 주사 기타 합계

내부 1 1 5 8 40
4(시찰관) 4(기사) 

4(기수)
67

외부 1 1 2 3 12
2(번역관) 

3(번역관보)
34

탁지부 1 1 5 3 64 14(재무관) 84

법부 1 1 4 7 28 3(검사) 44

학부 1 1 2 3 11 18

농상공부 1 1 5 4 18 7(기사) 13(기수) 49

군부 1 1 5 0 26
1(방장) 1(부장) 

1(기사) 1(기수)
37

합계 7 7 28 28 199 58 333

[표 9] 7부의 관직과 관원의 수

  각 部에 소속된 관직도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었다. 8아문에 

소속된 관원은 참의와 主事가 전부였으나, 7부에는 국장과 主事 이

외에 참서관이 추가되었다. 또한, 각 部의 사정에 따라 飜譯官, 財務

官, 技師, 視察官 등이 새롭게 생겨났다. 예를 들어 外部에는 문서 

번역에 종사하는 번역관과 飜譯官補가 신설되었다.75) 외무아문의 

主事였던 彭翰周와 金觀濟는 외무아문이 외부로 변하자 飜譯官補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본래 외무아문의 主事로서 번역 업무를 맡고 있

었으나,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관직이 생겨남에 따라 관직을 

옮기게 된 것이다.

  이때 정해진 7부의 관제는 아관파천 이후에도 큰 골격이 유지되

었다. 아관파천 이후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함으로써 다시 

국왕 중심의 권력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군주권의 제약을 위해 설치

되었던 궁내부가 확대되면서 황제의 권력을 실현하는 관부가 되었

다.76) 권력 구조는 갑오개혁의 내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

며, 이 과정에서 내각, 의정부, 궁내부 관제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

75) 갑오개혁 이후 飜譯官에 대한 연구는 백옥경, 2015〈개화기 飜譯官 양성을 위

한 외국어 교육과 그 문제점〉《梨花史學硏究》50, 梨花史學硏究所.  

76) 서영희, 2003《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6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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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흐름에서 각 部를 六曹로 바꾸고 관직명도 개정하려는 舊制복구

안이 올려지기도 했다.77)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99

년 7부 중 법부의 관제를 개정하여 소속 局의 명칭과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지긴 하였으나,78) 다른 部의 관제는 큰 틀에서 유지되었

다. 이후 각 部 관원의 정원이 약간씩 증감하거나79), 局長과 主事가 

함께 편제된 새로운 局이 설치되는 것80) 이외에 7部의 관제는 변하

지 않았다. 

  7부 관제에 따라 主事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庶務에 종사했다.81)

각 부 대신은 자율적으로 主事를 局에 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主

事의 업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표 8]

에 명시된 각 局의 업무가 곧 각 局의 소속된 主事의 업무였다. 예

를 들어 탁지부의 사세국은 地稅, 稅關, 수출·입품, 기타 수입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82) 사세국 다시 3개의 課을 설치하여 

업무를 나누었는데, 地稅課, 關稅課, 雜稅課이다.83) 이 중 잡세과는 

地稅와 稅關 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을 관장했다. 1895년부터 

1903년까지 탁지부 主事로 근무했던 朴善涵은 사세국 잡세과에 소

속되어 있었는데, 그가 기안한 문서는 관보 수입84), 電報 수입85), 

77) 한철호, 1998《親美開化派硏究》, 國學資料院, 149쪽.

78) 《日省錄》457책, 光武 4월 21일. “勅令第二十六號 法部官制改正之所關件”

79) 《官報》光武 4년 5월 1일. “勅令第十六號 學部官制中改正件” ; 《高宗實錄》

권40, 光武 4년 5월 16일. “勅令第十七號, 外部官制中參書官三人, 以五人. 主事

十二人, 以十六人改正件”; 《官報》光武 5년 2월 19일. “勅令第五號 (...) 典圜局

官制改正件” 

80) 《官報》光武 4년 1월 19일. “勅令第四號 典圜局官制改正件”; 《官報》光武 8

년 12월 12일. “ 勅令第三十號 印刷局官制”

81) 《高宗實錄》권32, 고종 32년 3월 25일. “各部官制通則 (...) 第二十三條, 主事

 判任이라 上官의 指揮 承야 庶務에 從事홈.”

82) 《高宗實錄》권32, 고종 32년 3월 26일. “勅令第五十四號, 度支部官制 (...) 第

五條, 司稅局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田制及有稅地에 關 事項. 二, 租稅의 

賦課徵收에 關 事項. 三, 稅務의 管理監督에 關 事項. 四, 稅關의 監督에 關

 事項. 五, 稅關輸出輸入의 狀況調査에 關 事項. 六, 外國貿易의 船舶及輸出

入品의 監督에 關 事項. 七, 官有財産收入官業利益金及沒收金其他雜收入에 關

 事項. 八, 地方稅에 關 事項.”

83) 《官報》개국 504년 4월 19일. “度支部分課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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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로부터 징수한 贖錢86)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主事는 각 

局·課의 업무 분담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있었다.

  교섭아문의 체제를 따라 8아문의 관제가 곧바로 결정된 것과 달

리, 궁내부의 관제 변화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1894년 6월 28

일 군국기무처는 궁내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궁내부에 소속시킬 국

왕·왕실 관련 관청을 정리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87) 한 달 후인 

7월 22일에 궁내부의 구체적인 직제와 관원 임명 방법이 결정되었

다.88) 이는 新官制를 시행하기로 한 7월 20일보다 이틀이 지난 것

으로, 군국기무처가 궁내부 관제를 마련하는 데 고심했기 때문에 늦

어진 것이었다.89) 이때 결정된 新官制에 따라 국왕·왕실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 궁내부, 종친부를 계승한 宗正府, 廟·殿·宮의 제례를 맡

은 宗伯府가 설치되었다. 

  많은 조선시대 관청들이 궁내부로 편입되긴 하였으나, 그 명목은 

유지되었다. 궁내부에는 15개의 부속기관이 있었는데, 承宣院, 經筵

廳, 奎章閣, 通禮院, 掌樂院, 內需司, 司饔院 등 모두 조선시대 관청

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또 관원을 규정하고 임명하는 원리에도 

조선시대 유제가 남아있었다. 장악원, 사옹원, 상의원, 내의원, 태복

시, 전각사, 회계사에는 최고 책임자로 提擧를 두었다. 종친이나 궁

내부 협판, 승선원의 承宣이 提擧를 겸하여 맡았는데, 이는 조선시

대 제조제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90) 승선원의 승선이 房

을 나누어 업무를 맡는다거나,91) 長望으로 승선을 추천하여 임명하

는 것은 모두 조선의 규례를 이어받은 것이었다.92) 15개 부속기관 

84) 《度支部來文》2책, 1896년 10월 30일. 

85)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6책, 1902년 2월 15일. 

86) 《度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2책, 1898년 1월 18일. 

87) 《高宗實錄》권31, 고종 31년 6월 28일.

88)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22일.

89) 徐榮姬, 1990 앞 논문, 347쪽.

90)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22일. “宮內府 官制”

91) 홍문기, 2006 앞 논문,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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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내수사의 정원은 《大典會通》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로 했다.93) 이처럼 궁내부에는 조선시대 관제의 유제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속 기관의 실무 관직이 主事로 재편되지는 

못했다. 15개의 부속기관 중 승선원, 규장각, 장악원, 내수사, 사옹

원, 상의원, 태복시, 회계사 등 총 8개의 부속기관의 실무 관직만 

主事로 재편되었으며, 나머지 7개의 부속기관에서는 기존 관직명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궁내부 소속 기구에서 主事가 실무 관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95년 布達 1호로 궁내부 관제가 새롭게 반포된 이후이다.94) 궁내

부 산하에 나열적으로 소속되어 있던 부속기구를 6院체제로 정리하

고 屬司를 배치했다. 가령, 궁중 의식과 陵園의 관리, 종실에 관련된 

일을 맡았던 장례원 산하에는 봉상사, 제릉사, 종정사, 귀족사가 소

속되어 있었다. 또한 이때 提擧가 부속기관을 장악하는 제조제가 폐

지되고 각 院에는 卿, 각 司에는 長이 책임자가 되었다. 동시에 시

종원, 비서원, 경연원을 제외한 각 院과 司에는 모두 主事를 실무자

로 배치했다. 이후 새롭게 추가되는 궁내부의 부속 기구도 실무 관

직으로 主事를 배치했다.

  이로써 조선시대 낭청에서 비롯된 主事는 갑오개혁 이후 관제 변

화에 따라 정부의 기층을 담당하는 실무 관직으로 변화했다. 이후 

대부분 관원은 主事를 통해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95)   

92)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22일. “一, 承宣依舊例長望受點, 若新通則大

臣薦擬以入, 而經筵參贊官, 依舊例兼, 陞降座次, 自本院單付以入.”

93)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22일. “一, 內需司 (...) 本司則旣有別座·別

提, 凡於擧行, 仍舊爲之, 原額依通編施行.”

94) 《高宗實錄》권33, 고종 32년 4월 2일. “布達第一號, 宮內府官制, 頒布.”

95) 金泳謨, 1972 앞 책(《朝鮮支配層硏究》, 一潮閣, 284~286쪽에 재수록) 

    1903년에서 1910년 사이에 작성된 관원들의 이력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총 3208명 중 初職이 主事인 사람이 890명(27.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관직은 참위 352명(11.0%)과 교원 218명(6.8%)이었다. 하지만, 

참위는 武官, 교원은 교사로서 관직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중앙 정부에 진출한 

사람들의 경우, 특수직인 技手나 飜譯官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主事로 관직 생활

을 시작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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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가 변하면서 主事의 위상도 달라졌다. 먼저 品階의 변화가 생

겼다. 3품 이하는 正·從의 차이를 없애고 통합하면서, 품계가 18단

계에서 11단계로 줄어들었다.96) 이후 관원의 임명장을 구분하는 기

준으로써 칙임·주임·판임 등 일본식 관등을 사용한 새로운 〈文官授

任式〉이 도입되었다. 칙임관의 임명장에는 국왕의 어새와 수결이 

사용되었고, 주임관의 임명장은 국왕의 어새만 찍도록 했다. 판임관

의 임명장에는 大臣의 수결과 도장이 사용되었다.97) 변화된 품계와 

〈문관수임식〉이 결합하면서 정1품에서 종2품까지는 칙임관, 3품

에서 6품까지는 주임관, 7품에서 9품까지는 판임관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관직의 지위는 구분하는 기준은 여전히 품계였다. 8아문의 

大臣은 從1품, 協辦은 정2품, 參議는 3품이었고, 主事의 품계는 4품

에서 9품까지로 정해졌다.98)

  7부 관제가 적용되면서, 관등이 관직의 지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바뀌었다. 우선 칙임관은 1등에서 4등으로, 주임관은 1등에서 6등

으로, 판임관은 1등에서 8등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세분된 관등에 

따라 여러 관직을 구분했다. 예를 들어 大臣은 칙임 1등으로, 협판

은 칙임 2·3등으로, 主事는 판임 1등에서 8등으로 규정되었다.99)

이때 품계는 관원이나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했는데, 이는 

관직의 지위를 규정하는 위계가 아니라 포상의 의미로 주는 것이었

다.100) 세분된 관등과 관직에 대한 규정은 1910년까지 큰 변화 없

이 유지되었다.

96) 《高宗實錄》권31, 고종 31년 7월 2일. “朝官品級, 自一品至二品, 有正有從, 

自三品至九品, 無正從之別事.”

97)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12일. “第九條, 勅任官之任命, 則其官職敎

旨, 署御押鈐御璽. 奏任官則只鈐御璽, 判任官則自薦主大臣, 上薦事于承宣院啓下

後, 薦主大臣成給奉敎職牒, 自署押蓋印.” 

98) 《高宗實錄》권31, 고종 31년 7월 16일. “官秩”

99) 《高宗實錄》권33, 고종 32년 3월 26일. “官等俸給令”

100) 《官報》開國 504년 3월 29일. “勅令 第58號 敍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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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8아문 시기 7부 시기

품계 六曹
교섭

아문
품계 관등 관직 관등 관직

正1품
독판

正1품

칙임

칙임 1등 대신

從1품 從1품 대신 칙임 2등
협판

正2품 판서
협판

正2품 협판 칙임 3등

從2품 참판 從2품 칙임 4등 1등국 국장

3

품

당상 참의 참의

3품

주임

참의 주임 1등
1등국 국장, 

참서관
당하

주사

從3품

4품 4품

주사

주임 2등 2등국 국장, 

참서관5품 정랑 5품 주임 3등

6품 좌랑 6품

주임 4등 3등국 국장, 

참서관
주임 5등

주임 6등

7품 7품

판임
판임 

1등~8등 
주사8품 8품

9품 9품

[표 10] 六曹, 교섭아문, 8衙門, 7部 관원의 등급 비교

  품계·관등의 변화 과정에서 主事의 지위는 판임관으로 제한되었

다. 앞서 1880년대 교섭아문의 主事는 낭청으로서 특별히 품계가 

고정되지 않았으나, 당하 정3품에서 9품 사이 관원 중에서 임명되

었음을 확인했다. 8아문은 교섭아문의 체제를 따른 것이기에 主事에 

지위도 그 영향을 받았다. 다만 갑오개혁 직후 변화된 품계에서 당

상 정3품, 당하 정3품, 종3품의 구분이 사라지고 3품으로 통합되었

다. 이 때문에 당상 정3품이었던 참의가 3품으로 규정되었고, 主事

는 4품에서부터 9품으로 된 것이다. 主事에 해당하는 품계의 범위

가 상당히 넓게 설정된 것이었고, 조선의 관제를 기준으로 보면 당

하관 전반에 해당하는 지위이다. 그러므로 당대에는 主事를 正郞과 

佐郞에 대응되는 관직으로 보기도 했다.101) 특이한 점은 主事 중에 

101) 黃玹,《梅泉野錄》권2, “宮內府以下置大臣·協辦·參議·主事等官, 如舊日判書·參

判·參議·正郞·佐郞之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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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관과 판임관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문관수임식〉에

서 6품과 7품을 기준으로 주임관과 판임관을 나눈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주임주사, 판임주사 혹은 6품 주사, 9품 주사로 

구분되었다.102)

  하지만 관등을 기준을 관직을 구분하면서 主事의 위상은 판임관

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主事의 지위가 더욱 하위로 재편된 것이었

다. 이때 관등의 승급은 1년을 넘어야 가능했으므로103) 판임 8등 

主事로 임명된 사람은 약 7년을 근무한 후에 판임 1등 主事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主事의 지위 역시 갑오개혁 이전 낭청인 主事에

서 정부 기층을 담당하는 실무직에 더 가깝게 바뀌었다. 

  한편, 관제 개혁이 단행된 후 각 部의 모든 실무를 主事들로만 담

당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각 부의 대신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雇

員을 둘 수 있었다.104) 雇員은 관등을 지닌 관원이 아니었기에 공식

적인 관료체계 밖에 존재했고, 임명과 해임이 각 部 대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京衙前이 雇員의 형태로 바뀌

어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했다.105) 실제로 명성황후 국장을 위해 설

치된 都監에 참여한 雇員 중 일부는 갑오개혁 이전에 설치된 都監

에서 일했던 書吏와 書員이었다.

  하지만 主事와 雇員의 관계는 조선시대 관원과 경아전의 관계와 

질적으로 달랐다. 우선 雇員의 월급이 법으로 정해져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책정되었으며, 판임관 8등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을 받게 되었다.106) 또한 雇員으로 근무하던 사람은 일정한 시간이 

102) 《朴定陽全集》4 (서울亞細亞文化社영인본 24~25쪽), 〈望記〉 

103) 《高宗實錄》권33, 고종 32년 3월 26일. “官等俸給令 (...) 第七條, 奏任官及

判任官의 官等은 別로 進級 例 定 者外에 在職滿一年을 不踰 則陞敍

 事 得지 못홈.”

104) 《高宗實錄》권32, 고종 32년 3월 25일. “各部官制通則 (...) 各部에 前項職

員外에 必要 應야 豫算定額內에서 雇員을 使用을 得홈.”

105) 김운태, 1894 앞 책, 一潮閣, 293쪽; 왕현종, 1999〈한말-일제하 경아전의 

관료진출과 정치적 동향〉《韓國 近代移行期 中人硏究》, 신서원, 132쪽. 

106) 《官報》開國 504년 3월 29일. “勅令 第60號 雇員俸給에 관한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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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면 정규 관원으로 승진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었다.107)

반대로 主事로 근무하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관직을 잃게 되었을 때

도 雇員으로 임명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다.108) 이는 관부 내에서 主

事와 雇員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양자가 엄격하

게 구분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뜻한다.109)

  갑오개혁기 8아문·7부로의 관제 변화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체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모든 관부의 실무직으로 主事가 

배치되었다. 업무에 따라 局을 편제했고, 각 局의 소속 관원으로 국

장과 主事가 있었다. 그리고 局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은 갑오

개혁 이후 관제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었다. 관제 변화의 결과, 主事

의 성격도 종전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전 主事

가 조선시대 낭청에서 비롯된 임시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면, 갑오

개혁 이후 主事는 정부의 기층을 담당하는 상설 실무 관직이 된 것

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참하관 이하 하위 관직이 主事라는 하나

의 관직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主事와 雇員의 관계가 비교적 동등

하게 설정됨으로써 主事는 경아전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관직이 되

었다.

   

2. 主事의 충원 방식과 대상

  갑오개혁 이후 관원 선발 방식이 변하면서, 主事의 충원 방식도 

107) 왕현종, 1999 앞논문, 142쪽.

108) 《議奏》, 개국504년 3월 29일. “改定官制實施에 關 內規”

109) 조선시대 관원과 경아전의 구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급료이다. 조선

시대 관원에게 주어지는 급료는 녹봉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경아전에게는 

料米를 급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갑오개혁 직후까지 

유지되었는데, 1894년 7월 17일 군국기무처는 새로운 관직을 받지 못한 관원에

게는 祿俸을 주도록 했으며, 아전에게는 料米를 주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갑오

개혁 이후 정부 예산에서 使令과 같은 부류의 월급은 ‘雜給’으로 편성되었지만, 

雇員의 월급은 다른 관원과 함께 ‘俸給’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主事와 雇員이 함

께 관원의 범주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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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했다. 가장 먼저 門閥·班常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과 관계없이 인

재를 선발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110) 이후, 科文으로는 實才가 있

는 인재를 뽑는 것이 어려우니 科擧를 폐지하여 새로운 관원 선발 

방식을 정할 것을 결의했고,111) 그에 따라 〈選擧條例〉와 〈銓考局

條例〉가 정해졌다.

  〈選擧條例〉에 따르면, 각 부·아문의 大臣이 선발하고자 하는 사

람을 추천하여 추천서를 의정부 銓考局에 보낸다.112) 전고국은 추천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銓考局條例〉에 따라 보통시험과 특별시

험을 시행했다.113) 보통시험의 과목은 국·한문, 寫字, 산술, 國內政

略, 외국사정 등이었고, 특별시험은 大臣의 추천서에 기재된 재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전고국에서 시험의 결과를 각 부·아문에 통지하

면, 大臣은 전고국의 증명서를 살펴보고 관원을 임명했다. 〈選擧條

例〉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大臣의 추천과 전고국의 시험으

로, 이는 기존의 천거제와 새롭게 받아들인 고시제가 결합한 형태라

고 볼 수 있다.114) 하지만 〈選擧條例〉의 절차에서 大臣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大臣이 특정인을 추천해야 전고국 시험을 치를 수가 

110) 《高宗實錄》권31, 고종 31년 6월 28일.

111)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3일.

112)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12일. “選擧條例: 一, 各府·各衙門大臣, 選

取其所管奏任·判任等官. 一, 無論朝野紳士·京鄕貴賤, 有品行·才諝·藝術兼識時務

者, 認眞選取. 詳錄其人職·姓名·年·貫·居住, 發絡選狀, 委送銓考局, 請隨材銓考. 

一, 豫選人選狀內, 注明其才器適用何局·何課. 由銓考局, 待中選于普通試驗, 再行

特別試. 分局各府衙門徵用. 一, 廣設學校作成人材之前, 由議政府, 關飭五都·八道, 

依鄕貢法薦升, 京畿十人, 忠淸道十五人, 全羅道十五人, 慶尙道二十人, 平安道十三

人, 江原道十人, 黃海道十人, 咸鏡南北道各五人, 五都及濟州各一人, 送詣京師. 各

以其才, 願赴何衙門聽, 各衙門大臣選取.”

113) 《議案》, 개국 503년, 7월, 12일. “銓考局條例: 一, 銓考局, 掌考試各府·衙所

送選擧人. 其試驗有二法. 一, 普通試驗, 一, 特別試驗. 一, 普通試驗, 國文·漢文·

寫字·算術·內國政略·外國事情·內政外事, 俱發策. 一, 特別試驗, 准該人所帶選狀內

所註明適用才器, 單擧發題. 一, 普通試驗後, 許赴特別試驗. 不中選者, 銓考局具文

通知于該人選擧之府或衙. 中選者成給銓試狀, 以爲該大臣憑考. 一, 凡特有銓試狀

者, 該局·課內陞差, 則不必更要試驗. 又退任者, 復仕同局, 則不要試驗.” 

114) 정구선, 1993〈甲午改革期　官吏任用制度 改革에 관한-考察-科擧制 廢止 및 

薦擧制 受容을 중심으로-〉《慶州史學》12, 경주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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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전고국의 시험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부에 임명하는 

것은 大臣의 결정 사항이었다.115) 더욱이, 2차 개혁 이후에는 전고

국이 폐지되어 실제 시험을 주관할 관청과 세칙이 부재한 상황이었

다.116)

  반면, 각 部 大臣은 각 部에 소속된 관원의 進退를 결정했다. 특

히 판임관인 主事의 거취에 대해서는 의정부나 내각의 승인 없이 

大臣이 결정할 수 있었다. 이는 8아문의 관제와 함께 정해진 〈各府

各衙門通行規則〉117)과 7부로의 변화 후 정해진〈各部官制通

則〉118)에서 규정되었고, 1905년까지 유지되었다. 내각에서는 새로 

임명될 사람들의 이력서를 검토하는 것 외에 각 部의 관원을 임명

하는 데 관여할 수 없었다.119) 내각으로 主事의 이력서를 보내는 것

도 임명을 승인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명 사실을 官報에 게재해

주기를 요청하는 문서에 첨부하는 정도였다.120) 아관파천 이후, 내

각을 대신한 의정부도 각 부 관원의 進退에는 관여하지 못했다.121)

결국, 판임관인 主事에 대한 임명권은 오로지 각 部 大臣에게 주어

져 있었다.

115)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14일. “文官授任式第 (...) 六條, 判任官, 

各該衙門大臣選取人員, 送銓考局試驗後, 由該大臣直上薦書于承宣院啓下, 成給奉

敎職帖.”

116) 정구선, 2008 《한국근대관리임용연구》, 국학자료원, 21쪽 ; 이상무, 2009

〈문관전고소 시험의 시행과정〉《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회, 61쪽. 

117)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14일. “各府各衙門通行規則 (...) 第十一條, 

各大臣, 統督所管官員, 奏任以上之進退, 均請由總理大臣上奏, 判任以下均得專行.”

118) 《高宗實錄》권33, 고종 32년 3월 25일 “各部官制通則 (..) 第七條, 各部大臣

은 所部 官吏 統督야 勅奏任官의 進退 內閣의 會議 經야 上奏고 

判任官以下 專行홈.”

119) 《官報》, 開國 504년 4월 15일. “內閣所屬職員分課規程”

120) 각 部에서 관리 임명 사실을 내각에 전하는 문서는 회답을 요하지 않은 通牒

으로 작성되어 송부되었다. 1895년 7월 12일 황길수, 신태경, 신정식을 판임관 

6등 主事로 임명하겠다는 통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右 任度支部主事敍判

任官六等헐事로 敝部署理大臣指敎을承와三員履歷書을伴交오니 調査신後

에官報에 揭載시믈要”(《度支部來文》, 開國 504년 7월 12일) 

121) 《官報》, 建陽 원년 10월 15일.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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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秉式이 그의 傔人 金昌炯을 법부 주사로 임명했다. 이에 앞서 법

부 주사 兪鶴柱는 (...) 李商在 등이 체포되던 바로 그날에도 협회 

사무소에 갔다가 붙잡혀 갇히게 되었다. 11월 6일 조병식이 그의 

관직을 면직시키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관리의 신분으로 民會에 

뛰어들어 업무는 태만하고 하는 짓이 놀랍고 요망하다. 그 관직을 

면직한다.” 하고, 그의 겸인 김창형으로 대신하게 하였다.122)

  1898년 11월 4일과 5일에 독립협회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

압이 있었다. 이는 독립협회가 朴定陽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공화

정을 시행할 것이라는 誣告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이때 법부 主

事이자 독립협회의 총대위원이었던 유학주가 독립협회 사무소에서 

체포되었다.123) 같은 날 法部大臣署理에 임명된 조병식은 유학주를 

면직시켰다. 독립협회의 일원으로 체포된 것이 면직의 직접적인 이

유였지만, 유학주는 과거에 조병식의 정치적 모함을 제어한 적이 있

었다.124) 조병식은 유학주를 대신하여 자신의 傔人 김창형을 법부 

主事에 임명했다.125) 겸인이나 문객처럼 사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

122) 鄭喬, 《大韓季年史》(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上, 298쪽). “趙秉式以其傔人金

昌炯, 爲法部主事. 先是法部主事兪鶴柱 (...) 當李商在等被逮之日, 往協會事務所, 

亦爲被拿拘囚六日, 秉式免其官曰, 有該員身爲官人投入民會, 不勤視務, 擧措駭妄, 

免本官, 以其傔人金昌炯代之.”

123) 신용하, 2001〈萬民共同會의 정치투쟁〉《甲午改革과 獨立協會運動의 社會

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448~449쪽.

124) 鄭喬, 《大韓季年史》(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上, 207쪽~208쪽). “時秉式爲參

政, 以三件事欲媚于帝而行之, (...) 一構誣閔泳駿·朴定陽·沈相薰·尹容善等, 盡殺之, 

而獨攬朝權, 一進封宮人嚴氏爲皇后, 相薰大懼, 使法部主事兪鶴柱, 以密書告于鄭

喬,

125) 김창형은 金仁洙의 아들로 家塾에서 수학했으며, 1896년 12월 22일 처음 판

임관 6등 법부 主事가 되었다. 처음 주사로 임명받은 것 역시 조병식에 의해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1896년 12월 12일 조병식이 법부 대신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기도 재판소 주사가 되었으나, 재판소가 폐지되면서 관직을 

잃었다. 1898년 유학주를 대신하여 다시 법부 주사가 되었고, 법부와 재판소를 

오가며 관직을 이어나갔다.(《大韓帝國官員履歷書》20책, 523쪽) 1900년에 유

기환이 조병식을 비롯한 보수파 관료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큰 파장이 있었

는데, 이때 법부 大臣 민종묵과 함께 檢事 人事를 전횡한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했다.(민회수, 2018 앞 논문, 115쪽; 《日新》권3(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452

쪽.), 光武 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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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19세기 이후로 정치의 한 방법이었

으며,126) 위 사례도 19세기 정치 문화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갑오개혁으로 각 部 大臣이 소속 관원의 임명권을 전적으로 행사하

게 되었고, 아관파천 이후에도 이 제도가 변하지 않고 유지 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이래 정치 행위가 제도적으로 용인된 것을 의

미한다. 

  한편, 主事의 충원 대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1880년대 낭청이었

던 主事 충원 대상은 신학문을 익힌 사람이었다. 하지만 갑오개혁기 

관제 전반에 걸친 변화로 主事가 모든 관부의 실무직이 되었다. 그

러므로 특별히 主事에 한정하여 임명해야 할 대상을 규정하지는 않

았다. 다만, 관원의 선발 기준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主事의 

충원 대상도 변화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관원을 선

발하고자 했다. 각종 외국어 학교, 사범학교, 소학교, 중등학교가 차

례로 생겨났으며, 관원을 양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

다.127) 〈選擧條例〉에서는 ‘학교를 널리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전까지’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두었다.128) 당장은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적으나, 앞으로는 학교를 통해 관원을 선발하겠다는 뜻을 암

시한 것이다. 1898년에 새롭게 제정된 〈奏判任官任命規則〉에서는 

각 部에 소속된 학교의 학도와 외국 유학생을 주요 선발대상으로 

규정했다.129)

126) 유봉학, 1990〈日錄 《公私記攷》에 나타난 19세기 書吏의 생활상〉《규장

각》13, 서울대도서관(《조서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203쪽에 재수

록) ; 연갑수, 2001《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31~34쪽.

127) 김경미, 2009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108쪽 ; 이상무, 2009 앞 논

문, 53~61쪽. 

128)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12일. “選擧條例 (..) 一, 廣設學校作成人

材之前, 由議政府, 關飭五都·八道, 依鄕貢法薦升” 

129) 《官報》, 光武 2년 12월 2일. “勅令第三十九號 奏判任官試驗及任命規則 (...) 

第四條 議政府及各部判任官任命 時에 各其管下學徒及 外國遊學生卒業人中

으로셔 試驗을 經야 該主務長官이 專行任命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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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학교와 관원 선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학교

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었을 뿐, 졸업과 동시에 관직

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관원의 임명권은 각 部 대신에게 있

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신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민영환은 학부대신으로서 ‘학교 외에는 천거되어 관직에 나갈 수 있

은 길을 없애야 한다.’는 청의서를 올리기도 했는데,130) 결국 천거

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大臣의 관원 임명이 신식 학교를 통해 관

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방향과 충돌한 것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신식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관원이 되는 것은 대세를 이루지 못했으며, 

主事의 경우 그 경향이 더욱더 심했다.131)    

  현실적으로 主事는 기존 관원 중에서 다시 선발해야 했다. 관원에

게 요구되는 자질이 학교 교육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관직을 줄 수 없었다. 또, 급격한 권력 교체와 

관제 변화가 있더라도 모든 관원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원은 승계되어야 했다. 

1. 각 부·아문 主事 총원 중 1/3은 현재 일하는 吏胥 중 청렴하고 근

면하며 글을 잘 쓰고 셈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銓考局의 시험을 

거치게 한 후에 승진시켜 임용한다.132)  

1. 한성부는 (...) 主事 7명은 한성부의 判官, 主簿, 吏胥와 五部

130) 《奏本》 72책 7면, 〈關公私立各種專門學과 中學師範 및 外國留學 卒業人 

收用에 대한 請議書 제4호〉 

131) 金泳謨, 1972 앞 책(《朝鮮支配層硏究》, 一潮閣, 292~299쪽에 재수록) 

      1903년에서 1910년 사이에 작성된 관원들의 이력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3208명 중 신식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1441명(44.9%)이었

다. 이 중 무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농상학교 같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각각 무관이나 기술직으로 진출했다. 이 시기 主事(書記郞 

포함)는 892명으로 이 중 신식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272명으로 30%에 

불과했다.

132)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8일. “一, 各府衙主事總額中三分一數, 擇現

役吏胥中廉勤有文算人, 經銓考局試驗後, 陞任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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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令, 都事 중 내무아문이 문관수임식에 의하여 품계를 나누어 

차하한다.133)

  그런데, 主事의 충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규 관원만이 아니었

다. 군국기무처에 의해 의정부·8아문 관제가 결정되고 난 후, 각 府

와 衙門의 主事 중 1/3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아전에서 뽑기로 

결정했다. 한성부 主事의 경우는 판관과 주부 같은 관원과 경아전을 

동등한 충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갑오개혁 직후 主事

를 선발하는 데 있어 기존 관원과 경아전을 동등한 예비 관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主事를 통해 조

선시대 하위 관직을 일률적으로 재편했을 뿐 아니라 경아전의 역할

까지 일부 포섭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후 主事에 해당하는 판임관의 임명 규정에서는 기존 구성원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들이 계속 유지되었다. 학교 교육이 강조되는 

와중에도 ‘文筆·算術이 있고, 時務에 능숙한 사람은 임명할 수 있다

고 규정했으며,134) 동일한 관청에서 일정한 기간 근무한 雇員도 판

임관의 임명 대상으로 규정되었다.135)            

  主事의 충원 대상은 갑오개혁을 전후로 달라졌다. 조선시대 관제

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主事는 신학문을 접한 신진 관원을 충원 대

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갑오개혁 이후 主事가 모든 관부의 실무 관

직으로 변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상적인 관원 선발의 대상으

133)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8월 4일. “一, 漢城府 (...) 主事七員, 以漢城判

官·主簿·吏胥及五部令·都事中, 由內務衙門依文官授任式分品差下”

134) 《官報》, 光武 2년 12월 12일. “勅令第三十九號 奏判任官試驗及任命規則 

(...) 但卒業人이 無時에 文筆算術이 有고 時務鍊達 者로 試驗을 經야 

任命 事”

135) 《官報》, 光武 10년 9월 28일 “勅令第五十三號 文官任用令 (...) 四 五年以

上 雇員으로 同一 官廳에 繼勤야 事務에 通錬 者로 該官廳에셔 敍用을 

得이라” ; 《官報》, 隆熙 2년 7월 27일 “勅令第五十一號 文官任用令 (...) 第

六條 滿二年以上 雇員으로 同一官廳에 勤續者 銓衡委員의 銓衡을 經야 

其官廳의 判任官으로 任用을 得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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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상정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존 

관원을 다시 기용해야 했다. 이때 기존 관원뿐 아니라 경아전까지 

主事의 충원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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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갑오개혁기 主事의 임명 상황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主事는 모든 관부에 배치된 실무 관직이 되

었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시대 여러 하위 관직은 主事로 통합되었으

며, 충원 과정에서 일부 경아전까지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

었다. 실제 主事의 임명 사례를 통해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에 앞서 主事를 비롯한 전체 관원의 정원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관제 개혁 과정에서 많은 관원과 吏胥가 

실직했으며, 이는 갑오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했던 중요한 

비판 지점이었다.136) 예를 들어 柳冕鎬는 ‘음관과 무관들이 오래도

록 벼슬을 하고, 吏胥들이 자신의 직임을 세습하는 것이 오랜 규례

이고 버릴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을 죄 없이 내쫓는 것이 개화인가’

라며 당시 상황을 비판했다.137)

136) 오영섭, 1992 〈甲午改革 및 改革主體勢力에 대한 保守派 人士들의 批判的 

反應-그들의 上疏文을 중심으로-〉 《國史館論叢》 36, 국사편찬위원회, 108

쪽. 

137) 《羅巖隨錄》 8冊, 前校理柳冕鎬上疏. “經曰, 不愆不忘, 率由舊章, 祖宗朝田來

舊典, 不可棄也. 創出新法於變亂之中, 抑何意思, 蔭官武職之積仕, 吏胥臺隷之傳

授, 自來古規, 而無罪汰去, 呼寃非常, 是所謂開化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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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문
조선 시대 관직 정원 1894년 7월

8아문 시기 정원

1895년 4월

7부 시기 정원實職 경아전 합계

궁내부 208 703 911 110(28) 163(65)

의정부(내각) 45 129 174 44(31) 24(18)

내무 27 46 73 31(24) 67(40)

탁지 34 200 234 56(45) 84(12)

군무 20 356 376 46(36) 37(26)

법무 17 96 113 26(20) 44(28)

학무 16 76 82 26(18) 18(11)

농상 35(28)
49(18)

공무 9 36 45 25(17)

합계 376 1642 2018 399(247) 486(218)

[표 11] 갑오개혁 전후 궁내부·의정부·7부 관료 인원 변화

*()안의 수는 主事의 정원

  실제로 갑오개혁 직후 중앙 정부의 인원은 크게 줄어들었다. 갑오

개혁이 시작된 직후, 기존 관청은 궁내부와 의정부, 8아문에 소속시

킴으로써 정리되었다.138) 이때 편입된 기존 관청과 새로운 아문의 

정원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표 11]이다.139) 갑오개혁 직전 인원

은 경아전을 포함하여 약 2000명이 있었다. 갑오개혁 직후 8아문 

관제의 관원 정원은 399명, 7부 관제의 관원 정원은 486명이었

다.140) 조선시대 전체 인원과 비해 갑오개혁 직후 정부 인원은 상당

138)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8일. “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

139) 조선시대 관청에 소속된 정원은 크게 관원과 경아전으로 구분하였다. 관원은 

《大典會通》경관직에 기록된 實職의 수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경아전의 인원은 

19세기 후반 중앙 정부의 員役을 정리한 《京衙員役錄》을 통해 파악했다. 《京

衙員役錄》은 각 관서에 소속되어 있던 書吏, 庫直, 徒隸를 모두 망라한 인원이 

기재되어 있다. 기존 연구는 人·名 등 기재 양식에 따라 員役의 등급을 上中下

로 나누었다.(왕현종, 1999 앞 논문, 114~115쪽.) 《京衙員役錄》의 인원 중 

본 논문에서 경아전에 포함시킨 인원은 상급 원역과 중급 원역까지이다. 하급 

원역을 제외한 이유는 하급 원역에 포함된 使令, 驅從, 茶母 등 일부 구성원은 

경아전과 질적인 차이가 크고 그 역할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1895년 

예산에 따르면, 정규 관원과 雇員의 보수는 俸給으로 책정됐지만 使令 이하의 

보수는 雜給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갑오개혁 이후에도 使令 이하 구성원은 

主事·雇員과 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관원의 정원은 대신에서 주사까지의 정원을 정리한 것으로 각 

시기에 정해진 관제를 기준으로 삼았다. 

140) 각 아문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雇員을 고용할 수 있었고, 1896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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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줄어들어 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도태된 관원의 동향을 파

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본 논문은 主事의 성격을 다루고 있으

므로 도태된 관원보다 主事로 임명되었던 사람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조사 기간은 새로운 관제가 적용되는 1894년 7월 20일부터 아관

파천이 일어난 1896년 2월까지로 잡았다. 짧은 기간으로 장기적인 

변화상은 추적할 수 없지만, 갑오개혁 직후 主事 임명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명 사실은 《承政院日記》141)와 《官

報》142)에서 확인했고, 《大韓帝國官員履歷書》등의 자료를 참고하

여 보완했다.

1. 외무아문·외부의 사례

  외무아문은 갑오개혁 직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직접 승계한 

관부이다. 교섭아문의 직제와 관원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갑오개

혁 직전에 교섭아문에서 근무했던 主事는 11명이었다. 외무아문으

로 변화하면서 主事의 정원은 20명으로 늘어났다. 外部로 개칭된 

후에는 다시 12명으로 줄어들었다. 

에서는 雇員을 늘리려는 계획이 확인된다. (《官報》, 建陽 元年 1월 20일. “豫

算 (...) 雇員俸給은 前年度를 經驗즉 少有不足 고로 本年度는 其十分二增額

는 目的으로 前年度雇員俸給定率每員八 十元年額를 九十六元으로磨鍊홈”) 

실제 임명되었던 雇員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雇員까지 고려하면 

[표 11]에 제시된 인원보다는 다소 많은 사람이 정부에서 근무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많은 인원이 실직했음은 분명하다.

141) 이 당시 《承政院日記》는 승정원의 변천에 따라 그 명칭이 《承宣院日記》

(1894년 7월~10월),  《宮內府日記》(1894년 11월~1895년 3월), 《秘書監日

記》(1895년 4월~10월/1905년 3월~1907년 10월), 《秘書院日記》(1895년 

11월 ~ 1905년 2월) 등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承政院日記》

로 통일하여 인용하였다.   

142) 갑오개혁 이후부터 대한제국까지 《官報》에 기재된 관료에 대한 정리는 安

龍植의 《大韓帝國官僚史硏究》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안용식의 

정리와 《官報》를 비교하며 임명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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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4년 7월 4일 金允植이 군국기무처 회의원과 교섭아문의 독판

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유배지인 면천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정치활

동을 시작했고, 7월 15일에는 새로운 관제에 따라 외무아문 大臣이 

되었다. 그는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외부 大臣을 맡다가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직후 면직되었다. 같은 기간 협판에는 

金嘉鎭, 李完用, 徐載弼, 尹致昊, 朴齊純이 차례로 임명되었다.

  갑오개혁 직전까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主事로 계속 출근했

던 사람은 11명이었다.143) 이 중 이학규, 김하영, 조성협이 외무아

문의 參議로 승진했으며, 이응익은 학무아문의 參議로 자리를 옮겼

다. 정대영, 진상언, 박세환은 지방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기존 主事 

중 정대유, 신태무, 이강하, 변정상 등이 그대로 외무아문의 主事로 

남게 되었다. 갑오개혁을 전후로 외무아문의 체제는 변화 없이 유지

되었으나, 기존 主事가 대부분 승진하면서 새롭게 主事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외무아문·외부의 主事로 임명된 

사람은 19명이다.144)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는 갑오개혁 이전에도 관직 생활을 하던 사람들로 11명이며, 두 번

째는 갑오개혁 직후 처음 관직에 나온 사람으로 8명이다.

  기존 관원 출신 主事 11명은 모두 교섭아문, 내무부, 박문국 등 

1880년대 개화 정책을 담당했던 관부에서 일했거나, 개항장의 서기

관·번역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갑오개혁 직전까지 

교섭아문의 主事로 임명되거나, 개항장·재외공관에서 일하면서 전문 

143) 갑오개혁 직전까지 교섭아문에 근무했던 主事는 李鶴圭, 金夏英, 李應翼, 趙

性協, 丁大英, 秦尙彦, 朴世煥, 丁大有, 申泰茂, 李康夏, 卞鼎相 등으로 11명이

다.

144) 임명된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印東植(1894.07.22.), 崔名煥(1894.07.28.), 張起

淵(1894.08.02.), 彭翰周(1894.08.13.), 李啓弼(1894.08.19.), 安吉壽

(1894.08.22.), 金觀濟(1894.09.02.), 李琦(1894.09.02.), 鄭衡澤(1894.09.02.), 

梁柱謙(1894.09.02.), 金彰漢(1895.01.14.), 金洛駿(1895.01.14.), 沈鍾舜

(1895.02.02.), 玄映運(1895.02.12.), 兪兢煥(1895.01.14.), 黃祐永(1895.윤5.06.), 

朴永民(1895.윤5.06.), 李觀九(1895.윤5.06.), 尹胄榮(1895.12.0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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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인력으로 성장해왔던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申泰茂는 1889년 

육영공원 응제시를 통해 교섭아문의 主事가 되었다. 그는 교섭아문

이 외무아문으로 바뀐 후에도 主事로 계속 남아 있었고, 외부 번역

관, 덕원감리를 거쳐 주영공사관과 주미공사관에 파견되었다. 玄暎

運은 대대로 倭學을 전공하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일본으로 건

너가 慶應義塾에서 수학했으며, 귀국 후에는 박문국 主事로 근무했

다. 갑오개혁 이후 외무아문의 主事가 되었다. 이후에 그는 외국의 

사정을 잘 알아 고종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145)  

  반면, 갑오개혁 이후 처음 외무아문의 主事로 임명된 사람은 8명

이다. 이 중 梁柱謙과 印東植은 김윤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

다. 양주겸은 梁憲洙의 서자로146) 김윤석과 오랫동안 교유해오던 사

람이었고, 1910년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했다.147) 印東植은 아버지 

인영철의 주선으로 김윤식과 인연을 맺었다. 인동식은 김윤식이 면

천으로 유배를 갔을 때 그를 따라가 수행했다. 면천에서 김윤식은 

인동식에게 〈天津談草〉를 정리하도록 했다.148) 그는 갑오개혁이 

시작되자 김윤식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외무아문의 主事가 되었

다. 이후 그는 탁지부와 중추원에서도 관직을 맡았다.149)      

  외부의 主事 임명 사례는 갑오개혁 이후 관원 선발의 양상을 예

측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교섭아문이 그대로 외무아문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교섭아문의 主事가 대부분 승진하면서, 새롭게 

主事를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기존 관원에 대한 

고려 없이 소속 관원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관부였다. 외교를 전담

145) 黃玹,《梅泉野錄》권4. “以玄映運爲駐倭公使 (...) 映運旣長, 入倭十餘年, 携婦

而歸, 以知倭情聞于上, 大被寵昵, 又進倭妓于大內, 與其倭婦, 交關出入, 勢傾一

時.”

146) 金允植,《雲養集》권13,〈正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三軍府訓鍊院事五衛都摠

府都摠管梁公行狀〉

147) 金允植,《續陰晴史》권7(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上 286쪽)

148) 金允植,《雲養續集》권2,〈紹堂印君[東植]壽序〉

149) 《大韓帝國官員履歷書》, 23책 6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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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부로서 그에 합당한 외교 인력이 主事로 충원되기도 했고, 

大臣이었던 김윤식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主事에 임명된 사람

도 있었다. 

2. 탁지아문·탁지부의 사례

  갑오개혁이 시작되고 탁지아문에 소속되었던 기존 관서는 戶曹, 

親軍營, 宣惠廳, 廣興倉, 軍資監, 轉運署이었다.150) 호조와 친군영, 

선혜청의 재정은 탁지아문이 장악해야하는 주요 재정이었다. 광흥창

과 군자감은 각각 관원, 아전, 군관의 급료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전

운서는 1883년 汽船으로 稅米를 운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외무아

문과 달리 탁지아문은 승계해야 할 관청과 구성원이 있었다. 1차 개

혁기 탁지아문의 정원은 대신과 협판, 참의가 9명, 主事가 45명으로 

전체 인원은 56명이었다. 탁지부로 바뀐 후에는 대신과 협판, 국장

이 5명, 참서관이 3명, 재무관이 14명, 主事가 64명으로 전체 인원

은 84명이었다.

  1895년 4월에서 1896년 2월까지 탁지부 主事에 임명된 사람은 

113명에 이른다. ([부표 3] 참조) 113명의 主事 중 탁지부 主事가 

되기 전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총 73명이다. 이

들의 前歷은 크게 네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본래 관원이었던 사람들로 총 33명이다. 이들 중

에는 탁지아문에 소속된 조선시대 관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갑오개혁이 시작되기 직전, 李範學, 金裕定은 호

조 좌랑이었고, 金應漢은 선혜청의 낭청, 申在億 군자감의 판관이었

다. 세 관청이 모두 탁지아문에 편입되자, 이들도 모두 탁지아문의 

主事가 되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탁지부의 국

150) 《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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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재무관으로 승진했거나, 지방관으로 발령받았다.  

  이외에 전직 관원으로서 새로 主事에 임명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 

중에는 호조 좌랑, 광흥창 봉사, 전운국 위원 등 탁지아문이 장악했

던 관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관원과 陵官, 감찰 등 전혀 관련 

없는 관직을 거쳤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

두 中樞院 원외랑을 거쳤다는 것이다. 갑오개혁 전후 관제가 변화하

는 과정에서 관직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중추원의 관직을 

주었다.151) 이후 재능에 따라 다시 임용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이러

한 부류였다.

  이 중 柳譚은 1882년 部將으로 임명되어 무관이 되었다. 이후 훈

련원 판관과 총어영 초관에 임명되었다가, 1889년에 호조 좌랑이 

되었다. 1890년에는 黃腸경차관으로 경상도에 파견되었다. 갑오개

혁으로 기존 관원들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중추원 원외랑이 되었다

가, 1894년 9월 탁지아문 主事로 임명되었다. 이후 1899년까지 탁

지부 主事로 근무했다.152)

  전직 관원 중 문과에 급제한 사람으로 金河璉과 鄭錫五가 있다. 

김하연은 함경도 明川출신으로 道科에 급제하고 승정원 가주서를 

지냈다. 이후 율봉 찰방으로 임명되었다. 갑오개혁 직후에는 충추원 

원외랑으로 잠시 임시 관직을 받게 되었다가, 1895년 4월 19일이 

되어서 탁지부 主事가 되었다.153) 정석오는 1892년 별시에 급제한 

후, 승문원 부정자를 지냈다. 1895년 윤5월에 판임 6등으로 법부 

151) 이방원, 2010 앞 책, 혜안 29~35쪽

152) 《承政院日記》2898책, 고종 19년 3월 16일;《承政院日記》2957책, 고종 

24년 2월 11일;《承政院日記》2986책, 고종 26년 6월 25일;《承政院日記》

2987책, 고종 26년 7월 29일;《承政院日記》3002책, 고종 27년 10월 17일;

《承政院日記》3050책, 고종 31년 9월 22일;《公文編案》8冊, 1894년 9월 13

일, 第17號.

153) 《承政院日記》2961책, 고종 24년 5월 29일;《承政院日記》3032책, 고종 

30년 3월 26일;《承政院日記》3032책, 고종 30년 3월 26일;《承政院日記》

3043책, 고종 31년 2월 9일;《承政院日記》3054책, 고종 32년 1월 13일;《承

政院日記》3057책, 고종 32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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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事가 되었다가 9월 탁지부 主事가 되었다.154)   

  두 번째 집단은 호조의 計士이다. 《度支志》에 따르면, 호조에는 

計士가 약 60명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호조의 속사뿐 아니라 속

아문과 병조, 선혜청 등에 파견되어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計士

는 산학 취재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고, 대체로 그 직임이 세습되었

다.155) 당시 이들의 존재는 동시기 작성된 《籌學入格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5년 4월에서 1896년 2월 사이에 임명된 탁지

부 主事 중 9명은 計士 출신이었다.

  세 번째 집단은 書吏 출신 主事들로 13명이 확인된다.156) 탁지부

에 소속된 書吏는 대체로 호조와 선혜청, 친군영의 書吏들이었다. 

이는 앞서 소개한 경아전을 主事로 충원한다는 규정이 실제로 지켜

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갑오개혁 이후 처음 관직에 나온 

사람들로 총 18명이다. 이 중에는 進士나 성균관, 육영공원의 학생

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主事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윤식의 사례처럼 大臣과의 친소 관계에서 비

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黃天彧은 어윤중이 조사시

찰단으로 일본에 갈 때 수행했던 伴黨이었고, 尹孝定은 탁지부 협판

이었던 安駉壽의 심복이었다.157)

  이처럼 기존 관원과 계사, 書吏는 모두 같은 主事가 되었다. 시기

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 집단의 구성원은 비슷한 비율로 주

임관으로 승진했으며, 차별 없이 관료 생활을 이어 나갔다.158) 이처

154) 《承政院日記》3021책, 고종 29년 5월 27일;《承政院日記》3039책, 고종 

30년 10월 11일; 《承政院日記》 3056책, 고종 32년 3월 22일;《承政院日記》 

3059책, 고종 32년 윤5월 13일;《承政院日記》 3063책, 고종 32년 9월 6일.

155) 黃正夏, 1988〈朝鮮 英祖·正祖時代의 算員 硏究-《籌學入格案》의 分析을 中

心으로-〉《白山學報》35, 白山學會.

156) 갑오개혁 이전 경아전에 대한 파악은 1894년 직전까지의《의궤》와 戶曹에

서 작성한《회계책》을 참고하였다. 이에 대한 전거는 [부표 3]에 밝혀 두었다.

157) 鄭喬, 《大韓季年史》(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上, 207쪽). “駉壽與尹孝定[駉壽

之私人而參謀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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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갑오개혁 이후 조선시대 하위 관직은 主事라는 하나의 관직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탁지부 主事의 임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위 사례를 통해 갑오개혁 이후 관료의 교체 상황을 새롭게 

추측해 볼 수 있다. 《大韓帝國官員履歷書》를 분석하여 1900년대 

관료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관료 중 

72.6%가 1895년 이후 入官한 사람들이었다. 이를 통해 갑오개혁 

이후 급격한 관료세력의 교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159) 하지만, 당

시 잡과 입격자은 《履歷書》를 작성할 때 잡과 출신 이력을 기재

하지 않았다.160) 이는 앞서 확인한 書吏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력을 기재할 때 1895년 4월 이후의 主事부터 쓰

고 있다. 그러므로 갑오개혁 이후 관료집단은 새로운 신진 세력의 

등장이라기보다 본래 각 관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잡과 출신 관료와 

경아전이 主事를 통해 정규 관료화되었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8) 다만, 전직 관원이었던 主事는 다른 관부나 지방관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

았으나, 계사와 서리 출신 主事는 탁지부 내에서 승진한 경우가 많았다. 

159) 金泳謨, 1972〈官僚의 社會的 性格〉《韓末 支配層 硏究》韓國文化硏究所

(《朝鮮支配層硏究》, 一潮閣, 261쪽에 재수록)

160) 김현목, 1999〈한말 역학생도의 신분과 기술직 중인의 동향〉《韓國 近代移

行期 中人硏究》, 신서원,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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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880년부터 1907년까지 존재했던 관직인 主事가 갑오개혁을 기

점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880년대 개화 정책을 담당할 신설 관청이 설치되었고, 각 관청

의 실무 관직으로 主事가 등장했다. 이 당시 主事는 조선시대 낭청

에서 비롯되었는데, 낭청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관원을 

임시로 차출한 관직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主事의 특징은 조선시

대 낭청에게서 확인되는 특징과 유사했다. 조선시대 낭청과 같이 主

事로 임명된 사람의 품계는 다양했다. 각 관청은 낭청을 차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主事를 선발할 수 있었으며, 主事의 정원도 정해

져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낭청과 主事는 임명 대상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낭

청이 기존 관원만을 임명 대상으로 삼았다면, 主事의 임명 대상은 

관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직·간접

적인 경로를 통해 신학문을 익혔는데, 외국 유학생이거나 동문학·육

영공원 같은 신식 학교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었다. 조선 정부는 主

事의 임명 대상을 관원 이외에 사람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신학문을 

익힌 사람들을 수월하게 관원로 수용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의 관

제와 科擧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본질적인 제도 변화나 새로운 관원 선발 기준

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개화 정책이 퇴조를 보이는 

1887년 이후, 主事는 기존의 낭청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갑오개혁 이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관제가 8아문 관제로 확

대됨에 따라 主事가 모든 관부의 실무 관직으로 배치되었다. 관제 

변화의 결과, 조선 시대 다양하게 나뉘어 있던 실무 관직은 主事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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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관직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경아전을 계승한 

雇員과 정규 관직인 主事의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主

事가 일부 경아전까지 포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경아

전 중 일부를 主事로 선발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主事의 임명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탁지아문은 

호조를 비롯한 조선시대 재정 관련 관청들이 모두 편입되었다. 갑오

개혁 직후 탁지아문의 主事로 임명되었던 사람은 호조와 속아문의 

참하관뿐 아니라 호조에서 근무했던 計士와 書吏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갑오개혁 이전에는 主事라는 관직을 통해 신진 관원을 수용하려

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면, 갑오개혁 이후 主事는 기존 구성원을 

일률적으로 재편하는 관직으로 변화한 것이다. 

  갑오개혁이 시작되자마자 班常의 차별을 없애고 貴賤의 구분 없

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한다는 원칙이 정해진다. 또한 科擧를 

대신하는 새로운 관원 선발 방식도 결정되었다. 이로써 조선시대 내

내 이어진 사회 신분과 관원 임용의 원칙이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새로운 원칙만으로 새로운 관원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관부의 구성원은 관원과 경아전이 함께 배

속되어 역할을 나누고 있었다. 갑오개혁기 관제 개혁은 이러한 구분

을 없애고 모든 구성원을 일률적으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이 재편 

과정을 통해 기존에는 여러 위상이 나뉘어 있던 관부의 구성원들이 

主事라는 하나의 관직으로 편성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主事라는 관직을 다루면서 그 관직의 성격이 갑오개혁

을 기점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시기별로 수용하고자 했던 

사람과 방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인 부

분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 시기는 여러 정치 세력

이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하고 있던 시기로서 상위 정치세력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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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하위 관원인 主事의 존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主事라는 관직 자체에만 주목하면서, 다양한 정

치 세력, 정치 상황과의 관련성을 살피지 못했다. 상위 정치 행위자,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主事의 모습은 앞으로의 연구

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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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主事 명단

번호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1 고영철(高永喆) 제주 1853 1876 역과(전) 사과 정6품 1883.01.20 1884.11.05 1885.06.21. 내무부 주사 1894.07.19. 봉화현감 

2 김사철(金思轍) 연안 1847 1878 문과(전) 성균관사성 종3품 1883.01.20 1883.06.25 1887.11.29. 副校理 1894.10.05. 도승선

3 남정철(南廷哲) 의령 1840 1882 문과(전) 부사과 종6품 1883.01.20 1883.10.22 1885.05.26. 평안도관찰사 1896.06.07. 철성부관찰사

4 정헌시(鄭憲時) 초계 1847 1882 문과(전) 부사과 종6품 1883.01.20 1884.11.04 1884.11.04. 참의교섭통상사무 1891.08.10. 대사간

5 서상우(徐相雨) 대구 1831 1882 문과(전)
홍문관

부교리
종6품 1883.01.20 1884.윤5.29

1884.10.20. 참의교섭통상사무 

1888.07.26. 호조판서  1894.08.25. 내무대신

6 김가진(金嘉鎭) 안동 1846 1886 문과(후) 장흥고주부 종6품 1883.01.20 1883.04.29
1887.05.21. 장령 1894.05.29. 내무부참의 

1894.07.15. 외무아문협판 1895.04.01. 농상공부대신

7 윤기진(尹起晉) 파평 1854 1882 문과(전) 新及第 　 1883.01.20 1884.07.09 1884.07.17. 성균관 전적 1891.08.25. 동부승지 

8 유길준(兪吉濬) 기계 1856 　 유학 　 1883.01.20 1883.03.10 1894.05.20. 교섭아문 주사 1894.07.15. 의정부 도헌

9 정만조(鄭萬朝) 동래 1858 1889 문과(후) 유학 　 1883.01.20 1884.윤5.29 1889.03.02. 내무부주사 1892.11.28. 동부승지 

10 지운영(池運永) 충주 1858 　 유학 　 1883.01.20 1883.04.29 1884.03.29. 군국아문 주사

11 이원긍(李源兢) 전주 1849 1891 문과(후) 진사 　 1883.03.10 1884.윤5.29
1886.07.20.~1889.12.26. 교섭아문주사

1889.06.06. 춘천부사 1894.07.20. 내무아문참의

12 윤치호(尹致昊) 해평 1865 　 유학 　 1883.04.09 1885.01.16 1895.04.12. 내각 참서관

13 정대영(丁大英) 나주 1837 　 장흥고주부 종6품 1883.04.29 1889.11.05
1891.08.23. 평시서주부

1892.03.20. 교섭아문 주사 1894.07.14. 포천현감

14 이학규(李鶴圭) 홍주 1852 　 검서관 종9품 1883.04.29 1885.06.25
1885.01.14. 형조정랑 1890.02.21. 내무부주사 

1894.06.23. 교섭아문참의 1894.08.20. 외무아문 참의

15 박제순(朴齊純) 반남 1858 1885 문과(후) 유학 　 1883.04.29 1884.10.07
1886.04.18. 동부승지 1894.04.16. 장흥부사

1894.07.18. 충청도 관찰사

16 이건호(李建鎬) 전의 1885 1874 무과(전) 훈련원판관 종5품 1883.07.15 1888.02.01 1888.02.01. 철산부사 1894.07.09. 파주목사

17 김인식(金寅植) 청풍 1856 1880 문과(전) 부사과 종6품 1883.07.15 1883.10.28
1883.12.29. 부교리 1982.06.10. 공조참의

1894.12.20. 의정부참의

18 이종원(李種元) 덕수 1849 1888 문과(후) 유학 　 1883.10.27 1886.05.12
1886.05.12. 음죽현감 1892.02.13. 교리

1895.01.11. 충주목사

19 여규형(呂圭亨) 함양 1848 1882 문과(전) 부사과 종6품 1883.10.28 1889.05.22
1884.11.29. 장령 1885.01.14. 병조정랑

1891.02.17. 집의 1894.09.09. 내무아문참의

20 윤현구(尹顯求) 해평 1841 　 유학 　 1884.윤5.29 1885.02.14

1885.04.10.~1887.01.30. 교섭아문주사 

1888.06.14.~1889.11.05. 교섭아문주사 

1891.05.29.~1892.08.17. 교섭아문주사

1895.01.11 탁지아문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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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21 조병승(趙秉承) 풍양 1851 1891 문과(후) 유학 　 1884.윤5.29 1887.08.25

1887.11.29. 빙고주부 1888.01.29. 내무부주사 

1891.10.29. 부응교 1893.09.29. 분병조좌랑

1896.07.20. 분시종원시종

22 변수(邊樹) 원주 1861 　 유학 　 1884.윤5.29 1884.07.02 1884.07.02. 군국아문주사

23 정학교(丁學敎) 나주 1832 　 부사과 종6품 1884.07.09 1887.05.11 1887.05.11. 광무국주사 1895.02.05. 강화판관

24 진상언(秦尙彦) 픙기 1857 1882 역과(전) 부사과 종6품 1884.07.09 1894.08.05 1890.10.29. 상서원별제 1895.06.18. 인천군수 

25 이전(李琠) 성주 1859 1879 역과(전) 부사과 종6품 1884.10.07 1886.06.28 1886.06.28. 내무부주사 1894.08.25. 내무아문 주사

26 박재양(朴戴陽) 반남 1848 　 사용 정9품 1884.11.05 1887.12.28

27 장박(張博) 인동 1849 　
유학, 

박문국사사
종9품 1884.11.05 1885.01.16 1895.04.01. 법부형사국장

28 이경직(李庚稙) 한산 1852 1889 문과(후)
진사, 

기기국사사
　 1885.01.16 1887.02.27

1887.02.27. 전운서낭청 1887.04.09. 기기국사사 

1895.04.01. 학부편집국장

29 변석운(邊錫運) 원주 1856 　

유학, 

인천항

서기관

(사용)

정9품 1885.05.01 1885.06.20 1892.04.07. 내무부주사 1892.07.06. 석성현감

30 엄주흥(嚴柱興) 영월 1858 　 유학 　 1885.05.01 1885.06.21
1885.06.21. 내무부부주사 1892.01.27. 고성군수 

1895.02.02. 탁지아문 참의

31 유성준(兪星濬) 기계 1860 　 유학 　 1885.05.01 　

1885.06.21. 내무부주사 1887.09.05. 내무부주사 

1894.08.28. 탁지아문주사 

1895.04.01. 농상공부회계국장

32 김영완(金永完) 광산 1844 　 감역 종9품 1885.07.09 1887.03.23 1887.03.23. 내무부주사 1897.05.07. 진보군수

33 안종수(安宗洙) 광주 1849 　
진사, 

우정총국사사
　 1885.07.09 1886.04.10 1895.01.11. 탁지아문주사

34 박준우(朴準禹) 밀양 1844 　
수봉관, 

제중원주사
종9품 1885.08.09 1887.08.19 1895.07.02. 외부교섭국장

35 최명환(崔名煥) 전주 1848 　 사용 정9품 1885.10.08 1886.5.28
1887.08.03.~1889.01.06. 교섭아문주사

1895.04.01. 외부주사 

36 유기환(兪箕煥) 기계 1858 　

유학, 

인천항

서기관

(사용)

정9품 1885.10.08 1886.05.28

1887.10.24.~1888.01.29. 교섭아문주사

1891.04.14.~1892.01.27. 교섭아문주사

1894.04.19. 내무부주사 

1895.06.25. 궁내부외사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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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권재형(權在衡) 안동 1855 　 사용 정9품 1885.10.28 1886.05.28

1891.06.07.~1893.05.05. 교섭아문주사

1894.08.23. 한성부윤

1895.02.16. 군부 협판

38 손봉구(孫鵬九) 밀양 1852 　
유학, 

제중원주사
　 1886.01.09 1887.윤4.20

1887.12.21.~1888.11.08. 교섭아문주사

1894.09.10. 농상아문주사

39 이시렴(李時濂) 합천 1843
1859 

산학취재(전)
계사 종6품 1886.01.27 1887.05.11 1887.05.11. 광무국주사

40 강재륜(康載倫) 승평 1839
1859 

산학취재(전)
계사 종6품 1886.01.27 1886.06.17

41 정병하(鄭秉夏) 온양 1839 　
통리아문

司官
종6품 1886.01.27 1888.07.26

1888.05.29. 밀양부사 1894.07.09. 동부승지

1894.07.15. 농상아문협판 

42 박영유(朴永旒) 반남 1866 1882 의과(전) 司官 　 1886.01.27 　

43 정병기(鄭秉歧) 온양 1861 　 주부, 司官 　 1886.01.27 　 1892.01.27.영릉령 1895.05.26. 궁내부출납사주사

44 김창현(金彰鉉) 광산 1858 　 유학 　 1886.03.25 1888.07.13
1888.11.13. 교섭아문주사 1889.01.25. 내무부주사

1890.10.09. 감찰 1898.07.12. 군부주사

45 김하영(金夏英) 원주 1861 　

유학, 

회령감리

(부사용)

종9품 1886.04.20 1886.05.28

1888.08.10. 교섭아문주사

1890.03.08.~1894.06.29. 교섭아문주사 

1894.06.23. 동부승지 

46 이호근(李好根) 완산 1856 　 전옥서주부 종6품 1886.05.12 1886.07.29 1890.02.13. 교섭아문주사 

47 전용묵(全容默) 완산 1846
1864 음양과

(전)
부사과 종6품 1886.06.17 1892.09.17 1894.03.14. 기기국사사

48 윤치항(尹致恒) 해평 1839 　 부사과 종6품 1886.07.16 1887.06.29
1887.06.29. 상서원별제 

1889.01.30.~1890.03.20. 교섭아문주사

49 송달현(宋達顯) 여산 1854 　 유학 　 1886.07.16 1888.08.10
1888.08.17.~1889.07.29. 교섭아문주사

1889.07.29. 섭곡현령 1898.10.16. 중추원의관

50 이교헌(李喬憲) 함평 1860 　 상서원별제 종6품 1886.07.29 1887.11.24

1888.06.07. 감찰 

1890.09.22.~1890.09.29. 교섭아문주사

1894.01.09. 의금부도사

51 홍우관(洪禹觀) 남양 1866 　 유학 　 1886.10.28 1888.01.25
1889.12.26.~1890.02.07. 교섭아문주사 

1895.04.01. 학부참서관

52 편영기(片永基) 절강 1847 　 감찰 정6품 1887.02.17 1887.08.03 인천항서기관 1895.05.11. 탁지부주사 

53 박규원(朴奎源) 반남 1838 　 유학 　 1887.03.20 1889.03.17 내무부부주사 1890.10.14. 당진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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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복영(趙復永) 풍양 1835 　 사직서령 종5품 1887.03.23 　
1888.06.14. 상의원주부 1890.06.11. 기기국사사 

1894.07.06. 용인현령 1894.07.06. 김포군수

55 안경수(安駉壽) 죽산 1853 　 출신 　 1887.윤4.20 1887.11.23
1890.08.08. 철산부사 1894.06.28. 우포장

1894.07.15. 경무사 

56 서상석(徐相奭) 대구 1842 　 유학 　 1887.05.19 1890.08.08
내무부주사 1890.09.25. 교섭아문주사

1893.07.28. 제용감판관

57 박세환(朴世煥) 무안 1846 　 유학 　 1887.05.19 1890.02.13
1890.02.13. 한성부주부 

1890.윤2.03~1894.06.29. 교섭아문주사 

58 이용하(李容夏) 전주 1829 　 부사용 종9품 1887.06.29 1887.11.29 1890.10.29. 南部令 

59 이희봉(李羲鳳) 한산 1837 1876 문과(전) 우통례
당하

정3품
1887.10.03 　 　

60 심상로(沈相老) 청송 1886 　 사옹원별제 　 1887.10.30 1888.06.14 1893.10.28. 제중원주사 1895.05.26. 장원사주사

61 유치병(兪致秉) 기계 1842 　 영희전령 종5품 1887.11.17 1890.04.17 　

62 한헌교(韓憲敎) 청주 1845 　 부사과 종6품 1887.11.23 1888.01.29
빙고주부 1888.06.14.~1890.01.29. 교섭아문주사 

1890.08.26. 양덕현감 1894.01.25. 함안군수

63 이태직(李台稙) 한산 1857 　 유학 정6품 1887.11.29 　 1892.윤6.13. 용담현령 1895.02.19. 駐日本公使館參贊官

64 윤택선(尹宅善) 해평 1863 　 유학 　 1887.11.29 1888.01.29 인의 1888.06.14.~1888.11.13. 교섭아문주사 

65 정경원(鄭敬源) 연일 1851 1890 문과(후) 예릉령 종5품 1888.01.29 1890.02.15
1892.07.25. 상례 1893.01.25. 좌부승지

1894.07.15. 학무아문협판

66 조두환(曺斗煥) 창녕 1848 　 영희전령 종5품 1888.01.29 1888.06.14 1890.10.29. 하양현감 1894.10.11. 덕산군수

67 김영문(金永汶) 선산 1849 　 유학 　 1888.02.01 　 1895.02.05. 법부주사 1895.04.01. 법부회계국장

68 안길수(安吉壽) 죽산 1851 　

수봉관, 

주일본

서기관

　 1888.05.06 1891.01.13
1891.03.28. 감찰 1891.04.09. 교섭아문주사 

1895.04.01. 외부주사 

69 이현상(李鉉相) 정읍 1865 1885 역과(전) 사용 정9품 1888.07.13 1893.01.23 1895.12.03. 궁내부통역관

70 정대유(丁大有) 나주 1852 　 유학 　 1888.07.26 1894.06.29 1895.04.01. 외부주사 1896.01.17. 외부참서관

71 이재정(李在正) 익계 1846 　 전옥서참봉 종9품 1888.10.15 1890.07.02
1893.12.06. 전우총국주사 1894.07.02. 교섭아문주사

1895.02.02. 법부협판

72 조긍하(趙兢夏) 풍양 1863 　 부사과 종6품 1888.11.13 1889.12.12 　

73 한철중(韓喆重) 청주 1853 　 유학 　 1889.03.21 1889.05.12 　

74 이응익(李應翼) 연안 1855 　
기기국사사

(부사용)
종9품 1889.03.22 1890.09.27

1890.10.29.~1891.03.28. 교섭아문주사 

1892.04.07.~1894.06.29. 교섭아문주사

1894.07.18. 좌승지 1894.07.20. 학부아문참의 



- 64 -

번호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75 신태무(申泰茂) 평산 1868 　 유학 　 1889.06.03 1891.12.30
1894.04.17.~1894.06.29. 교섭아문주사

1895.04.01. 외부번역관

76 심계택(沈啓澤) 청송 1865 1892 문과(후) 유학 　 1889.06.03 1892.07.20
1893.03.28. 부수찬 1894.04.19. 부교리 

1897.10.22. 중추원3등의관

77 이창세(李昌世) 전의 1851 　 형조정랑 정5품 1889.07.29 1890.08.10

1890.09.10.~1890.12.28. 교섭아문주사 

1891.11.06.~1892.03.20. 교섭아문주사 

1893.11.19. 대흥군수

78 이상채(李相采) 　 　 　 유학 　 1889.08.25 1893.03.14 　

79 이인영(李寅榮) 경주 1865 　 감찰 정6품 1889.10.18 1889.11.04

1891.02.18.~1893.02.08. 교섭아문주사

1894.07.06. 돈녕부도정 1894.07.16. 우부승지 

1895.05.08. 내부참서관 

80 장화식(張華植) 인동 1852 　 의금부도사 종5품 1889.12.12 　 1892.01.27. 봉화현감 1894.07.19. 영덕현령

81 변석윤(邊錫胤) 원주 1855 　 부사과 종6품 1889.12.12 1891.01.29 1894.01.28. 홍릉령 1895.08.10. 신계군수 

82 김화식(金華埴) 서흥 1847 　 사직서령 종5품 1890.01.29 1890.03.08
1891.08.27. 내무부 주사 

1892.10.09.~1894.12.27. 현풍현감

83 정응기(鄭應夔) 봉화 1890 　 서부령 종5품 1890.01.29 　 1891.03.22. 교섭아문주사 1893.01.02. 교섭아문주사

84 어명린(魚命麟) 함종 1866 　 유학 　 1890.02.07 1892.05. 인의

85 김영숙(金永淑) 광산 1866 　 유학 　 1890.02.15 1890.12.28 1893.06.29. 한성부주부 1895.02.11. 종묘령

86 조성협(趙性協) 함안 1852 　 사옹원주부 종6품 1890.윤2.20 1894.06.29 1894.08.27. 외무아문참의 1895.04.01. 외부통상국장

87 민응호(閔膺鎬) 여흥 1837 　 부사과 종6품 1890.04.17 1892.09.05 1893.01.29. 감찰 1893.03.26. 교섭아문주사 

88 임정수(林正洙) 나주 1832 　 영희전참봉 종5품 1890.06.09 　
1892.06.07. 교섭아문주사 1892.07.02. 교섭아문주사 

1897.04.25. 용담군수

89 김영규(金泳圭) 안동 1846 　 인의 종6품 1890.08.08 1892.03.25 1894.05.17. 광무국주사 1894.09.11. 삼가현감

90 민병익(閔丙益) 여흥 　 　 부사과 종6품 1890.08.09 　
1893.07.28. 교섭아문주사

1894.05.17.~1895.09.01. 개령현감 

91 민동혁(閔東爀) 여흥 1839 　 부사과 종6품 1890.09.29 1891.01.21 1893.07.28. 사릉령 1896.08.16. 중추원3등의관

92 현은(玄櫽) 연주 1860 　 감찰 정6품 1890.11.12 1891.04.15 1895.04.01.내각주사 

93 이정익(李政翼) 연안 1845 　 목릉령 종5품 1890.12.28 1891.06.06 1893.11.05. 제중원주사 

94 유흥필(柳興弼) 문화 1852 　 상서원주부 종6품 1891.01.25 1892.01.27 1892.03.03. 교섭아문주사 1893.02.15. 순창원령 

95 조진백(曺鎭百) 창녕 1829 　 태묘령 종5품 1891.03.06 1891.03.19 1891.03.28. 내무부주사 1893.01.29. 감찰

96 심상필(沈相弼) 청송 1843 1892 문과(후) 감찰 정6품 1891.03.28 1892.03.01 예릉령 1892.10.22. 동부승지 1896.10.19. 영흥군수

97 이항면(李恒冕) 완산 1844 　 유학 　 1891.04.26 1892.09.16 　

98 신경수(申慶秀) 평산 1833 　 감찰 정6품 1891.06.07 1891.09.22 1893.11.26. 숭릉령 

99 한진태(韓鎭泰) 청주 1829 　 상서원주부 종6품 1891.06.22 1892.06.08 의금부도사 1892.윤6.07. 태릉령 1894.07.19. 임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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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100 이수돈(李秀敦) 전주 1833 　 부사과 종6품 1891.11.05 1892.06.06 의금부도사 1894.10.14. 결성현감

101 오정선(吳鼎善) 해주 1844 　 부사과 종6품 1891.12.22 1892.06.29 인의 1894.07.19. 진산군수 1895.02.19. 금구현령

102 김경하(金經夏) 경주 1855 　 상서원주부 종6품 1891.12.28 1892.03.12
1893.06.29. 교섭아문주사 1894.07.19. 승지

1895.08.23. 내부참서관

103 안정수(安鼎壽) 죽산 1840 　 사과 정6품 1891.12.30 1892.08.08
1892.10.30. 감찰 1894.07.05.~1894.10.13. 진천현감

1895.03.01. 진위현령

104 이보한(李輔漢) 완산 1874 　 진사 　 1891.12.30 1892.01.24 태릉참봉 1894.07.12. 태릉참봉

105 김종식(金宗植) 청풍 1851 　 경모궁령 종5품 1892.01.27 1892.05.13
평시서주부 1892.07.15. 내무부주사 1894.07.19. 오위장

1896.03.09. 탁지부주사 

106 조종만(趙鍾萬) 한양 1858 　 영릉령 종5품 1892.01.27 1892.10.29 1895.04.01. 농상공부 참서관

107 송병목(宋秉穆) 은진 1843 　 태릉참봉 종9품 1892.01.30 1892.03.20
1892.06.08.~윤6.06. 교섭아문주사 1892.윤6.06. 감찰 

1893.11.30. 의금부도사 

108 한학수(韓學洙) 청주 1858 　 유학 　 1892.02.25 1892.03.24 의금부도사 1894.07.14. 제중원주사 

109 이강하(李康夏) 전주 1860 　 감찰 정6품 1892.03.20 1894.06.29 1895.04.01.외부주사 

110 박시병(朴時秉) 밀양 1835 　 의금부도사 종5품 1892.03.24 1893.01.08 1893.01.08.의금부도사 1894.07.05.통천군수

111 김병훈(金炳勳) 안동 1856 　 전설사별제 　 1892.05.13 1892.07.03 사옹원별제 1892.07.06. 교섭아문주사

112 이문영(李文榮) 용인 1850 1891 문과(전) 부사직 종5품 1892.05.26 1892.07.03 인의 1894.07.05.~1895.09.01. 곡성현감

113 임기호(任起鎬) 　 　 　 감찰 정6품 1892.06.03 1892.06.29 장악원주부 

114 김윤현(金潤鉉) 　 　 　 공릉령 종5품 1892.윤6.17 1892.07.03 공릉령

115 이응달(李應達) 　 　 　 경릉령 종5품 1892.윤6.17 　

1892.07.17. 교섭아문주사 

1892.12.25.~1893.07.21. 교섭아문주사

1892.07.21.인의 1893.10.28. 제중원주사 

116 김선일(金善一) 수원 1895 　 온릉령 종5품 1892.윤6.23 　 전환국사사

117 한응일(韓應一) 청주 1841 　 사옹원별제 　 1892.07.02 　 1893.09.06. 기기국사사

118 이상만(李尙萬) 덕산 1861 　 유학 　 1892.07.17 1894.07.02 1895.윤5.03. 동래부참서관

119 윤영두(尹榮斗) 풍양 1855 1874 역과(전) 전옥서주부 종6품 1892.07.30 　 1893.06.25.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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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내무부 主事·副主事 명단

번호 관직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1 주사 고영철(高永喆) 제주 1853
1876 

역과(전)

교섭아문

주사
　 1885.06.21 1892.11.21

1892.11.21. 제중원주사 

1894.07.19. 봉화현감 1898.03.28. 고원군수

2 부주사 김영문(金永汶) 선산 1849 　 유학 　 1885.06.21 　
1888.02.01. 교섭아문주사 1895.02.05. 법부주사 

1895.04.01. 법부회계국장

3 주사 김춘희(金春熙) 경주 1855
1883 

문과(전)
부사과 종6품 1885.06.21 　

1889.03.21. 이조참의 

1994.07.22. 경연청부학사 1895.윤5.20. 학부협판

4 주사 김필수(金弼洙) 광산 1856
1880 

문과(전)
부사과 종6품 1885.06.21 　 1885.06.23. 이조정랑 1889.04.30. 종친부정 

5 주사 김학우(金鶴羽) 김해 1862 　 유학 　 1885.06.21 1886.07.17
1885.10.09. 전환국위원 1894.06.25. 내무부참의

1894.07.16. 법무아문협판

6 부주사 남정필(南廷弼) 의령 1843
1886 

문과(후)
진사 　 1885.06.21 　

1886.03.29. 수찬 1886.04.02.~1886.05.11. 내무부주사

1886.09.06. 부교리 

7 주사 서병수(徐丙壽) 　 　 　 유학 　 1885.06.21 　
1888.01.29. 봉화현감 1894.10.08. 평양서윤 

1896.06.22. 함열군수

8 부주사 서상교(徐相喬) 대구 1838
1892 

문과(후)
유학 　 1885.06.21 1886.01.28 1886.01.28. 내무부주사 1893.08.02. 지평 

9 부주사 신낙균(申洛均) 　 　 　 의금부도사 종6품 1885.06.21 　 1886.05.20. 내무부주사 

10 부주사 엄주흥(嚴柱興) 영월 1858 　 유학 　 1885.06.21 　
1889.01.30. 연품현감 1892.01.27. 고성군수 

1895.02.02. 탁지아문참의

11 부주사 유기준(兪起濬) 기계 1813 　 진사 　 1885.06.21 1886.02.23
1888.10.09. 직산현감 1893.10.20. 장악원정 

1899.06.25. 강릉군수 

12 부주사 유성준(兪星濬) 기계 1860 　 유학 　 1885.06.21 　
1887.09.05. 내무부주사 1894.08.28. 탁지아문주사 

1895.04.01. 농상공부회계국장

13 부주사 윤창대(尹昌大) 　 　 　 가감역 종9품 1885.06.21 　 　

14 주사 윤태일(尹泰馹) 　 　 　 유학 　 1885.06.21 1894.10.16
1887.05.19. 전운서낭청 1882.08.10. 형조정랑

1894.10.16. 단성현감

15 부주사 이철의(李喆儀) 전주 1859 　 진사 　 1885.06.21 1886.05.20

1886.10.21.~1886.11.08.내무부주사 

1887.10.09.~1892.01.15. 내무부주사

1894.12.15. 공무아문주사

1895.윤5.11. 농상공부주사 1896.07.17. 한성우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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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직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16 부주사 임교상(林敎相) 　 　 　 유학 　 1885.06.21 　 　

17 부주사 정문섭(丁文燮) 나주 1855
1888 

문과(후)
유학 　 1885.06.21 　 1887.03.06. 연무공원사무 1891.01.29. 수찬

18 부주사 조백승(曺柏承) 창녕 1831 　 군사마 　 1885.06.21 　
1886.08.17.~1886.11.09. 내무부주사

1886.11.09. 의령현감 1891.12.02. 양주목사

19 부주사 조성일(趙性一) 　 　 　 유학 　 1885.06.21 　 1888.01.29. 평시서주부

20 주사 홍승운(洪承運) 풍산 1845
1889 

문과(후)
순릉참봉 종9품 1885.06.21 1886.10.21 1889.12.19. 교리 1894.06.29. 부수찬

21 주사 김가진(金嘉鎭) 안동 1846
1886 

문과(후)
부사과 종6품 1885.08.01 　

1886.10.01. 부수찬 1894.05.29. 내무부참의

1895.04.01. 농상공부대신

22 부주사 윤시병(尹始炳) 파평 1851
1878 

무과(전)
별영초관 종9품 1885.08.01 　

1887.05.19. 전운서낭청 1893.12.25. 훈련도정

1894.10.20. 친군총어영별장 1895.06.18. 시어

23 부주사 이우규(李祐珪) 한산 　 　 유학 　 1885.08.01 1890.02.21 1889.06.29. 과천현감 1895.09.01. 곡성군수

24 주사 민영주(閔泳柱) 여흥 1846
1887 

문과(전)
부사과 종6품 1886.02.23 　

1890.06.27. 내무부주사 

1893.05.01. 내무부협판 1894.04.27. 형조참판 

1896.09.24. 중추원 1등의관

25 부주사 성익영(成翊永) 　 　 　 유학 　 1886.05.11 　 1886.08.17.  전환국 위원

26 부주사 조한철(趙漢哲) 　 　 　 유학 　 1886.05.23 1890.06.09 인의 1893.07.10. 제중원주사 

27 주사 김양묵(金良默) 　 　 　 유학 　 1886.06.20 　 　

28 주사 이전(李琠) 성주 1859
1879 

역과(전)

교섭아문

주사
　 1886.06.20 1893.11.18 1886.06.28. 내무부주사 1894.08.25. 내무아문주사

29 부주사 김상덕(金商悳) 경주 1852
1888 

문과(후)
유학 　 1886.07.12 1887.03.09

1889.02.22. 병조정랑 1892.윤6.05. 우부승지

1894.10.26. 궁내부참의

30 부주사 홍우관(洪禹觀) 남양 1866 　 유학 정9품 1886.07.12 1886.10.21
1889.12.26.~1890.02.07. 교섭아문주사 

1895.04.01. 학부참서관

31 주사 박준양(朴準陽) 　 　 　 유학 　 1886.08.20 1886.10.21 1894.07.20. 내무아문참의 1894.08.07. 우부승선

32 부주사 남궁억(南宮檍) 함열 1863 　 유학 정9품 1886.10.21 1888.01.29
1893.01.29.~1894.12.07. 칠곡부사

1895.04.01. 내부토목국장

33 주사 성기운(成岐運) 창녕 1847
1880 

문과(전)
부사과 종6품 1886.10.21 　

1889.01.07. 동부승지 1890.09.18. 내무부참의

1894.07.20. 궁내부참의 1894.09.04. 농상아문협판

34 부주사 윤명대(尹明大) 　 　 　 유학 　 1886.10.21 　 1888.12.27. 건릉령

35 부주사 홍우상(洪祐相) 풍산 1859
1891 

문과(후)
유학 　 1886.10.21 1888.01.29 1892.09.08. 부수찬 1894.07.07. 우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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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사 김정구(金鼎九) 　 　 　 감역관 종9품 1886.11.24 1889.03.17 　

37 부주사 서한규(徐翰奎) 　 　 　 도사 종6품 1887.03.06 1888.01.28 　

38 부주사 이유문(李有文) 　 　 　 유학 　 1887.03.06 　 　

39 주사 김영완(金永完) 광산 1844 　
교섭아문

주사
　 1887.03.23 　 1897.05.07. 진보군수

40 주사 김태제(金台濟) 경주 1827
1887 

문과(후)
의빈부도사 종5품 1887.05.19 1888.06.02 1889.11.20. 응교 1890.02.11.동부승지

41 부주사 홍영덕(洪永悳) 　 　 　 감역 종9품 1887.05.19 1888.01.29 　

42 부주사 장환성(張煥星) 　 　 　 감역 종9품 1888.01.28 　 　

43 주사 이유형(李裕亨) 　 　 　 의금부도사 종5품 1888.01.29 　 1894.06.29.~1894.08.21. 안의현감

44 주사 조병승(趙秉承) 풍양 1851
1891 

문과(후)
유학 종6품 1888.01.29 1894.07.19

1888.01.29. 내무부주사 1891.07.26. 장악원정

1891.10.29. 부응교

45 부주사 이학균(李學均) 　 　 　 유학 　 1888.06.02 1888.07.29 1889.01.30. 연무공원사첨 1895.04.07. 궁내부참리관 

46 부주사 정기호(鄭機好) 　 　 　 유학 　 1888.06.02 　 1890.07.07. 상서원별제 1890.08.08. 내무부주사

47 부주사 이헌용(李憲用) 우봉 1861 　 진사 　 1888.07.29 　 1891.08.23. 감찰

48 주사 김창현(金彰鉉) 광산 1858 　 유학 　 1889.01.25 　
1888.11.13. 교섭아문주사 1889.01.25. 내무부주사

1898.07.12. 군부주사

49 주사 조종우(趙鍾禹) 　 　 　 희릉령 종5품 1889.01.27 　 1889.12.14. 인의 1892.12.10.~1895.04.29. 고원군수

50 주사 조명식(趙明植) 　 　 　 명릉령 종5품 1889.01.30 　
1892.06.29. 광무국주사

1894.07.19.~1896.06.27. 연천현감(군수)

51 주사 정만조(鄭萬朝) 동래 1858
1889 

문과(전)

교섭아문

주사
　 1889.03.02 　 1892.11.28. 동부승지 1894.06.26. 좌승지 

52 부주사 민상호(閔商鎬) 여흥 1870
1891 

문과(후)
유학 　 1889.03.06 　

1891.04.01. 교리 1894.04.3.교섭아문참의

1895.04.07. 궁내무 참서관 겸 외사과장

53 부주사 박규원(朴奎源) 반남 1838 　 유학 　 1889.03.17 　 1890.10.14. 당진현감  

54 부주사 민상현(閔象鉉) 여흥 1868
1892 

문과(후)
유학 　 1889.06.03 　 1898.03.06.~1899.06.22. 자산군수

55 부주사 심낙승(沈樂昇) 　 　 　 유학 　 1889.06.03 　 1889.0824. 육영공원사무

56 주사 이덕용(李悳用) 　 　 　 상의원주부 종6품 1889.11.27 　
1890.01.29. 순창원령 

1898.02.16.~1898.04.04. 고산군수 

57 주사 임정수(林正洙) 　 　 　 경모궁령 종5품 1889.12.14 　 1892.06.07. 교섭아문주사 1897.04.25. 용담군수

58 주사 민태혁(閔泰爀) 　 　 　 　 　 1890.01.26 　 　



- 69 -

번호 관직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59 주사 김병욱(金炳旭) 　 　 　 명릉령 종5품 1890.01.29 　
1894.04.30. 교섭아문주사

1896.01.20.~1896.06.27. 평산군수

60 주사 박주인(朴周寅) 　 　 　 　 　 1890.01.29 　 　

61 주사 이학규(李鶴圭) 홍주 1852 　 검서관 　 1890.02.21 　

1885.01.14. 형조정랑 1890.02.21. 내무부주사

1894.06.23. 교섭아문참의 

1894.07.18. 우승지 1894.08.20. 외무아문참의

62 주사 김병훈(金炳勳) 　 　 　 숭릉령 종5품 1890.윤2.29 　
1892.01.27. 감찰 1892.05.07. 내무부주사

1892.05.13. 교섭아문주사 

63 부주사 신현옥(申鉉玉) 　 　 　 유학 　 1890.06.29 1890.07.26 1890.07.23. 정릉참봉

64 주사 홍우연(洪祐衍) 　 　 　 사릉령 종5품 1890.07.07 　 1894.01.28. 기기국사사

65 주사 김영규(金泳奎) 　 　 　 돈녕부정
당하 

정3품
1890.07.11 　 　

66 주사 조용승(曺龍承) 　 　 　 의금부도사 종6품 1890.07.26 　 1893.11.08. 교섭아문주사 

67 주사 서상석(徐相奭) 대구 1842 　 유학 　 1890.08.08 　 1890.09.25. 교섭아문주사 1893.07.28. 제용감판관

68 주사 오학영(吳學泳) 　 　 　 종묘령 종5품 1890.08.10 1890.10.12 1892.03.20.~1894.12.07. 정읍현감 

69 주사 남계술(南啓述) 의령 1846 　 상서원주부 종6품 1890.10.07 　
1891.06.30. 의금부도사 1892.10.12. 내무부주사 

1894.01.28. 양성현감 1896.03.22. 증산군수

70 주사 이학림(李鶴林) 　 　 　 유학 정6품 1890.10.09 　
1893.11.26.~1894.03.26. 내무부주사 

1894.04.15. 의빈부도사 1894.07.30. 의빈부주사 

71 주사 심상필(沈相弼) 청송 1843
1892 

문과(후)
종묘령 종5품 1890.10.12 　

1891.03.28. 교섭아문주사 1892.10.22. 동부승지

1896.10.19. 영흥군수

72 주사 김용실(金容實) 　 　 　 상서원별제 종6품 1890.10.21 1891.06.13 1891.07.29. 내무부주사  1892.윤2.23. 내무부주사

73 주사 정해원(鄭海遠) 　 　 　 종묘령 　 1890.10.29 　 1891.03.28. 장릉령 1894.06.26. 금구현령

74 주사 정인양(鄭寅亮) 영일 1841 　 우위솔 　 1891.03.06 　 1891.07.29. 진천현감 1894.01.28. 보은군수

75 주사 이관하(李觀夏) 　 　 　 유학 　 1891.03.22 　
1892.03.04. 광무국주사 1893.05.29. 석성현감

1895.07.29. 송화현감

76 주사 이민응(李珉應) 　 　 　 장릉령 종5품 1891.03.28 　 1891.07.29. 제중원주사 

77 주사 조진백(曺鎭百) 창녕 1859 　 서부령 종5품 1891.03.28 　 1894.07.29. 빙고별제 1893.01.29. 감찰

78 주사 이경직(李庚稙) 한산 1852
1889 

문과(전)
기기국사사 　 1891.06.13 　

1887.02.27. 전운서낭청 1887.04.09. 기기국사사

1890.04.02. 지평 1895.04.01. 학부편집국장

79 주사 진학명(秦學明) 풍기 1865
1885 

역과(전)
상서원주부 종6품 1891.07.13 　

1893.09.19. 제중원주사 

1899.11.06. 무안감리서주사

80 주사 김화식(金華埴) 서흥 1847 　 사직서령 종5품 1891.08.27 　 1892.10.09.~1894.12.27.  현풍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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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직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81 부주사 이계필(李啓弼) 　 　 　 유학 　 1891.12.10 　 　

82 주사 이승수(李承壽) 한산 1846
1892 

문과(후)
장악원주부 종6품 1891.12.10 　

1892.05.28. 장령 1893.06.24. 동부승지

1893.11.28. 이조참의 1894.04.08. 교섭아문협판

1894.10.02. 도승선

83 주사 유흥렬(劉興烈) 　 　 　 의금부도사 종6품 1892.01.18 　 1892.10.09. 내무부주사 1896.10.19. 영양군수

84 주사 남명희(南命熙) 　 　 　 종묘령 종5품 1892.01.24 　 1897.02.25. 강원도관찰부주사 

85 주사 조성구(趙性岳) 　 　 　 검서관 종9품 1892.01.27 　
1892.03.07. 제용감별제 1892.07.02. 통례원인의 

1894.05.17. 기기국사사 

86 주사 허식(許烒) 김해 1837 　 통례원인의 종6품 1892.01.27 　

1893.01.29. 종부시주부 1893.03.13. 교섭아문주사

1893.11.26.~1894.06.16. 내무부주사

1896.05.04. 영천군수

87 주사 조중하(趙重夏) 　 　 　 선공감주부 종6품 1892.03.07 　 1892.04.28. 의흥현감 1894.07.05. 면천군수

88 주사 이승의(李承儀) 　 　 　 유학 　 1892.03.12 　 　

89 부주사 이의(李儀) 　 　 　 유학 　 1892.03.12 　 　

90 주사 송병목(宋秉穆) 　 　 　 통례원인의 종6품 1892.03.28 　 1892.06.01. 의금부 도사

91 주사 변석운(邊錫運) 원주 1856 　 유학 　 1892.04.07 　 1892.07.06. 석성현감

92 주사 홍우택(洪祐澤) 　 　 　 부사과 종6품 1892.04.24 　
1893.09.06. 사옹원판관 1894.07.30. 사옹원주사

1894.10.18. 사직서령 1895.05.26. 장례원주사 

93 주사 최상우(崔尙愚) 직산 1855
1876  

음양과(전)
장악원주부 종6품 1892.05.07 　

1892.07.06. 선공감별제 1893.01.29. 교섭아문주사

1894.01.18 기기국사사

94 주사 홍우덕(洪祐德) 　 　 　 감찰 종6품 1892.05.13 　
1892.09.04. 의금부도사 1894.06.29. 기기국사사 

1895.07.05. 인의 1895.09.24. 고양군수

95 주사 윤우영(尹宇榮) 　 　 　 혜릉령 종5품 1892.윤6.13 　
1892.12.10. 사옹원 주부 1894.07.30. 사옹원주사

1895.11.10. 효창원참봉

96 주사 이장헌(李章憲) 　 　 　 동부령 종5품 1892.07.06 　
1892.07.29. 제중원주사 1894.07.19. 영희원령

1895.02.19. 조경묘령

97 주사 김종식(金宗植) 청풍 1851 　 평시서주부 종6품 1892.07.15 　 1894.07.19. 오위장 1896.03.09. 탁지부주사 

98 주사 송주헌(宋胄憲) 은진 1855 　 혜릉령 종5품 1892.07.17 1893.01.09 우시어 1894.01.28. 함열현감

99 주사 이두현(李斗鉉) 용인 1828 　 감찰 종6품 1892.07.29 1892.10.12 기기국사사 1894.03.19. 오위장 

100 주사 김영준(金永準) 광산 1846 　 감찰 종6품 1892.07.30 　 1892.11.21. 제중원주사 1897.02.01. 시종원시종

101 주사 조복영(趙復永) 　 　 　 감찰 종6품 1892.11.29 　
1892.11.30. 예빈시주부 1894.07.06. 용인현령

1894.10.10.~1895.09.19. 김포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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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직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102 부주사 김정규(金靖圭) 　 　 　 동몽교관 　 1892.12.27 　
1893.06.25.  내무부주사 1893.06.25. 빙고주부

1893.12.22.~1897.03.04. 노성현감

103 주사 박준(朴璿) 　 　 　 사직서령 종5품 1892.12.29 　
1893.06.27. 선공감별제 1893.10.20. 기기국사사

1894.01.09. 제중원주사 

104 주사 정운석(鄭雲晳) 영일 1869 　 우사어 종5품 1893.01.09 　 1894.08.23. 익위

105 주사 민봉선(閔鳳善) 　 　 　 감찰 종6품 1893.01.27 　
1893.03.28. 교섭아문주사 1894.02.22. 혜릉령

1895.02.19. 영회원령 1895.05.26. 상의사주사

106 주사 서상홍(徐相鴻) 　 　 　 부사맹 종9품 1893.01.29 　 1893.03.28. 제중원주사 1894.01.09. 서부령

107 주사 한석면(韓錫冕) 　 　 　 봉상시직장 종7품 1893.01.29 　 　

108 주사 홍재봉(洪在鳳) 　 　 　 유학 　 1893.03.26 　
1894.07.05. 사직서령 1894.07.19. 기기국사사 

1895.06.09. 황태후궁주사 

109 주사 김영진(金永晉) 　 　 　 빙고주부 종6품 1893.03.28 　
1893.05.23. 상서원주부 1894.02.09. 좌사어 

1895.04.07. 시종원시종

110 주사 박형래(朴馨來) 밀양 1861 　 의금부도사 종6품 1893.03.28 1893.04.23
1893.05.23.~1894.06.16. 내무부주사 

1899.04.27. 내부병원의사 

111 주사 이세희(李世熙) 　 　 　 의금부도사 종6품 1893.03.28 　 　

112 주사 민영순(閔泳純) 여흥 1849
1893 

문과(후)
영유현령 종5품 1893.04.20 　 1893.06.03. 수찬 1893.06.15.~1894.12.07. 강동현감

113 주사 서상락(徐相洛) 　 　 　 사직서령 종5품 1893.04.23 　
1893.11.26. 제용감 주부 1894.06.29. 경릉령 

1894.09.14.~1897.03.30. 강동현령(군수)

114 주사 이세영(李世永) 　 　 　 제용감주부 종6품 1893.05.23 　
1893.06.27. 돈녕부판관 1894.07.30. 돈녕원주사

1895.05.26. 귀족사주사 

115 주사 이회원(李會元) 　 　 　 돈녕부판관 종5품 1893.06.27 　 　

116 주사 최상영(崔象永) 　 　 　 감찰 　 1893.06.27 　
1893.11.26. 기기국사사

1899.06.03.~1901.03.04. 인천항경무관

117 주사 정태용(鄭台鎔) 　 　 　 유학 　 1893.08.17 　 1894.07.05. 사옹원판관

118 주사 최영하(崔榮夏) 직산 1854
1874  

음양과(전)
제중원주사 　 1893.08.21 　 1893.11.01. 감찰 1895.06.05. 궁내부외사과주사

119 주사 이인우(李寅祐) 　 　 　
제천현감, 

전환국위원
　 1893.09.16 　

1893.11.05. 전운서주사 

1895.25.26. 궁내부장원사주사

120 주사 성보영(成輔永)

종묘령,

교섭아문

주사

종5품 1893.11.05
1893.11.26. 전환국위원 

1900.12.29.~1901.06.13. 장기군수



번호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1 前職2 官等1 官等2 임명 해임 이후 이력

1 이해만(李海萬) 기기국사사 1894.07.20
1895.04.01. 탁지부회계국장(주5) 

1895.07.29. 탁지부사세국장

2 신재억(申在億) 군자감판관 1894.07.20 1894.11.05
1894.11.05. 연안부사  

1895.08.16. 창녕군수

3 김응한(金應漢) 선혜청낭청 1894.07.20
1895.04.01. 탁지부 재무관(주6)  

1895.05.27.~1896.06.25. 숭인전참봉

4 김유정(金裕定) 호조좌랑 1894.07.20
1895.04.01. 탁지부서무국장(주5) 

1906.09.19.~1907.06.01. 장연군수

5 이범학(李範學) 호조좌랑 1894.07.20 1894.09.22

1894.09.11.~1897.06.06. 평창군수

1899.05.21. 청양군수 

1901.10.10.~1902.08.25. 청안군수

6 이호성(李鎬成) 우봉 1858 감찰
형조좌랑

전환국위원
주임 1894.08.17

1896.02.28.~06.20. 탁지부전환국장

1907.05.18. 충청북도관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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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政院日記》의 내무부 主事·副主事 임명 기록을 뽑아 작성함.

* ‘科擧’ 항목은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을 참고하여 문과, 무과, 잡과에 입격한 사람을 정리함. 

主事로 임명되기 전에 과거에 입격한 사람은 ‘(전)’, 주사로 임명된 후에 과거에 입격한 사람은 ‘(후)’로 표시. 

* ‘前職’은 기존 관원 중에서 主事에 임명된 사람들의 직전 관직을 기재하였고, 해당 관직의 품계를 정리함.   

[부표 3] 1894년 7월~1896년 2월에 임명된 탁지아문·탁지부 主事 명단

번호 관직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 품계 임명 해임 이후이력 

121 주사 윤태익(尹泰翊) 1893.11.05

122 주사 황우영(黃祐永) 상서원주부 종6품 1894.01.25 1895.윤5.06. 외부주사 

123 주사 송종휘(宋鍾徽) 선공감별제 1894.03.26
1894.05.26. 기기군사사 

1894.02.24.~1898.03.05. 홍천군수

124 주사 유기환(兪箕煥) 기계 1858
유학, 

부산항방판
1894.04.19

1887.10.24.~1888.01.29. 교섭아문주사

1891.04.14.~1892.01.27. 교섭아문주사 

1894.04.19 내무부주사

1895.06.25. 궁내부외사과주사



번호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1 前職2 官等1 官等2 임명 해임 이후 이력

7 조병교(趙秉敎)
우정국사사

1894.08.28 1895.01.15

1895.01.15. 공무아문참의 

1895.04.01.~1895.윤5.24. 

농상공부 통신국장(주3)    

1905.03.03. 함흥군수 

1906.11.06. 덕원군수

8 이장직(李長稙)
금부도사

판2 1894.08.28 1895.07.15

1895.07.15.~1896.04.19. 

탁지부재무관(주6)

1896.04.21.~1896.08.25. 

탁지부재무관(주6)

1899.06.28. 인동군수(주5)

1903.10.17. 재령군수(주5) 

1906.04.20. 시종원부경(칙3)

9 윤동선(尹同善) 감역 1894.08.28

10 유성준(兪星濬) 기계 1860 내무부주사 
내무아문

주사 
1894.08.28 1895.04.01. 농상공부회계국장(주5) 

11 김상진(金商鎭) 幼學 판임 1894.08.28

12 어윤적(魚允迪) 함종 1868 幼學 판임 1894.08.28 1894.09.14

1894.09.14. 承命遊覽日本國 

1899.03.25. 외부번역관보(판4)

1902.02.27. 외부번역관(주2) 

1907.08.02. 학부편집국장

13 육용철(陸用轍) 幼學 판임 판5 1894.08.28 1896.04.02

14 유담(柳譚) 호조좌랑 
중추원

원외랑
판2 1894.09.22 1899.11.26 1899.11.26. 身故

15 조한상(趙漢商) 기기국위원 판2 1894.12.20 1901.01.26

1901.01.26. 태릉참봉(판8) 

1901.02.16. 태릉령(판7) 

1902.01.07.~15. 종묘서령(판4)

1903.03.14. 

외국어학교부교관(판1)  

16 김영한(金榮漢) 안동 1857 의금부도사 1894.12.20

1895.04.01.~1899.02.21. 탁지부재무관(주6) 

1899.03.13. 법부회계국장

1905.05.21.~1906.01.29. 탁지부인쇄국장

17 윤현구(尹顯求)
교섭아문

주사
1895.01.11

1895.04.01. 參領 

1895.09.02.~09.14. 개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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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본관 출생 科擧 前職1 前職2 官等1 官等2 임명 해임 이후 이력

18 김양한(金亮漢) 통위영문안 1895.01.11 1895.윤5.17. 군부감독

19 안종수(安宗洙)
교섭아문

주사 
1895.01.11

1895.04.01. 내부시찰관(주6) 

1895.06.18. 나주참서관

20 유응두(柳應斗) 의정부주사 1895.01.11 1904.04.05. 조경묘참봉

21 김철현(金喆鉉) 광산 1855 가감역 판2 1895.02.19 1895.05.12

1895.05.12. 탁지부재무관(주6) 

1902.03.07. 탁지부참서관(주3) 

1905.02.16. 탁지부회계국장(주3)

1905.03.07. 탁지부참서관(주3)   

1907.08.13. 법부민사국장(주1)

22 윤당(尹墉) 당진현감 1895.02.19

23 김중협(金重協) 가산군수 판5 1895.02.19 1902.04.19 1908.03.04. 탁지부주사(판3)

24 신창휴(申昌休) 1875 幼學 판5 1895.02.19 1896.04.19

1896.04.21.~06.02. 탁지부주사(판5)  

1898.07.02.~1899.08.16. 

동래감리서주사(판4) 

1908.07.30. 黃澗군수(주4) 

25 이윤종(李允鍾) 幼學 판5 1895.02.19 1895.5윤.04
1895.윤5.09.~1896.04.21. 

농상공부회계국장(주5)

26 조한석(趙漢晳) 幼學 판5 1895.02.19 1895.03.15
1905.12.23. 문헌비고속찬위원 

1907.07.10. 양성군수(주4)

27 한만용(韓晩容) 친군영書吏 판5 1895.02.19 1895.윤5.03 1907.07.24.~1908.09.07. 포천군수(주4)

28 오한익(吳漢翼) 호조書吏 판5 1895.02.19 1896.01.13 1896.01.13.~1896.04.02. 영암군수(주5)

29 노영진(盧英鎭) 판5 1895.02.19 1896.04.02

30 백남두(白南斗) 　 　 　 　 　 　 판5 1895.02.19 1896.07.06 1906.10.27.~1907.11.26. 탁지부세무주사

31 변세환(邊世煥) 판5 1895.02.19 1895.09.13

32 어호선(魚浩善) 함종 1859 판5 1895.02.19 1895.08.08

1895.09.06.~1904.03.05. 탁지부주사(판5)

1906.03.29. 탁지부주사(판4급) 

1906.10.15.~1907.06.10. 탁지부세무관(주4)

33 윤태흥(尹泰興) 판5 1895.02.19 1895.09.16 1895.09.16.~1896.03.10. 탁지부재무관(주6)

34 이명직(李命稙) 판5 1895.02.19 1902.08.14
1902.08.14. 평리원주사(판1)

1904.03.26. 법부주사(판1)

35 유지수(柳枝秀) 문화 1871 창덕궁위장

전우총국

주사

성현찰방

판5 1895.04.01 1896.05.31
1898.03.08. 부산우체사주사(판4) 

1902.07.29. 한성우체사장(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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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김기현(金夔鉉)
영회원

수봉관
판7 1895.04.01 1905.08.02

1906.10.15. 탁지부 재무관(주4)

1908.01.01. 재무서재무관(주4)

37 강봉조(姜鳳朝)
동지

중추부사
판7 1895.04.01 1896.04.19

1901.03.18. 시종원시종(주4)

1904.10.31. 영선사장(주4) 

1906.04.25. 태복사장(칙3) 

38 윤봉현(尹鳳鉉)
순강원

수봉관
판5 1895.04.01 1896.04.19 1896.04.21.~1896.09.29. 탁지부주사(판5)

39 이범신(李範臣) 전주 1849 영희전참봉 판2 1895.04.01 1895.04.25
1907.07.09. 탁지부세무주사(판7) 

1908.01.01. 재무서주사(판4)

40 맹일호(孟一鎬) 幼學 판7 1895.04.01 1896.04.02

41 정우용(鄭瑀鎔) 幼學 판7 1895.04.01 1896.11.23
1908.02.29. 재무서주사(판4) 

1908.11.28. 황해도주사(판3)

42 권직상(權直相) 안동 1872 進士 판5 1895.04.01 1895.윤5.03
1897.12.08. 춘천군수(주6)

1900.11.26.~1902.03.07.남원군수(주5)  

43 윤효정(尹孝定) 파평 1858 進士 판7 1895.04.01 1895.09.20

44 유근(柳瑾) 전주 1861 판7 1895.04.01 1896.04.19
1903.06.22. 탁지부주사(판6) 

1905.02.01.~11.25. 탁지부주사(판5) 

45 김병규(金秉圭) 경주 1865

1880

주학취재

1894 의과 

計士 판5 1895.04.01 1900.10.13
1905.03.06. 탁지부주사(판1) 

1907.06.20. 탁지부 서기랑(판4)

46 변지항(卞志沆) 초계 1844

1864 역과

1871

주학취재 

計士 판6 1895.04.01 1905.08.31 1905.03.06. 판1

47 윤영태(尹榮兌) 풍양 1848
1865

주학취재
計士 판2 1895.04.01 1906.08.22

1905.03.06. 탁지부주사(판1) 

1906.08.22.~1907.07.16. 울진군수(주4)

1907.08.14. 탁지부세무관(주4)  

48 이용립(李容立) 전주 1872
1885

주학취재
計士 판6 1895.04.01 1901.07.18

1901.07.18. 전환국주사(판1) 

1904.12.19. 탁지부인쇄부주사

49 이용순(李容淳) 전주 1874
1885

주학취재
計士 판6 1895.04.01 1907.12.13 1907.12.13.탁지부세무관(주임4등)

50 한재진(韓在鎭) 신평 1837
1852

주학취재
計士 판2 1895.04.01 1895.05.12 1895.06.04. 탁지부재무관(주6) 

51 변응규(卞膺奎) 선혜청書吏 판7 1895.04.01 1895.09.14 1895.11.03.~1900.07.26. 탁지부주사(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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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손홍모(孫弘模) 밀양 선혜청書吏 판7 1895.04.01 1907.07.11 1907.07.11.~08.14 탁지부세무관(주4)

53 허석(許奭) 친군영書吏 판7 1895.04.01 1895.08.10 1895.08.10. 탁지부재무관(주6)

54 김희연(金禧演) 영천 1872 친군영書吏 판7 1895.04.01 1902.03.11 1902.03.11.내장원기록과주사(판2)

55 이황원(李潢遠) 친군영書吏 판7 1895.04.01 1902.12.29

56 박윤성(朴潤晠) 친군영書吏 판7 1895.04.01 1900.10.20
1900.10.20.~1904.10.14. 전환국기사(주6)

1904.10.14. 하동군수(주5) 

57 한만홍(韓晩洪)

통리군국

사무아문

書吏

판7 1895.04.01 1895.09.14 1895.11.03.~1896.02.22. 탁지부주사(身故)

58 임진흡(林鎭洽) 호조書吏 판7 1895.04.01 1896.04.19

59 강원로(姜元魯) 진주 1859 별군관 판6 1895.04.01 1895.09.16

1895.09.16. 탁지부재무관

1905.12.26. 비인군수(주6) 

1909.03.22. 회덕군수(주4)

60 강태응(姜泰膺) 판7 1895.04.01 1895.07.19
1905.11.07. 인천감리서주사(판6) 

1906.09.19. 삼화감리서주사(판7급) 

61 고진환(高鎭煥) 제주 1847 판7 1895.04.01 1907.07.11

1907.07.11. 탁지부세무관(주4)

1908.01.01. 재무서재무관(주4) 

1908.05.05. 身故

62 김도식(金道植) 판7 1895.04.01 1895.09.14
1895.11.03. 탁지부주사  

1902.08.08.~1902.08.09. 군부주사(판6)

63 김봉환(金鳳煥) 김해 1857 의정부주사 판6 1895.04.01 1895.04.25
1906.01.29. 내부주사(판4급)

1907.05.16.~1908.03.12. 정선군수(주4)

64 김순정(金淳貞) 안동 1867 판7 1895.04.01 1906.03.31

1906.03.31. 탁지부참서관(주4) 

1907.06.20. 탁지부서기관(주4)

1908.01.01. 재무서재무관(주4)

65 김인석(金人碩)
내부주사

(판6)
판6 1895.04.01 1896.01.11

66 박선함(朴善涵) 판7 1895.04.01 1903.06.22

67 박영기(朴永耆) 판7 1895.04.01 1896.04.19

68 송희완(宋熙完) 판7 1895.04.01 1903.10.23

69 안철선(安喆善) 판7 1895.04.01 1895.06.05 身故

70 윤태관(尹泰觀) 판7 1895.04.01 1895.09.16
1895.09.16. 탁지부재무관(주6) 

1901.12.02. 양지아문양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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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상규(李尙珪) 한산 1860 판7 1895.04.01 1895.09.13

72 이상팔(李象八) 판7 1895.04.01 1895.04.25

73 전용규(田龍圭) 담양 판6 1895.04.01 1900.12.08
1900.11.08.~1904.12.08.의학교

교수관(판1)

74 조익원(趙益瑗) 풍양 1846 판7 1895.04.01 1895.09.14
1895.11.03.~1908.07.10. 탁지부주사(판7)

1908.08.06. 재무서재무관(주4)

75 진영렴(秦永濂) 판7 1895.04.01 1896.04.19

1896.04.21.~05.27. 탁지부주사(판7)

1897.07.10.~1898.05.30. 회계원주사(판5)

1907.10.08.~1909.09.06. 자인군수(주6) 

76 최학윤(崔學潤) 판7 1895.04.01 1895.11.21 身故

77 한승이(韓承履) 판6 1895.04.01 1897.11.29

78 홍우석(洪祐錫) 판6 1895.04.01 1895.07.24 1895.07.24 身故

79 김하연(金河璉) 김해 1862
1887문과

함경도도과
겸춘추

중추원

원외랑
판8 1895.04.19 1895.11.03

1895.11.03.~1896.07.15. 길주군수(주6) 

1907.06.13.~06.14. 비서감 승(주3)

80 박용후(朴用厚) 반남 1848 幼學 원릉참봉 판8 1895.04.19 1895.05.13

81 황천욱(黃天彧) 伴倘 판8 1895.04.19 1895.08.06 1895.09.06. 탁지부주사(판8)

82 이준학(李埈學) 판8 1895.윤5.12 1895.07.19

83 편영기(片永基) 전운국위원 판2 1895.05.11 1895.06.08
1895.06.08. 징세서장(판3) 

1895.09.06. 탁지부주사(판2)

84 박종하(朴鍾夏) 충훈부도사 판2 1895.05.11 1895.06.08
1895.06.08. 징세서장(판2) 

1895.06.09. 身故

85 이승옥(李承玉) 광흥창봉사 판2 1895.05.11 1895.06.08

1895.07.21. 탁지부주사(판2) 

1897.06.23. 공릉령(판4)

1898.10.05. 홍릉사승(판8)  

1902.08.26.~1907.07.16. 양지군수(주6)

86 문태원(文台源) 친군영書吏 판8 1895.05.11 1896.05.29
1907.12.31. 삭녕군수(주4) 

1910.05.25. 마전군수(주4)

87 이규일(李圭一) 판2 1895.05.11 1895.06.03

88 이익수(李益壽) 판5 1895.05.11 1895.08.10 1895.08.10.~1896.04.19. 탁지부재무관(주6)

89 황길수(黃吉秀) 창원 1853 기기국사사 판6 1895.07.11 1896.04.19

90 신정식(申延植) 판6 1895.07.11 1896.04.19

1895.04.16. 탁지부재무관(주6) 

1897.12.11. 탁지부회계국장(주5)

1902.06.11. 자성군수(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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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이경상(李慶相) 정읍 1856
1869

주학취재
計士 판6 1895.07.21 1904.12.26 身故

92 박성준(朴聖俊) 밀양 1860 판8 1895.07.21 1908.08.06
1905.03.16. 朴容俊 改名 

1908.08.06. 재무서재무관(주4)

93 민용훈(閔容薰) 부사과 판4 1895.08.06 1896.11.15 1904.10.29. 중추원의관(칙4)

94 심건택(沈健澤) 사복시판관
징세서장

(판2)
판4 1895.08.06 1898.08.16

1898.08.16. 신계군수(주5)

1900.01.16. 공주군수(주5)

1902.03.07. 영광군수(주3)

1904.08.04. 충청남도관찰사(칙3)

95 윤태길(尹泰吉) 파평 1849 進士 판6 1895.08.06 1905.02.20 1905.03.23.예식원장악과주사(판1)

96 이정환(李錠桓) 전주 1849
1863

주학취재
計士 판5 1895.08.06 1907.07.11 1907.07.11~08.14 탁지부세무관

97 김선모(金善模) 김해 1861 판6 1895.08.06 1896.04.19 1902.03.15. 탁지부주사(판6) 

98 정석오(鄭錫五) 1892 문과
승문원

권지부정자

법부주사

(판6)
판6 1895.09.06 1895.10.23

1897.10.04.~1898.01.26. 

인천감리서주사(판5)

99 김우희(金禹熙) 幼學
농상공부

주사
판5 1895.09.06 1895.10.23

1902.10.23. 광혜원사무위원 

1908.05.07. 신천군수(주4)

100 염석하(廉錫夏) 강원營吏
내무아문

주사
판5 1895.09.06 1895.10.23

101 원세협(元世莢)
군부주사

(판6)
판6 1895.09.06 1895.10.23

102 홍?(洪(土+範))
군부주사

(판5)
판5 1895.09.06 1895.10.23

103 육상필(陸相弼) 판6 1896.01.06 1896.01.20 1896.01.20.~03.09. 9품 부위 

104 이석응(李錫應) 판6 1896.01.06 1896.04.02 1902.08.12.~08.13. 상공학교교관(판6)

105 한택인(韓宅仁) 판6 1896.01.06 1896.04.02

106 정경연(鄭慶淵) 무위영書吏 판6 1896.01.06 1896.07.08

107 정한조(鄭翰朝) 부사맹 판6 1896.02.06 1907.03.13. 아산군수(주4)

108 남만희(南晩熙) 幼學 판6 1896.02.06 1905.06.14 1905.06.14. 身故

109 어명우(魚命雨) 판6 1896.02.06 1896.03.21

110 김윤주(金潤柱) 판8 1896.01.10
1906.10.20. 탁지부주사(판5급) 

1908.01.01. 재무서재무관(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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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이정호(李正鎬) 합천 1857
1871

주학취재
計士 판6 1896.02.06

1900.11.25.~26. 통신사저화과주사(판8)  

1903.05.16.~05.17. 관리서주사

112 박문석(朴汶錫) 판6 1896.02.10 1896.04.18

113 백봉규(白鳳奎)
내의원

待令書員
판6 1896.02.24 1896.05.17

1904.09.29. 탁지부주사(판6)

1907.06.20. 군부서기랑(판6급)

1909.03.01. 身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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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政院日記》, 《官報》, 《大韓帝國 官員履歷書》, 安龍植의 《大韓帝國官僚史硏究》의 탁지아문·탁지부 主事 임명 기록을 뽑아 

작성함.

* 1896년 1월(음력 1895년 11월) 이전은 음력 날짜, 이후는 양력 날짜로 표기. 

* ‘科擧’ 항목은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을 참고하여 문과, 무과, 잡과에 입격한 사람을 정리함. 

* ‘前職1’은 갑오개혁 이전에 맡았던 주요 관직, ‘前職2’는 1894년 6월 이후부터 탁지부 주사가 되기 전에 맡았던 관직.

* ‘官等1’은 1894년 官秩 규정에 의해 정해진 관등, ‘官等2’는 1895년 관원봉급령 규정에 의해 정해진 관등.

* 경아전 출신 主事를 파악할 수 있었던 자료는 다음과 같다. 《嘉禮都監儀軌》(奎 13174), 《進饌儀軌》(奎14428), 《神貞王后殯

殿魂殿都監儀軌》(奎 13747), 《神貞王后祔廟都監儀軌》(奎 13754), 《京畿廳捧上冊》(奎 16843) 《別下庫上下冊》(奎 1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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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after the Reform of 1894(甲午改革) and the 

Jusa(主事) Position

Oh Seungkwa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sa(主事),

which was a government post that existed from the late 

1880s to 1907.

  In the 1880s, the Joseon government began to establish 

new government offices for its reform policy, which led to 

the introduction of a new administrative post called jusa in 

each office. jusa, during this period, was a post similar to the 

nangcheong(郎廳) in the Joseon dynasty. The nangcheong was 

a post for experienced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appointed for specific tasks. At first, jusa was similarly a post 

for existing officia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ition 

were similar to the traits of the nangcheong from the Joseon 

dynasty. For instance, the ranks of the officials(品階) 

appointed as jusa all differed. Furthermore, each government 

office could independently appoint its jusa and the number of 

jusa posts frequently changed by task, which all were the 

characteristics of nang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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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ngcheong and jusa, however, had one critical 

difference in the appointed personnel. While the nangcheong

post was only for existing officials, the scope of candidates 

for the jusa post expanded to the saengwon(生員), jinsa(進士), 

and yoohak(幼學). Through this change, many people who 

were not government officials were appointed as jusa. Most 

of the newly appointed jusa received modern education. The 

Joseon government expanded the appointees of the jusa post, 

which was the nangcheong of new government offices, to 

include civilians, which made it easier for the people who 

received modern education to be employed by the 

government. This was a sound decision,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 remained unchanged. This method, however, 

did not lead to any institutional change or to the 

establishment of new standards. This was because most of 

the people who were appointed as jusa, after 1887 when the 

reform policy backtracked, were existing officials. From this 

period, the jusa was no longer a government post for people 

who received modern education and only retained the 

characteristic of nangcheong, of appointing existing 

government officials to the post.

  After the Reform of 1894(甲午改革), the organization of the 

Foreign Office, the Tongni-Gyoseop-Tongsang-Sam-Amun(統

理交涉通商事務衙門), was expanded to consist of 8amun(8衙門)

and 7bu(7部) and the jusa was thus placed as an 

administrative post in every office. The 7bu was divided into 

guk(局) by tasks and the jusa was assigned to each guk, 

which was similar to how the six ministries(六曹) were 

divided into departments and how the gyeongajeon(京衙前)

was placed in each department. This situation, in whi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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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number of jusa were placed in the government after the 

Reform of 1894, indicated that even the roles of the 

gyeongajeon became the tasks of regular government officials. 

This was evident in the fact that the status of the jusa was 

weakened and limited to the role of the panimkwan(判任官) or 

that the classification of jusa and gowon(雇員) was unclear. As 

a result, the jusa, which originated from the nangcheon from 

the Joseon dynasty, became a permanent government post in 

charge of the basics dealings of the government offices after 

the Reform of 1894. 

  As the desired candidates for government posts changed 

through the Reform of 1894, the candidates for the jusa

position changed accordingly. The ideal candidates for 

government posts during this era were people who received 

school education. Graduates of schools were chosen over the 

other candidates and there were additional points for 

candidates who completed the school curricula. However, in 

reality, it was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reappointed. 

In such circumstances, the range of candidates for the jusa 

position expanded, not only to include regular government 

officials but also to encompass the kyungajeon. Moreover, 

because the minister of each ministry(大臣) had the appointing 

power, it was possible for the recruited jusa to be an 

acquaintance. Examples of such circumstances could be found 

in cases of appointing the jusa posts. Takji-Amun(度支衙門), 

the Ministry of Finance, was made up of all the 

finance-related government offices which exis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the Hojo(戶曹). The people who 

were appointed as the jusa of the Takji-Amun were not only 

government officials but also accountants who were formerly 

affiliated with the Hojo and the gyeongajeon, which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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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jusa served as a position which embraced the 

officials with different status after the Reform of 1894.  

  In conclusion, the jusa, which existed from 1880 to 1907, 

became a completely different government post after the 

Reform of 1894. Before the Reform, the jusa was a 

government position with the task of implementing the reform 

policy and which incorporated the people who were equipped 

with modern education. After the Reform of 1894, the jusa 

was placed in each department as an administrative post, with 

the intention to dispose of the different status of personnel 

that prevailed in the government departments during the 

Joseon dynasty.

Keywords : Jusa(主事), Nangcheong(郎廳), Reform of 1894(甲午

改革), Tongni-Gyoseop-Tongsang-Sam-Amun(統理交涉通商事務

衙門), Takji-Bu(度支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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