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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청말 입헌의 시기, 청조가 추진했던 ‘만한융화’와 팔기제도에 대한 개혁의 

실상에 주목한 연구이다. 청조는 20세기 초 총체적 위기 속에서 신정을 통해 돌파
구를 마련하여 하였다. 헌정의 실시가 당위가 되면서 만주족의 청조는 ‘滿漢간의 진
역을 허물어 함께 國民을 만들 것’을 공표하고 팔기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이 청조의 최후 5년간 신정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으
며, 만주는 이러한 작업의 중심에 있었다. 만주는 청조의 발상지이자 京師 다음으로 
旗人 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줄곧 내지 한인의 이주를 금지했던 봉금지역이었던 탓
에, 이곳 만주에서 행해지는 팔기 관련 각종 개혁은 전국의 귀감이 된다고 하는 상
징적 의미를 지녔으며, 만한진역 해소를 위한 청조의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필자는 1907년의 建省改制를 통해 東三省으로 거듭난 만주 가운데, 지리적
인 중간지점이자 지정학적 중심인 길림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곳의 駐防과 八
旗가 각종 旗制개혁의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관제개혁이 길림에 가져온 변화를 알아보았다. 청조는 러일전쟁 이후 만주에 
대한 제도 개혁을 시행하면서, 1907년에 이르러 260년 넘게 특별행정구역으로 있던 
만주를 直省체제로 편입시켰다. 이는 기존의 八旗駐防을 폐지하고 내지와 동일한 
州縣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 결과 길림은 17개 駐防의 정돈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40만 기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길림은 이러한 작업
을 선도할 책임기구로 1908년 吉林全省旗務處를 설치하였으며, 기무처는 民官과의 
직권 중첩으로 ‘虛設’이 되어버린 旗官과 旗署의 폐지를 가속화하였다. 즉 길림은 
1910년에 이르러 각 駐防 長官의 폐지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기
존 駐防 아문의 자리에 旗務承辦處를 설치하여 協‧佐 이하의 관원을 旗務承辦處提
調로 임명한 후, 旗兵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 旗戶가 州縣사회에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생계 도모 문제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기무승판처를 설치하지 
않은 駐防의 경우에는 인근 州縣이 해당 주방 기인을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駐防의 
완전한 해체를 맞이하였다. 각 駐防아문이 폐지되면서 駐防 長官 및 이곳에 근무하
던 筆帖式 등 이들 裁撤 관원을 위한 다양한 출로가 모색되었는데, 여기에 적용되
는 공통된 규정은 원래의 品에 맞추어 調用하되, 그 이전까지는 原俸을 계속 지급
하며, 升階가 필요한 경우 升階처리한다는 것이었다.

팔기 병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신군내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신정기 군사개혁
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旗를 鎭으로 개편함으로써 신군편련과 동시에 기인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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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까지 해결하려 했던 발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신군을 편성함에 있어 현지 
토착인, 그 가운데서도 旗丁을 우선적으로 징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먼저 기존 팔기 
병사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선발 기준을 통과하면 신군에 들어가 훈련을 받도록 하
였는데, 문제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정원을 채우는 일이 어려웠고 신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훈련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 낙오하고 도망하는 등 대규모 缺額이 발생하
였다는 점이다. 이는 강제 징집이 아닌 勸徵의 형태였다는 점, 그리고 팔기 兵餉이 
중단되지 않은 채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군의 급료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
들 旗兵이 굳이 신군으로 들어가야 할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애초 旗를 鎭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것이 다분히 편의적 발상으
로서 國防의 차원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기인생계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기무처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팔기의 신군
으로의 재편 노력을 끝까지 지지하였으며, 아울러 신식 군사학당에 팔기를 입학시켜 
이들을 신군 장교로 양성함으로써 청조의 군권 장악에 이들 팔기를 든든한 버팀목
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40만 기인의 생계를 위해 길림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토지였다. 기제개혁을 단행
하면서 시종 강조했던 부분이 기인을 토지에 안착시켜 스스로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청조가 1907년 기인생계를 도모하라는 諭旨를 내렸을 때 計
口受田을 통한 기인의 귀농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三姓 지역 정도를 제외하
고는 길림에서도 기인에게 분급할 토지가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었으며, 이미 많은 
旗地가 민인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全省에 기인을 위한 계구
수전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에 방법을 전환한 것이, 
旗地를 토대로 재원을 마련하여 기인생계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地租 수입 증대를 위해 기지에 대한 淸丈과 升科에 집중하였으나, 선통2년 말부터
는 기지를 매각하여 地價를 거두는 방안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巨款을 마련함으로
써 기인생계를 비롯한 각종 신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의 활용방안을 두고 旗署와 民署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갈
등은 점차 융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기지의 매각을 비롯한 旗民
간의 토지 매매 역시 이러한 융화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며, 기지의 租
賦 징수권까지 民署로 이관되면서 길림은 주현체제로의 안착을 가속화했다.

기인 자제에 대한 교육 역시 旗制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당이나 기술 교
육을 통해 기인이 민인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주현사회에 잘 적응하여 향후 자력
으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길림 각 駐防에서는 지방의 각종 
旗産을 활용해 경비를 마련함으로써 기인 학당을 설립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입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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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면서 만한 구분 폐지의 분위기가 한창이던 당시 만문과 몽문에 대한 교육 역
시 강조되어 이를 전문적으로 수업하는 학당의 설립이 장려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만몽문학당이 건립되든지 일반 소학당이 건립되든지 하였으나, 각 학당
의 공통점은 주로 蒙小學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중도에 학업을 포기
하고 낙오하는 학생들이 대거 발생하기도 하였다. 학당 교육 외에 실업 교육도 이루
어졌는데, 길림에서 이러한 실업 교육 및 이와 연계한 물품의 생산, 판매를 담당하
였던 대표적 기업이 바로 길림기무처공장이었다. 길림기무처공장은 길림기무처가 직
접 관할하는 관판기업으로서, 길림 관병의 隨缺地租가 기무처공장의 경비로 충당되
었다. 길림 全省을 대상으로 기인 자제들을 藝徒로 모집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생산 
작업에 투입하였으며, 이들을 시작으로 全旗에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기인들이 
입헌의 시기에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듯 만주는 1907년 민정체제로 이행하면서 팔기를 민인사회에 흡수하고자 다
각도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內地 各省에 비해 東三省이 旗制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곳 동삼성에서조차 이것이 ‘기인의 특권 
포기’가 아닌, ‘기인의 생계 도모’에 치중됨으로써 ‘滿漢간 차별 철폐’로 이어지지 
못했다. 청조는 기존 기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유의하였고, 旗餉의 지
급을 끝내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청조가 이 시기 줄곧 내세웠던 것이 ‘만한 융
화’를 통해 ‘국민’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지만, 20세기 초의 긴박한 정세에서 ‘국민’의 
창출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는 확보될 수 없었다.

주요어 : 東北新政, 만주, 길림성, 旗制개혁, 旗人, 滿漢융화 
학  번 : 2004-30039





v

목 차
국문초록

緖論 ······································································································································· 1

第1章 관제개혁과 八旗駐防의 정돈 ················································································· 12
Ⅰ. 建省改制와 旗制개혁의 단행 ·················································································· 12

1. 駐防체제에서 州縣체제로 ······················································································ 12
2. 旗缺의 폐지와 旗務處의 설치 ·············································································· 20

1) 官制 재정비와 旗缺의 폐지 ·············································································· 20
2) 吉林全省旗務處의 설립 ······················································································ 26

Ⅱ. 各城 駐防장관의 폐지와 旗署의 정돈 ·································································· 32
1. 五城副都統의 폐지와 旗務承辦處의 설치 ·························································· 32
2. 各城 協‧佐의 폐지와 驛站의 정돈 ······································································· 41

1) 各城 協‧佐의 폐지와 旗務承辦處의 설치 ······················································· 41
2) 역참의 정돈 ·········································································································· 46

Ⅲ. 팔기 관원을 위한 출로 모색 ·················································································· 51

第2章 군사개혁과 旗兵의 재편 ························································································· 67
Ⅰ. 군사개혁의 배경 ········································································································ 67
Ⅱ. 군제 정돈과 新軍의 편련 ························································································ 76
Ⅲ. 八旗에서 新軍으로 ···································································································· 89

1. 旗兵 우선 징발 원칙과 缺額의 발생 ·································································· 89
2. ‘退伍’ 대책과 신군으로의 재편 노력 ·································································· 96
3. 군사학당을 통한 신군 장교의 양성 ··································································· 103

第3章 旗人의 귀농 대책과 旗産의 활용 ······································································· 109
Ⅰ. 귀농 문제의 논의와 旗産의 정돈 ········································································ 109

1. 旗人의 귀농과 計口受田 모색 ············································································ 109
2. 旗地의 淸丈과 升科 ····························································································· 122
3. 旗地의 매각과 財源 창출 ···················································································· 134



vi

Ⅱ. 旗産의 활용과 徵租權의 이양 ·············································································· 145
1. 旗産의 활용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 ·································································· 145
2. 旗民交産 및 徵租權의 이양 ··············································································· 154

第4章 旗人교육의 확대와 旗務處공장의 운용 ······························································ 166
Ⅰ. 학당의 건립과 기초교육의 확대 ··········································································· 166

1. 省城의 旗屬학당 ··································································································· 167
1) 十旗 공립 소학당 ······························································································ 167
2) 滿蒙文 전문 관립학당 ······················································································ 175

2. 外城 각지의 기인교육 ·························································································· 187
Ⅱ. 기무처공장의 설립과 기술교육의 실시 ······························································· 198

1. 공장의 경비 마련과 藝徒 배양 ·········································································· 199
2. 공장의 운영과 그 성과 ························································································ 210

結論 ·································································································································· 219

참고문헌 ······························································································································· 229

Abstract ······························································································································ 251



- 1 -

緖論
청조는 19세기 중반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과 위협, 내부의 반란 등이 끊이지 않

으면서 藩部와 조공국의 이탈이 가시화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흥을 위한 다각적 개혁의 길을 모색하게 되고, 이것이 양무운동과 
무술변법운동, 신축신정 등으로 표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1년에 시작된 청
조의 마지막 개혁운동인 신축신정(통상 ‘新政’이라 칭함)은 청조의 멸망과 함께 중단
되었지만 교육과 군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
하였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에서 입헌국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
실은 청조의 입헌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청조는 1906년 예비입헌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입헌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만주 역시 러일전쟁 이후 전후 재건사업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제도 개혁 차원에
서 新政을 추진하였다. 소위 ‘東北新政’이라 칭해지는 만주에서의 대대적 개혁은 
1907년의 ‘建省改制’로 정점을 찍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 특별행정구역이었던 만
주는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3省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내지와 마찬가지인 直
省체제로 편입하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변강에서의 신정은 內地 各省에서 진행
된 신정과 그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만주의 경우는 이처럼 建省改制를 통
해 기존의 駐防체제를 청산하고 내지와 같은 州縣체제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 신정
에 포함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신정으로 인한 변화의 진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편이었다.

이렇듯 동북신정이 가지는 특수성과 만주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 국내외에서 
동북신정에 대한 연구는 그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청말 신정에 대한 연구 자체가 
內地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완숙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관심이 변강으로 확장되
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주도 그 일환으로서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1) 
물론 그간 내지에 비해 연구가 미약했던 滿洲와 藩部에 대한 관심이 新淸史의 조류 
하에서 고조된 측면도 있다.2) 특히 만주에 대한 연구는 짧은 기간 상당한 집적이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논문작성지원금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신정과 관련된 2000년대 초기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해선 金衡鍾, 淸末 新政期의 硏究, 서울

대학교출판사, 2002.의 서론을 참조할 것. 이후 변강에서의 신정을 주제로 한 趙雲田, 淸末新
政硏究- 20世紀初的中國邊疆, 黑龍江敎育出版社, 2004.가 출판된 바 있고, 동북신정만을 다룬 
專著로서는 高月, 淸末東北新政硏究, 黑龍江敎育出版社, 2012.가 있다. 阿地力‧艾尼, 淸末邊
疆建省硏究, 黑龍江敎育出版社, 2012.는 대만과 신강, 동북지역의 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서 외에 논문으로서 동북신정을 다루고 있는 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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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만철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본에서의 조기 연구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미 중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만주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滿學이란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3)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구미에서 시작된 신청사 조류가 급물
결을 타면서 전세계적으로 만주와 만주어, 만주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
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1998년 만주사연구회가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2001년에는 
만주학회로 확대 재편되었다. 2002년 이후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동북지역 또는 변강 지역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출발
된 시점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이를 역사침탈 문제로 받아들여 보다 활발히 만주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4) 즉 청말 동북신정에 대한 연구는 집적된 신정 연구와 
만주에 대한 관심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북신정에서 차지하는 ‘建省改制’의 중요성 때문에 기존 연구들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며,5) ‘건성개제’의 배경 차원에서 19세기 후반 이후 가속화된 만주로

 2) 何柄棣(Ping-ti Ho)를 중심으로 하여 만주족이 한화되었다고 주장해 온 학문적 사조에 첫 반
기를 든 학자는 Evelyn Rawski였다.(“Presidential Address: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55, 
No.4 (Nov., 1996).) 이후 청대사 연구는 소수민족의 연원과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에 관심을 
쏟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소위 新淸史(New Qing History)라고 부른다. 신청사와 
관련한 최근 국내의 소개는 김선민,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
을 중심으로｣, 史叢 74, 2011; 김형종,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연구동
향의 분석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2016; 윤욱,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
계 47, 2015. 참조.

 3) 1990년 북경사회과학원에 만학연구소가 설치되었고, 1992년부터 여기에서 滿學硏究를 출간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현재 출간되고 있는 滿學論叢의 전신이다. 1990년대 滿學의 유행 이
후 중국에서 출간된 만주와 만족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姜相順, 滿族史論集, 遼寧民族出
版社, 1999.; 盧明輝, 北方民族史硏究, 中國古籍出版社, 1994.; 傅波‧張德玉‧趙維和, 滿族家
譜硏究, 遼寧古籍出版社, 1996.; 薛虹‧李澍田 主編,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史出版社, 1991.; 
孫靜, 滿洲民族共同體形成歷程, 遼寧民族出版社, 2008.; 楊余鍊 等, 淸代東北史, 遼寧敎育
出版社, 1991.; 劉小萌, 滿族的社會與生活, 北京圖書館出版社, 1998.; 劉小萌, 滿族從部落到
國家的發展, 遼寧民族出版社, 2001.; 劉小萌, 淸代北京旗人社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李燕光․關捷 主編, 滿族通史, 遼寧民族出版社, 2003.; 李澍田 編, 吉林滿族硏究- 關東搜異錄
, 吉林文史出版社, 1991.; 張杰·張丹卉, 清代東北邊疆的满族 1644-1840, 遼寧民族出版社, 
2005.; 張德玉, 滿族發源地歷史硏究, 遼寧民族出版社, 2001.; 張碧波, 中國東北疆域研究, 
黑龍江人民出版社, 2006.; 刁書仁, 滿族生活掠影, 瀋陽出版社, 2002.; 趙英蘭, 淸代東北人口
社會硏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趙中孚, 近世東三省硏究論文集, 成文出版社, 1999.; 
支運亭 主編, 八旗制度與滿族文化, 遼寧民族出版社, 2002.; 焦潤明, 近代東北社會諸問題研
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佟冬 主編,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1999.

 4) 만주 지역에 대한 연구와 자료 정리 현황에 대해서는 안치영, 허혜윤, ｢중국 동북지역 연구자
료-청대와 민국시기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2014. 참조.

 5) 阿地力‧艾尼, 淸末邊疆建省硏究, 黑龍江敎育出版社, 2012는 대만과 신강의 건성을 같이 다
루고 있지만, 동북건성만을 주제로 한 전론서가 없는 실정에서 동북의 건성개제를 심도있게 다
룬 연구서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는 개별 논문의 형태로 동북의 건성개제 연구가 이루어졌
다. 구범진, ｢淸代 ‘滿洲’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東北亞歷史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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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 유입과 移民實邊이 이 시기 만주 연구 주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
이다.6) 물론 내지 各省을 대상으로 한 신정 연구의 흐름에 발맞추어, 군사, 교육, 
실업, 지방자치 등 만주에서 진행된 각종 근대화 움직임 역시 이후 동북신정 연구의 
대상이 됨으로써 동북신정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가져왔다.7) 최근 발표된 高月의 
淸末東北新政硏究는 그간 범람했던 각 분야별 동북신정 관련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叢 14, 2006.; 李志英, ｢淸末 東北地域의 行政改編과 그 意味: 1907年의 建省改制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정혜중, ｢광서년간(1875-1908)의 동북관리와 
1907년의 東三省 설치-동북 봉금지대의 내지화｣, 中國學報 54, 2006.; 姜艳, ｢清末東三省行
政設治與社會變遷｣, 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3.; 曲霞, ｢清末東三省改革研究綜述｣, 首
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S3).; 梁嚴冰, ｢袁世凯与清末官制改革｣, 河南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4-2.; 李秀蓮·杜偉, ｢清末徐世昌改革東北地方官制述評｣, 北方論叢
1998-3.; 方銀兒, ｢徐世昌與東北建省｣ 歷史敎學問題 1995-5.; 張敏, ｢《盛京時報》與清末東三
省官制改革｣, 徐州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3-2.; 莊梦蘭, ｢試論清末官制改革｣, 貴
州社會科學 2003-6.; 刁書仁, ｢試論清末東北八旗体制的變化｣, 華北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2.; 周小玲·魏琦, ｢清末官制改革｣, 安徽警官职业学院学报 2003(S1).

 6) 출간된 전론서를 중심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高强, 淸末東北邊患與移民實邊問題硏究, 
陕西人民出版社, 2009.; 高樂才, 近代中國東北移民硏究, 商務印書館, 2010.; 馬平安, 近代東
北移民硏究, 齊魯書社, 2009.; 范立君, 近代關内移民與中国東北社會變遷 1860-1931, 人民
出版社, 2007.; 林士鉉, 淸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硏究, 國立政治大學歷史學系, 臺北, 2001.;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644～1911, 吉林人民出版社, 2003.; 胡赤軍, 近代中國
東北經濟開發的國際背景(1896-1931), 商務印書館, 2011.; 江夏由樹, 近代中国東北における
社会経済構造の変容-経済統計資料、並びに、歴史文書史料からの分析-, 文部省科学研究費補
助金研究成果報告書, 1997-1999.; 滿洲移民硏究會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龍溪書金. 
東京, 1976.; 石田興平, 滿洲におけ植民地經濟の史的展開, ミネルヴァ書房, 1964.; 塚瀨進, 
中國近代東北經濟史硏究-鐵路敷設と中國東北經濟の變化, 東方書店, 1993.; 荒武達郞, 近代
滿洲の開發と移民: 渤海を渡つた人びと, 汲古書院, 2008. 范立君·黄秉紅, ｢清末民初東三省移
民與近代城鎭的興起｣,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6-1.; 蕭一山, ｢淸代東北之屯
墾與移民｣, 學術季刊 6-3, 1958.; 吳希庸, ｢近代東北移民史略｣, 東北集刊 2, 1941.; 鄭偉, 
｢晚清以來關內移民東北問題研究｣, 南京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6.; 刁書仁, ｢論淸代東北流
民的流向及對東北的開發｣, 淸史硏究 1995-3.; 周春英, ｢試論近代關內移民對東北經濟發展的
影向｣, 濟南大學學報 11-2, 2001.

 7) 동북신정을 專論으로 다룬 연구서인 高月, 淸末東北新政硏究, 黑龍江敎育出版社, 2012.나 
郭艳波, ｢淸末東北新政硏究｣, 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의 경우 군사, 교육, 입헌, 관제 등
의 주제별로 만주에서 이루어진 신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신정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
는 趙雲田, 淸末新政硏究- 20世紀初的中國邊疆, 黑龍江敎育出版社, 2004.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이 외에 개별 논문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각 분야의 내용이 연구되었다. 高月, ｢清末東
北新政改革論—以趙爾巽主政東北時期的奉天財政改革爲中心｣, 中國邊疆史地研究 2006-4.; 
曲曉璠, ｢淸末東三省諮議局述論｣, 社會科學戰線 1990-4.; 欒學鋼, ｢晩淸吉林的實業敎育｣, 
中國科技史雜志 26-3, 2005.; 徐建平, ｢清末東三省諮議局與地方公署關係初探｣, 歷史敎學
2000-8.; 魏永生‧李澤昊, ｢徐世昌與淸末東北軍事改革｣, 山東師範大學學報 2008-4.; 劉威, ｢
淸末東北新政中的軍事改革｣, 吉林大學碩士學位論文, 2006.; 王曉輝, ｢晚清東三省財政研究｣, 東
北師範大學碩士學位論文, 2003.; 李澤昊, ｢淸末日俄戰後東北軍事改革槪述｣, 黑龍江史志
2014-1.; 張佩佩, ｢試論淸末吉林全省淸理財政局｣, 湖南科技學院學報 34-2, 2013.; 張曉明, 
｢論淸末新政中的東北敎育改革｣, 鞍山師範學院學報, 2007-2.; 丁海斌·韩季红, ｢清末陪都盛京的
軍政改革｣, 史學月刊 2007-6.; 趙玉杰‧譚美君, ｢淸末新政時期的東北文化敎育改革｣, 學習與探
索 14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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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신정을 다각적으로 종합 분석한 전론서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하였다. 高月은 관제개혁뿐 아니라 지방자치와 재정개혁, 국민교육을 다루면서 이러
한 각 방면을 통해 국가 권력이 동북에 유효하게 침투하였다고 보고, 이를 “疆域의 
均質化”라고 표현하였다.8) 청 정부가 동북 지역에 대해 균질화를 목표로 주도한 강
역의 통합은, 결국 동북을 ‘중국’으로 포함시키고, 동북의 각 민족을 ‘國民’으로 만
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필자 역시 동북신정을 통해 청조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균질적인 국민국가의 
창출이라고 보는 高月의 논지에 동의하지만, 소위 이 ‘균질화’라는 것이 체제와 제
도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 그 안에 있는 민족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을 갖는다. 즉 줄곧 만주의 주인으로 있었던 기인들과, 거대한 인구유입을 통해 만
주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게 된 한인들이, 동북신정을 통해 동질적인 중국의 ‘국
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동북신정을 다루는 연구 대부분
이 내지에서의 신정 연구와 마찬가지로 군사, 실업, 교육, 지방자치 등 근대화 방면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변강에서의 신정은 그 지역의 민족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는 변강의 경우 신정을 
통해 청조가 의도했던 소위 ‘균질화’의 핵심이 민족 간 구분과 차별을 넘어선 ‘국민’
의 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정 준비와 관제개혁으로 본격화된 동북신정은 滿‧漢 구분의 해소라고 하는 중
요한 과제를 같이 떠안고 진행되었다. 20세기 초 만주는 여전히 광활한 旗地를 보
유하고 있었고 京師 지역에 집중된 팔기 다음으로 많은 旗人이 생활하고 있었다. 
滿‧漢 구분의 해소는 입헌 정신의 구현이라는 측면과 연관되어 예비입헌의 조치 가
운데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당시 팽배해 있던 排滿革命의 억제를 위해서
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만주는 입헌 문제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곳으로 손꼽힌다.9) 특히 八旗의 
근원지인 만주에서 거두게 될 전시효과 때문에 滿‧漢 구분의 폐지를 위한 각종 움직

 8) 저자는 ‘內地化’, ‘一體化’의 개념은 내지가 변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다고 
보고, 이러한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균질화’라는 표현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高月, 淸末
東北新政硏究, 黑龍江敎育出版社, 2012, p.12.

 9) 錫良은 국회와 책임내각의 조속한 동시 개설에 찬성하여 군기처에 전보를 보내고 국회속개주
창자들을 북경에 파견하는 등 입헌에 적극적이었다. 인접한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에 병합된 
것을 목도한 상황에서 제국주의로부터 만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의 조속한 
개설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Rhoads, Edward J.M., Manchus and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2000, pp.158-160; Des Forges, Roger V., Hsi-Liang and the 
Chinese National Revolution, Yale Univ. Press, 1973, pp.16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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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이곳에서 유독 활발히 진행되었다. 청말 신정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동북
신정은 상당 부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旗缺의 폐지와 旗人生計의 도
모 등, 이러한 滿‧漢 구분 폐지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성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청말 만주, 특히 동북신정에 대한 연구에서 기인에 대한 고찰이 빠질 수 없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만주와 만주인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 관련 연구가 쏟아
져 나오고 있지만 주로 청 초‧중기에 집중되고 있으며,10) 청 말의 경우 기인의 빈곤
화 내지 1907년 이후 시행된 旗制개혁과 관련하여 만주의 기인들이 하나의 사례로 
서술되는 정도이다.11) 만주의 기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기인 엘리트층에 주목하여 
이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토지의 墾荒과 소유권 재조정을 통해 대지주로 거듭
나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들의 가문과 교육적 지위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발 빠르
게 적응해 나갔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역시 청 말 기인이 일률적으로 
쇠퇴했다는 시각에 대한 반례로서 만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12) 아쉬운 점은 

10) 신청사의 입장이 만주족이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 팔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강에서의 통치를 유효하게 하였다는 점임을 고려할 때, 청 후반기로 갈수록 한
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고 만주족과 만주, 청조만이 가지는 특징은 저감될 수밖에 없는 상
황에서 이 시기가 이러한 주제의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었다고 보인다. 반면 신청사 연구의 초기 
주자 가운데 한 명인 Edward Roads는 연구 시기를 청말‧민초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청말까지도 만주인이 한족에 동화되지 않은 채 각자 서로 다른 문화와 법률 체계 
안에서 생활했으며 만주인의 특권이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즉 청조 내내 만‧한 간의 벽은 허물
어지지 않았으며 1920년대 중반에 가서야 팔기제가 완전 폐지되면서 만‧한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Rhoads, Edward J.M., 앞의 책.

11) 이 시기의 연구로서 주목할 만한 저서가 근래 연이어 발표되었는데, 공통점은 민국시기까지 기
한을 확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만주족의 지위 및 이들과 한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추적하였다는 점이다. 戴迎華, 淸末民初旗民生存狀態硏究, 人民出版社, 2010; 常書紅, 辛
亥革命前後的滿族硏究-以滿漢關係爲中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Edward Rhoads의 앞
의 책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戴迎華는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자본주의 문명이 들어오고 
중국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새로운 엘리트층이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부각함에 따라 기인들은 
점차 ‘邊緣化’되었다고 보았다. 청말 기제개혁은 이렇게 악화된 기인의 생존상태를 개선해보고
자 했던 것으로서, 직업의 다원화나 혼인관념과 거주방식의 변화, 그리고 평민화 추세의 출현 
등 기인사회를 현대화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常書紅 역시 청말의 ‘平滿漢畛域’이 
제도상의 旗‧民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기인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인
을 점차 ‘四民’사회로 녹아들게 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이후 시기 기인을 평민화
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 단일논문의 형태로 청말 旗制개혁을 다루고 있
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賈艳麗, ｢清末旗人軍事改革與八旗生計｣, 滿族硏究
2009-3.; 康波, ｢清末東北旗人的實業與生計初探｣, 北方文物, 2000-4.; 連振斌, ｢淸末變通旗
制處考述｣, 南昌航空大學學報(社會科學版) 16-1, 2014.; 劉彦臣, ｢淸末吉林新式旗人學堂及滿
文敎育｣, 中國邊疆史地硏究 2009-6.; 邵士杰, ｢清末吉林旗務改革述略｣, 歷史檔案
1990-3.; 張虹, ｢淸末奉天八旗女工傳習所興辦始末及其評價｣, 滿族硏究 1996-2.; 鄭川水, ｢
清末東北的旗制改革及其對满族的影響｣，满族論叢，遼寧大學出版社，1986.; 刁書仁, ｢試論淸
末東北八旗體制的變化｣, 吉林師範學院學報 1995-2.; 遲云飛, ｢淸末最後十年的平滿漢畛域問
題｣, 近代史硏究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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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가 기인들 가운데서도 지역 신사층에 해당하는 기인 엘리트에 그 서술범
위를 한정하고 있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층 기인들, 즉 일반 기인들의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팔기 관병들의 경우는 대대적인 관제개혁 하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
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본고는 신정기 관제 및 군사 개혁을 통해 청조와 지방 정
부가 기존 팔기 관병을 새로운 체제에 어떻게 편입시키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교육 
및 실업, 토지 등 방면에서의 각종 개혁 정책을 통해 일반 기인들이 어떻게 각자 생
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는 공통적으로 청말 만주의 기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 형
편이 나았고, 만주에서 旗制개혁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를 당시 민정체제로 이행한 지 얼마 안 된 만주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신
정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신정기 동북에서 진행된 각종 개혁이 이곳의 기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동북신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간황사업과 대대적인 旗地 정돈 
작업이 이러한 旗制개혁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팔기주방체제 하에서 旗官의 통치를 받으며 
旗餉에 의지하여 생활하던 기인들, 특히 청조의 發祥地라는 이유로 封禁을 지속하
면서 20세기 초까지 특별행정구역으로 자리매김하였던 만주라는 곳의 주인이었던 
기인들이 신정이라는 청말의 격변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에

12)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는 Yoshiki Enatsu(江夏由樹)로서, 봉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일찍이 
토지에 기반한 재지 권력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곳 기인 엘리트에 주목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
하였다. 江夏由樹, ｢舊錦州官莊の莊頭と永佃戶｣, 社會經濟史學 54卷 6号, 1989.; 江夏由樹, ｢
舊奉天省撫順の有力者張家について｣, 一橋論叢 102卷 6号, 1989.; 江夏由樹, ｢舊奉天省遼陽
の鄕團指導者, 袁金鎧について｣, 一橋論叢 100卷 6号, 1988.; 江夏由樹, ｢近代東三省社會の
變動-淸末, 舊奉天省における在地勢力の擡頭｣, (溝口雄三․濱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編, 周邊
からの歷史․アジアから考える, 東京大學出版會, 1994.; 江夏由樹, ｢近代中國の奉天省地方勸力
と地域エリート｣, 歷史學硏究 651, 1993.; 江夏由樹, ｢奉天地方官僚集團の形成-辛亥革命期
を中心に｣, 一橋大學硏究年報經濟學硏究 31, 1990.; 江夏由樹, ｢辛亥革命後, 舊奉天省におけ
る官有地の拂い下げについて｣, 一橋論叢 98卷 6号, 1987.; 江夏由樹, ｢中國東北地域史硏究と
檔案史料-地方政治と土地問題との關わりを中心に｣, 東洋史硏究 58-3, 1999.; 江夏由樹, ｢淸
末, 舊奉天省における地主制の再編成-官莊地等の拂い下げ問題との關わりから｣ (史學會編, ア
ジア史からの問い, 山川出版社, 1991); 江夏由樹, ｢淸末の時期, 東三省南部における官地の丈
放の社會經濟史的意味｣, 社會經濟史學 49卷 4号, 1983.; 江夏由樹, ｢淸朝の時代, 東三省にお
ける八旗莊園の莊頭についての一考察｣, 社會經濟史學 46卷1号, 1980. 이후 이러한 연구성과
를 바탕으로 2004년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Yoshiki Enatsu, Banner Legacy : The Rise of the 
Fengtian Local Elite at the End of the Qing, Ann Arbor: The Univ. of Michigan, 2004. 중
국학자 衣保中 역시 1907년 “旗民不交産”의 금령이 취소된 이후로 동북지역의 旗地를 기인이 
대대적으로 사유화하고 이를 통해 기인지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衣保中, ｢清末東北旗地
的發展變化與旗人地主的興起｣, 满族研究 1992-1. 길림의 경우 국내학자 윤욱이 훈춘지역의 
기인에 주목하여 이들이 황무지 개간이나 가게 임대료 수납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자치연구
소나 의회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며 향촌질서를 지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윤욱, ｢청말민초 훈춘지역 기인엘리트의 향촌지배｣, 역사학보 2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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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정은 그들이 속했던 駐防의 해체 및 駐防 長官의 폐지를 의미하였고, 언젠가
는 중지될 旗餉을 대신하여 스스로 자립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즉, 
청조의 이러한 정책이 만주의 기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투영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한 과제를 공식화한 서태후의 1907년 9월 상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본론 各章에서 서술하게 될 기인의 출로 모색과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淸廷이 향후 各省 駐防 및 기인에 대한 口糧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임을 표명하면
서, 이를 위해 전국의 기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성 독무들이 각 
장군 및 도통과 논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다. 

우리 조정은 武功으로 천하를 평정하였다. 종전 各省에 駐防을 분설하였던 
것은 원래 강역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승평의 시기가 오래되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이 생겨, 앉아서 口糧을 소모하고 있으며 인구가 나날
이 늘어나면서 衣食은 곤궁해졌다. 그저 대대로 내려오는 豢養之恩에만 의지
할 뿐 四民의 생업은 익히지 않았다. 이에 마땅히 따로 생계를 籌劃하여 각
자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중략)… 各省 督
撫는 各 將軍, 都統과 함께 駐防旗丁의 數目과 해당 駐防이 원래 가지고 있
는 馬廠, 莊田 各産業을 조사한 후 잘 논의하여 章程을 만들고 구역을 나누
어 計口授地함으로써 책임지고 耕種하게 하라. …(중략)… 나누어준 田畝의 
수를 口糧 폐지의 표준으로 삼고, 폐지하거나 정지한 餉은 따로 비축해 두어 
나중에 撥用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旗丁이 귀농한 후에는 모든 丁糧, 詞訟
을 지방관에게 귀속시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齊民과 동일하게 한다. 
…(중략)… 한편으로 각종 실업과 교육 방면에서도 기한을 정하여 열심히 분
별 籌辦함으로써 旗丁의 생계 도모를 위한 계책을 강화하도록 하라. …(중
략)… 이렇게 하여 畛域을 허물어 함께 國民을 만듦으로써 조정의 一視同仁
의 지극한 뜻에 부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13) (밑줄은 필자)

기인생계 문제는 사실 동치년간부터 제기되었던 것으로, 일찍이 동치4년 6월(1865
년 7월) 빈곤에 빠진 기인들이 원할 경우 민인으로 入籍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동치
제의 조칙이 있었고,14) 광서24년 7월(1898년 9월)에도 광서제에 의해 팔기 생계의 
문제에 관한 상유가 내려진 바 있었다.15)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차례의 조치는 주로 
빈곤한 팔기를 구제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 기인의 經商貿易 금지조항에 완화의 

13) 德宗實錄 卷578, 光緖33年 8月 己卯諭.
14) 穆宗實錄 卷144, 同治4年 6月 甲午諭.
15) 德宗實錄 卷425, 光緖24年 7月 庚辰諭.



- 8 -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이번 상유는 ‘畛域을 허물어 함께 國民을 만듦’이라고 
하였듯이 예비입헌 이후 ‘滿‧漢 융화’에의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淸廷이 기인 전체
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만‧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16) 청 정부는 그 이듬해 8월 <欽定
憲法大綱>과 <憲政籌備九年淸單>을 공포하고, 籌備立憲의 첫 해에 變通旗制處를 
설립하겠다고 선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變通旗制處를 설치하라는 유지를 내려 
“팔기생계를 籌辦하고, 滿漢事宜를 융화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른다.17) 

서태후 말년에 본격적 궤도에 올랐던 ‘만‧한 융화’ 문제는, 광서제와 서태후의 사
망 및 載灃 정권으로의 교체로 인해 급속히 그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 즉, 재풍은 
집권한 지 한 달 만인 1908년 12월, 위의 변통기제처를 설립한 것 말고는 변통기제
처를 통해 팔기 생계의 籌劃 및 ‘滿‧漢 융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발
표하지 않았으며,18) “모든 錢糧兵餉은 예전대로 지속한다”고 함으로써,19) 오히려 
‘만‧한 융화’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던 것이다. 

만주는 광서에서 선통으로 이어지는 정권 교체와 중앙 旗制개혁의 후퇴 양상에도 
불구하고, 1907년 제1대 총독으로 부임한 徐世昌과 1909년 그 뒤를 이은 錫良의 
재임기간 동안 꾸준히 旗缺을 裁撤하고 기인 생계를 도모하는 등, 旗制개혁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본고에서는 중앙 조정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기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고, 아울러 동북신정 하에서 省 
정부를 비롯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각종 民署과 民官들의 입장, 그리고 개혁의 
대상이 된 旗署와 기인들의 입장과 이들 사이의 갈등과 조율 등을 살펴볼 생각이
다. 

동삼성 가운데 특히 길림성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봉천성의 경우 행정
적인 면을 포함하여 陪都로서 가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삼성 전체에 봉천의 
예를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반면, 길림은 동북 개혁의 순차적 진행에 있어 지
리적인 중간지점으로서 동북신정의 평균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20) 특히, 길
림이 지정학적으로 만주의 중심이라는 사실도 중요한데, 이는 관제개혁 당시 동삼성

16) 서태후는 열흘 후인 1907년 10월 9일, 만한간의 관습적, 법률적 차이를 없앤다고 하는 상유를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Rhoads, Edward J.M., 앞의 책, 
pp.117-118.

17) 戴逸 主編, 淸通鑒 第20冊, 卷265, 山西人民出版社, 2000, p.8980.
18) 변통기제처의 이러한 무능함을 두고 大公報는 “변통기제처가 응당 그 명칭을 ‘不變通旗制

處’로 바꾸어야 한다”고 조롱하기도 하였다. 大公報(1910.12.2.) p.4, ｢閑評一｣
19) 淸朝續文獻通考(浙江古籍出版社, 2000) 권26, ｢戶口2｣, p.7778.
20) 봉천은 군정과 민정이 병행되었고 길림은 군정에 민정이 약간 더해졌으며, 흑룡강은 군정통치

였다고 보기도 한다. 阿地力‧艾尼, 淸末邊疆建省硏究, 黑龍江敎育出版社, 2012,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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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 公署의 최종적 위치를 長春으로 상정하여 편리하게 三省을 통제하려 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21) 일찍이 광서32년 10월 ‘滿洲急務五條’에 대해 논한 盛京
時報 논설에서도 만주개방론을 지지하면서 만주의 개방은 길림에서부터 시작되어
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길림이 사통팔달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러시아와 일본 
철도의 접점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에서였다.22) 또한, 간도문제 등으로 일본 및 한국
과의 외교에 민감해 있었고, 이어서 한국이 일본에 병합됨에 따라 당시의 대외적 위
기감이 고조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도 이 지역을 선택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
고 길림성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省 단위로 설치된 각종 신정 기구 및 
제도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만주, 즉 동삼성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봉천 지역에 연구가 몰려있었던 것
은 길림이나 흑룡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길림 지역의 檔案이 대규모로 공간되면서 연구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
다.23) 이는 1980~90년대 주제별 단행본의 형태로 발간된 淸代吉林檔案選編의 부족
한 부분을 메꾸어주고 있다.24) 물론 기인 문제에 한정할 경우 사료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필자는 이들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청말 신정기 길림 지역의 기인들의 모습
에 대해 미흡하나마 그 일면을 밝혀보고자 한다. 시기는 따라서 러일전쟁 후 만주에 
대한 본격적 개혁이 논의되고, 특히 예비입헌 이후 관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팔기에 
대해서도 대대적이고 다양한 개편을 시도하기 시작한 1907년 이후에 집중될 것이
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본론을 구성하려 한다. 第1章에서는 청조의 예비입헌 이후 실
시된 관제개혁이 길림에서는 어떠한 양태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관제개혁
으로 기존의 駐防체제에서 州縣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旗官이 대거 폐지되고 각종 
旗缺이 철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기인 관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출

21) ｢遵旨考察東三省情形裁倂差缺摺｣(宣1.6.17), 錫良遺稿권7, 문서번호853, pp.910-914.
22) 盛京時報(光32.10.9) p.2, ｢論開放吉林之爲急務｣
23)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中國第一歷史檔案館合編, 琿春副都統衙門檔,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전체238冊); 吉林省檔案館編, 吉林省檔案館藏淸代檔案史料選編, 國家圖書館出版社, 
2011.(전체68冊); 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遼寧省檔案館合編, 東北邊疆檔案選輯 淸代民國, 廣
西師範大學出版社, 2007.(전체151冊. 이 가운데 85권부터 121권까지의 37책은 길림에 대한 부
분으로서, 변강사지연구중심과 길림성당안관이 편찬하였다.)

24)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工業 (吉林省檔案館 編, 吉林省社會科學院歷史所, 1985); 淸代吉林
檔案史料選編 吉林軍事 (吉林省檔案館 編, 天津古籍出版社, 1993);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吉林旗務 (吉林省檔案館 編, 天津古籍出版社, 1990);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吉林旗人生計
(吉林省檔案館 編, 天津古籍出版社, 1991);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上諭奏摺 (吉林省檔案館 
編, 吉林省社會科學院歷史所, 1981);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辛亥革命 (吉林省檔案館 編, 吉
林省社會科學院歷史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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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나아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인 旗制 개혁을 
주도한 省級 기구가 旗務處였고, 철폐된 각 駐防아문에서 남아 있는 기인들을 관리
하며 이들의 州縣으로의 편입을 도왔던 기구가 旗務承辦處였다. 즉 팔기와 팔기주
방의 해체를 목전에 두고 기인의 생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과도
기적 기구이자, 이들 기인이 민인 사회에 흡수되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국엔 ‘만‧한 융화’를 도왔던 기구로서, 본론 전체에 걸쳐 계속 언급되므로 이들 기
무처와 기무승판처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第2章에서는 청조가 신정기 군사개혁을 단행하면서 旗를 鎭으로 편성하려 했던 
시도 하에서 길림은 旗丁들을 어떤 방식으로 신군에 편입시키려 하였으며, 이러한 
시도가 기인의 출로 모색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신군으
로의 재편은 팔기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는 병사로서의 역할
에 가장 근접한 것이었고, 청조와 省 당국은 기존 방위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이러한 신식 陸防 조직에 旗丁을 적극적으로 투입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旗兵의 
육군으로의 전환은 결국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난다. 本章에서는 기인
을 대상으로 한 군사개혁 정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를 드러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第3章에서는 기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중‧하층 기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귀농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팔
기 가운데 정부로부터 녹봉을 받는 관이나 병은 성인 남성의 1/10에 지나지 않았으
며, 이 외의 대다수 성인 남성들은 當差가 없는 閑散旗人이었고, 15세 이하의 西丹
도 상당수였다. 다만, 만주는 다른 지역보다 토지 자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기인생
계를 도모함에 있어 기인들에게 농사기술을 가르쳐 토지에 안착시키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기인의 귀농은 이들의 ‘流離失所’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되어 줄곧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지면서 길림은 旗地를 매각하여 재원을 창출함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기인 부양을 포함하여 각종 신정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旗産의 활용을 놓고 旗署와 民署 사이에 갈등이 노정되었다
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면을 포함하여 각종 권한이 民
署로 이관되어 가는 과도기에 길림에서는 기인들의 안치를 위해 어떤 시도들이 이
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第4章에서는 기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사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만‧한 
융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만인들의 교육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
고, 각종 실업교육을 통해 기인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각자 생계를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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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물론 식자층 엘리트층을 겨냥한 법률 
및 사법 학당 등으로의 입학과 유학 등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기인들과 어린
이, 여성을 위해 글부터 가르치는 蒙小學堂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길림에
서는 기무처에 공장을 부설하여 기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과정을 
수료하면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기인들의 출로를 열어주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
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0세기 초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청조는 결과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
패했지만, 위기 타개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했
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주는 ‘根本重地’로서 만주족의 발상지였으며,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封禁을 시행하여 일종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러한 중
요성으로 인하여 만주는 최후의 위기에 직면해서 청조가 어떻게 위기 타개를 시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신정의 과정에서 청조가 기인들을 민인 사회에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기인을 ‘國民’으로 만들고자 했던 과정을 검토해 보려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근
대화의 압박에 직면한 중화제국이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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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관제개혁과 八旗駐防의 정돈
Ⅰ. 建省改制와 旗制개혁의 단행

1. 駐防체제에서 州縣체제로
청대 만주지역은 만주족의 발흥지라고 하는 특수성과 이로 인한 특별행정구역으

로의 지정 때문에 청조 入關 이후 줄곧 내지로부터의 한인 유입을 막는 봉금정책이 
단행되었으며 내지 각성과는 다른 통치제도하에 놓여 있었다. 淸廷은 입관 후 盛京
을 留都로 남기고 八旗駐防을 설치하여 內大臣으로 하여금 이곳을 관할하게 하였는
데, 성경장군은 바로 이 ‘盛京內大臣’이 ‘盛京按班章京’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게 된 
명칭이었다. 순치10년(1653)에는 寧古塔에도 按班章京을 설치하여 후에 길림장군이 
되었고, 강희22년(1683)에 이르러서는 흑룡강에도 장군이 설치되었다.1) 즉 만주지역
은 이후 줄곧 최고위 장관인 세 명의 장군이 부도통 이하의 八旗武官을 관할하고 
駐防事務를 담당하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게 된다.

길림장군을 최고위 장관으로 하는 길림의 경우 17개 駐防城에 팔기군을 나누어 
鎭守시켰다. 이들 각 주방은 將軍, 副都統, 協領, 佐領, 防禦 등의 직관이 통할하였
는데 이들 駐防의 명칭과 최고위 장관의 직급, 관병수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淸末 吉林駐防 官兵數2)

 1) 淸朝文獻通考(浙江古籍出版社, 2000) 卷271, ｢輿地3｣, pp.7275-7276.
 2)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附吉林外城戶口表> p.1349. *표시는 吉林省志 권14 軍

事志(王景海 主編,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1996) pp.26-27 참조.
[비고] 1.富克錦의 경우 東三省政略과 吉林省志 어디에도 관병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2.*표시 가운데 吉林城과 琿春城은 東三省政略에 누락되어 있어 吉林省志의 수치를 기재
했다. 훈춘주방의 관병수를 648명으로 제시한 사료도 있다. ｢琿春副都統爲送駐防旗營營制餉章

駐防 長官 官兵數(名) 駐防 長官 官兵數(名)
吉林城 將軍 4,352* 伊通邊門 防禦 21*
寧古塔 副都統 1,271 巴彦鄂佛羅邊門 防禦 21*
伯都訥 副都統 1,254 赫爾蘇邊門 防禦 21*
三姓 副都統 1,851 布爾圖庫邊門 防禦 21*
阿拉楚喀 副都統 754 打牲烏拉 協領 721*
琿春 副都統 623* 五常堡 協領 117
拉林 協領 641 雙城堡 協領 672
伊通 佐領 314 富克錦 協領 ?
額穆赫索羅 佐領 183 총계 12,837+富克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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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표 1>에 따르면 길림 전체 팔기관병수는 富克錦을 합칠 경우 1만 3천은 충분
히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東三省政略의 外城戶口表는 吉林省城과 琿春, 富克錦
을 뺀 상태에서 팔기관병수 총계를 13,272명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길림기무처당안
은 선통원년 길림성 전체 팔기 관병의 수치를 17,097명으로 제시하고 있다.3) 東三
省政略의 吉林 官兵篇에는 “吉林通省에 旗官이 1천여 명, 甲兵이 1만 수천 명”이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4) 청말 길림 전체 팔기관병수는 대략 1만 3천명에
서 1만 7천명 사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들 관병을 포함한 길림 전체 기인
의 수치는 여러 사료에서,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제시하고 있다. 
東三省政略에서는 410,101명으로, 길림기무처당안에서는 광서33년 10월 1일 기준 
415,688명으로, 선통2년에는 416,062명으로 각기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말 길림에는 대략 41만 이상의 팔기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5) 

이렇게 전체 41만의 팔기 가운데 1만 3천에서 1만 7천 정도가 관병이라고 한다
면, 이는 비율상 3.2%~4.1%에 해당한다. 청말 전국의 기인 인구 대비 관병의 수가 
평균 5% 정도임을 감안한다면,6) 길림의 관병이 전체 기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길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東三省政略에서 기록하고 있는 봉천 각 주방팔기의 호구를 살펴보더라도, 官 
704, 兵 19,255, 男 568,846, 女 374,311, 총 963,116명으로서 官兵 19,959명은 

官兵員額等明細表的咨文｣(光33.12.1),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吉林軍事 (吉林省檔案館 編, 天
津古籍出版社, 1993) pp.183-187. 3.*표시 가운데 打牲烏拉城은 東三省政略에서 제시한 
4,198명이라는 수치가 다른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수치와 격차가 너무 큰 관계로 다른자료들의 
일반적 수치와 비슷한 吉林省志의 것을 따랐다. 4.*표시 가운데 4邊門의 경우는 吉林省志
에 나와있는 防禦와 驍騎校(관원), 領催(병사)의 숫자를 합친 것이다. 관원수를 無로 표시한 
東三省政略의 것보다 이것이 더 사실에 근접해 보여 이를 따랐다.

 3) ｢吉林省駐防八旗人口職業統計總表｣(宣1),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吉林旗務 (吉林省檔案館 
編, 天津古籍出版社, 1990), p.216.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吉林旗務는 이하 吉林旗務로 약
칭한다. 

 4)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官兵篇 p.1351.
 5) 東三省政略 권6 民政 吉林省 <全省旗籍戶口表> p.1055.; ｢吉林全省調査旗務處爲調査旗籍

丁戶及男丁婦女人口數目給吉林巡撫的呈文｣(光34.2.17),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吉林旗人生計
(吉林省檔案館 編, 天津古籍出版社, 1991), pp.171-172.; ｢吉林省駐防八旗人口婚嫁職業統計表
｣(宣2), 吉林旗務 pp.222-223.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吉林旗人生計는 이하 吉林旗人生計
로 약칭한다. 

 6) Edward Rhoads는 청말 남성 전체 기인의 수가 관병의 10배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전체 남
성과 여성의 기인 수는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병 수를 전체 팔기 인구의 1/20(5%)로 계산
하였다. 청말 전국에 30만 정도의 관병이 있었고 이것이 전체 남성 기인의 1/10에 해당하므로 
남성 기인의 수는 300만 정도이고, 여성 역시 300만 정도가 있었다고 보아 전체 기인의 수는 
600만 정도로 어림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중국 인구의 1% 남짓한 수치에 해당한다. 
Rhoads, Edward J.M., Manchus & Han,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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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팔기의 2% 정도에 불과하다.7) 즉 팔기 관병의 수가 전체 기인의 수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동삼성의 특징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는 
역으로 當差가 없는 閑散旗人들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삼성이 다른 
주방과 달리 농경에 종사하는 팔기 인구가 많았다는 점은 이와 유관할 것이다.8) 

청대 만주에서는 이들 八旗官兵을 중심으로 하는 旗系가 물론 행정체계의 주요 
축을 형성하였지만, 旗籍에 편입되지 않은 민인에 대해서는 내지를 본따 民署와 民
官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순치8년(1651) 招墾令이 반포되면서 2년 후인 
순치10년 遼陽에 府가 개설되고 그 아래에 遼陽, 海城의 두 縣이 만들어졌는데 이
것이 만주에서의 州縣의 시작이었으며,9) 순치14년(1657)에는 遼陽府가 奉天府로 바
뀌면서 奉天府尹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만주에서의 民官의 시초였다. 이로써 
‘滿洲, 蒙古, 漢軍 팔기의 사무는 봉천장군이 관할하고 민인의 사무는 봉천부윤이 
관할하게’ 된다.10) 하지만 봉천부윤 역시 장군의 屬官으로서 기인과 민인 모두 장군 
휘하로 통일된다고 하는, 소위 팔기 중심의 旗民竝治체제가 유지되었다.11)

이렇게 250여 년간 유지되던 팔기 중심의 駐防 군정체제가 1907년의 관제개혁으
로 민정체제로 이행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한인
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인구 급증이다. 만주는 강희6년(1667) 시작된 봉금정책으
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한인의 이주를 금지하였지만,12) 가경8년(1803) 국부적 弛禁
이 실시되기 이전에도 이미 상당수의 한인들이 유입되어 있었다.13) 이는 봉금정책

 7)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奉天省 pp.1314-1315. <奉省各屬駐防八旗戶口表>
 8) 전체 인구 가운데 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육박하는 등, 북경 다음으로 기인의 인구가 

집중된 곳이 이곳 동북지역이었다. 東三省政略에 기록된 청말 길림의 民籍호구는 3,827,862
명, 旗籍호구는 410,101명이었다. 東三省政略 권6 ｢民政 吉林省｣ pp.1055-1056. 아울러 청
말 기인들의 생계가 점차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동북 지역 기인들의 형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나았던 이유가, 이곳의 자연환경상 집집마다 地畝가 있었고 대대로 農工이라는 생산노동
에 종사했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戴迎華, 淸末民初旗民生存狀態
硏究, 人民出版社, 2010, pp.82-83.; 常書紅, 辛亥革命前後的滿族硏究-以滿漢關係爲中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p.111; Rhoads, Edward J.M., 앞의 책, p.51.

 9) 淸朝文獻通考 卷1, ｢田賦1｣, p.4858. 
10) 淸朝文獻通考 卷271, ｢輿地3｣, pp.7275-7276.
11) 旗人위주의 이러한 軍政시스템도 봉천, 길림, 흑룡강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봉천은 길림

과 흑룡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이 民官이 설치되고 그것이 제도화됨으로써 군정과 민정이 
병행되는 체제였다고 한다면, 길림은 장군, 부도통이 道府州縣廳을 겸관함으로써 軍政중심 체제
에 民政이 가미되는 형태였고 흑룡강은 呼蘭,緩化 두 直隸廳을 제외하곤 전 지역이 軍政관할구
로서 청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순수한 軍政지역으로 남아있었다. 臨時臺灣舊慣調査會 編, 淸國
行政法 第一卷下, 汲古書院, 1972, p.76.

12) 聖祖實錄(中華書局, 1987) 卷23, 康熙6年 7月 丁未諭, p.314. “罷招民授官之例”. 이후 인용
하는 淸實錄은 모두 中華書局 1987년 판본에 의함. 

13) 葛劍雄은 강희7년(1668)부터 건륭6년(1741) 사이의 奉天, 錦州 兩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평균 16.4‰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강희39년(1700)에서 건륭44년(1779)까지의 전국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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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 것이 변통가능한 禁令으로서 항상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주의 인구증가는 가경8년(1803) 부분적인 弛
禁이 실시되면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14) 즉 이 시기부터 청일
전쟁 이후의 이민 고조기를 거쳐 청조의 멸망까지 이르는 단계를 그 이전의 봉금 
실행 시기와 구분 짓는 것이 보통이다. 關內 한인들의 유입뿐만 아니라 1860년대 
이후로 본격화된 조선백성들의 대규모 犯越도 만주의 민인 인구 증가에 기여하였
다.15) 실제 만주로의 인구유입은 근대 중국의 移民史上 가장 대규모의 사건으로 꼽
힌다.16) 이들 유입 인구에 의해 建省이전 만주 인구는 기인의 10배 이상으로 증가
했으며,17) 이들에 의한 간황과 그로 인한 경지면적의 증가가 야기한 移墾사회의 확
장은 民官의 추가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18) 다음의 <표 2>는 청말 만주에서 
府州縣등의 民署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즉 1874년 당시 동삼성 
전체에 民署는 府 2개, 직예청 1개, 廳 8개, 州 4개, 縣 7개뿐이었고, 이마저도 대
부분이 봉천성에 한정되었던 데 반해, 改制 직전인 1907년만 하더라도 府가 13개, 
직예청 8개, 廳 7개, 州 7개, 縣 37개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팔기 중심의 
旗民竝治라고 하는 통치체제의 균형이 이미 와해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물론 改制를 통해 적극적인 이민간황이 추진된 이후인 1911년에 民署의 수치가 길
림과 흑룡강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은 당연한 이치였다. 

평균 인구증가율이 7.7‰이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봉천 兩府의 인구증가는 자연증가가 아
닌 유입인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葛劍雄 主編, 中國移民史 第6卷, 福建人民出版社, 
1997, p.480.

14) 仁宗實錄 卷113, 嘉慶8年 5月 乙未諭, p.497. 關內지방에서 荒歉을 당한 해에, 貧民이 移住
하여 謀食코자 한다면 먼저 지방관이 그 災害의 정도와 人數의 多寡를 조사하여 督撫에게 보
고한 후, 批准을 받게되면 出關하도록 하고 있다. 移住시기의 長短 역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
다.

15) 특히 1880년 경진개척으로 수천 명의 조선 유민이 두만강 북쪽으로 넘어가 개간했으며, 그 개
간 면적이 2천 垧을 헤아릴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시기 길림 幇辦으로 부임한 吳大澂의 
적극적인 이민실변 정책이 사실상 이후 만주지역 개발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김형종,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pp.38-99.

16) 趙中孚, ｢淸末東三省改制的背景｣,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集刊 5期, 1976, p.324.; 허핑티 
지음, 정철웅 옮김, 중국의 인구, 책세상, 1994, pp.194-205.

17) 東三省政略에 기록된 청말 길림의 民籍호구는 3,827,862명, 旗籍호구는 410,101명으로서, 
총 인구 4,237,963명은 기인 인구의 10배를 넘어선다. 東三省政略 권6 ｢民政 吉林省｣ 
pp.1055-1056.

18) 田志和, ｢論淸代東北行政體制的改革｣,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7-4, p.62.; 林士
鉉, 淸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硏究, 國立政治大學歷史學系, 2001. p.311.



- 16 -

<표 2> 청말 만주의 民署 설치 상황19)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러시아와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열강의 위협과 이로 인한 
대외적 위기가 만주 지역의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20) 즉 이것이 만주를 민정
체제로 이행하도록 추동한 두 번째 배경이다. 만주에 본격적인 대외위기를 조성한 
나라는 러시아로서, 함풍년간 네 차례에 걸쳐 흑룡강 수역에서 武裝航行 활동을 벌
여 그 일대를 점령하고 흑룡강 연안에 초소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국경 문제로 청
조를 압박하여 1858년 ｢愛琿조약｣, 1860년 ｢北京조약｣을 체결하고 흑룡강 이북과 
오소리강 동쪽의 약 100만 ㎢에 달하는 영토를 가져갔다. 1890년대 중엽에는 청일
전쟁이 발발하여 만주가 전쟁터로 변하였으며, 이후 일본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러시아와 密約을 맺게 되면서 러시아의 만주 진출은 더욱 본격화되어 1896년 東淸
鐵路의 부설권을 획득하고 1898년에는 여순‧대련을 조차하기에 이른다. 

1900년 발생한 의화단사건은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보다 구체화시
키고 제도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의화단사건의 해결을 빌미로 출병한 러시
아는 강제적으로 ｢奉天交地暫且約章｣을 체결하고 만주를 점령하였다. 의화단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신축신정이 만주에선 추진될 수 없었
던 것도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 때문이었거니와, 1900년 이후 전면적으로 
실시된 放墾정책 정도가 淸廷이 이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개혁정책이
었다고 하는 점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만주가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淸廷을 비롯한 국내 각계가 그 대책 모색에 급급

19) 張守眞, 淸季東三省的鐵路開放政策:1905-1911, 高雄市:復文圖書出版社, 1995. p.27.
20) 이하 만주를 둘러싼 대외위기와 관련한 서술은 佟冬主編, 中國東北史 第五卷, 吉林文史出版

社, 1999.; 구범진, ｢淸代 ‘滿洲’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東北亞
歷史論叢 14, 2006.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년도 府 直隸廳 廳 州 縣

봉천성
동치13년(1874) 2 0 5 4 7
광서33년(1907) 7 4 0 4 22
선통3년(1911) 8 5 3 6 32

길림성
동치13년(1874) 0 1 2 0 0
광서33년(1907) 4 0 6 2 10
선통3년(1911) 11 1 4 3 18

흑룡강성
동치13년(1874) 0 0 1 0 0
광서33년(1907) 2 4 1 1 5
선통3년(1911) 7 6 0 1 7

합계
동치13년(1874) 2 1 8 4 7
광서33년(1907) 13 8 7 7 37
선통3년(1911) 26 12 7 1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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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영국, 일본 등의 열강 역시 긴장하게 되었던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이 
시기 국내외를 막론하고 만주를 각국에 개방하여 통상을 자유롭게 하자는 ‘만주개방
론’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淸廷은 만주개방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대
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청조의 태도가 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방향으로 돌연 
선회하게 되는데 이는 1904년 러일전쟁이 안겨준 충격 때문이었다. 만주는 또다시 
전쟁터로 변하였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전락시킨 뒤, 
일찍이 1880년대부터 청조와 조선 간에 국경 분쟁을 야기했던 ‘간도’ 영유권 문제
를 청조와의 외교 교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21) 이처럼 러시아와 일본
의 침략이 강화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청조는 滿洲商埠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만
주 보전을 위한 유일하고도 최상의 방안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고심하게 되는데, 당시 제기되었던 대안들이 ‘東三省의 改制’라고 하는 방향
으로 수렴되었던 것이다. 

20세기 초 동삼성에 행해진 대대적인 제도 개혁은 1907년 봉천, 길림, 흑룡강 3
省의 설치라고 하는, 소위 ‘建省’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이는 만주를 內地와 마찬
가지로 총독과 순무 이하 民官이 관할하는 州縣체제로 거듭나게 한 관제개혁을 일
컫는다. 이러한 관제개혁을 포함하여 이 시기 만주 전역에 걸쳐 행해진 봉금의 해제
라든지 이민실변 정책, 주현의 증설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은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이래 꾸준히 유입된 한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 변화,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후 
강화된 러시아와 일본 등 열강의 위협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결과
였다.

1907년 동삼성의 관제개혁은, 1906년 9월의 예비입헌 상유가 관제개혁에의 착수
를 憲政을 준비하기 위한 제1단계라고 명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 새로
운 중앙관제의 선포에 이어서 各直省官制가 선포된 것은 1907년 7월 7일의 일이었
는데, 徐世昌을 동삼성 총독으로, 唐紹儀, 朱家寶, 段芝貴를 각각 봉천, 길림, 흑룡
강 순무로 임명했던 東三省改制는 이에 앞서 4월 20일에 이루어졌다.22) 주지하다시
피 원세개의 오랜 막료였던 서세창을 비롯하여 3省의 순무 모두 북양집단의 일원으
로서, 동삼성은 개혁체제가 확정되었을 때부터 북양세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북양신정을 모범으로 하여 각종 개혁에 돌입하게 된다.23) 

21) 이 시기 조선과 청 사이 국경 문제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서는 김형종,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참조. 

22) 東華錄(光33.5.丁巳), pp.5686-5688.; 東華錄(光33.3.己亥), p.5647.
23) 1906년 徐世昌과 載振이 東北시찰을 命받아 天津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袁世凱가 載振에게 

朱家寶, 段芝貴, 徐世昌 등 그의 주변 세력을 추천하였고 載振이 이에 흔쾌히 응했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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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制를 통해 行省체제로 편입된 동삼성을 포함하여 각 直省에 대한 관제개혁의 
大綱을 공포한 1907년 7월 7일의 상유는 관제개혁의 시작이 동삼성으로부터 시작
되어야 함을 밝혔는데, 이유는 이곳이 청조의 ‘根本重地’로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초창기와 비교하여 그 변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은 곳
이기 때문에 개혁의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24) 실제로 
交涉使라고 하는 외교담당 專官이 설치된 것도 동삼성 新官制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서 이 역시 선통2년에 이르면 內地 여러 省에 그 설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1907
년의 동삼성 新官制에 交涉司使 一缺이 명시됨에 따라 봉천과 길림에서부터 교섭사
가 두어지기 시작했고 그 성과가 훌륭하다 하여 운남과 절강도 그 뒤를 따랐으며 
선통2년 6월에 이르러 外務部의 奏議하에 직예, 강소, 호북, 광동, 복건 등지에도 
설치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25) ｢直省官制章程｣에서 안찰사를 제법사로 바꾸어 司
法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各級審判을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법과 행정의 분권
을 이루었던 것도 동삼성이 典範을 제공한 것으로서, 실제 선통2년에 이르면 各省
에 提法使가 두어지게 된다.26) 아울러 ｢東三省職司官制章程｣에 처음 등장했던 諮議
廳의 존재는 예비입헌의 첫 단계로서 진행되었던 청말 지방관제개혁 내지 체제개편
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자의청은 官缺을 두지 않은 채, 紳士
를 포함하여 정치에 통달하고 本省 情形에 익숙한 자들로만 충당하도록 하고, 이들
로 하여금 省의 法令과 章制를 擬定하는 일을 맡도록 하였다.27) 이는 ‘紳民으로 하
여금 國政을 명확히 알게 한다’28)고 하는 예비입헌의 취지가, 입헌시기 지방자치론
의 궁극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국의 성립 이전, 자의청이라는 존재에 반영되
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삼성 新官制의 경험이 내지 각성에 
파급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관직과 관청의 설치가 동삼성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 
외에도, 만한차별의 철폐 움직임을 동삼성 관제개혁을 통해 가시화하려 하였다는 점 

1907년 봄 동삼성 개혁체제가 확정되었을 때 袁이 동삼성을 자신의 外府로 만들고자 奕劻에게 
직접 명단을 넘겼다고 한다. 侯宜杰, 二十世紀初中國政治改革風潮-淸末立憲運動史, 人民出版
社, 1993. p.91. 원세개와 徐世昌의 친분관계는 Stephen R. Mackinnon, Power and Politics in 
Late Imperial China: Yuan Shi-kai in Beijing and Tianjin, 1901-1908, Univ. of California 
Press, 1980의 chapter 3, 4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4) ｢各直省官制先由東三省開辦俟有成效逐漸推廣諭(光33.5.27)｣, 淸末籌備立憲檔案史料下冊(故
宮博物院明淸檔案部編, 中華書局, 1979), pp.510-511.

25) 臨時臺灣舊慣調査會編, 淸國行政法 第一卷下, p.75.
26) 東華錄(光33.5.丁巳), p.5686; ｢紀提法司｣, 東三省政略 卷5 ｢官制 奉天省｣, p.845.
27) 徐世昌, ｢附東三省職司官制章程｣, 退耕堂政書 卷8, pp.456-457.
28) ｢宣示豫備立憲先行釐定官制諭｣(光32.7.13), 淸末籌備立憲檔案史料 上冊,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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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동삼성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팔기만의 전유물
이었던 만주의 장관직이 관제개혁을 통해 모두 한인에게 이양되었다는 점은 청조의 
만한차별 철폐 의지를 보여주기에 효과적이었다. 더욱이 동삼성의 초대총독 서세창
은, 원세개와 서태후의 지지와 후원, 그리고 당시 동삼성이 처해 있던 위기상황을 
발판으로 동삼성총독의 권한을 내지 각성 총독직과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확대시
켜 놓았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同署辦公’의 원칙으로서, 督撫와 
廳司의 各員들은 ‘每日 入署하여 事는 같이 상의하고 稿는 같이 籌劃’하도록 되어
있었고, “總督을 行省公署의 長官으로 하고 巡撫는 次官으로 하여 모든 奏咨批札 
등의 稿件은 廳司가 차례로 督撫에게 올려 核定하도록”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29) 
이는 청말 관제개혁을 통해 淸廷이 이루고자 했던 중앙집권이라고 하는 책략과는 
배치되는 예외적인 규정이다. 즉 청조는 이 시기 일련의 官制章程을 반포하여 章程
을 통해서나마 各省에 대해 省內의 해당 官署를 中央各部가 직,간접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던 데 반해,30) 동삼성에 대해선 1907년 제정한 이 ‘同署辦公’ 
항목과 관련하여 어떠한 改定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조항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될 수 있었고, 따라서 동삼성에선 同署內의 廳司가 中央各部와 단독으로 行文할 수 
없는 등, 동삼성에서 총독이 행사하는 권한과 그 지위는 확실히 방대했다고 볼 수 
있다. 

서세창이 이렇게 방대한 권한을 제도화한 채, 부임 후 가장 공을 들였던 사업이 
이민실변이었다. 예비입헌을 선포한 지 한 달 후 徐世昌은 일찍이 載振과의 동북시
찰을 마치고 ｢密陳通籌東三省全局摺｣을 상주하였는데, 여기에서 당시 동삼성이 가
장 주력해야 할 사항 두 가지로 ‘充實內力’과 ‘抵制外力’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徙
民實邊’이 시급하다고 한 바 있다. 그 이유는, ‘郡縣을 설치하고 民官을 增設하여 

29) 徐世昌, ｢附東三省職司官制章程｣, 退耕堂政書 卷8, p.455, 458. 
30) 淸廷이 중앙집권의 실현을 위해 독무의 권한을 제한코자 했던 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

난다. 各省에 會議廳을 설치하도록 한 점이나, 中央各部에 소속된 機關이나 官吏가 독립적으로 
中央이 主管하는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독무의 制裁를 받지 않도록 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度支
部에서 파견된 淸理財政監理官이 省內 淸理財政局의 일체 사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경우 등
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또 다른 방식으로서는, 督撫 아래에 설치된 專職 機關이나 官吏가 
한편으로는 독무의 節制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中央主管部門의 考核과 監督을 받도록 하
는 것이었다. 즉 布政使는 직접 탁지부의 考核을 받으면서 재정관련 중대사건에 대해선 독무 
외에도 탁지부에 보고해야 했으며, 提法使의 경우는 法部, 交涉使의 경우는 外務部가 本省 독
무와 함께 簡放 및 주요사무에 간여하도록 하였다. ｢憲政編査館奏覆核淸理財政章程酌加增訂摺
｣(光緖34年 12月 15日), 淸末籌備立憲檔案史料 下冊, pp.1026-1027.; 李振華輯, 近代中國
國內外大事記 宣統元年(沈雲龍主編, 近代中國史料叢刊 續編 第67輯의 662. 臺北, 文海出版
社) 11月, pp.1051-1052.; ｢憲政編査館奏考核提法使官制摺｣(宣統元年 10月 16日), 政治官報
27, pp.318-320.; ｢外務部奏設各省交涉使缺幷擬章程摺｣(宣統2年 7月 21日), 政治官報 36,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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流移民들이 귀착할 수 있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都邑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점차 
방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31) 그의 이러한 시각은 
1907년 그가 奏定한 ｢東三省職司官制章程｣에도 반영되어, 各屬官制에 대한 改訂에
는 ‘民官의 增設’이 명시되어 있다.32) 즉 관제장정을 통해 뚜렷이 명시한 民官의 增
設은 移民實邊 문제와 관련되어 관제개혁을 시작으로 단행된 동북신정에서 가장 중
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러일전쟁으로 인한 충격은 實邊의 중요성
을 한층 더 절감하게 만들었던 게 사실인데, 길림에 4개의 府州縣 增缺을 요청했던 
당시의 奏摺에도, ‘예전에는 民官의 설치가 단지 衛民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이와 더불어 保土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33)라는 서술이 있는 것이 눈에 띤다. 즉 변
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實邊의 방편으로서 民官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었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내지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관제개혁의 효시로서 단행된 1907년의 동삼성 관제개혁은, 내지 각성에 미친 
영향력 못지않게 이처럼 내지와의 일체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부여
할 수 있다. 동삼성을 民政으로 이양시켰다고 하는 점, 이곳을 直省체제로 편입하여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명명하였다는 것 자체가 내지와의 일체화를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형식상의 일체화뿐 아니라 이민실변 정책을 
표방하여 한인 인구의 동북으로의 이민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내지로서의 내실을 다
지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는 淸廷이 표방한 ‘만한융화’의 실천을 위해서도 
효과적 방도였다. 

2. 旗缺의 폐지와 旗務處의 설치
1) 官制 재정비와 旗缺의 폐지

앞서 서술하였듯이 동삼성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로서 府廳州縣의 民官
添設은 꾸준히 확대되어 나갔다. 반면 旗缺에 대한 폐지는 대대적으로 감행되었는
데, 이는 관제개혁과 동시에 광서33년 8월 20일(1907년 9월 27일) 기인생계의 도모
를 명령하는 유지가 내려지고 여기에서 주방팔기의 점진적 해체를 명시함으로써,34) 

31) 徐世昌, ｢密陳通籌東三省全局摺｣, 退耕堂政書 卷7, pp. 365-366.
32) 徐世昌, ｢附東三省職司官制章程｣, 退耕堂政書 卷8, p.460. 
33) ｢東三省總督徐世昌等奏吉省屬境遼闊請增設府州縣缺摺｣(光34.1.9), 政治官報 5, pp.278-279.
34) 德宗實錄 卷578, 光緖33年 8月 己卯諭. 해당 諭旨는 기인에게 計口授地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나누어준 田畝의 수로 口糧 감액의 표준을 삼게 하고, 
‘귀농후 丁糧, 詞訟은 모두 지방관이 다스리도록 하여 齊民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등,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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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방팔기의 폐지와 팔기의 생계 도모를 주요 업무로 하는 旗務處가 정식으
로 성립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35) 즉 旗署와 旗官에 대한 정리 작업은 民官增設
을 명시한 新官制의 수립과 함께 徐世昌 집권 당시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계획하였
던 부분이다. Ⅱ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선통원년 이후 길림에서 各城駐防의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서세창 시기부터 꾸준히 진행한 旗
缺에 대한 이러한 정리 작업이 밑바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광서33년 11월, 琿春부도통 恒春이 연로하고 병이 많아 물러나게 됨에 따라 開缺
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세창은 이 자리를 충원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
다. 이는 사정이 예전과 달라 해당 자리를 民官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물론 전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 갑작스럽게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6월에 伯都訥부도통 자리가 나왔을 때 잠시 簡放을 늦추기로 한 예를 
원용하여 이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았지만, 琿春이라는 지역이 처한 지정학적 중요성
으로 인해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결국 부도
통함을 가지고 있는 전임 우전부 右丞 陳昭常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게 된다.36) 여기
서 부도통 缺을 民官으로 바꾸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듯이, 실제로 五城
부도통에 대한 일괄 폐지가 이루어진 것은 선통원년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부도통 자리에 대한 정리작업에 들어갔던 듯하다.

광서34년 9월에는 다음과 같이 拉林협령의 폐지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현재 동삼성은 행성을 설립하고 관제를 개혁하여 一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한융합의 시대에 즈음하여 모든 駐防의 各旗도 전부 독무에게 귀속시켜 
통제받도록 하고 있는 바, 원래 있던 각항의 旗缺 가운데에는 滿漢을 막론하
고 補授를 청하거나 裁撤을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해보니 길림성의 
拉林협령 1缺은 비록 아직 논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虛設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재정을 정돈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혁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餉
祿을 坐食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擬定컨대 이 缺을 즉시 裁撤
하도록 함으로써 款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吏는 廢職이 없기를 바랍
니다.37) (밑줄은 필자)

적으로 旗人의 民人化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35) 기무처의 공식 명칭은 ‘吉林全省旗務處’로서, 광서33년 6월 ‘吉林調査全省旗務處’라고 하는 예

비 단계를 거쳐, 광서34년 3월 정식으로 성립하였다. 기무처에 대해선 2)절에서 별도로 서술할 
것이다.

36) ｢東三省總督徐世昌等奏副都統因病籲請開缺並請旨派員簡署摺｣, 政治官報 3(光33.11. 9), 
pp.157-158.

37) 盛京時報(光34.9.19) p.5, ｢吉林電請裁撤吉省拉林協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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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세창은 관제개혁을 통해 각 駐防의 各旗도 독무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서세창 본인이 총독의 권한으로 검토한 결과 拉林협령 자리는 虛設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곧 경비를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니만큼 즉시 해당 缺을 폐지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拉林을 비롯한 各城의 협령아문은 선통2년에 이르러 대
거 폐지되었지만, 이미 서세창 부임 후 민관체제로의 이행을 실행하면서 불필요한 
旗缺에 대한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旗缺 폐지의 이유는 이것이 虛設에 불과하여 경비를 낭비한다는 것이고, 虛設이
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대개 民官과의 직권 중첩이었다. 雙城堡 협령아문을 예로 들
자면, 여기에 설치된 各房의 기능이 지방관 및 순경의 역할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해당 房들을 철폐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즉 雙城아문에 있는 査街處, 堆撥房, 
番役房에 대해 “원래 설치한 의도는 좋으나, 현재 이미 詞訟안건은 지방관과 심판
청에 귀속시켜 처리하고 있어 旗署는 재판의 권한이 없는데다가, 奸寇를 稽査하고 
지역을 보호하는 일 역시 순경이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이들 各房의 兵
役은 오랫동안 ‘虛設이었던, 즉 虛名을 걸어놓았던’ 것이고, 이렇게 公款을 낭비할 
수 없으니 응당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8) 나머지 各城旗에서도 이와 유사
한 사례가 있으면 조사하여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삼성 改制의 
방향이 팔기중심의 군정체제를 정돈하여 민정체제로 이행하는 것이었고, 내지와 동
일한 직성체제로 편입된 상태에서 신정기 직성관제장정에 따라 신설된 심판청이나 
순경도 등의 民署에, 기존 旗署의 권한이 이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旗署는 ‘虛設’로 분류되어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세창이 임기 말년에 길림의 관제와 관련하여 주청하면서 후임총독 석량에게 인
수인계차 당부했던 사항 역시 兵備道와 民官의 추가 설치, 副都統의 폐지라고 하는 
3가지 문제였다. 선통원년 4월, 內閣會議政務處 역시 길림성이 행성으로 分立된 이
래 호구가 계속 늘고 철로가 四通하고 내정과 외교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관원으로는 치안을 도모하기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서세창의 주장을 수용하였다.39) 
길림기무처가 이렇게 동삼성총독 서세창이 주청한 바대로 民官을 첨설하고 旗官을 
폐지하는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40) 아울러 후임으로 錫良이 동삼성 2대 총독

38) ｢旗務處呈請裁撤雙城協署査街處堆撥番役等房兵役文並批｣, 吉林官報 제12기(宣1.4.11발간)(
淸末官報匯編 39所收), p.19308. 査街處는 해마다 관병을 선발해 파견하여 街道를 조사하고 
범인을 잡아 압송하는 곳이고, 堆撥房은 해마다 관에서 진첩을 발급하여 관병을 윤번으로 파견
하여 奸寇를 잡아들이고 城垣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番役房에는 票役 5명을 두어 각
각 餉銀 12兩씩을 해마다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증인들을 소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39) ｢內閣會議政務處爲議覆東三省總督奏請添改吉省民官事的奏摺｣(宣1.4), 吉林旗務 pp. 13-15.
40) ｢吉林全省旗務處爲添改民官酌裁旗缺事的咨移文｣(宣1.5), 吉林旗務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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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임하면서 관제 개편과 조정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석량 시기에 오면, 기무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정 실시 과정에서 경비의 조달

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한다. 개혁 초기에는 서세창 개인의 능력과 그에 대한 청조의 
신임을 바탕으로 外債도 들여오고 탁지부의 磅餘銀도 提撥해 쓰고 함으로써 新政경
비를 충당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다.41) 석량 부임 이
후 동삼성 문제와 관련한 奏摺의 대부분이 官制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 특히 불필
요한 관직에 대한 폐지와 官缺의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경비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42) 즉 경비절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되
었던 것이 불필요한 관직의 폐지와 축소였고, 그러한 폐지와 축소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旗缺과 大官이었다. 서세창 시기의 旗缺 폐지가 언젠가는 시행하여야 할 ‘당
위’의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석량 시기의 旗缺 폐지는 재정적 
압박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의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통2년 9월 19일자 盛京時報 論說은 “治國의 道는 ‘均’과 平’에 있는 것인데, 
冗員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均’하지 않은 것이며, 땅은 동일한데 賦稅가 다른 것은 
‘平’하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에서 旗官을 폐지하고 旗地를 정돈해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하였다.43) 즉 각 衙署局所의 冗員으로서 가히 폐지할 수 있는 자들이 5분의 3 
이상은 된다고 보면서, 이들 旗官을 폐지하여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旗官에 부속된 것으로서 旗地 역시 정돈하여 國稅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
조한다. 이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정돈할 것은 정돈해야 均平의 의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듯이 ‘均平’이라는 근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的
款 150만 이상을 아끼고’, ‘國稅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재정적 차원에서 제기된 극
히 현실적인 논의였다.

석량 부임 후 관제개편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첫 임무 역시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
기 위해 冗員을 최대한 줄이고 局을 병합하는 일이었다. 즉 석량은 ‘東三省이 行省

41) 서세창은 新政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外債 3,4천만량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탁지부
와 그 상환책임을 놓고 분분하다 결국은 1천만량으로 조정하는 한에서 차관도입 문제가 해결되
었다.(盛京時報(光33.9.12) p.5, ｢東三省借款已有成議｣) 磅餘銀(鎊餘銀)이란 銀本位였던 당시 
청조에서 의화단 배상금 지불시 金銀比價로 인해 얻게 된 이익(여유자금)을 일컫는데, 서세창 
집권 당시 이 鎊餘銀 300만량을 포함하여 동삼성 新政비용으로 1600만량이 책정되기에 이른
다.(盛京時報 (光33.5.13) p.2, ｢決算三省財政｣)

42) 석량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 동삼성의 內政 가운데 마땅히 정돈해야 할 사항으로 考覈官吏, 
推廣審判, 振興敎育, 籌辦實業이라는 4가지를 들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관리들에 대
한 考覈’이 가장 경비가 안 드는 분야였음은 확실하다. ｢考察東省情形整頓內政摺｣(宣1.6.22),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866, pp.926-928.

43) 盛京時報(宣2.9.19) p.2, ｢裁撤旗官餘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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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로 개설한 이래 庶政이 繁興하고 규모가 광활하여 內省에 비해 官의 설치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폐지해야 할 것은 폐지하고 병합해야 
할 것은 병합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손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하였다.44) 이미 부임
하자마자 奉天左右參贊의 폐지를 건의한 바 있는데, 이는 大官이 많은 것이 서세창 
집권 이후 단행한 일대 개혁정책의 커다란 병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즉 그는 
承宣, 諮議 兩廳에서 관장하는 사무라고 하는 것이 태반이 文案之事에 불과하니 이
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兩廳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막료를 설치하여 分科처리
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45) 

봉천성에 설치되었던 旗務司도 폐지하였다. 대신 길림의 例를 본따 旗務處를 세
움으로써 종전 旗務司가 관장하던 사무를 이곳에 예속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는 ‘현
재가 滿漢畛域의 化除를 도모하고 있는 시기이고, 또한 헌정 성립 이후 팔기의 옛 
자취는 모두 변통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46) 기무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
구는 필요하지만, ‘司’가 아닌, ‘處’의 형태로 지위를 격하시킨 것은, ‘만한융화’의 
시점에 팔기업무를 전담할 ‘司’를 설치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47) 또한 奉天省城에 설치되어 있던 蒙務局도 的款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고 
局의 督辦을 폐지하여 경비를 아끼도록 하였다.48) 蒙務의 경우 길림에서는 일찍이 
기무처가 이를 같이 처리하는 형태였는데 봉천도 이런 방식을 따르게 된 것이다.49) 
아울러 흑룡강은 정무가 간단하고 관할 지역도 10여 주현에 불과한데 민정사, 제학
사, 제법사, 탁지사 4司를 설치한 것은 일에 비해 관원이 많다고 보았다. 이에 탁지
사를 잠시 폐지하여 민정사가 해당 업무를 같이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冗費를 면하
게 하였다.50) 

44) ｢遵旨考察東三省情形裁倂差缺摺｣(宣1.6.17),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853, pp.910-914.;｢東
三省總督錫良奏遵旨考察東三省情形裁倂差缺撙節經費摺｣, 政治官報 23(宣1.6. 25), pp.366- 
370.

45) ｢東三省總督錫良奏請裁奉天左右參贊員缺摺｣(宣1.4.27), 政治官報 21, pp.475-476.
46) ｢遵旨考察東三省情形裁倂差缺摺｣(宣1.6.17),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853, pp.910-914.; ｢東

三省總督錫良奏遵旨考察東三省情形裁倂差缺撙節經費摺｣, 政治官報 23(宣1.6.25), 
pp.366-370.

47) 흑룡강성의 경우도 길림의 예를 따라 일찍이 광서34년 7월 兵司를 기무처로 개편한 바 있다. 
｢東三省總督徐世昌署黑龍江巡撫周樹模奏兵司改旗務處片｣(光34.7.1), 政治官報 11, p.34.

48) ｢遵旨考察東三省情形裁倂差缺摺｣(宣1.6.17),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853, pp.910-914.; ｢東
三省總督錫良奏遵旨考察東三省情形裁倂差缺撙節經費摺｣, 政治官報 23(宣1.6. 25), pp.366- 
370.

49) 길림기무처는 광서34년 9월 15일에 독무의 찰칙을 받아 蒙務사무를 開辦하였다. ｢吉林全省旗
務處關于啓用新關防的移文｣(光34.10.3), 吉林旗務 p.39.

50) ｢遵旨考察東三省情形裁倂差缺摺｣(宣1.6.17),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853, pp.910-914.; ｢東三
省總督錫良奏遵旨考察東三省情形裁倂差缺撙節經費摺｣, 政治官報 23(宣1.6. 25), pp.36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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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통2년에 이르면 그간 꾸준히 그 폐지문제가 논의되었던 봉천순무의 자리도 폐
지됨으로써 동삼성총독이 봉천순무의 사무를 같이 관할하게 된다.51) 또한 各司道의 
僉事에 대해서도 폐지를 단행하였다. 애초 서세창이 奏定한 東三省官制에는 各司道
에 僉事를 설치하여 佐理하도록 했었는데 이는 초창기라 업무가 많아 그렇게 하였
던 것이고, 현재 제정된 관제에서는 제학사, 제법사, 권업도 등에 모두 僉事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봉천도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各司道에 두었던 僉事 員缺을 모두 
폐지하여 통일을 기하겠다는 것이다.52) 길림 역시 봉천을 따라 僉事 員缺을 폐지하
기로 한다. 대신 科長 한명씩을 파견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경비도 
절감하고 사무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53) 단 僉事는 4품 實官으로서, 추천 사
안이 있을 때에는 知府에 준하여 獎敍하도록 하였다.54)

석량 집권 시기 이러한 관제 재정비를 통해 동삼성의 관제시스템은 1907년의 그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내지 각성의 관제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즉 관제개혁 초기 설치했던 불필요한 大官을 축소하고 旗缺을 
과단성 있게 폐지함으로써 내지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한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주는 이미 내지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대
외적 위기로 촉발된 20세기 초 건성개제와 연이은 관제 재정비를 통해 비로소 만주
는 동삼성으로 변모하고 형식적으로도 내지와 일체화되어 갔던 것이다. 

동삼성의 관제개편을 통해 한인관료가 대거 임용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맥락
에서 보다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앞서 서술하였듯이 종전까지는 만몽 중심
의 기인들이 주도하던 동삼성 職官구조가 건성개제를 통해 한족에게 대거 개방되어, 
한인인 서세창이 동삼성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며 唐紹儀, 朱家寶, 程德全 등의 한인
관료가 三省 순무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55) 아울러 改制를 단행하면서 內地 
州縣과 같은 민관은 대대적으로 첨설한 반면 副都統, 城守尉등의 기인 관직은 대거 

51) ｢兼管奉天巡撫事謝恩摺(宣2.3.26)｣,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1033, pp.1128-1129.
52) ｢東三省總督錫良奏請將各司道僉事等缺裁撤片｣, 政治官報 35(宣2.6.2), p.50. 
53) ｢吉林巡撫陳昭常奏請裁各司道署僉事員缺摺｣, 政治官報 37(宣2.8.11), p.195.
54) 즉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첨사 가운데, 署제법사 첨사인 留吉補用 직예주 知州 傅善慶과 署교

섭사 첨사인 留吉補用 직예주 知州 傅彊은 知府로 길림에 남겨 補用토록 하였고, 署제학사 첨
사 候選道 何壽明은 道員으로 길림에 남겨 儘先補用토록 하였으며, 署민정사 첨사 候補道 李
熾楨과 署권업도 첨사 候選 知縣 李德鈞은 本班으로 길림에 남겨 補用토록 하였다. ｢吉林巡撫
陳昭常又奏所裁僉事補用牧傅善慶等請比照實官留吉補用等片｣, 政治官報 37(宣2.8.11), 
pp.195-196.

55) 관제개혁 당시 흑룡강 순무로 임명되었던 段芝貴가 뇌물을 통해 직위에 오른 것이 폭로되면서 
參革되고 程德全이 새로이 흑룡강 순무로 임명되었는데 그 역시 한인관료였다. 이러한 임용은 
淸朝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滿漢차별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했다. Rhoads, 
Edward J.M., 앞의 책,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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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는 등, 1911년 신해혁명 발발 전까지 동삼성에는 盛京, 金州, 興京의 세 부
도통만이 남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56) 이는 종전의 기인통치 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인 중심의 軍政制가 한인 중심의 督撫制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태평천국 이후 한인관료의 대거 임용추세가 동삼성에서는 이 시기에 와서야 적
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57) 관직에서 滿漢구분을 해소하는 분위기가 동삼성에서
는 旗缺을 대대적으로 폐지하고 군정체제를 종식시킴으로써 비로소 실현된 것으로
서, 이러한 旗制개혁의 성과가 동삼성의 內地化를 앞당겼다고 하겠다. 

2) 吉林全省旗務處의 설립

이처럼 길림을 포함한 동삼성은 관제개혁을 통해 팔기주방체제를 정돈하고 주현
체제로 이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旗官의 폐지와 旗署의 정돈, 駐防아문의 해체 
등, 전반적으로 旗制를 개혁하고 그 선후작업을 이끌어 나갈 중심 기구가 필요하였
는데 이것이 바로 기무처였다. 이하에서는 이 기무처가 담당했던 임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임무수행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
다. 

길림에 행성이 설치되면서 광서33년 6월 28일 ‘吉林調査全省旗務處’가 만들어졌
다. 구래의 한군팔기 烏槍營의 官署를 잠시 빌려 이곳을 기무처의 공서로 사용함으
로써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였고 公文에도 烏槍營 參領의 關防을 차용하였다.58) 이

56) ｢宣統3年7月職官表｣, 東方雜誌 8卷 7期, p.4
57) 일찍이 1880년 동북 邊防 강화를 위해 吳大澂으로 하여금 길림에 가서 장군 銘安을 도와 모

든 사무를 ‘幇辦’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서 한인,한문 배제라는 오랜 
관례를 깨뜨린 것임과 동시에, 현지 동삼성 장군이나 팔기장력에게 변계 임무를 맡기지 않고 중
앙에서 한인관료를 직접 흠차대신으로 파견하여 일을 맡겼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는 중대한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던 만주 현지관료의 능력에 대한 청 조정의 불신이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김형종,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
학교출판문화원, 2018, pp.93-96.

58) ｢吉林公署政書旗務處紀要｣(光34), 吉林旗務 pp.18-19. 이듬해 기무처가 정식으로 성립하였
지만 공서는 계속해서 오창영의 공서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흑룡강성에서 주청하여 卜魁營을 
길림오창영에 歸倂시키기로 함에 따라 오창영을 복괴영내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는
데, 이후 복괴영의 사용을 두고 길림수사영과 경쟁하게 되면서 결국 오창영은 몽고기로 이전하
게 된다. 당시 길림에 주둔하고 있던 흑룡강 수사영을 길림수사영에 병입시켜 관리하도록 하였
는데, 軍署가 탁지사로 개편됨에 따라 軍署院 내에 있던 길림수사영이 복괴영으로의 이전을 준
비하였던 것이다. 마침 길림오창영의 경우 원래 8기였고 몽고 역시 8기인 데다가 몽고팔기의 
경우 현재 精銳營만 몇 개의 房屋을 점유하고 나머지는 근처에서 거주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괴영 관사는 길림수사영이 차지하고 오창영은 몽고기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吉林行省關于
將烏槍營署改爲旗務處署的札文｣(光34.1.15), 吉林旗務 pp.27-28; ｢吉林全省旗務處爲將烏槍
營署改爲蒙古旗署事的稟文｣(光34.1), 吉林旗務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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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擬定한 장정10조에는 “本處는 길림장군아문의 各司處 및 全省 各旗各營의 현행 
규정에 利弊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官員과 兵丁이 어떠한 곤란상황에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改良하고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宗旨로 한다”는 조항이 있
다.59) 즉 조사전성기무처는 길림내 旗署에 대한 개량과 팔기관병에 대한 구제라고 
하는 대대적인 기무개혁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로서, 各駐防旗營에 대한 구체적 정
황 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였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업무가 八旗와 旗署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무개혁을 준비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 권한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듬해 기무처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까지 조사전성기무처가 
한 일은 宣講所 하나와 學堂 하나를 설립하여 旗民에 대한 교화를 실행한 것뿐이었
다.60)

이후 광서33년 12월 길림관제의 개편을 주청하면서 戶司‧兵司‧刑司‧工司 4司의 
폐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省城의 兵司를 조사전성기무처와 합병하여 ‘吉
林全省旗務處’로 개편하기로 결정한다. 길림전성기무처는 광서34년 3월에 기무처 
관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성립하였다.61) 초대 기무처 총리는 폐지된 
兵司의 恩慶이 맡았으며, 민정부 員外郞 成沂가 기무처 協理로, 육군부 主事 巴哈
布가 幇辦으로 임명되었다.62) 기무처 내에는 다음과 같이 4개의 股를 분설하여 업
무를 분담시켰다.63)

<표 3> 광서34년 3월 기무처 업무 分掌

즉 팔기의 봉향과 휼상 및 호구, 조세와 관련된 사무는 稽賦股가, 旗丁의 직업과 빈
부를 조사하여 귀농의 방책을 도모하며 권학 선강하고 실업을 籌辦하는 일 등, 팔
기생계와 관련된 업무는 庶務股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초 기무처가 논
의하였던 구조는 生計股가 추가된 5股였다고 한다. 그만큼 旗丁의 생계도모에 무게

59) ｢吉林調査旗務處爲移會徂謝章程及辦法的移文｣(光33.6.30), 吉林旗務 pp.25-27.
60) 이른바 十旗宣講所와 十旗學堂이 그것인데, 이에 대해선 第4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61) ｢吉林公署政書旗務處紀要｣(光34), 吉林旗務 pp.18-19. 따라서 길림전성기무처의 개판시기를 

기점으로 명칭을 달리 하여 서술하여야 하지만, 이하에서는 시점과 상관없이 편의상 調査全省
旗務處 및 吉林全省旗務處 모두 ‘길림기무처’ 또는 ‘기무처’로 약칭하기로 한다.

62) ｢吉林全省旗務處關于啓用關防事的申文｣(光34.3), 吉林旗務 p.31.
63) ｢吉林公署政書旗務處紀要｣(光34), 吉林旗務 pp.18-19.

명칭 담당업무
儀制股 朝賀典禮, 陳設祭品, 常年例貢, 例請旌表
軍衡股 旗員陞調補署, 軍政京察, 挑補兵缺, 驛站馬政
稽賦股 旗屬官兵俸餉, 紅白恤賞, 隨缺地畝, 旗地大租, 添置牛犋, 田房稅契, 旗丁戶口
庶務股 調査旗丁職業貧富, 籌劃歸農, 勸學宣講, 籌辦旗丁實業, 收發文件, 監用關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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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었음을 알 수 있는데, ‘生計’라는 글자가 적절치 못하다 하여 서무고에 부설하
기로 하고 업무에 따라 나누어 결국 서무1고, 서무2고의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즉 서무1고는 명칭은 서무이나, 귀농‧학당‧공장‧선강 등의 사무를 관할하는, 
기인생계 업무 전담 부서였다.64)

같은 해인 광서34년 11월, 흑룡강기무처가 各科를 分設함에 따라 통일을 기한다
는 취지에서 길림기무처도 ‘股’를 ‘科’로 바꾸고, 아울러 서무1고 역시 흑룡강의 예
에 따라 民事科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化旗歸農’의 뜻에도 부합하여 
좋다는 취지였다. 이것이 인준되면서 결국 기무처의 구조는 典禮科, 軍衡科, 稽賦
科, 民事科, 庶務科의 5과 체제로 개편되고 正股와 幇股 各員은 일률적으로 科長, 
科員으로 변경되었다.65) 12월에는 봉천기무사의 儀制科가 禮制科로 그 명칭을 바꿈
에 따라 길림기무처 역시 전례과를 예제과로 개명하였는데,66) 이에 따라 설립 초기 
기무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67)

<표 4> 광서34년 12월 기무처 업무分掌

즉 股를 科로 바꾸면서 儀制股도 典禮科를 거쳐 禮制科로 조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서무고의 업무 비중이 컸던 관계로 애초 서무1고와 서무2고로 나뉘어 있었던 것을 
민사과와 서무과로 분리했다는 점이 초기의 모습과 달라진 부분이었다. 기인생계에 
대한 업무는 민사과가 담당했으며, ‘민사과’라는 명칭을 채택하면서 ‘化旗歸農’을 염
두에 두었음을 볼 때 旗丁의 귀농이 기인생계 籌劃의 핵심이자 旗‧民융화, 나아가 
기인의 민인으로의 안착의 전제였음을 엿볼 수 있다. 

길림기무처는 이처럼 흑룡강기무처와 통일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科’로 변경한다
고 간단히 설명하였으나, 초대 순무인 朱家寶의 뒤를 이어 제2대 길림순무로 부임
한 陳昭常이 선통원년 8월 기무처 설립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며 올린 상주문에서

64) ｢吉林全省旗務處爲酌擬改股爲科的呈文｣(光34.11.5), 吉林旗務 pp.39-40.
65) ｢吉林全省旗務處爲酌擬改股爲科的呈文｣(光34.11.5), 吉林旗務 pp.39-40. ‘儀制’가 ‘典禮’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儀’자가 今上의 御名과 일치한다 하여 피휘하였기 때문이다. ｢吉林全省旗
務處爲將典禮科改爲禮制科的呈文｣(光34.12.21), 吉林旗務 p.40.

66) ｢吉林全省旗務處爲將典禮科改爲禮制科的呈文｣(光34.12.21), 吉林旗務 p.40.
67)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紀設立旗務處> p.1349.

명칭 담당업무
禮制科 朝賀典禮, 陳設祭品, 例貢請旌, 過繼 등
軍衡科 通省官兵의 陞轉補署, 休革功過, 世職卹案 등
稽賦科 通省官兵의 俸餉, 紅白恤賞, 隨缺地畝, 旗地大租, 田房契稅, 旗丁戶口 등 
民事科 籌辦旗丁生計, 興學, 歸農, 勸業 등
庶務科 收發文牘, 監用關防, 經理款項雜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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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기에는 員司를 설치하고 股로 나누어 업무를 보았으나, 이후 兵司가 通省 
旗務의 회합처가 되어 案牘도 많아지고 여기에 덧붙여 戶司의 例行公事에서부터 祭
貢典例의 업무 태반이 기무처에 예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旗丁생계를 도모하고 학당
을 창판하고 공장을 조직하는 등의 일체 신정업무까지 맡게 되어 책임이 중대해짐
에 따라 股를 科로 바꾸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68) 즉 장군아문 및 그 속하의 
4司를 폐지하면서 기무와 관련된 4司의 업무가 모두 기무처로 귀속됨에 따라, 기존 
조사전성기무처 시기 만들었던 ‘股’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화된 형태의 ‘科’로 
일신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길림기무처는 선통원년 錫良이 제2대 동삼성총독으로 부임하여 대대적인 재정절
감 정책을 단행하면서 다시한번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즉 석량은 ‘낭비하는 비용을 
아끼고 冗官을 裁汰하는 것’을 제1의 要務로 하여 현재 독무 및 봉천성 각 司道의 
津貼을 모두 폐지하기로 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길림성에 명하여 기무처 및 소속 各
局의 인원 명수와 일체경비에 대해 조사하고 감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1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길림성은 기무처에 불필요한 員司의 폐지와 薪
餉의 감축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무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삼가 살펴보건대 길림은 旗族의 근거지로서 旗戶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旗務의 번잡함으로 보자면 各省駐防과도 다를 뿐 아니라 동삼성 가운데서도 
또한 길림이 최고일 것입니다. 대개 民官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內外城 모두 
줄곧 旗員이 통치하였으나 行省으로 바뀌고 기무처를 설치한 이후로는 종래 
軍署에서 처리하던 祭貢이나 官缺의 揀驗, 租賦의 轉解 등의 업무를 모두 
저희 기무처로 귀속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정이 날로 흥성하면서 
생계를 籌劃하고 교양을 도모하는 案牘이 많은 것은, 실로 各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곳과 상등합니다. 단지 개설 초기라 잠시 司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써 여기에 소요되는 員司의 月薪을 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69)

즉 민정체제로 바뀌면서 종래 軍署에서 담당하던 사무가 모두 기무처로 귀속되었을 
뿐 아니라, 신정의 실시로 기인생계 도모와 관련한 문건이 많아 업무의 방대함으로 
치면 各司 가운데에서도 으뜸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약을 
위해 ‘司’가 아닌 ‘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윤2월부터는 薪餉 및 일체
경비를 이미 10% 삭감한 상태라 더 이상 감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
다.70)

68) ｢吉林巡撫陳昭常奏吉林旗務處辦法章程等請立案摺 倂單｣(宣1.9.3), 政治官報 26, pp.71-73.
69) ｢吉林行省關于旗務處酌裁員司薪津的札文｣(宣1.5.25), 吉林旗務 pp.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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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5개 분과로 이루어진 기무처의 구조를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軍
衡科와 稽賦科의 경우 각기 맡은 업무가 모두 매우 많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지
만, 禮制科의 경우는 담임하고 있는 朝貢, 祭品, 過繼, 請旌 등의 업무가 간략한 편
에 속하므로 해당 科를 없애고 稽賦科로 병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
울러 民事科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전적으로 旗丁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설
치된 것이고, ‘民事’라는 명칭이 提法부분의 民刑事와 서로 혼돈될 수 있으므로 ‘生
計科’로 고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정된 員司의 액수와 경비를 보면 애초
의 액수보다 4분의 1이 감축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감축은 어렵다고 강조하였다.71) 
여하튼 이러한 조정의 결과 기무처의 구조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모하게 된
다.72)

<표 5> 선통원년 8월 기무처 업무分掌
명칭 담당업무

軍衡科 通省 各城旗 官兵의 缺額, 世職, 恤案, 三代冊籍 등
稽賦科 通省 各城旗 官兵의 俸餉, 恤賞, 旌表, 稅契, 租賦, 祭貢, 典例 등
生計科 旗丁생계의 籌劃, 학당, 공장, 公田 등
庶務科 奏咨文牘의 收發과 撰擬, 監用關防, 기무처 員司의 薪工雜支 처리 등

이는 기무처가 성립한 지 1년 반 만에 정식으로 章程의 입안을 요청하면서 첨부한 
分科와 職掌의 소개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글에서 기무처가 그간 試辦의 형태로 각
종 신정 사업을 꾸리면서 업무가 번잡하고 정돈이 되지 않아 확정된 장정이 없었던 
탓에, 員司의 월급 등에 있어서도 업무의 번간에 따라 수시로 덜고 더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이 언급되고 있다. 선통원년 9월, 陳昭常은 본인이 길림순무로 부임한 
후 때마침 총리인 恩慶이 병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협리와 방판을 차례로 총리와 협
리로 올리고 길림에 調任된 內務府 원외랑을 방판으로 임명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

70) ｢吉林行省關于旗務處酌裁員司薪津的札文｣(宣1.5.25), 吉林旗務 pp.151-153.
71) ｢吉林行省關于旗務處酌裁員司薪津的札文｣(宣1.5.25), 吉林旗務 pp.151-153. 석량 역시 이에 

대해 수긍하면서 ‘종이와 기름 숯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므로, 이 
부분을 더욱 절약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선에서 양보하였다. 하지만 기무처로서는 종이와 기
름 숯 등을 절약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결국 ‘사무가 번잡하여 도저히 감축할 수 
없으며, 더욱 감축할 경우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재차 총독아문의 
용인을 받아내었다. ｢吉林行省關于旗務處核減經費事的札文｣(宣1.6.12), 吉林旗務 pp.153- 
154. 총독아문은 ‘旗制의 변통은 敎養에 있으므로 행정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敎養에 필요
한 경비를 소모하는 데에 이르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며 행정비용의 절감을 계
속 당부하는 수밖에 없었다. ｢東三省總督爲旗務處具報用過經費核銷事的咨文｣(宣1.11.4), 吉林
旗務 p.155. 

72) ｢吉林行省爲將旗務處辦法章程經費數目等請旨立案的奏摺及淸單｣(宣1.8.22), 吉林旗務
p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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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재 기무처는 十旗公立兩等小學堂과 滿蒙高等小學堂, 기무처공장 등을 건립하
는 등 어느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 아울러 현재 淸理財政의 시기를 맞이
하여 예산 결산이 중요한 만큼 장정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정의 입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73) 즉 새로운 총리의 임명과 함께 판
법장정을 명확히 하여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대 총리인 成沂는 임명 8개월만에 공금횡령죄로 참핵되어 교체되기에 이
르는 등,74) 기무처의 입지는 시종일관 확고히 자리잡히지 못한 채 1915년 5월 폐지
되기까지 해체되어가는 팔기의 업무처리를 위한 과도기적 임시 기구로 존립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기무처와 오고가는 행문의 격식 역시 통일되지 못하
여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선통3년 5월에 이르러서야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기무처와 司道 사이에 咨, 移를 사용하고 있는데, 府廳州縣에서 기무처에 문서를 
보낼 때에도 역시 咨, 移를 사용하고 있어 격식에 맞지 않으니, 향후 知府 이하의 
官이 기무처에 문서를 보낼 때에는 呈文을, 기무처에서 知府 이하로 보낼 때에는 
札文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무처와 司道가 동급이며, 府廳州縣
과는 상하관계임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75) 

살펴보았듯이 기무처는 행성 설치 이후 旗務를 포함하여 기존 軍署에서 담당하던 
모든 업무를 인계받아 처리하였다. 이러한 업무 처리의 궁극적 목적이자 기무처의 
책임이라고 명시된 것은 ‘적폐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敎養을 같이 베풀어 널리 기
인의 생계를 도모함으로써 근본적 계책을 세우는 것’이었다.76) 즉 종국엔 기제를 개
혁하여 팔기의 점진적 해체를 돕고 이들 팔기가 自生을 도모하여 민간사회에 제대
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가 바로 기무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동삼성이 기인
생계의 도모에 있어 가장 성과를 거둔 곳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처럼 기무를 전담하

73) ｢吉林巡撫陳昭常奏吉林旗務處辦法章程等請立案摺 倂單｣(宣1.9.3), 政治官報 26, pp.71-73.
74) ｢吉林巡撫陳昭常奏査明供差貪婪不職各員彙案糾參摺｣(宣2.4.27), 政治官報 34, pp.37-40. 이

에 따라 分省시용도 慶山이 총리로, 기무처 방판이 협리로 충임되고, 방판 자리는 폐지하였다. 
慶山은 4월 3일자로 인수인계를 마치고 관방을 접수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보고하였다. ｢
吉林全省旗務處總協理接差任事的呈文｣(宣2.4.3), 吉林旗務 pp.71-72.

75) ｢吉林全省旗務處軍衡科關于對民署行文程式事的移文｣(宣3.5.25), 吉林旗務 p.72. 애초 광서
33년 6월 조사전성기무처 설립시 체제와 관련된 규정에서 기무처와의 왕래공문은, 협령 참령 
및 各道 관할처와는 모두 移文을, 그리고 防禦 佐領 管領 및 府廳이하는 모두 照會를 쓰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부터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吉林調査旗務處爲移會徂謝章程及辦法
的移文｣(光33.6.30), 吉林旗務 p.27.

76) 東三省政略 권5 官制 길림성 <紀旗務處>p.866.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방정포공전을 정돈하
고 6기마창관지를 淸丈하며, 敎養을 위해서는 십기선강소, 십기학당, 십기공장 등을 세우고 漢
蒙文官學을 개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第3章과 第4章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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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구가 다른 지역에 앞서 별도 편성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77) 즉 
기무처는 기존의 旗署와 民署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길림의 內地化를 
앞당기도록 도왔던 기구라고 볼 수 있다. 

Ⅱ. 各城 駐防장관의 폐지와 旗署의 정돈

1. 五城副都統의 폐지와 旗務承辦處의 설치
직권의 중첩과 경비 절감을 이유로 旗官과 旗署를 폐지하는 등, 대규모 旗制개혁

을 통해 팔기주방체제에서 주현체제로 이행하고 있던 당시 동삼성에서 불필요한 冗
官의 범주에 가장 잘 들어맞아 일찌감치 폐지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각 駐防의 長官인 副都統 등의 大官이었다. 아직 팔기 병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協佐 이하의 관원들의 경우 이들 기병을 관리할 직무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東
三省政略에서도 길림의 旗制를 이야기하면서 建省 이후 旗營이 부·현과 同城에 있
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변통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이어 변통의 대원칙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秩崇而任輕者는 裁撤한다’는 것이었다.78) 즉 秩
은 높으나 임무가 가벼운 자를 지목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吉林부도통과 五城부도통, 그리고 富克錦협령이었다. 광서33년의 관제개편으로 장
군아문을 폐지함과 동시에 같은 해 兵·戶·刑·工의 4司와 길림부도통의 폐지가 논의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五城부도통과 富克錦협령의 폐지 역
시 선통원년에 논의가 이루어져 결국 시행되기에 이른다.79) 

본래 五城부도통을 설치한 것은, 조선, 러시아, 몽고 등 주변국과의 사이에서 넓

77) 중앙에 변통기제처가 설립된 것이 1908년 12월의 일이었던 데 비해, 봉천은 1907년 4월 반포
한 동삼성신관제의 7司에도 旗務司를 포함시켰으며, 길림 역시 1907년 ‘조사전성기무처’를 거쳐 
1908년 초 정식으로 기무처를 설립하였다. 다른 지역이 중앙의 변통기제처 설립 이후 기무 담
당 부서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비하면 동삼성이 기무 담당 부서를 전문적으로 둔 
것은 청조 내에서 가장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連振斌, ｢淸末變通旗制處考述｣, 南昌航空大學
學報(社會科學版) 16-1, 2014.

78) 東三省政略 권8 旗務 길림성 旗制篇, p.1348. 두 번째 원칙은 ‘事本一致而政權岐出者는 歸
倂한다’는 것으로서, 兩路 역참을 민정사로 귀속시키고 文報總局으로 改設하는 문제를 예로 들
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積習相沿·散漫無
紀者는 정돈한다’는 것으로서, 兩翼官學·蒙古官學을 만·몽문 小學堂으로 改設하는 등의 문제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章을 달리하여 기인교육 파트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79) 장군의 차관 역할을 담당하였던 길림부도통의 경우 건성 후 三省 순무가 부도통함을 가지게 
되고 同城에 거하게 되면서 폐지 논의가 일어나 광서33년 겨울 이에 대한 奏請이 이루어졌으며 
광서34년 1월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官兵篇, p.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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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토에 비해 사람은 희박한 데다가 內治를 정돈할 民官이 없었으므로, 주요 요
충지에 군사를 배치함으로써 대외적 방어와 대내적 정돈을 꾀하려던 의도에서 비롯
된 것이었다. 즉 동남쪽에는 琿春, 동북에는 三姓, 북쪽에는 阿勒楚喀, 서북쪽에는 
伯都訥 부도통을 각각 설치하고 그 가운데에 寧古塔을 위치시키는 형태의 구도였
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氣가 쇠해지고 예전의 무공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다가 吏
治는 나날이 해이해지고 대외적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총체적 난관에 부딪
히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즉 ‘내정을 진흥하지 않고는 외교를 抵制할 수 
없으며, 民官을 증설하지 않고는 내정을 진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직권의 界
限을 정하여 吏治를 정돈하기 위해 부도통을 폐지하고 道員을 설치하여 정치의 통
일을 도모해야만 했던 것이다.80) 

요점은, 민관의 증설을 통해 내정을 진흥하고 외교를 抵制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방안은 부도통을 폐지하고 道員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선통원년 閏2월, 동삼
성총독 서세창과 길림순무 진소상이 이에 대해 올린 다음의 상주문을 보면 보다 자
세한 구상을 엿볼 수 있다. 

길림은 땅이 요활하여 두루 다스리기 어려우므로, 흑룡강성의 사례를 원용하
여 민관을 증설하고 旗缺을 폐지하여 控制에 보탬이 되고 변방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조사해보니 길림은 러시아 및 한국과 이웃하고 있으며 땅은 넓고 사람
은 적어 盜匪가 많습니다. 邊務와 防務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니 종전의 
旗民兼治 규율로는 두루 미치기 어렵습니다. …(중략)… 철로가 통행하고 외
교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만큼 邊塞의 중요한 지역, 철로 부근의 구역, 商民
이 모이는 곳에 관리를 공허히 하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안을 다스리고 밖을 방어하기 위한 요책을 미리 준비함에 있어, 민관을 증설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治理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臣 世
昌이 일전에 전임 순무 朱家寶와 함께 주청하기를, 西路병비도를 설치하고 
蜜山府와 濛江州‧樺甸縣‧長嶺縣의 각 민관을 첨설하며, 아울러 이 외에 여전
히 응당 설치해야 할 缺이 생기면 수시로 재차 奏明하기로 聲明한 바 있습
니다. 臣 昭常이 부임 후 정황을 體察하고 다시 臣 世昌과 반복하여 상의하
였는데, 各路는 여전히 공허하여 관할지역이 周密하기 어려우니 진실로 시대
의 변화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증설과 개편을 자세히 籌劃하지 않
고서는 久遠을 꾀하기도 어렵고 변방을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개 邊省은 內地와 정황이 달라서 內省은 治民이 중요하기 때문에 民戶의 
繁庶가 기준이지만, 邊地는 守土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방의 衝要를 

80)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官兵篇, p.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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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臣等이 悉心으로 상의하여 의정하기를, 東南路에 琿
春兵備道 1缺을 설치하여 琿春城에 주둔시켜 琿春‧延吉‧綏芬 일대의 邊務와 
東南沿邊의 兵備 사무를 처리하고 아울러 琿春 등지의 관세교섭을 관리하도
록 하며, 東北路에 依蘭兵備道 1缺을 설치하여 三姓에 주둔시켜 依蘭‧蜜山‧
臨江 일대의 邊務와 東北沿邊의 兵備 사무를 처리하고 依蘭 등지의 관세교
섭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2缺은 책임이 번중하고 또한 
屬部를 겸할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응당 전에 설치한 西路兵備道와 
함께 參領銜을 추가하여 공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81) (밑줄
은 필자)

즉 얼마 전에 西路兵備道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관할지역에 대한 周密한 관리가 
부족하므로 東南路와 東北路에 각각 병비도 하나씩을 추가로 설치하고 속하에 민관 
및 민서를 첨설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철로가 통행하고 외교가 중요해지면서 
邊塞의 중요지점, 철로 부근 구역, 商民의 집산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해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들 병비도의 역할은 병비 사무뿐 아니라 그 주
변일대의 邊務, 그리고 관세교섭까지 포함하며 이러한 업무와 책임의 번중함 때문에 
참령함이 추가되기에 이른다. 아울러 그간 증설했거나 증설이 필요한 민관과 민서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관의 증설이 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밖을 방어하는 데에도 요책임을 강조한다. 

이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부도통의 폐지에 대한 내용이다. 즉 기존 부도통직의 
철폐가 병비도의 추가 설치 및 민관의 증설과 연계되어 제기되고 있다.

琿春‧三姓‧寧古塔‧伯都訥‧阿勒楚喀 각 지방은 이미 민관을 증설하여 鎭撫하
기에 족합니다. 모든 각 해당 지역 부도통 員缺은 직임이라고 할 게 조금도 
없으니 마땅히 흑룡강의 添設民官 사례에 비추어 한꺼번에 폐지함으로써 직
권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旗戶의 안건과 地糧은 지방관에 귀속시켜 
처리하도록 하고, 협령 이하 各缺은 잠시 옛 제도를 유지시켜 각지의 旗務사
건을 관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富克錦 지역은 이미 富錦縣을 설
치하였으므로 해당 지역 協領은 미리 폐지할 것을 요청합니다.82)

부도통이 관할하던 각 지역은 이미 민관이 설치되어 있어 부도통이 맡을 직임이 없
으므로 앞서 흑룡강에서 행했던 예에 따라 한꺼번에 폐지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부

81) ｢東三省總督徐世昌署吉林巡撫陳昭常奏吉省擬援案添改民官酌裁旗缺摺 倂單｣(宣1.閏2.19), 政
治官報 19, pp.403-407.

82) ｢東三省總督徐世昌署吉林巡撫陳昭常奏吉省擬援案添改民官酌裁旗缺摺 倂單｣(宣1.閏2.19), 政
治官報 19, pp.4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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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통 관할 내에 있던 旗戶의 안건과 地糧은 물론 지방관이 처리하면 되지만, 문제
는 남아있는 각지의 기무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협령 이하 각 결을 잠시 
유지시키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富克錦協領의 경우도 富錦縣의 설치로 인해 불필요
해졌으므로 五城부도통과 함께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83) 결국 선통원년 閏4월에 이
르러 모두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부도통을 폐지하면서 병비도를 추가 설치하여 내정과 외교를 공고히 한다
고 하고 있으며, 부도통 관할구역에 이미 민관이 설치되어 더 이상 부도통이 불필요
하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또한 남아있는 기무 처리를 위해 협령 이하 각 
결을 잠시 유지한다고도 하고 있다. 즉 부도통이 폐지되면서 관할 업무가 다각도로 
분산되어 나갔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기존 부도통 관할 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남
아있는 旗務를 협령 이하 各缺은 어떻게 처리해나갔을까? 

앞에서 언급했던 ‘秩崇而任輕者는 裁撤한다’는 원칙하에 부도통까지는 모두 폐지
하였으나 旗戶가 잔재하고 이들이 아직 주현체제에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旗員을 
모두 갑작스레 폐지할 수는 없었다. 이에 설치된 것이 ‘旗務承辦處’라고 하는 기구
였다. 五城부도통 폐지 이후 기무처는 각지에 ‘旗缺 폐지와 民官 설치에 관한 판법
10조’를 擬定하여 배포하였는데 아래의 제1조와 제2조를 보면 기무승판처를 설치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제1조 이미 五城부도통은 폐지하였으니, 各城의 협령 이하 각관 역시 缺이 
생길 때 보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점차 폐지하도록 한다. 이는 滿漢간의 
畛域을 구분하지 않기 위함이다. 지방공무와 인민관리에 관련된 모든 사
건, 예컨대 旗地大租, 旗戶詞訟 등의 사안은 앞으로 모두 해당 지역 지방
관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을 확실히 하고 진역을 나누지 않도록 한
다.84)

제2조 각지 旗官이 처리했던 사항은 종래 모두 부도통아문이 총기관이었으
나 지금 부도통은 이미 폐지되었고, 旗丁餉項, 旗戶生計, 旗戶의 친족유산
상속 등의 모든 사안을 보통 齊民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
로 잠시 협령‧좌령 이하 각 관원을 남겨두어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83) “부극금협령은 단지 赫哲旗만을 통할하고 있는데 이들 赫哲人들은 漁獵에만 의지하고 생산에
는 종사하지 않으며 본성이 지극히 우매한 즉 현재 단지 백 수십 호만 남아있을뿐더러 省으로
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 황폐하다”고 하는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赫哲披甲들은 遣散되기에 
이른다.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紀裁改官缺｣ p.1352.

84) 大租는 국가세의 하나로서, 길림성의 田賦 규정에서는 每垧마다 錢 600文 또는 銀 1錢8分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부가되는 부가세가 小租로서, 小租는 지방세 가운데 省稅에 해당되
며 大租의 10분의 1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吉林全省財政說明書 pp.31-32, pp.55-56. 따라서 
동삼성에서 사용하는 ‘徵租’라는 용어는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徵稅’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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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통솔할 일이 적고 유사시에는 보고를 올리고 지
시를 받을 곳이 없으므로 이 역시 특히나 규범에 어긋난다. 현재 기무처를 
설치하여 全省 旗務의 총기관으로 삼았으니 응당 기무처에서 提調를 파견
하여 각지의 원래 부도통 소재지에 分駐하게 하고 이름을 ‘某地旗務承辦
處提調’라 칭하여 이후 해당 지역의 일체 旗務를 총괄하도록 한다. 모든 
문건은 기무처에 보고하여 기무처가 직접 公署에 전하도록 한다. 각지의 
提調 역시 기무처가 해당지역 협령 가운데 선발하여 충원한다.85) (밑줄은 
필자)

제1조에서 各城의 협령 이하 各官 역시 점차 폐지하도록 한다고 하였듯이 주방팔기
의 점진적 해체라는 서태후의 결정은 이미 시행에 부쳐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旗署에서 담당했던 사무도 점차 民署로 이양해 나가야 했으며, 旗地大租, 旗戶
詞訟 등 지방공무와 인민관리에 관련된 사건은 이미 해당 지역 지방관이 관할하도
록 했음을 알 수 있다.86) 그러나 旗‧民의 습속이 같지 않으므로 일시에 이를 융합해 
민관에 귀속시켜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즉, 제2조에서 이야기하듯 旗丁餉項, 旗戶
生計, 旗戶의 친족유산상속 등의 사안은 잠시 협령, 좌령 이하 각 관원을 남겨두어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협령이나 좌령 등은, ‘某地旗務承辦處’로 
바뀐 원래의 부도통아문에 남아 ‘旗務承辦處提調’라는 직함으로 이곳의 기무를 처리
하였던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부도통의 폐지로 인해 관할 업무가 兵備道, 
地方官, 旗務承辦處提調 등 다각도로 분산되어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87) 

이러한 업무분리는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불가피하게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병비도와 기무승판처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면에서 명확한 정리를 필
요로 하게 된다. 五城副都統이 폐지되고 병비도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부도통아문이 
있던 곳에는 기무승판처가 설치되었음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기무승판처와, 參領銜을 지니고 있는 병비도와의 관계이다. 앞서 부도통 폐지와 관

85) ｢吉林全省旗務處爲通行各處裁旗缺設民官辦法草案的咨文｣(宣1.8.10), 吉林旗務 pp.118-120.
86) 물론 旗戶의 大租 징수나 旗丁의 訴訟 처리에 있어서도 旗署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지방관

이 관할 旗務承辦處 提調와 상의하여 같이 처리하도록 하였다. ｢吉林全省旗務處爲通行各處裁
旗缺設民官辦法草案的咨文｣(宣1.8.10), 吉林旗務 pp.118-120. 여기에서 소개한 판법10조 가
운데 제7조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후 지방의 일체 행정사건 가운데 旗務와 관계되거나 
旗戶의 大租를 징수한다든지 旗丁의 訴訟을 처리하는 등, 旗署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지방관이 해당 관할 기무승판처 提調에 자문을 보내어 상의하여 협리하도록 한다.”

87) ‘旗缺 폐지와 民官 설치에 관한 판법10조’ 가운데 제5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五城부도통의 員缺이 이미 폐지되었으니, 응당 현임 각 부도통은 속히 각 해당 지역 병
비도와 인근 지방관, 그리고 기무처에서 파견한 提調 등과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도록 한다. 부
도통의 印信은 公署에 반납함으로써 部에서 조사 후 파기하기에 편하도록 한다.” ｢吉林全省旗
務處爲通行各處裁旗缺設民官辦法草案的咨文｣(宣1.8.10), 吉林旗務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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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東北路道 및 東南路道를 첨설했던 것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 있는데 이후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같은 해인 선통원년 8월 길림순무 陳
昭常은 동북로도와 동남로도에 앞서 설치되었던 濱江道와 西路道의 명칭을 각기 西
北路道와 西南路道로 바꾸고 이들 4道를 모두 분순병비도로 명명하게 해달라고 주
청하기에 이른다.88) 길림은 행성 개설 이후 分巡道를 권업도로 바꾸어 實業을 전적
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 후 濱江道, 西路道를 설치하였는데, 근래에 신설한 동북로
도, 동남로도의 경우 그 관할지역을 명확히 하고 邊務와 兵備, 관세사무 등을 관할
하도록 한 데 비해 앞서 설치한 빈강도와 서로도는 관할지역 및 권한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변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빈강도의 경우 하얼빈의 
관세교섭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초기에 관할지역을 확실히 정해놓지 않
은 상태였고, 西路道는 비록 병비도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권한이 불분명하여 직
분에 대한 변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선통원년 8월, 陳昭常은 다음과 같이 청
하였다.

비록 동남로와 동북로를 첨설하였으나 서쪽에도 인민과 상업, 외교와 내정이 
매우 번잡하여 감독할 大員이 없이는 힘든 상황입니다. …(중략)… 청컨대 濱
江道를 西北路道로 바꾸어 계속 哈爾濱에 주둔하도록 하고 길림 서북일대를 
巡防하면서 하얼빈의 關稅 및 商埠의 교섭사무 등을 겸관하도록 해주시고, 
西路道는 西南路道로 바꾸어 여전히 長春에 주둔하면서 길림 서남일대를 巡
防하고 長春의 관세 및 商埠의 교섭사무를 겸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통일적으로 參領銜을 각각 더하여 주시고, 전에 설치하였던 
동북로도‧동남로도와 함께 그 이름을 모두 分巡兵備道로 바꿈으로써, 수시로 
屬吏의 賢否 및 정치의 득실을 감찰하도록 해 주십시오.89)

빈강도와 서로도를 각기 서북로도와 서남로도로, 그리고 이들 병비도를 분순병비도
로 바꾸어달라는 요청이지만,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야 할 실질
적 직능을 바꾸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성 개설 이후 분순도는 사라졌으나 관
할지역을 순방하면서 屬吏를 감찰할 관원이 필요하고 내지와는 다른 변방의 상황이 
반영되어 분순병비도라는 직함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분순병비도가 參領의 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旗務 관리에 있어 기무승판

88) ｢吉林巡撫陳昭常奏爲擬將濱江西路道缺改設西北西南兩路兵備道摺｣(宣1.8.5), 淸代吉林檔案史
料選編 吉林軍事 (吉林省檔案館 編, 天津古籍出版社, 1993) pp.55-57. 淸代吉林檔案史料選
編 吉林軍事는 이하 吉林軍事로 약칭한다. 

89) ｢吉林巡撫陳昭常奏爲擬將濱江西路道缺改設西北西南兩路兵備道摺｣(宣1.8.5), 吉林軍事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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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提調와의 권한 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를 만들게 하였다. 기무처가 擬定한 ‘旗
缺 폐지와 民官 설치에 관한 판법10조’의 제6조에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제6조 각지의 분순병비도는 참령의 함을 더하여 모두 旗務를 관리하는 책임
을 갖는다. 旗署에서 종래 관할하던 大租, 詞訟 및 지방의 일체 공무는 각 
지방관이 관리하고 該道가 독솔하도록 하는 것 외에, 旗務와 民務의 권한
이 불분명하거나 旗務와 관계된 군무행정의 경우는 該道가 해당 지역 기
무승판처 提調와 함께 상의하여 협리하도록 한다.90)

즉 分巡道로서 관할 구역의 민관을 감찰하고 감독하는 역할뿐 아니라 旗務와 관련
된 모든 사항 역시 관리해야 하는 것이 參領銜을 지닌 이곳 분순병비도의 임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도통을 폐지하면서 부도통이 담당했던 대외적 방어와 대내적 정
돈의 과업을 병비도의 설치를 통해 실천하려 했던 의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종래 旗署에서 담당했으나 이제는 民署로 이관된 大租, 詞訟 등의 공무도 병비도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무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旗務와 民務의 권한이 불분명
한 경우 역시 병비도가 해당 기무승판처 제조와 상의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해당 章程의 미진한 부분을 수정하여 2개월 뒤인 선통원년 10월, 재차 旗缺 
폐지에 관한 장정을 의정하여 올렸는데 그 가운데 참령함 병비도와 기무승판처의 
업무 처리 권한에 대한 내용이 10조에 걸쳐 보다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
해 부도통의 폐지와 기무승판처의 설치, 분순병비도와의 관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조목별로 소개하고자 한다.91)

제1조 各路의 兵備道는 參領銜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 旗務를 관리할 책임
이 있다. 무릇 旗務의 일체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旗務承辦處가 道署와 
同城에 있을 때에는 例行公件의 경우 따로 道署에 咨文을 보낼 필요가 없
지만, 그 외에 軍務행정이나 舊弊개혁 및 生計籌劃 문제 등에 대해선 응
당 提調가 兵備道에게 咨文을 보내고 기무처에도 稟을 올려 보고하도록 
하며, 道署와 同城에 있지 않은 提調는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기무처

90) ｢吉林全省旗務處爲通行各處裁旗缺設民官辦法草案的咨文｣(宣1.8.10), 吉林旗務 pp.118-120.
91) 이하에서 서술하는 장정10조 관련 내용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모두 ｢旗務處詳續擬酌裁旗

缺辦事權限章程淸單呈核由並批｣, 吉林官報 제31기(宣1.10.21발간)(淸末官報匯編 39所收), 
pp.19709-19710; ｢吉林全省旗務處爲籌議兵備道與各提調辦事權限事的詳文｣(宣1.10.3), 吉林旗
務 pp.102-105.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이와 구분하기 위해 선통원년 8월에 의정
한 ‘旗缺 폐지와 民官 설치에 관한 판법10조’는 이하에서 편의상 ‘先行章程’이라 칭하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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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할 道署에도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은 바로 그 위에서 인용한 선통원년 8월의 장정(이하 ‘先行章程’으로 稱) 제
6조를 수정하여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무승판처와 兵備道署가 同
城에 있을 경우와 아닐 경우를 구분하여 상의하고 협리할 업무의 내용을 나누었고, 
기무승판처의 기무처에 대한 보고 임무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강조하고 있다. 즉 同
城에 있을 경우에는 의례히 행해지는 公件에 대해서는 따로 道署에 咨文을 보낼 필
요가 없으나, 同城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軍務행정이나 舊弊개혁 및 생계도모 
문제 등에 대해서 관할 道署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官署 사이의 行文격식을 살펴보면, 기무승판처가 道署에 咨文을 보
낸다고 되어 있다. 아래 제10조에서도 지적하듯이 정확히는 咨文을 통한 보고, 즉 
‘咨呈’의 형식이었으며 반대로 道署가 기무승판처에 보낼 때에는 照會를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0조 旗署承辦處가 兵備道에 문서를 보낼 때에는 咨呈, 道署가 旗務承辦
處에 문서를 보낼 때에는 照會, 府廳州縣과는 서로 移會를 쓰지만 全省旗
務處에 보낼 때에는 呈報, 旗務處가 旗務承辦處에 보낼 때에는 札을 써서 
구분하도록 한다.

이는 서로 통속관계에 있지 않은 관서 사이에 오가는 평행문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咨呈’이 통상 고위급 관원이 上品의 관원에게 보내는 상행문서로 쓰이고, ‘照會’ 역
시 고위급 관원이 下品의 관원에게 보내는 하행문서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점에
서,92) 엄격히 상하관계를 분류하자면 기무승판처가 병비도 아래에 놓이는 구조였다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무승판처와 府廳州縣은 서로 移會를 써서 동급임을 표시
하고, 기무승판처가 전성기무처에 보낼 때에는 呈報, 반대로 전성기무처가 기무승판
처에 보낼 때에는 札을 쓰도록 함으로써 기무처와 기무승판처 사이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93)

92) 구범진, 조선시대 외교문서- 명‧청과 주고받은 문서의 구조분석, 한국고전번역원, 2013, 
p.23.

93) 기무처는 기무승판처의 提調가 보고해야 할 사안이나 지시에 따라 조사해야 할 사건을 방치하
거나 지연시켜 일을 그르칠 경우 적절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었다. 장정10조 가운데 이에 해당
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각 旗署는 의례적으로 部에 보고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일
시에 갑자기 해임을 청하기 어렵다. 만약 各城의 旗務提調가 部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나 지시
를 받아 조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방치하거나 지연시켜 일을 그르치는 경우에는 기무처가 조사
하여 提調職名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旗務提調가)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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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무승판처는 수시로 병비도, 부청주현 및 기무처와 문서를 주고받으며 
協理 및 보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각기 상의하고 보고하였다. 아래의 조항들은 
병비도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 협리 지침에 대해 보
여준다. 

제2조 각 부도통아문의 倉庫는 매우 중요하니 응당 提調가 道署와 회동하여 
倉官, 筆帖式 등을 督飭함으로써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고 만약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즉각 例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병비도가 있는 城의 경우에는 마땅히 기존 사례에 비추어 旗地大租, 
田房稅契 및 俸餉 등의 사안에 대해서 적절히 인수인계하도록 하되, 각 旗
佐에서 업무용으로 보여줄 것을 청하면 응당 방법을 마련하여 도움으로써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旗署의 官缺은 이미 停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하지만 육군은 항시 병사를 필요로 하니, 兵缺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揀放
함으로써 선발에 응하도록 한다. 사후 領催나 披甲의 缺이 나왔는데 이것
이 道署와 同城에 있는 경우라면 응당 提調가 道員과 회동하여 그 합격 
兵丹을 선발하여 보충하도록 하고 公署에 보고하여 批示를 청해 처리하도
록 한다.

제2조는 부도통아문에 설치되어 있던 창고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다. ‘先行章程’에서
도 아문 내의 各司處를 일률 폐지하면서 원래 있던 筆帖式도 헤아려 폐지하도록 한
데 비해 官倉筆帖式과 銀庫筆帖式의 경우는 관할해야 하는 사무가 있어 즉시 폐지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듯이,94) 倉庫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기무승판처 提調와 병비도가 합심하여 倉官, 筆帖式 등을 督飭함으로써 신중을 가
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6조는 병비도와 同城에 있어 이미 旗地大租, 田房稅契 및 
俸餉 등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사후에 해당 旗佐에서 업무상 보여줄 것
을 요청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지 말라는 내용이다. 제8
조에서는 旗署의 官兵 出缺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官
缺에 대해서는 出缺시 이를 보충하지 않음으로써 점차적인 폐지 수순으로 가도록 

94) ｢吉林全省旗務處爲通行各處裁旗缺設民官辦法草案的咨文｣(宣1.8.10), 吉林旗務 pp.118-120. 
장정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부도통아문에 설치되어 있던 左司,右司,印務處,承辦
處는 일률 裁撤하며, 원래 발급되었던 關防도 일률적으로 반납하여 없애고 따로 기무처가 ‘某處
旗務承辦處’라는 인장을 발급한다. 원래 있던 필첩식도 헤아려 裁撤하되, 각지에 잠시 筆帖式 1
缺, 委筆帖式 2缺을 남겨두도록 하며 이들은 裁缺 筆帖式 및 委筆帖式 내에서 선발하여 보충
함으로써 일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4조) 각 부도통아문에 설치되어 있는 官倉筆帖
式, 銀庫筆帖式의 경우 비록 현재 관할해야 할 사무가 있어 즉시 폐지할 수는 없으나, 이 역시 
응당 정황을 살핀 후 헤아려 폐지하거나 병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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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비해 兵缺에 대해서는 육군이 항시 병사를 필요로 하므로 出缺시 兵丹을 선발
하여 보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 경우 道署와 同城에 있다면 기무승판처 제조와 
병비도가 함께 그 선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文武관원의 陞轉‧補署‧告休‧革退‧卹賞‧襲廕‧派差‧挑兵‧承緝 등에 관한 
일”은 提調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할해야 할 사안으로 분류하여, 속하의 각 旗
員을 독솔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95) 기무승판처는 내부에 文牘科와 庶
務科를 설치하여 해당 城의 기무를 통괄하였다. 부도통아문을 폐지할 때 속하의 筆
帖式과 委筆帖式 가운데 한두 결은 남겨두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기무승판처 文牘科
와 庶務科의 科員으로 충당하였으며 승판처 내의 書記와 差役 역시 해당 城의 貼書
나 領催 가운데에서 뽑아 쓰도록 하였다.96) 

2. 各城 協‧佐의 폐지와 驛站의 정돈
1) 各城 協‧佐의 폐지와 旗務承辦處의 설치

이렇게 선통원년에 이르러 五城부도통이 관할하던 琿春, 三姓, 阿勒楚喀, 伯都訥, 
寧古塔 지역은 해당 아문이 있던 자리에 각각 기무승판처를 설치하고 기존의 협령
들 가운데 提調를 임명하여 그 지역의 旗丁과 旗戶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이듬
해인 선통2년에는 다른 駐防에서도 주방 장관인 협령 및 좌령이 차례로 폐지되고 
기무승판처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즉 1910년에 이르러 길림 전역에서 주방 장관
이 모두 폐지되기에 이른 것인데, 이는 동삼성이 駐防의 정돈과 관련하여 가장 선
두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잘 말해 준다.97) 길림 外城 각지 주방의 정돈에 대해서는 

95) 장정의 제7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7조) 旗署의 사건 가운데 民署에 귀속시켜 처리할 문제
는 제외하고, 무릇 文武관원의 陞轉 補署 告休 革退 卹賞 襲廕 派差 挑兵 承緝 등에 관한 일
은 응당 旗務 提調가 각 旗員을 독솔하여 처리함으로써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한다.” ｢旗務
處詳續擬酌裁旗缺辦事權限章程淸單呈核由並批｣,吉林官報 제31기(宣1.10.21발간)(淸末官報匯
編 39所收), pp.19709-19710; ｢吉林全省旗務處爲籌議兵備道與各提調辦事權限事的詳文｣(宣
1.10.3), 吉林旗務 pp.102-105. 

96) 장정의 제3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3조) 기무승판처는 一城의 旗務를 통괄하는 곳으로서, 
사무가 번중하니 응당 科를 설치하여 治理하여야 한다. 이에 의정컨대 각기 文牘科와 庶務科를 
설치하고 每科마다 科員 1명과 副科員 1명, 書記長 2명, 司書 6명, 差役 4명을 두도록 한다. 
科員은 해당 城의 裁缺 필첩식이나 委필첩식 가운데 선발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書記와 差役 
역시 해당 城의 貼書나 領催 가운데에서 뽑아 쓰도록 한다.” ｢旗務處詳續擬酌裁旗缺辦事權限
章程淸單呈核由並批｣,吉林官報 제31기(宣1.10.21발간)(淸末官報匯編 39所收), 
pp.19709-19710; ｢吉林全省旗務處爲籌議兵備道與各提調辦事權限事的詳文｣(宣1.10.3), 吉林旗
務 pp.102-105.

97) 1911년 신해혁명 발발 전까지 동삼성에 남아 있던 駐防 장관은 봉천의 盛京, 金州, 興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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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통원년 8월 기무처가 의정하여 각지에 반포했다고 하는 ‘旗缺 폐지와 民官 
설치에 관한 판법10조’(‘先行章程’)에도 그 대략적인 구상이 드러나 있다. 

제8조 雙城, 拉林, 五常, 烏拉의 각 協領衙門은 전에 民官을 添改하였기에 
그 판법이 이미 各城과는 다르고 특히나 현재 畛域을 不分한다고 하는 상
황과도 또한 크게 다르며, 烏拉翼領衙門은 오로지 貢品을 다루면서 그 적
폐가 매우 심하므로, 응당 모두 各城에서 副都統을 폐지했던 것에 비추어 
일률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 富克錦協領은 이미 폐지되었는데, 혹시 지방관에 인수인계하지 못한 
사안이 있으면 三姓에 주둔하고 있는 旗務承辦處 提調가 인원 한 명을 파
견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통일을 기한다. 혹은 해당 지역 佐領 가운데 한 
명을 뽑아 전담하게 하여도 좋으나 반드시 三姓에 주둔하고 있는 提調와 
兼轄하여야 한다.

제10조 伊通의 旗務는 이전에는 단지 佐領만이 있어 일이 생기면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방식이 바뀌었으니 기무처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專管하도록 함으로써 일률화해야 한다.98)

길림주방에서는 광서33년 관제개편과 동시에 길림장군을 폐지하고 이듬해 초에 길
림부도통을 폐지한 데 이어 선통원년 五城부도통도 폐지하였는데, 五城부도통 폐지 
당시 富克錦협령도 같이 폐지하였음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 있다. 富錦縣이 건립
되면서 富克錦협령이 관할하던 업무는 해당 지방관에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는데, 제
9조에서 설명하듯 富克錦이 三姓의 관할지역이었던 까닭에 잔여 사항이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三姓旗務承辦處 제조와 협리하도록 하였다. 

제8조는 협령아문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길림주방 가운데 협
령이 장관으로 있던 곳은 富克錦, 雙城, 拉林, 五常, 烏拉의 5개 지역이었다. 富克
錦협령은 이미 五城부도통과 함께 폐지되었고 나머지 네 곳 역시 민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들 협령도 일괄 폐지해야 畛域을 不分한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과도 부
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10조에서는 좌령이 장관으로 있던 伊通아문 역시 기무
처에서 파견한 인원이 專管하도록 하는 식으로 변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기
무승판처의 설치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8조에서 언급한 雙城, 拉
林, 五常, 烏拉 지역과 제10조에서 언급한 伊通 지역은 선통2년에 모두 기무승판처
가 설치되기에 이른다. 

물론 설치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烏拉와 雙城이 가장 먼저 협령을 폐지하

副都統 뿐이었다. ｢宣統3年7月職官表｣, 東方雜誌 8卷 7期, p.4.
98) ｢吉林全省旗務處爲通行各處裁旗缺設民官辦法草案的咨文｣(宣1.8.10), 吉林旗務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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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무승판처를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協領아문뿐 아니라 翼領아문까지 설치되어 
있던 烏拉의 경우 상황이 조금 더 복잡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길림순무 
진소상이 이곳 烏拉의 4품 翼領 員缺을 폐지하고, 同城의 協領을 旗務承辦提調로 
派充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奏摺의 일부이다.

길림에서 旗缺을 裁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총독 徐世昌과 함
께 五城부도통 및 富克錦협령 各員에 대한 폐지를 주청하면서 윤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해보니 길림성에서 예전부터 旗領에 속했던 곳이 행성 설
치 이후 官治를 分建하고 民官을 증설하면서 규모가 점차 갖추어지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종래 旗佐 각결이 혹 同城에 주둔하거나 혹 民事를 兼理함
에 따라 官은 나누어져 있는데 事는 합쳐져 있는 형세가 되어 장애가 많았
습니다. 비록 헌정 籌備기한 내에 所屬을 변통한다고는 하지만 旗制에 관한 
항목은 멀리 선통7년으로 예비되어 있는 바, 길림성은 이를 앞당겨 籌辦함으
로써 변통을 예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臣이 旗缺을 재량껏 개편하여 提
調를 분설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그 이후로 旗務가 점차 정리되었으니 마땅
히 이를 점차 확대 시행함으로써 旗制를 변통하고자 합니다.
각지의 旗務는 이미 提調에게 귀속시켜 승판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同城에 
있는 旗署의 경우에는 酌量 裁倂하여야만 비로소 규획이 정돈되고 事權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지금 打牲烏拉 지역에는 協領 한명이 설치되어 旗務를 
관리하고 兵丁을 단속하고 있는 바, 各城의 協領과 직무가 동일합니다. 그런
데 해당 지역에는 예전부터 원래 總管아문이 있었고 전임장군 達桂가 주청
하여 이 總管 1缺을 폐지하고 貢物 採捕 사무는 해당지역의 4품 翼領이 책
임지고 承辦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근래에는 祭品에 필요한 것만 규정에 따
라 承辦하도록 하고 나머지 方物의 공급에 대해서는 누차 유지를 받들어 납
공을 정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당 翼領아문의 사무가 간단해졌을 뿐 아
니라 協領과 같은 城에 있어 事權이 하나로 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에 擬定컨대 烏拉의 4품익령 1결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번에 5城협령
을 旗務提調로 派充하기로 한 사례에 따라 烏拉협령을 해당지역에 派充하여 
旗務를 승판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貢品 採進에 관한 모든 사무 역시 
응당 해당 提調에게 귀속시켜 承辦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99) (밑줄은 
필자)

즉 各城의 부도통을 폐지하고 제조를 설치하여 기무가 점차 정돈되고 있으니 이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烏拉의 경우 협령과 익
령이 同城에 있어 직권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조속히 익령 1결을 폐지

99) ｢吉林巡撫陳昭常奏請裁烏拉四品翼領員缺等摺｣(宣2.4.27), 盛京時報(宣2.5.10) p.4.;  ｢吉林巡
撫陳昭常奏請裁烏拉四品翼領員缺等摺｣, 政治官報 34(宣2.5.3),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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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烏拉협령을 해당지역의 제조로 삼아 직권을 통일하고 기무를 承辦하도록 하자
는 내용이다. 烏拉익령은 본래 이 지역의 貢物 採捕 사무를 관장하던 打牲烏拉總管
이 광서32년에 폐지되면서 그때부터 해당 업무를 이어받아 관할하고 있던 4품관이
었는데, 납공이 정지된 이후로 업무가 간략해지면서 폐지가 필요한 旗官 목록에 오
르게 된 것이다.100) 결국 烏拉익령이 담당했던 업무는 烏拉기무승판처 提調에게 귀
속되었다. 

烏拉와 雙城에 있던 기존의 旗署가 폐지되고 기무승판처가 신설되면서 협령아문 
가운데에서는 拉林과 五常堡, 좌령아문 가운데에서는 伊通과 額穆赫索羅의 旗署만 
남게 되었다. 이 중에서는 拉林 주방이 우선적으로 기무승판처의 설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拉林협령의 경우 8旗를 통할하고 있어서 그 체제상으로는 雙城과 동
일하고, 사무의 번잡함으로 보자면 雙城만은 못하지만 烏拉보다는 앞선다는 이유에
서였다. 즉 拉林이 속해 있던 阿勒楚喀의 暫行辦法을 조사하고 拉林의 상황을 참조
하여 ‘改設旗務承辦處兩科辦事簡章’을 기초한 후, 선통2년 5월 15일 試辦하였
다.101) 각 주방에 提調를 설치할지의 여부는 款項의 多寡와 事務의 繁簡 등을 확실
히 조사한 후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8旗를 관할하고 있는 拉林에 이어 五常堡 4旗
의 경우도 提調를 설치하기로 하고, 伊通의 경우 비록 2旗이지만 兵丁戶口가 비교
적 많고 사무가 번잡하므로 提調 1명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른다.102) 

문제는 額穆赫索羅 주방이었다. 애초 拉林과 五常堡 협령, 伊通과 額穆赫索羅 좌
령 4곳에 대한 조사 결과 額穆赫索羅의 경우만 提調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
출된 바 있었다. 이곳은 원래 省城의 정백기에서 뽑아 데리고 온 자들로 구성된 1
旗만 설치되어 있는데다, 改設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고, 아울러 이미 縣도 설치되
어 있어 旗署에서 다룰 업무가 거의 없으므로 해당 지역 佐領 1명과 防禦 1명, 驍
騎校 2명은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이들 폐지 인원은 富克錦의 사례에 비추어 품결
에 맞게 출로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103) 

결과적으로 길림 外城의 각 주방 가운데 기무승판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富克
錦과 額穆赫索羅만 두 곳뿐이었다. 다른 주방은 비록 駐防장관이 폐지되기는 했으

100) 打牲烏拉總管은 광서32년 7월에 폐지되었으나 이듬해까지도 총관 관방이 그대로 사용되어 
길림장군이 광서33년 12월 翼領 관방으로의 교체를 지시하는 札文을 보내기도 하였다. ｢吉林將
軍衙門兵司爲打牲烏拉總管關防奏請裁撤改鑄四品翼領圖記的札文｣(光33.12.23), 吉林軍事
p.52.

101) ｢拉林協領爲改設旗務承辦處並擬定試辦簡章的移呈文｣(宣2.5.19), 吉林旗務 pp.129-130. 雙
城과 拉林 駐防 모두 阿勒楚喀부도통의 관할구역이었다. 

102) ｢吉林全省旗務處關于拉林等處開設提調事宜的呈文及批文｣(宣2.8 .28) , 吉林旗務
pp.134-135.

103) ｢伊通旗務承辦處呈報開辦日期的呈文｣(宣2.8.10), 吉林旗務 pp.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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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무승판처가 기존 주방아문을 대신한 채 이곳의 장관격인 提調가 협령이나 좌
령의 함을 가지고 이하 팔기 관병을 계속 통솔하고 관내 기인 관련 사무를 관할하
고 있었으므로, 실제적으로 완전히 주방이 철폐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반면 富克錦
과 額穆赫索羅 주방은 이곳에 남아 별도로 팔기를 관할할 책임 기구 없이 인근 縣
으로 귀속됨으로써, 완전한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이곳의 丁戶가 다
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었던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東三省政略 <外城戶
口表>에는 額穆赫索羅 인구가 1,44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104) 여기에 富克錦에 대
한 기록은 누락되어 있으나, 폐지된 富克錦의 赫哲族 4旗에 대해 황지를 주어 안치
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문건에서는 이들 귀농 丁戶를 1,200丁 정도로 언급
하고 있다.105) 길림의 전체 주방 가운데 4개 변문을 제외하고는 총 인구가 1만 명
을 넘지 않는 곳은 三姓 9,477명, 伊通 5,408명, 五常堡 4,151명 뿐으로서, 이들 
지역과 비교해도 확실히 富克錦과 額穆赫索羅 주방의 인구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
다. 즉 관할 丁戶의 수가 기무승판처 설치 가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즉 額穆赫索羅의 경우는 아예 폐지하여 기무승판처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 사이 이곳의 官紳들이 품청하여 이곳을 남겨 기무승판처로 改設해달라고 청원하
기에 이른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곳을 폐지하고 襲職各官과 병정은 省城의 正白旗
로 돌려보내어 관리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額穆赫索羅 正白旗의 官紳들과 甲兵
의 대표인 雲騎尉 恩車恒額, 海常阿 및 領催 岳明阿, 玉慶 등이 토로한 난점 4가지
이다.

佐領, 防禦, 驍騎校 등을 폐지함으로써 世職관원 및 領催兵 등을 단속할 수
령이 없어서 省旗로 귀속시킨다고 하는데, 省까지 400여 리나 되고 산천으
로 가로막혀 있어 실로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애입니
다.
현재 額旗 冊籍에는 380여 戶, 男女兵丁老幼가 1500여 명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額穆索通溝官地, 沙河沿, 敦化縣二道溝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어 병정
을 선발하거나 호구를 보고하여 기입하는 일 등이 생길 경우 省으로부터 거
리가 너무 멉니다. 아울러 長廣才嶺, 長嶺子, 老爺嶺 세 곳은 險要한 곳에 
떨어져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애입니다.

104)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附吉林外城戶口表> p.1349.
105)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富克錦原有赫哲四旗官兵撥荒安置情形事給東三省總督趙爾巽

等呈文｣(宣3.7.26), 吉林省檔案館藏淸代檔案史料選編 (吉林省檔案館 編, 國家圖書館出版社, 
2012) 제34책, 문건번호 1472. 吉林省檔案館藏淸代檔案史料選編은 이하 吉林檔案으로 약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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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長을 폐지하고 병정을 省으로 귀속시키면 매년 진공해 오던 물품은 어느 
곳으로 귀속시켜 呈進해야 합니까? 이것이 세 번째 장애입니다.
佐署가 설립된 지 이미 오래되어 旗戶 관리 사무에 익숙하고, 各戶가 또한 
모두 마음을 기울여 의지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병정을 裁撤한다고 하
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 비록 縣을 설치해 다스린다고는 하지만 旗務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間隔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장애입
니다.106)

省旗로 귀속시킨다고 하는데 대한 불편함과, 익숙한 旗署가 아닌 民署의 관리를 받
는다고 하는 데 대한 불안감 등이 전반적인 불만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네 가지 난점을 내세우면서 이들이 제시한 방안은 같은 좌령아문인 伊
通과 마찬가지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伊通도 府가 설치되어 있으나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듯이, 額穆赫索羅 旗署도 폐지하지 말고 기무승판처로 변통하여 계속 
旗務를 맡게 해달라는 것이다. 경비가 문제라면 전체 旗의 官紳耆老兵들을 불러모
아 단체를 결성하여 스스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인 경비조달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길림행성은 이에 대해 ‘官紳들이 보조하기로 한 경비는 지방공익사업 용도이지 
행정경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즉 경비조달 방식은 오래 지속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적으로도 유익하고 사적으로도 해가 없어야 하는 법
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폐지하는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되, 기무승판처 설치 문
제는 款項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진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
다.107) 이 문건은 관할 旗署의 폐지로 갑자기 자신들의 소속이 바뀐 기인들이 어떠
한 혼란을 겪었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신정기 ‘만한융화’와 ‘내지화’의 기치 
하에서 州縣체제로 변화하는 가운데 소외될 수 있었던 집단이 이들 팔기주방에 속
해있었던 기인들이었고, 이들은 과도기적 형태인 기무승판처의 관리를 받는 것이 그
나마 주방의 완전한 해체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기고 위안을 받았던 듯하다.

2) 역참의 정돈

서세창이 東三省政略에서 길림의 旗制 변통을 주창하며 변통의 대원칙으로 제
시했던 첫 번째가 ‘秩崇而任輕者는 裁撤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各城부도통 및 
富克錦협령을 폐지하였음은 이미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다. 이후 각지 주방의 협령

106) ｢額穆赫索羅佐領爲緩裁佐署改爲旗務承辦處的呈文及批文｣(宣2.8), 吉林旗務 pp.135-139.
107) ｢額穆赫索羅佐領爲緩裁佐署改爲旗務承辦處的呈文及批文｣(宣2.8), 吉林旗務 pp.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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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문과 좌령아문 역시 차례로 폐지되었고,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기무승판처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提調를 두어 그곳의 旗務를 전담하게 하였음도 알아보았다. 서
세창이 旗制변통의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던 것은 ‘事本一致而政權岐出者는 歸倂
한다’는 것이었다. 즉 업무는 본래 하나이나 담당기관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하나
로 병합한다는 것인데, 서세창이 여기에서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兩路 역참을 민
정사로 歸入시키고 文報總局을 改設한다는 문제였다.108) 

길림의 역참은 종래 西路와 北路로 나뉘어 각각 감독 한 명씩을 파견하여 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들 역참 사무는 모두 장군아문의 兵司에 귀속시켜 관할하여 왔는데, 
광서33년 建省改制를 통해 司道 各官을 첨설하고 호·병·형·공 4司를 폐지하기로 하
면서 기존 兵司 소관이었던 역참 관련 사항 역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때
가 된 것이다.109) 길림의 역참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미 광서32년 11월 
營務處 위원 書敏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당시 봉천은 관련 장정까지 제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書敏은 봉천의 예를 참조하여 길림의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
통하면서 역참을 文報局으로 改設하자고 주장하였다. 站丁을 안치하고 隨缺地畝를 
조사하는 등의 모든 일은 민정사로 하여금 적절히 계획을 세워 처리하도록 하면 된
다는 것이었다.110) 

이후 대대적인 관제개혁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서세창은 제법사로 하여금 兵司와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길림기무처가 보인 반응이다. 역참 사무가 민정사로 귀속된다는 것에 
대해, 기무처는 광서34년 3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길림성에 역참을 설치한 것은 본래 ‘寓丁于農’하기 위한 것
으로서, 이곳의 人丁은 男女 합쳐 三四萬 명을 밑돌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관할하는 站路는 52개 站으로 나뉘어 있으며, 每站마다 支路도 부지기수입
니다. 여기에 더하여 山路는 험하고 숲은 깊숙하여 各軍이 산에 들어가 搜剿
할 일이 생길 경우, 그 군무용 공문을 遞送하는 것은 진실로 이곳 지형에 익
숙한 자가 아니라면 힘듭니다. …(중략)… 또한 各站丁의 名冊은 종래 兵司
에서 掌管하였고 각항의 站缺은 旗署에 귀속시켜 陞轉하여 이를 따른 지 이
미 오래된 고로, 그 지휘관계가 서로 매우 잘 통합니다. 지금 만약 갑자기 
민정사에 귀속시켜 관리하도록 하면서 옛 규정은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면 站
丁을 지휘하는 일체의 방책은 旗署만큼 잘 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따로 

108) 東三省政略 권8 旗務 길림성 旗制篇, p.1348.
109) ｢東三省總督徐世昌奏裁撤吉省驛站監督改設文報局辦理片｣, 政治官報 19(宣1.閏2.3) 

pp.59-60.
110)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紀裁撤驛站｣ p.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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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모든 것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이들 수만명의 생계는 갑자기 끊어져 
갈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이는 도리어 憲臺의 一視同仁의 본뜻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보니 前年 11월에 營務處 委員 書敏이 역참을 정돈하여 文報
局으로 改設하자고 청을 올린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憲臺께서 批文을 내
려 제법사로 하여금 兵司와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를 시행하려 擬定코자 하고 있으나 아직 보고문을 작성하여 답복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에 은혜를 내려주시어 모든 역참사무를 기존 兵司를 바꾸어 설치한 기
무처로 귀속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職處에서 奉天文報局의 장정
을 조사하고 다시 수시로 변통함으로써 文報를 중히 하고 소통에 도움이 되
도록 하겠습니다. 職處에서 우선 역참을 관리하는 해당 각관을 督責하여 책
임을 지고 열심히 정돈하여 적폐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연하거나 
은닉하는 情弊가 있다면 반드시 분별하여 무겁게 징벌하도록 함으로써 儆戒
하도록 하고 廢弛해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삼가 稟을 갖추어 자세히 밝히는 
바이니 批示를 내려주신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111) (밑줄은 필자)

즉 봉천에 신설된 문보국을 모범으로 하여 수시로 변통을 꾀함으로써 문서전달과 
보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목은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여진다. 반면 전체적인 글의 요지는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시키고 싶다
는 것이다. 기무처가 기존 체계의 고수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험준한 지역이 많아 군무용 공문을 전달하기에는 이곳 지형에 익숙한 자가 제격이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 兵司에서 站丁을 관리하였고 站缺의 陞轉 역시 旗
署에서 관할하였으므로 기무처에서 해당 업무를 인계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팔기 주방 위주의 군정체제에 익숙한 旗署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各軍이 산에 들어가 도적 등을 초멸하는 경우 군무용 공문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역참 활용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정의 실시로 인해 신군을 양성
하고 순경 조직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팔기병사가 담당하고 兵司에서 관할하던 업무
의 많은 부분이 민정사로 이관된 것을 보면, 역참 사무 역시 기존의 군사적 용도보
다 일반공문의 전달이 주가 되면서 민정사의 관할로 들어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
운 수순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여하튼 기무처가 이처럼 역참 사무의 민정사로의 移管에 난색을 표하며 반대의사
를 밝혔지만, 길림성은 관제개혁을 통해 원래 논의했던 대로 역참을 정돈하고 관련

111) ｢吉林全省旗務處爲將驛站事宜送歸民政司經理事的移文｣(光34.3.14), 吉林旗務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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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는 민정사로 귀속시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이러한 결과를 기
무처가 역참감독에게 알려주려고 보낸 移文의 일부이다. 길림에 이미 민정사가 설치
되어 있고 다른 성에서는 그 속하의 문보국이 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참감독의 존재는 같은 업무를 두고 담당기관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
지가 크다. 이는 서세창이 기제 변통의 원칙으로 제시했던 것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역참의 정돈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이듬해 초까지 역참감독 2명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서세창은 재차 역참감독의 조속한 폐지와 문보총국의 설치 및 해당 업무
의 민정사로의 이관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기에 이른다. 역참 정돈에 대해 앞서 기무
처가 표방했던 입장과는 다른 면을 엿볼 수 있다. 

길림에 역참을 설치했을 당시에는 外屬은 五城副都統을 제외하고는 廳‧縣
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險要한 곳을 택하여 역참을 안치하는 것으
로도 轉遞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이 나날이 개발되어 상황이 예전
과 다릅니다. 예전에 站을 설치했던 모든 곳이 두루 미치지 못하여 구불구불
하고 깊숙한 곳까지 전송하기에는 불편합니다. 비록 지역마다 馬撥과 文報局
을 안치하여 보조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성격이 달라 수많은 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물며 검토해보니 봉천과 흑룡강 兩省은 이미 역참을 선후로 폐
지하고 현재 문보국을 시행하여 그 효과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림
은 그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니 더더욱 응당 이에 비추어 처리함으로써 통일
을 기하고 연락하기에도 편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臣等이 다시 상의한 결과, 형세가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우므로 우선 
省城에 문보총국을 하나 세우고, 試署民政司使 謝汝欽을 督辦으로 임명하여 
木質關防을 발급함으로써 信守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
의 關防處監督은 줄곧 各旗의 협령이 兼差하였던 것으로서 본래 實缺이 아
니니 응당 먼저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全省의 모든 驛遞 업무는 해당 局에 
귀속시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分局을 설치할지, 어느 곳에 
馬撥을 설치할지는 모두 정황을 體察하게 한 후에 차례로 籌辦하도록 하겠
습니다. 종래 있었던 各站은 현재 잠시 변동없이 두도록 하되, 어떤 路에 文
報가 통하게 되면 그 路의 역참을 폐지하는 식으로 하여 반년의 기한을 주
어 일률 완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各站의 筆帖式과 各站의 丁人 등은 어떻게 안치시켜야 하는지, 站地와 站
馬 등은 어떻게 정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局으로 하여금 명확
히 조사하게 한 후, 臣等이 재차 검토하여 상주하도록 하겠습니다.112) (밑줄

112)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紀裁撤驛站｣ 附奏裁撤驛站監督改設文報局片(宣1.2.18) 
p.1350.; ｢東三省總督徐世昌奏裁撤吉省驛站監督改設文報局辦理片｣, 政治官報 19(宣1.閏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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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자)

여기에서는 역참을 정돈해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곳곳이 개발되어 民
署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전의 역참망으로는 버겁다는 점과, 이미 봉천
과 흑룡강에서 역참을 폐지하고 문보국을 시행하여 그 효과가 크므로 중간에 위치
한 길림도 이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역참을 정돈하기로 논의
가 끝난 상황에서 재차 그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반대파의 불만을 무마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역참 정돈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
는데, 그 구체적 사항이라는 것은 역참감독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省城에 문보총국
을 설치하여 試署民政司使 謝汝欽을 督辦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局을 
설치하고 독판을 임명한 후에는 여기에 책임을 지워 세부적인 관련 업무를 계획하
고 처리하도록 하면 되었다. 

문보총국이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는 시종 기무처가 염려하였던 사항과도 맞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무처가 길림의 지형과 산세가 험하여 익숙한 자가 아
니면 힘들다는 이유로 기존의 체계를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도 결국은 기존의 인력
이 폐지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고, 보다 확장하자면 이곳 역참에 의지해 생계를 유
지하고 있는 수만명의 사람들을 염려해서일 수 있다. 시종일관 3~4만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참정에 대한 지휘를 이야기하면서 역참 정돈이 이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
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림 문보총국의 초대 독판으로 임명된 謝汝欽은 이렇
게 예전에 설치한 站官과 站丁을 어떻게 안치할 것이며 站地와 站馬는 어떻게 정돈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으며, 반년의 기한 동안 역참을 일률 
폐지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113) 

신정기 관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부서 가운데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歸倂할 것은 歸倂하는 등, 구조와 업무상의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길림에서는 다른 동북지역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방향이 內
地化였기 때문에 종전 팔기주방 위주의 군정체제적인 모습이 이러한 거국적인 폐지
와 정돈의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도통을 비롯한 각
지 주방장관을 폐지한 것이라든지 기병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는 주방아문의 수많
은 필첩식들을 裁撤한 것, 그리고 駐防을 대신하여 민정체제로의 이행을 도와줄 과
도기적 형태의 기무승판처를 설치한 것도 이러한 예에 해당하며, 민정사와 그 속하
의 문보국의 신설이라는 것이 종전 역참의 폐지로 이어진 것 역시 이러한 예에 해

pp.59-60.
113)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紀裁撤驛站｣ p.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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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것이다.114) 그 과정에서 동삼성총독과 길림순무 등의 督撫로 대변되는 신설 
民官과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民署측이 동북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
고, 길림 각지 주방에 포진되어 있던 기존의 旗官과 旗署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額穆赫索羅 주방의 폐지를 앞두고 
이곳 기인들이 기무승판처의 설치를 요청한 일이나, 역참 정돈을 두고 기무처가 해
당 사무를 인계받으려 목소리를 냈던 것 등은 이러한 노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동
북사회가 겪었던 이러한 일들이 소위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지만, 
그 다른 일면에는 폐지된 기존 아문 內 인력에 대한 대책과 처우 문제가 파생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팔기 관원을 위한 출로 모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세기 만주에서의 건성개제는 대대적인 旗署와 旗職의 폐

지를 가져왔다. 길림의 경우 일찌감치 전성기무처를 설치하고 각 주방에 기무승판처
를 세워 남아 있는 팔기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旗署의 폐지는 여기에 재직하
던 旗員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청조
는 어떠한 대책을 내세워 이들이 새로운 체제와 관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서세창은 길림성의 기무를 설명하면서 이곳 팔기 관병의 봉향이 매우 微薄하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본래도 많지 않은 餉銀에서 각종 공제 때문에 甲兵의 경우 
여기에만 의지해 생활하기가 불가능하며 官俸 역시 養廉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것이
다.115) 旗屬의 官은 많고 봉록은 이렇게 적은 상황이라 족히 양렴하기 힘드니, “인
원을 줄이고 旗佐를 歸倂하고 老嬴한 자는 淘汰시키고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자는 
고무하여” 오른 봉록을 능력있는 관원에게 후하게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물론 

114) 선통3년에 이르면 헌정편사관에서 奏定한 ｢考核直省勸業道官制細則｣에 따라 驛傳사무는 권
업도로 歸倂시켜 관리하게 된다. 이는 各省의 驛傳사무가 이미 모두 권업도로 귀속되어 감에 
따라 이들 各省과의 통일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변통이었다. 즉 선통3년 2월 16일부터 
吉林勸業道는 試署民政使 鄧邦述이 보내온 文報局의 卷案을 접수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
吉林巡撫陳昭常奏驛傳事務劃歸勸業道管理片｣, 政治官報 45(宣3.4.17), p.287.

115) 甲兵의 매월 수령액은 餉銀 2兩 정도로 되어 있지만 각종 공제 후 실수령액은 銀 1兩 5錢여
에 불과하니 한 명이 일년에 12,3량 정도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官俸은 비록 兵餉보다 
많지만 상황은 동일하여, 위로는 협령이 3품으로 司道와 동급인데도 연말의 俸銀을 살펴보면 
실제 수령액은 6,70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는 결코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款項이 없
다는 이야기로서, 협령이 이러하니 그 다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다.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俸餉篇 p.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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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폐지하여 현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안치하여 후일을 미리 
도모하자는 것”으로서, 일단은 五城부도통을 폐지하고 그 이후 차례로 처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116) 즉 旗官은 많은데 이들 각 旗員에게 지급되는 봉록은 적어 효
율성이 떨어지니 불필요한 인원을 과감히 감축하고 능력있는 자에게 봉록을 올려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극히 이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서세창 자신도 이를 
갑자기 단행할 경우 야기될 혼란을 우려해서인지 일단은 五城부도통을 폐지하는 문
제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통원년 2월자 吉林官報에 실린 旗制問題
에 관한 기사는, “變通旗制處 대신들이 근래 旗務문제를 논의하면서 餉銀을 정지시
킬지 여부로 고민 중”이라고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各旗관병을 대략 裁幷하되 餉銀은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고, 장군과 도통‧부
도통 등의 缺은 잠시 裁撤을 미루어 旗丁의 생계를 처리하도록 한 다음, 수
년 후에 다시 검토하여 차례로 조금씩 줄이도록 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
다.117)

旗餉 중지 문제는 주방 팔기의 점진적 폐지를 지시한 서태후의 1907년 9월 상유 
이후 기인들이 가장 주시했던 사안이었고, 변통기제처가 1908년 12월 설립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위의 인용문에서도 
거론되었듯이 기인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결국 “모든 錢糧兵餉은 예전대로 지속한
다”는 것으로 귀결되기에 이른다.118) 아울러 ‘장군과 도통‧부도통 등의 缺은 잠시 
裁撤을 미룬다’는 구절이 보여주듯이 官缺 裁撤과 관련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였
다. 변통기제처는 各旗에 설치된 부도통 및 督撫와 同城에 있는 장군에 대해서 일
률 裁撤하는 것을 일찍이 제의한 바 있지만, 駐防장군의 裁撤이 곧 駐防의 裁撤을 
의미한다고 보아 那桐등의 대신들은 이를 적극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이다.119) 
단지 冗員을 裁撤하는 것으로 목표를 선회하게 되었고,120) 결과적으로 청조가 멸망
하기 전까지 동삼성을 제외하고는 駐防장관 및 駐防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는 선통년간 청조 중앙이 旗制개혁과 관련한 문제에 전혀 의지가 없었음
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121) 旗餉의 중지나 旗官의 폐지 등 旗制개혁이 그만큼 

116)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俸餉篇 p.1361.
117) 吉林官報 제3기(宣1.2.11발간)(淸末官報匯編 38所收), p.19118.
118) 淸朝續文獻通考(浙江古籍出版社, 2000) 권26, ｢戶口2｣, p.7778.
119) 大公報(1909.4.4.) p.3, ｢變通旗制之困難｣
120) 大公報(1909.10.19.) p.5, ｢變通旗制不過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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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 어려운 문제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하튼 팔기 생계의 籌劃과 
만한 차별의 철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주요 임무로 하는 중앙의 변통기제처가 보여
준 이러한 미온적 태도 때문에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기제개혁을 시도하면서 해
결책을 모색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는 만주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꼽힌다.122) 

하지만 서세창에서 석량으로 총독이 교체되는 시기까지도 길림 旗官의 폐지와 관
련해서는 五城부도통과 富克錦협령만이 그 폐지 대상으로 명확히 정해져있었고 그 
외의 旗官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편이었는데, 석량이 부임한 후 旗官 出缺시
의 대책과 관련하여 올린 다음의 奏摺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旗人을 위해 생계를 주획하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旗官을 위해 출로
를 마련하는 것은 실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本省의 기인들은 집에 地畝가 
있고 대대로 農工에 종사하였던 바, 결코 餉項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대개 스스로 먹고 사는 자가 많습니다. 이 까닭에 생계를 도모하기가 쉽습니
다. 반면 旗官은 員缺이 비교적 많고 오랫동안 職守하지 않아 이미 虛設이 
된 고로, 오로지 俸餉에만 의지해서 살았던 까닭에 만약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을 잃는다면 필시 自存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로를 모색하기가 어
렵습니다.123) (밑줄은 필자)

즉 旗官의 경우 農工에도 종사하였던 旗人들과 달리 오로지 俸餉에만 의지해 왔고 
오랫동안 職守하지 않은 虛設이 많은 까닭에, 갑자기 폐지한다면 의지할 곳을 잃어 
自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출로 모색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
면서, 이 때문에 전임총독 서세창도 旗官 各缺은 잠시 그대로 두게 해줄 것을 주청
하기도 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석량은 서세창이 제기한 이러한 방식은 결국 旗
缺의 감축이 없어 변통 연한이 되어 와도 처리되는 게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旗
員의 의존적인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립의 의지를 세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124)

121) 재풍은 집권 후, 만한차별 철폐와 관련하여 서태후가 남겨 준 과제 가운데 변통기제처를 설립
한 것 외에 수행한 업적이 거의 없었다. Edward Roads는 재풍이 집권 초 2년간, 서태후가 남
겨 준 입헌준비 관련 과제에 대해서는 袁世凱를 실각시키고 翁同龢, 陳寶箴 등 무술정변의 남
은 희생자를 복권시켰으며 자의국과 자정원 개설하는 등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만한
차별 철폐와 관련해서는 서태후가 약속한 것을 취소하거나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등 오히려 후
퇴했다고 평가하였다. Rhoads, Edward J.M., Manchus and Han, pp.132-137. 

122) Rhoads, Edward J.M., Manchus and Han, pp.138-140.; 戴迎華, 淸末民初旗民生存狀態硏
究, 人民出版社, 2010, pp.82-83.; 常書紅, 辛亥革命前後的滿族硏究-以滿漢關係爲中心, 社
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p.90.

123) ｢奉省旗官出缺不補逐漸變通辦法摺｣(宣1.6.22),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865, pp.95-96.
124)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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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旗制 변통의 기한이 임박해 있고 만한융화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현실에
서 팔기의 裁撤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官缺의 出缺 시 이를 보충하지 않음으
로써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旗制를 변통하는 것은 8년을 그 기한으로 정해놓고 있어 매우 급박합니다. 
그 때가 되면 헌정이 실행되고 滿漢이 융화되어 畛域의 구분은 결단코 용인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에 이르러 갑자기 裁撤함으로써 돌이키기 어려운 형
세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에 앞서 준비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지금 청하고자 하는 것은, 八旗官缺은 잠시 옛 제도를 유지
하게 하되, 나중에 出缺이 생기면 補缺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는 外官으로 참작해 바꾸고 品에 맞추어 調用하며 法政을 학습하도록 보내
는 등의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면, 그 출로를 넓히면서 또한 위로 진급
하는 길을 막지 않는 것이므로 旗務의 앞길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125) (밑줄은 필자)

즉 旗制 변통의 기한이 8년 밖에 남지 않아 급박하므로 八旗 官缺의 裁撤을 준비해
야 한다고 하고 있다. 서태후가 1907년 9월 상유에서 10년 내에 주방팔기를 폐지하
고 旗餉을 중단하는 등 기제를 변통할 것을 지시한 이래, 1908년 8월 淸廷은 欽定
憲法大綱과 “逐年籌備事宜淸單”을 공포하고 입헌준비 기간으로 9년을 설정한 바 
있다.126) 석량이 동삼성총독으로 부임한 1909년 현재 예비입헌 기한이 8년 남아 있
는 상황에서 석량이 제안한 방안은, 팔기 官缺의 出缺 시 이를 보충하지 않는 형태
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팔기 관원을 위한 새로운 출로를 제
시하고 있는데, 外官으로 교체한다든지 하여 원래의 品에 맞게 調用하거나, 法政 등
을 공부하게 하여 새로운 관제시스템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즉 旗制 개혁이라든지 旗務 변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팔기의 裁撤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팔기가 만한융화의 새로운 시대에 순조롭게 적응하여 
한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제 변통의 방향은 敎養과 生計 부분에 진력하여 팔기가 
자강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때문에 이들이 자강자립할 때까지 잠시 모
든 錢糧과 兵餉은 기존대로 유지시키도록 조처하였다. 이는 물론 ‘팔기들이 망령되

125) 위와 같음.
126) 九年籌備立憲의 첫 해에 변통기제처를 설립하겠다고 선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변통기제

처를 설치하라는 유지를 내려 “팔기생계를 籌辦하고, 滿漢事宜를 융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
러 貝子 溥倫, 鎭國公 載澤, 大學士 那桐, 侍郞 寶熙, 熙彦, 達壽가 해당 업무를 담임하도록 하
였다. 戴逸 主編, 淸通鑒 第20冊, 卷265, 山西人民出版社, 2000, p.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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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127)

구체적인 예로 길림의 五城副都統과 富克錦協領이 폐지되면서 이들 부도통과 협
령 및 이곳 아문에 재직하였던 필첩식들에 대해 청조와 지방정부에서는 어떠한 대
책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검토해보니 現任 寧古塔부도통 慶祿은 노련하고 숙달되어 역임한지 수년이
고 지방의 각종 新政 및 교섭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항시 협의에 이르
렀으며 금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성실하였습니다. 正任 三姓부도통 崑源은 
현재 張家口牧廠의 요직에 보수되었으나 아직 이 缺에 到任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관원들은 모두 實任인원으로서, 만약 缺을 폐지한다 하여 이들을 閒職
에 보낸다면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이니 청컨대 은혜를 베풀어 후하게 錄用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存記하여 따로 簡放을 기다릴 수 있게 함으로써 지혜
와 노력을 장려하고 (재능이) 헛되이 버려지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 외에 응당 폐지해야 할 各缺 가운데, 署理三姓부도통 德勝은 이미 유지
를 받들어 혁직한 뒤 아직 인원을 파견하여 서리직을 접수하지 않았으니 논
외로 치는 외에, 현재 署理琿春부도통으로 있는 郭宗熙는 이미 臣등이 주청
하여 琿春東南路道를 試署하도록 하였고 署理阿勒楚喀부도통 富蔭과 署理伯
都訥부도통 玉崑은 모두 협령 인장으로 바꾸어 각자 본임으로 돌아가 (旗務
承辦處를) 職守하도록 하였습니다. 富克錦협령 毓麟의 경우 이미 本缺이 裁
撤되었으니 청컨대 여기에 상응하는 缺이 나오면 臣등이 다시 헤아려 調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各城 부도통아문에 설치되어 있던 필첩식 
各缺은 마땅히 헤아려 裁倂함으로써 통일을 기하되, 그 裁缺인원에 대해서는 
길림성의 上年 成案에 비추어 出路를 마련함으로써 체휼의 뜻을 보여주시기
를 바랍니다.128)

이는 선통원년 7월 동삼성총독 석량과 길림순무 진소상이 裁撤 관원의 출로에 대해 
주청하여 윤허를 받은 글이다. 우선 實任인원인 寧古塔부도통 慶祿과 三姓부도통 
崑源에 대해서는, 이들을 한직에 보내지 말고 후하게 錄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琿春, 阿勒楚喀, 伯
都訥 등지에 署理부도통으로 있던 郭宗熙, 富蔭, 玉崑에 대해서는 이미 새로운 출
로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郭宗熙의 경우는 署理東南路道로, 富蔭과 玉崑
의 경우는 각기 해당지역 기무승판처의 提調로 調任되었다.129) 다만 富克錦협령 毓

127) ｢吉林全省旗務處爲籌設變通旗制處事的札文及原奏附件｣(宣1.10), 吉林旗務 pp.16-17.
128) ｢東三省總督錫良吉林巡撫陳昭常奏請將裁缺副都統慶祿等存記等片｣(宣1.7.2), 政治官報 24

(宣1.7.6),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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麟의 경우는 향후 여기에 상당하는 缺이 나오면 調補해 주기로 하였는데, 3개월 후
인 10월에 길림 만주 양홍기 협령 瑞霖이 혁직됨으로써 毓麟을 이곳으로 轉補하기
로 결정한다.130)

문제는 수십 명에 달하는 筆帖式이었다. 폐지된 각 부도통아문의 筆帖式 한두 결
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무승판처의 科員으로 소위 바로 이직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필첩식은 그렇지 못했다. 위의 인용문 마지막에 이들 裁缺 筆帖式에 대해서
는 ‘길림성의 上年 成案’에 비추어 出路를 마련해 줄 것을 주청하고 있는데, 이 ‘길
림성의 上年 成案’이란 길림장군아문에 있던 4司와 인무처 主事 2缺, 그리고 이들 
각 司處에 속해 있던 필첩식 55缺을 모두 裁撤하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해 출로를 
마련해 주고 새로운 곳에 보임되기 이전까지는 原俸을 지급하기로 한 예를 칭한
다.131) 

여하튼 해당 상주문에 대해 내려진 유지는 “청한 대로 행하고 해당 부서에 알려
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이들의 출로 모색에 대한 길림성의 계획은 일단 윤
허를 받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겨지게 된다. 이하는 이듬해인 선통2년 
2월, 길림순무 陳昭常이 各城의 부도통을 폐지한 이후 이곳에 기무승판처 提調를 
설치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서 이곳 부도통 아문에 있던 필첩식 등 各官의 
출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상주문의 일부이다. 

吉省의 各城 부도통 員缺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裁改를 주청하고 각 해당 
아문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필첩식 등의 缺에 대해선 모두 헤아려 裁倂할 
것을 성명하면서 上年 裁缺 成案에 비추어 출로를 마련해 줄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중략)… 오성부도통 아문에 부설되어 있던 各官 
가운데 倉官筆帖式, 銀庫筆帖式 및 滿敎習은 모두 응당 관리해야 할 사건이 
있어 일시에 裁撤하기 어려우니 이들은 잠시 남겨두고, 나머지 印務處의 額
設筆帖式 8명, 委筆帖式 4명, 左右司의 額設筆帖式 22명, 委筆帖式 11명, 
承辦處의 額設筆帖式 4명, 委筆帖式 2명, 그리고 富克錦협령 關防處의 額設
筆帖式 2명 등 총 53명에 대해선 일률 裁撤하도록 하며, 남겨두기로 한 協
佐 이하의 各官의 경우는 차후 出缺이 생기면 보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29) 郭宗熙는 이듬해 9월 길림교섭사가 外務部 右丞으로 補授됨에 따라 남게 된 교섭사 자리에 
補授되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되는 東南路道 자리에는 延吉府 知府 陶彬이 署理로 임명되었
다. ｢東三省總督錫良吉林巡撫陳昭常奏吉林東南路道郭宗熙請升署交涉使摺｣(宣2.9.9), 政治官報
 38(宣2.9.15), p.273.; ｢東三省總督錫良吉林巡撫陳昭常又奏請以延吉守陶彬升署吉林東南路道
缺片｣(宣2.9.9), 政治官報 38(宣2.9.15), pp.273-274.

130) ｢督撫憲奏協領瑞霖革職遺缺請以裁缺協領毓麟轉補片｣(宣1.10.18), 吉林官報 제32기(宣
1.11.1발간)(淸末官報匯編 39所收), p.19721.

131)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官兵篇, p.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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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各員들이 수년간 從公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閑散이 되면 
실의에 빠지는 것을 면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裁撤한 各司主事筆帖式 등에 
대해서 歸部選用하여 출로를 酌予’하기로 한 上年의 成案에 비추어 각기 品
과 官階에 맞추어 분별하여 歸部選用해 주시고 改就하기 전까지는 原俸을 
지급하도록 하며 陞階할 자가 있으면 예에 따라 陞階 처리함으로써 체휼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132) (밑줄은 필자)

우선 업무의 특성상 갑자기 폐지하기 어려운 倉官筆帖式, 銀庫筆帖式 및 滿敎習은 
잠시 남겨두기로 하고, 左右司 및 인무처, 승판처, 그리고 富克錦협령 관방처 등 각 
司處의 額設筆帖式과 委筆帖式 총 53명은 裁撤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협령 좌령 
이하의 各官은 잠시 남겨두도록 하되 차후 出缺이 생기면 보충하지 않겠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어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裁撤하기로 한 이들 筆帖式들에 대해선 
각기 品과 官階에 맞추어 분별하여 歸部選用하도록 해 줄 것, 새로운 자리에 보임
하기 전까지는 原俸을 지급하도록 해 줄 것, 그리고 陞階할 자가 있으면 예에 따라 
陞階처리해 줄 것 등 3가지 항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고 하는 유지가 내려와 선통2년 6
월 吏部에서는 육군부와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올렸고 이는 그대로 통과되
었다. 

  이부가 전에 육군부와 회동하여 논의한 바, 黑龍江裁缺人員改外章程에 “9
품 筆帖式은 9품 雜職官으로, 품급이 없거나 額委필첩식인 경우에는 未入流
등의 관으로 바꾸어 해당 員들로 하여금 하나를 정하게 한 후 省으로 보내
어 候補나 班補로 귀속시켜 임용하도록 할 것을 청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상주하였고 이미 允准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해보니 이번 (길림에서 요청한) 필첩식의 경우는 본지의 兵丁
이나 閑散人 등에 대해 吏部에 자문을 보내어 補放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서, 
各部 필첩식의 補用을 주청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歸部選用” 부분은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臣等이 공동으로 상의하여 의정한 것은, 黑龍江裁缺筆
帖式改外章程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를 정하게 한 후 省으로 보내어 
候補나 班補로 귀속시켜 임용하도록 청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裁缺各員 가운데 원래 升階하기로 保奏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역
대 成案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분별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改就 이전
까지는 原俸을 지급해 달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閒員을 체휼한다는 취지에서 

132) ｢吉林巡撫陳昭常奏裁改旗缺分設提調承辦情形並裁缺各員酌予出身摺｣(宣2.2.6), 政治官報
31(宣2.2.9), pp.152-153.; ｢吉撫陳奏裁改旗缺分設提調承辦情形並裁缺各員酌予出身摺｣(宣
2.2.6), 盛京時報(宣2.2.1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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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요청한 대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협령 좌령 이하 各官의 경우 이후 缺이 나오더라도 보충하지 않도록 하자
고 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육군부가 검토한 결과 길림 各城의 협령 좌령 이
하 各官은 모두 武職으로서 병정들을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전적인 책임인 
바, 길림 各城이 비록 民官을 개설하였다고는 하지만 旗兵이 아직 재철된 것
이 아니므로 旗官도 虛設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에 동삼성총독 석
량이 奉省 旗官의 出缺시에 보충하지 않겠다고 한 주접을 올린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선통원년 6월 26일 유지가 내려오기를 “변통기제처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 순무가 요청한, 協佐 이하 각
관의 출결시 보충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도 검토해보니 봉천성의 이전 상주문
과 마찬가지로 기제를 변통하고자 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니, 청컨대 변통기
제처로 하여금 이를 前案에 병입시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중함을 
보여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133)

즉 길림순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 조목별로 나누어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부와 
육군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변통기제처에 넘겨 별도로 상주하도록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먼저 ｢黑龍江裁缺人員改外章程｣을 원용하여, 裁撤된 筆帖式들은 省
으로 보내어 候補나 班補로 귀속시켜 임용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고 있는데, 이는 
길림에서 인용한 ‘裁撤한 各司主事筆帖式 등에 대해서 歸部選用하여 출로를 酌予한
다’는 成案이 이번 길림의 필첩식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함이
다. 반면 升階 문제라든지 다른 곳으로 보임되기 이전까지의 원봉 지급 문제에 대
해서는 길림순무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통기제처에 넘긴 사안은 
협령 좌령 이하 각관의 출결시 보충하지 않기로 한 항목이다. 육군부의 의견은 이들
이 아직 旗兵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虛設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해당 사안이 선
통원년 6월에 錫良이 주청한 내용과 유사한데다 모두 기제 변통과 관련되므로 변통
기제처에서 사안을 합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폐지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虛設’이라고 여겨지는 불필요한 관직과 
관서로서, 이것이 경비 절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음은 누차 서술하였다. 각지에 
民署와 民官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기존 旗署 및 旗官과의 업무 중첩 문제가 발생하
고, 결국은 이들 후자가 불필요한 ‘虛設’이 되어버리는 구조였다. 이는 동북지역이 
‘駐防체제에서 州縣체제로’ 바뀌어가는 내지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했다. 물론 旗官
이라 할지라도 虛設이 아닐 경우에는 잠시 남겨둔다고 하는 융통성을 보여주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속하의 旗兵이 아직 裁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관

133) ｢吏部會奏遵議吉撫奏吉林裁改旗缺分設提調承辦情形等摺｣(宣2.6.4), 政治官報 35(宣2.6.14),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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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통3년 기무처가 올린 주접에도, ‘현재 
국회 기한을 단축하고 旗丁생계를 주획하는 등 도처에서 旗員의 佐理를 필요로 하
는 곳이 많으니, 協佐 이하의 旗官 가운데 시무에 밝고 능력 있는 자를 선별하여 
補放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피력되어 있다. 기병이 裁撤되
어 가는 비율에 맞추어 旗官을 裁撤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防禦와 같이 아래를 
책임져야 할 임무가 없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裁撤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이고 있
다.134)

아울러 ‘虛設’로 여겨져 폐지한다 할지라도 實缺의 경우 그 출로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새로운 자리에 보임되기 전까지 원봉을 지급한다는 원칙은 모
든 경우에 적용되었다. 선통2년 9월 석량이 海龍圍場의 폐지를 주청하면서 이곳 총
관아문에 재직하던 관원들의 출로에 대해 제시했던 방안도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지 않는다. 즉 府縣 설치 이후로 海龍圍場의 직무가 매우 간단해져 거의 虛設에 가
까우니 폐지해야 한다는 것, 이곳 아문에 설치되어 있던 좌령 이하의 각관은 裁撤
할 필요 없이 병정들을 관리하도록 하며, 필첩식들은 各部裁缺筆帖式 成案에 따라 
外用하여 출로를 넓혀달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135) 해당 총관인 依凌阿의 출
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음도 물론이다. 依凌阿는 實缺 旗員으로서 
세 차례나 恩旨를 받아 부도통 記名으로 存記되어 있는 인물이었고, 결국 ‘依凌阿
로 하여금 총관직에서 물러나되 부도통으로 군기처에 보내어 記名簡放토록 하라’는 
硃批를 받게 된다.136) 

길림 打牲烏拉의 翼領 자리가 ‘虛設’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協
領‧翼領 兩衙門을 歸倂하여 기무승판처를 改設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아문에 부설되어 있던 各官에 대해서도 출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 이 역시 먼저 행해진 五城부도통 아문의 예를 따라 동일한 원칙하에 진
행되었다. 즉 倉官 倉筆帖式 滿敎習 各缺은 아직 관리해야 할 사무가 있어 폐지하
기 어려우니 잠시 그대로 두고, 모든 額設 筆帖式 11명은 이미 맡을 직무가 없으므
로 일률 폐지하되, 전에 장군아문과 五城부도통아문의 裁撤 필첩식 各缺에 대한 成
案에 비추어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品과 官階에 맞춘 選用, 그 이전
까지의 原俸 지급, 그리고 陞階가 있으면 陞階처리한다는 3가지 항목을 일컫는
다.137) 

134) ｢吉林全省旗務處擬定籌備事實淸摺｣(宣3.閏6.1), 吉林旗務 pp.105-106.
135) ｢東三省總督錫良奏裁撤海龍總管員缺並安揷官兵辦法摺｣(宣2.9.14), 政治官報 38(宣2.9.22), 

pp.376-378. 
136) ｢東三省總督錫良奏海龍總管依凌阿請開底缺以副都統候簡摺｣(宣2.9.14), 政治官報 38 (宣

2.9.27), pp.46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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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林水師營은 의화단 사건 이후 ‘虛設’로 분류되어 관제개혁 당시 대표적인 폐지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순치년간에 설치된 길림수사영은 都京 內務府 및 漢軍 正
黃旗에서 선발하여 吉林駐防으로 옮겨온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본래 4품‧5품‧6
품관이 각각 2명씩 배치되어 糧船‧槳船 및 渡口선척을 건조하는 일을 하였으나 이
후 邊防水師와 船務를 주판함에 따라 사무가 비교적 많아지면서 광서14년에 이르면 
총관 1명을 증설하여 해당 營을 통할하도록 하고 아울러 6품관 2명을 첨설하여 俸
官의 총수는 11명에 달하게 된다.138) 이 외에 領催 12명, 正丁 250명, 匠役 45명의 
有餉丁 307명 역시 해당 수사영의 구성원이었다. 그런데 의화단 사건 때 러시아군
에 의해 糧船 30척과 槳船 20척이 파괴되고 배를 고치는 재료들도 모두 버려져 남
아있는 것은 渡口선척 총 19척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담당해야 할 사무가 
없어지니 虛設과 마찬가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길림순무 陳昭常은 선통2년 12월, 해당 營의 官丁 各缺 모두를 裁撤
하여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절약하자고 정식으로 주청하기에 이른다. 다만 이들 官
丁의 출로가 문제였는데, 다음은 이에 대해 陳昭常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떠한 대책
을 제시하였는지 보여준다. 

 
검토해보니 흑룡강성에서 길림 주둔 흑룡강성 수사영을 裁撤할 때 4품관 6
품관을 漢軍 佐領 驍騎校로 轉補한 예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營의 丁
戶는 본래 응당 漢軍 旗佐로 歸倂시켜 관할하여야 하나, 漢軍丁戶는 심히 
많아서 만약 다시 (이리로) 歸倂하게 되면 반드시 두루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滿漢융화의 시기이니만큼 무릇 旗籍에 예속시키는 것은 꼭 
滿漢의 구분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裁撤된 해당 營의 총관 및 4품이하 
各缺은 응당 省城의 協領 佐領 등의 缺로 品에 맞추어 분별하여 轉補하도록 
하고, 筆帖式 및 額委筆帖式 역시 前將軍衙門의 裁缺 成案에 비추어 部로 
송부하여 출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裁撤된 文武各缺은 改補 이전까지
는 成案에 따라 原俸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領催‧正丁의 경우 노약자는 
선통3년부터 1년간의 銀餉을 발급하여 체휼의 뜻을 보여주시고, 小壯者는 
省城 만몽한 各旗의 領催나 披甲으로 분별하여 轉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吉林巡撫陳昭常奏打牲烏拉裁缺筆帖式請歸部選用片｣(宣2.11.27), 政治官報 41(宣2.12.5), 
p.89.

138) 총관 1명, 4품관 2명, 5품관 2명, 6품관 4명, 船務 筆帖式 1명, 額委 筆帖式 1명이 길림수사
영의 관원으로서,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였다. 有餉領催 등 307명의 연령은 20대부터 50
대까지 다양했다. 길림수사영의 설치부터 그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세 문건의 내용
을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吉林水師營總管爲査明原設水師章制的移文 附:水師章制｣(光
34.10.13), 吉林軍事 pp.101-105.; ｢吉林巡撫陳昭常奏擬請裁撤水師營官丁各缺分別轉補摺｣
(宣2.12.17), 政治官報 41(宣2.12.20), pp.298-299.; ｢吉林全省旗務處軍衡科爲請將吉林水師營
官丁各缺裁撤分別轉補的移文｣(宣2.12.24), 吉林軍事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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匠役은 기무공장으로 보내어 우수한 자는 錄用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9)

우선 관원들에 대해선 品에 맞추어, 총관의 경우 3품 협령, 4품관의 경우 좌령, 6품
관의 경우 驍騎校 등으로 분별하여 轉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까운 예로 흑룡
강에서 흑룡강 수사영을 폐지할 때 4품관 6품관을 각기 漢軍 佐領과 驍騎校로 轉
補했던 成案이 있음을 원용하고 있다. 筆帖式 역시 예전에 장군아문을 폐지하면서 
시행했던 예에 따라 吏部로 보내어 출로를 마련해 줄 것, 그리고 이들 裁撤된 文武
各缺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改補 이전까지는 原俸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명
시하고 있다. 領催 이하 각 丁戶에 대해서는 이들이 본래 漢軍 소속이므로 漢軍 旗
佐로 귀속시켜야 하나, 이미 漢軍丁戶가 포화 상태인 데다가 현재 ‘滿漢융화’의 시
기인만큼 省城의 滿蒙漢 各旗에 領催나 披甲으로 轉補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노약자의 경우 1년간 銀餉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며, 匠役의 
경우 기무공장으로 보냄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처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주방팔기의 점진적 폐지’라는 목표를 앞두고 신정기 기무개혁의 방향은 팔기가 
주현체제에 잘 안착하여 스스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졌다. 팔기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일반 기인들에 대해서는 귀농책에 가장 역점을 두었고, 일부의 
경우 학당 등의 신식교육을 통해 다양한 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140)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旗官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관직에 보임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광서34년 11월 서세창이 
제기한 農官 설치 방안은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 인용문
은 奉天이 본래 農國이라 칭해질 정도로 토지가 비옥하고 糧食 생산을 주종으로 하
는 지역이니만큼, 地利를 흥하게 하고 선발의 기회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農官을 설
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세창의 주접 일부이다.

  봉천은 다른 貨産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오로지 糧食에 의존하여 생활
해 왔으니 반드시 公家에서 제창하여 일이 생기기 전에 단속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래 황지가 나날이 개간되어 토지가 사람보다 많으니, 官에서 
방법을 마련하여 권도하지 않는다면 民力은 어느 순간 다해버리고 地利는 
끝내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臣이 삼가 이르건대 民은 食을 하늘로 여
기고 養은 敎보다 앞섭니다. 중국은 줄곧 농사를 중시하여 왔습니다. …(중

139) ｢吉林巡撫陳昭常奏擬請裁撤水師營官丁各缺分別轉補摺｣(宣2.12.17), 政治官報 41(宣
2.12.20), pp.298-299.

140) 이에 대해서는 第3章과 第4章에서 후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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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농사를 중시한 古今의 典驗을 상세히 살펴 봉천 토지에 대해서도 마땅
히 農官을 설치하여 權導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봉천
은 농업시험장을 설치한 이래 씨 뿌리고 심는 일을 연구하고 농기구를 개량
하여 鄕民들 가운데 보러 오는 자들이 나날이 많아지면서 (농업에 대해) 상
당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농사에 힘쓰고 배움에 뜻을 두면서 점차 새로운 
지식이 열리게 되었으니 더더욱 때에 맞춰 이를 확대 시행하고 따로 관리할 
인원을 설치하여 실행의 이익을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田畯之官은 모두 鄕老의 職입니다. 봉천성은 본래 旗地가 많고 宗室
覺羅八旗滿蒙漢子弟 및 在籍紳士들 가운데 근래 就學하고자 하는 많은 자들
이 헛되이 관례 때문에 登進에 구애되어 있습니다. 이들 인원을 선택해서 農
官으로 삼아 책임을 지고 일을 맡도록 한다면, 旗員에게는 任用의 길을 넓혀
주는 것이 되고 旗丁에게는 생계의 학문을 전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本籍
人이 本地의 농사를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이니 이미 다른 직무와는 같지 않
을뿐더러, 田産이 모두 本鄕에 있기 때문에 講求함에 반드시 힘을 다할 것이
며, 학문의 성과는 致用에 이를 것이니 고무되는 바가 점점 많아질 것입니
다. 한번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생겨나니 이는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141) (밑줄은 필자)

첫 번째 단락은 ‘興地利’의 차원에서, 두 번째 단락은 ‘廣甄拔’의 차원에서 農官 설
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墾荒을 통해 토지가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원이 
나서서 권도하지 않는 이상 地利를 다하지 못할 것이며, 宗室覺羅八旗滿蒙漢子弟 
및 在籍紳士들 가운데서 農官을 선발한다면 旗員에게도 임용의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旗丁에게는 생계의 학문을 전수하는 것이 되므로 한번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효과를 본다면 길림과 흑룡강에 확대 추진하겠
다는 계획도 덧붙이고 있다.142) 

앞서 赫哲族을 관할하던 富克錦협령아문이 폐지되면서 富克錦협령 毓麟은 길림 
만주 양홍기 협령으로 轉補되었음을 서술한 바 있다. 이 때 이 지역의 赫哲 4旗에 
대해서는 황지를 주어 안치시킨다고 하는 귀농 방안이 통과되었다.143) 구체적으로는 
이들 1200丁에 대해 實荒 12,000垧을 撥給하고, 아울러 3년간 恩餉을 지급하여 農
本으로 삼게 하며, 5년 후에 일률 升科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 귀농 丁戶들은 
행정적으로 臨江府 富錦縣의 관할 하에 있었지만, 기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된 만큼 

141) ｢東三省總督徐世昌奏請設立農官以興地利摺 倂單｣(光34.11.14), 政治官報 15, pp.216-217.
142) 위와 같음. 
143) 이하 富克錦 赫哲族의 귀농 방안과 관련된 서술은 다음의 두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였다. ｢吉

林全省旗務處爲富克錦旗務勿庸另設專科事給省公署的呈文｣(宣2.9.25), 吉林旗務 pp.139-141.;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富克錦原有赫哲四旗官兵撥荒安置情形事給東三省總督趙爾巽等
呈文｣(宣3.7.26),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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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旗署인 三姓기무승판처의 관리 대상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富克錦이 三姓으로
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에 따라 富克錦에 상주 인원을 두고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관리의 책임은 富克錦의 裁缺 佐校들에게 지워졌다. 
즉 裁撤된 이후로 原俸을 받고 있던 佐領 4명과 防禦 2명, 驍騎校 4명은 이곳 富
克錦에 남아서 지방관을 도와 赫哲旗丁을 단속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는 위의 農
官처럼 정식 관직은 아니지만, ‘기인의 귀농’이라는 신정기의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
는 데 있어 중요한 조력자가 된 것으로서, 청조의 입장에서는 原俸을 계속 지급하
고 있는 裁撤 旗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例이기도 했다. 이들이 제 역할을 잘하면 
장려하도록 하고, 못하면 벌로 原俸을 제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
한다.144)

五城부도통아문이 폐지되면서 이곳의 필첩식 가운데 몇몇은 해당지역 기무승판처
의 科員 등으로 이동하였듯이, 富克錦아문의 裁撤 筆帖式들 가운데 몇몇은 三姓기
무승판처 직원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본래 富克錦의 사무는 三姓기무승판처에 따
로 1科를 설치하여 전담하도록 하고 선통5년에 3년 恩餉이 완료되면 폐지할 계획이
었으나, 기무처는 “富克錦협령아문의 旗務는 예전부터 三姓부도통아문에 귀속시켜 
節制하여 왔었고, 현재 官兵이 모두 裁撤된 이상, 따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관할
하는 것은 그 명칭을 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裁撤하기로 한 宗旨에도 부합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145) 대신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검토해보니 三姓기무승판처에는 文牘科와 庶務科의 兩科가 설치되어 있고, 
폐지하면서 남겨진 富克錦의 檔案冊籍은 三姓기무승판처가 접수하여 관리하
여야 하므로 이들 兩科에 나누어 예속시켜 承辦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에 해
당 兩科에 副科員 각1명, 書記生 각2명, 聽差 각1명씩을 첨설하는 것으로 
하고, 따로 科를 설치하여 分職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 員書聽差 8명
에게 매달 지급하는 薪餉은 三姓승판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필
요한 款項은 전의 富克錦 아문의 판공비 항목에서 조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들 員書 역시 富克錦 아문의 裁撤 筆帖式, 貼書 등에서 분별하여 선발하도
록 한다면 숙달된 자들이라 일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
다.146) (밑줄은 필자)

144)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富克錦原有赫哲四旗官兵撥荒安置情形事給東三省總督趙爾巽
等呈文｣(宣3.7.26),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1472.

145) ｢吉林全省旗務處爲富克錦旗務勿庸另設專科事給省公署的呈文｣(宣2.9.25), 吉林旗務
pp.139-141. 

146)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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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富克錦의 업무 처리를 위해 별도로 科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원래 있던 兩科에 
전담 인원만 추가하여 경비를 절약하자는 것으로, 이 때 첨설하게 될 8명의 員書들
은 富克錦 아문의 裁撤 筆帖式이나 貼書 가운데에서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
는 裁撤 인원에게 새로운 출로를 마련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의 효율을 높
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렇듯 筆帖式들은 소속 旗署가 裁撤될 경우 그 旗署의 업무를 승계한 대체 관서
에서 유사한 업무를 맡아 옮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吉林省城의 경우 “종전의 
병·호·형·공 4司 및 印務處 소속을 모두 기무처로 예속시키고 5개의 분과를 설치했
다”고 하였듯이,147) 실제로 폐지된 兵司나 戶司의 委筆帖式이 기무처 各科의 科員
으로 충당되기도 하였다.148) 봉천에서는 五部를 폐지할 때 모든 部缺인원에 대해 
당시 趙爾巽 장군이 주청하여 각기 外用할 수 있도록 한 전례가 있었는데, 선통원
년 9월 동삼성총독 錫良과 봉천순무 程德全은 이러한 전례를 근거로 하여 종전 盛
京將軍 아문에 설치되어 있던 主事와 筆帖式, 外郞에 대하여 각기 직예주 知州, 知
縣, 州同 등의 지방관으로 보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49) 즉 旗署뿐 아니라 
民署로의 이동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근대적 학당이 改設되면서 기존 官學에 근무하던 이들이 ‘虛設’로 여겨져 裁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民官과 民署가 늘어나면서 기존 旗官과 旗署가 ‘虛設’
이 되어 폐지되었던 모습과 유사하다. 광서34년 9월, 기존의 淸文‧蒙文 兩官學을 하
나로 합쳐 근대적 교육을 표방하는 滿蒙小學堂을 세운 예가 있다. 이에 따라 예전 
官學에 근무하던 敎習들 가운데 우수한 자들은 만몽소학당의 敎習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助敎는 만몽소학당의 管理員으로 改充하였다. 이후 학무 권한을 획일화하면서 
이미 敎授의 책임이 없게 된 助敎들은 ‘虛設’이라는 판단 하에 裁撤하기로 결정하
는데, 문제는 이들의 출로였다. 이들 인원은 종래 필첩식에서 선발하여 온 자들로서 
4년의 임기를 채우면 吏部에서 정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通判으로 改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검토해보니 우익조교 蔭霖은 연한을 채운 상태였으나 좌익조교 訥欽佈는 
연한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연한을 채우지 않은 좌익조교의 경우 前將軍衙
門 裁缺 成案에 비추어 筆帖式으로 品에 맞추어 改用하도록 하고 改用 이전까지는 
原俸을 지급하도록 하였다.150)

147)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紀設立旗務處> p.1349.
148) ｢吉林全省旗務處官員履歷表冊｣(宣1.1), 吉林旗務 pp.40-68. 
149) ｢東三省總督錫良奉天巡撫程德全又奏籌給裁缺旗員出路片｣, 政治官報 26(宣1.9.16) p.292.; 

｢請予軍署各旗署主事筆帖式外郞等出路片｣(宣1.9.8),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905, pp.972- 
973.

150) ｢吉林巡撫陳昭常奏裁撤左右翼助敎二缺並將裁缺人員分別改用片｣(宣2.12.17), 政治官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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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학당은 旗缺의 점진적 폐지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旗官의 출결 시 
이를 대체할 인원 가운데 학당졸업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석량은 선통원년 6월 ‘旗官 출결시의 변통 방안’에 대해 奏摺을 
올린 바 있다.151) 여기서 석량은 “出缺이 생기면 補缺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장
하였으나 그 후 변통기제처는 咨文을 보내와, 새로운 변통장정을 반포하기 전까지 
“정무처에서 인준했던 黑龍江과 陸軍部의 武備新章을 본따 出缺시에는 우선 文武
各學堂 졸업생을 선발하여 보충하도록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152) 결국 1년만
인 선통2년 6월, 석량은 다음과 같이 旗官 출결시의 변통 방안을 수정하였다.

臣이 검토해보니 동삼성의 팔기 관병수는 종래로 定額이 있어서 各城에 分
駐하였었습니다. 현재 변통장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잠시 변통
기제처가 咨文에서 논의했던 방식에 따라, 出缺이 생기면 우선 학당 졸업자
에서부터 章程에 따라 선발하여 보충하도록 하고, 변통기제처가 전체적으로 
계획하여 따로 새로운 章程을 논의하기를 기다려 다시 점차적으로 변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153) (밑줄은 필자)

즉 변통기제처가 제시했던 방안을 수용하여 文武각학당의 졸업자들을 우선적으로 
出缺 旗官의 자리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旗缺을 점차 없애고 능력있는 자로 
대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학당이 그 졸업자를 出缺 旗官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旗缺의 점진적 폐지
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반면 旗官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일찍이 ‘旗
官 출결시의 변통 방안’에 대한 奏摺에서 석량은 이들 旗官의 출로와 관련하여, 品
에 맞추어 外官으로 調用하는 등의 방법 외에도 ‘法政을 학습하도록 보내는 등의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자고 청한 바 있다.154) 이렇게 하면 그 출신의 길을 넓
히면서 또한 위로 진급하는 길을 막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법정학당에서의 수
학 경험은 기존 旗官의 升階에 영향을 주었다. 즉 선통2년 7월 석량은 奉省법정학
당의 제1차 졸업생들이 1년 동안 봉천의 각 부서 및 길림, 흑룡강 등지에 파견되어 
실습을 끝냈으니 성적이 좋은 12명은 장려하여 官階의 승진을 허락해 달라고 주청
하여 인준을 받았다.155) 보임된 자리는 대부분 主事, 知縣, 州同 및 府經歷, 縣丞 

(宣2.12.22), pp.323-324.
151) ｢奉省旗官出缺不補逐漸變通辦法摺｣(宣1.6.22),錫良遺稿권7,문서번호865, pp.95-96.
152) ｢奉省旗官出缺暫照新章挑補片｣(宣2.6.28),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1082, p.1180.; ｢東三省

總督錫良奏遵議官兵出缺現擬暫照新章挑補片｣, 政治官報 36(宣2.7.7), p.129.
153) ｢奉省旗官出缺暫照新章挑補片｣(宣2.6.28),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1082, p.1180.
154) ｢奉省旗官出缺不補逐漸變通辦法摺｣(宣1.6.22),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865,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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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관직이었으나, 候補驍騎校가 防禦가 되고 防禦가 佐領으로 승진한 예도 포
함되어 있다. 즉 12명 가운데 2명은 八旗 武官인 셈이다. 이들 12명 외에도 봉천법
정학당의 1기 졸업생이 총 15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156) 물론 대다수가 품급이 
낮은 관원들이었지만 상당수의 旗官들 역시 신정기에 학당에 입학하여 근대적 교육
을 받고 더 나은 출로를 모색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155) ｢東三省總督錫良奏法政學堂畢業學員請獎摺 倂單｣(宣2.7.27), 政治官報 37(宣2.8.3), 
pp.67-68.

156) 최우등,우등,중등까지가 졸업이 가능한 등급이었으므로 입학생은 보다 많았을 것이다. 여하튼 
이들 총 156명의 졸업생 가운데 60명은 봉천성 各署에 남아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길림과 
흑룡강, 사천과 귀주로 보내졌다. ｢東三省總督錫良奏法政學堂畢業學員請獎摺 倂單｣(宣2.7.27), 
政治官報 37(宣2.8.3),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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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군사개혁과 旗兵의 재편
Ⅰ. 군사개혁의 배경
신정기 군사개혁은 교육개혁과 함께 가장 커다란 성과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는

다. 동북신정이 의화단사건과 러일전쟁이라고 하는 대외적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진행된 만큼, 외세에 대한 방어와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만주의 
군사개혁 역시 신정 사업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분야였다.1) 예비
입헌을 선포한 지 한 달 후인 1906년 10월, 載振과 徐世昌이 淸廷의 지시에 따라 
동북 시찰을 다녀온 후 그 이듬해 동삼성 정돈을 위한 판법대강 15조를 籌議하였을 
때에도, 그 가운데 4개 조항은 만주를 보호하고 육군을 정돈하며 토비와 마적을 초
무해야 한다는 내용에 할애한 바 있었다.2) 장군 缺을 독무 缺로 바꾸고, 知縣의 缺
을 첨설한다고 하는 관제개혁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군사개혁 관련 조항이 가장 
앞부분에 배열되어 있는데, 이는 동삼성에 대한 대대적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
던 당시 만주가 얼마나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만주 내 러시아와 일본의 공공연한 세력 확장과 위협은 練兵과 군사개혁의 필요
성을 절감하게 만든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 철수를 미
룬 채 만주에 계속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의 존재와 그 규모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다. 길림 경내 러시아인들의 행태는 일본인
의 시각이 농후하게 반영된 盛京時報에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 병사 2만여 명이 吉林省城에 주둔하고 있으며, 길림에서 장춘에 
이르는 도로변에도 역시 러시아 병사 수백 명이 나뉘어 주둔하고 있다. ……
현재 러시아 병사가 길림과 장춘 부근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胡匪를 초모하
고 있는데 이미 1천여 명에 이르러 1隊를 편성했으며, 武員을 파견하여 통
솔하면서 종일 操練하고 있으니 그 속마음이 실로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 어
려우나 당국자는 삼가 이 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또 어떤 
사람이 이르기로는 러시아 군대가 전에 길림과 장춘에 주둔한 것이 대략 3

 1) 행성의 설치 자체가 군사적인 의도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만주의 건성개제도 결국 대외적 
위기에서 만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군사적인 고려에서 단행된 것이었으며, 張謇이 1904년 ‘徐州
行省’의 설치를 건의한 것도 군사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형종, ｢淸代 後期 江北社會
의 이해 - 張謇과 江淮行省의 設置문제를 중심으로｣, 동아문화 47, 2009.

 2) 盛京時報(光33.2.7) p.2, ｢整頓東三省之政策｣ 2번,4번,6번,11번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2.
遼西제독을 설치하여 남만주의 中外居民을 보호한다. 4.육군을 정돈한다. 6.토비와 마적을 초무
한다. 11.만주에서의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保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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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 정도였는데 근래에 다시 1천 500명을 추가로 주둔시켰다고 한다.3) 
(밑줄은 필자)

즉 마땅히 철수하고 감축해야 할 마당에 러시아가 주둔군을 오히려 계속 증가시키
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胡匪를 초모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4) 또다른 기사에서도 “현재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吉林省, 長春府 각지에서 
兵勇을 초모하고 있는데, 매월 兵餉 60圓을 지급하고 있어 이미 초모한 자들이 수
천 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5) 러시아군이 길림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이렇게 인근에서 胡匪 등을 兵勇으로 끌어들여 兵餉을 지급
하면서 操練하고 있었다는 것은 철수가 아닌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의미였기에 더
더욱 긴급한 대처가 필요했다. 

胡匪와 결탁한 이들 러시아인들이 민간사회에서 자행한 횡포는 또 다른 사회 문
제를 일으켰다. 盛京時報는 광서32년 12월 1일 저녁 6시경에 寬城子 三道溝에서 
러시아인 7명이 그곳 전당포에 난입하여 돈과 물건을 챙겨 마차 3칸에 싣고 달아난 
사건을 기재하면서, 이들 범인들이 胡匪와 결탁하여 蜂蜜山에 모여 사는데, 그 세력
이 매우 창궐하니 속히 剿捕하지 않는다면 지방 치안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길까 염
려된다고 기록하기도 하였다.6) 다른 기사에서는 러시아의 東淸鐵路公司가 長春에 
華俄語學堂을 개설하여 중국학생을 받아들임으로써 세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미 경비를 마련하였다고 하니 러시아 정부의 윤허가 내려지는대로 공사
를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7) 사실관계만 보자면 러시아가 길림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중국인 胡匪를 초모하여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데다가, 이들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니면서 민간 사회를 어
지럽히고, 어학당까지 개설하여 중국인 학생을 입학시킴으로써 사회 저변에까지 그 
세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세력 확장과 이에 대한 일본
측의 경계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행사가 양국의 그늘 아래에서 상당히 어
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장춘이 개방됨에 따라 이곳에 통상을 위해 오고
가는 각국 역시 러시아 주둔군의 존재가 달가울 리 없었다. 商務에 커다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본을 비롯한 몇몇 열강이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러

 3) 盛京時報(光32.9.1) p.3, ｢東三省要聞｣
 4) 胡匪는 동북에서 土匪를 칭하던 옛 명칭이다. 田志和, ｢近代東北胡匪述要｣, 東北師大學報

1992-3.; 蔡少卿, ｢近代中國的土匪｣, 社科廣角 2005-6.
 5) 盛京時報(光32.9.1) p.5, ｢哈爾濱俄人近狀｣
 6) 盛京時報(光32.12.9) p.2, ｢俄人野蠻｣
 7) 盛京時報(光32.11.26) p.3, ｢俄將設語學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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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는 결국 광서33년 정월에 철퇴하겠다고 성명하기에 이른다.8)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 역시 동삼성에 대한 침탈행위에 적극적이었다. 동삼성을 둘

러싼 열강의 세력 다툼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확실히 위협하게 된 것은 러일전쟁 이
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동반도의 租借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석량이 선통원년 6월, 동삼성 統制의 책임을 지고 길림과 흑룡강을 시찰한 후 보고
한 密摺에는 일본과 러시아 양국 사이에 처한 동삼성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자
세히 기술되어 있다.

삼가 奴才가 동삼성을 統制하라는 恩命을 받들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동
삼성이 天下 大局과 관계되어 전국의 힘으로 경영하고 주획하지 않고서는 
圖存하기 힘들다는 것을 익히 들었으나, 내심 이것이 言者의 과장이라고 생
각했었습니다. 지금 길림과 흑룡강 兩省을 돌아보고 와서 일체의 정황을 체
찰하고 나니, 실로 말로 그쳐서는 안되는, 소문보다 절박한 것임을 알게 되
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책모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봉천에서는 철로 경영에 여력
을 남기지 않고 있는 바, 근래 안봉철로의 궤도 변경을 논의하면서 실로 이
것을 한국의 京義線과 연결시켜 운수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점거하고 있는 撫順탄광에서 매일 채굴해내는 석탄이 심히 많아 거두어들이
는 은량이 매우 풍부하고 이를 모두 用兵 비용으로 비축하고 있으니 그 속
셈이 극히 음흉하다 할 것입니다. (일본은) 길림에서는 間島문제의 해결을 계
속 미룬 채 憲兵, 警隊가 시시로 경내로 들어와 소요를 일으킴으로써 빌미를 
만들어 이를 통해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會寧에서 우리의 寧古塔까
지 철로를 열어 이를 吉林, 長春과 연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명색은 商
이지만 실제로는 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대개 봉천과 길림 兩省을 모두 저
들의 철로로 포위시켜 우리의 목숨을 통제하는 데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
다. 또한 은밀히 러시아와 강역을 획분해 다스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日人의 
책략은 이와 같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哈爾濱에서부터 흑룡강의 러시아 경계에 이르기까지 원
래 幹路가 있는데 各站마다 公議會를 조직함으로써 이를 행정의 기초로 삼
고 있습니다. 烏蘇里江 철로 또한 길림성 邊界를 따라 부설하면서 경계 지역
에 民官을 두루 설치하고 移民實邊하며 모획한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우
리는 비록 여전히 황벽하지만 저들은 점차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래 

 8) 盛京時報는 吉林省城과 장춘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병사들 수백명이 정월 3,4일 寬
城子 東站에서 열차를 타고 북상했다는 소식과, 장춘 城內 二道溝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부
대가 정월 28일부터 7일간 일률 철회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잇달아 전하고 있다. 盛京時報
(光32.12.6), p.2 ｢俄軍撤退已有期｣; 盛京時報(光32.12.10) p.2, ｢俄兵裁撤續聞｣; 盛京時報
(光33.2.6) p.2, ｢長春俄兵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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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경계에 있는 우리 백성들 역시 드러내놓고 규정을 어기며 驅禁을 자행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러시아가 哈爾濱을 경영하면 일본은 長春을 경영함으로써 여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일본이 延吉을 욕심낸다면 러시아는 또한 琿春을 넘겨다보며 이에 
대응할 것입니다. 奴才는 이번에 하얼빈을 지나면서 흑룡강은 化外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이 생겨 日人이 그 가운데 끼어든다면 봉천과 
길림은 진실로 그들 수중에 있게 될 것이며, 러시아인이 다시 일을 도모하여 
흑룡강을 거두어들인다면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
에 하나 일본과 러시아가 다시 불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전처럼 中立
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설령 다행히 일이 없다 할지라도 遼東租借 
조약 13년 후 贖回 시기에 이르러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논
할 것도 없이 저들은 예비하기에 급급할 것이니 심히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
을지 염려됩니다. 밖에서 서로 전하기를 일본은 13년 안에 120 사단으로 편
성을 늘려, 13년 후를 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물러나 양보
하고 일마다 화평을 도모하지만, 그 때에 이르면 필시 행복할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중략)……奴才는 國恩을 두터이 받은 몸으로서, 어찌 감히 두려움을 
논하겠습니까마는, 상황이 이러하니 함묵할 수만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정에서 동삼성 籌辦의 宗旨를 속히 정하되, 천하의 全力을 가지고 나아가
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籌辦의 목적은 요동반도를 되찾는 것이며, 
그 籌辦의 정신은 13년 후 (요동반도를) 족히 회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9) (밑줄은 필자)

즉 일본이 봉천과 길림에서 철로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 
겉으로는 商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用兵 비용을 비축하는 등, 종
국엔 兵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흑룡강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을 견제하며 동
삼성을 무대로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석량은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양국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중국은 그 사이에서 지
금처럼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더 나아가 설령 양국 사이에 아
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일본으로부터 요동반도를 13년 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심
히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말미에 석량이 강하게 요청했던 사
항도 조정에서 조속히 동삼성 籌辦의 宗旨를 정하여야 하며, 요동반도 회수가 동삼
성 籌辦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의 위협은 동북신
정 추행과 동시에 군사력 제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열강으로부터 만주를 
지키는 것은 중국 전체를 위기에 빠트리는 것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이니만큼 천하의 

 9) ｢密陳東三省關繫大局情形摺｣(宣1.6.22),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867, pp.92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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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力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삼성에 창궐했던 匪賊의 존재는 군사개혁을 추동하게 만든 또다른 요인이었다. 

실제 광서말년까지도 성경시보의 <東三省要聞> 난에는 비적떼로 인한 사건사고 기
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실리고 있었다. 특히 길림의 邊疆인 琿春과 조선 강역 穩城 
일대에 匪徒들이 집중 은신해 있었고,10) 이들은 때때로 사람이 많은 곳에 출몰하여 
약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다.11) 동삼성에 이렇게 비적이 많은 원인에 대해 논자
는 旗人들이 토지소유권을 독점하면서 恒産이 없는 전호들이 恒心을 잃은 데서 비
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하였다.12)

나라를 세운 이래로 三省의 田土는 八旗兵民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三省의 토지소유권은 오로지 
八旗人들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漢人 가운데 入旗한 자들로서 이들 역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는 모두 토지를 살 수 있는 實權이 없다. 
關內 여러 省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단지 전토를 빌려 경작할 뿐이고 가
옥을 빌려 거주할 뿐으로서 이들을 佃戶라고 한다. 반면 팔기인들은 地主라
고 하여 때에 맞추어 (이들 전호로부터) 租稅를 거둔다. 전호 가운데 이를 
어긴 자들은 가옥과 田疇를 빼앗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 전호는 생업을 잃
고 돌아갈 곳이 없어 서로 모여 馬賊이 되곤 하는 것이다.13) (밑줄은 필자)

이어서 동삼성 전체에서 기인은 열 명 중 두 명에 불과하고 전호가 열에 여덟을 차
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전호에게도 토지매매권을 부여하여 恒産을 갖게 한다면 수년 
안에 이들 수백만의 전호들이 점차 변하여 恒心을 가진 良民이 될 것이므로, 도적
은 잡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고 內政은 스스로 다스려질 것이라 주장한다.14) 소위 
만한구별의 철폐를 통해 旗‧民 불문하고 모두 田産을 살 수 있는 실권을 가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듯 비적을 없애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책은 될 
수 있겠으나,15)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비적으로부터 
재산과 인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군경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었다. 

10) 盛京時報(光33.4.17) p.2, ｢擾邊匪徒又起｣
11) 盛京時報(光32.9.25) p.3, ｢胡匪出劫掠聞｣; 盛京時報(光33.4.19) p.2, ｢馬賊之猖獗｣; 盛京

時報(光33.10.12) p.5, ｢長春 賊匪在城搶掠｣
12) 盛京時報(光33.1.7) p.2, ｢論奉天三省多馬賊之原因｣
13) 盛京時報(光33.1.7) p.2, ｢論奉天三省多馬賊之原因｣
14) 盛京時報(光33.1.7) p.2, ｢論奉天三省多馬賊之原因｣
15) 旗民交産은 광서33년 12월에 합법화되었다. 朱壽朋撰, 光緖朝東華錄(中華書局, 1958), 光緖

33年 12月 辛巳, pp.583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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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재진과 서세창이 동삼성 정돈을 위한 판법대강 15조를 籌議하면서 ‘토비
와 마적을 초무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16) 만주의 改制와 新
政을 준비하고 있던 당시에 匪賊 문제는 항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목록에 
올라 있었다. 盛京時報 논설에 실린 ｢滿洲急務五條｣에도 ‘匪賊을 방어하여 백성
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17)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상업의 성
쇠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이 있으며, 商民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는 산업을 
진흥하고 상무를 推廣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상업의 진흥이라고 하는 동북신정의 
경제 축을 세우기 위해서도 비적에 대한 방어책을 국가가 신경 써서 확실히 마련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18) 

시종 동북신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간황사업 역시 비적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경우
가 많았다. 따라서 도적의 출몰이 잦은 곳에서는 墾戶와 황지를 보호해 줄 병사가 
필수적이었다.19) 즉 동북 일대에서는 일반 鄕民에서부터 商民, 墾戶 등을 불문하고 
비적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웠으며, 이는 인민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상업활동 
및 간황사업 등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는 바, 신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무
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과제가 바로 이들 비적의 초무였다고 할 수 있겠
다. 아울러 주변 열강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으로 도적이 창궐하면 밖
에서는 이를 매개로 간섭하기에 용이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선통원년 러시아는 병
력을 제공해 북만주 마적을 진압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다.20) 물론 외무부에서 
거절하긴 하였지만 이는 비적의 존재가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신정기 동북의 군사개혁은 비적이라고 하는 
내부적 위협과 러시아와 일본 등 외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지역과 인민을 보호하
고 이를 통해 국가적 근대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 위에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에 구식 군대는 그 체계가 혼잡할뿐더러 낙후하고 부패하
여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 중론이었다. 아래 인용문은 동삼성 
총독 서세창이 三省의 순무들과 함께 동삼성 군정을 총괄할 기구의 설립을 주청하

16) 盛京時報(光33.2.7) p.2, ｢整頓東三省之政策｣
17) 盛京時報(光32.9.25) p.2, ｢滿洲急務五條｣
18) 盛京時報(光32.9.25) p.2, ｢滿洲急務五條｣
19) 盛京時報(光34.5.5) p.5, ｢吉林 請派馬隊保護墾荒｣ 길림 郭爾羅斯 부근은 예로부터 도적의 

출몰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營制 개편으로 墾戶를 보호해 줄 병사가 없어지게 된 경우이다. 이
에 길림순무와 민정사에게 馬隊 1營을 파견하여 해당 황지에 分駐케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
였다. 

20) ｢吉林諮議局爲整頓軍務的議案及吉林行省的批文｣(宣1.10), 吉林軍事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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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글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개혁이 필요한 동삼성의 군정 제도 및 군대의 모
습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옛 제도를 살펴보자면, 盛京에 兵部를 설치하여 兵籍을 관리하였으나, 三
省장군 이하에도 각기 兵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俸餉이나 徵調 업무는 모
두 兵部에 예속되어 있는 등 제도가 완선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되어 
적폐가 생겨나고 나날이 廢弛해졌습니다. 兵部는 전에 주청하여 폐지하였고 
남아 있는 兵司 역시 단지 旗營의 호적만을 다루고 있어 전체 군사관련 업
무를 총괄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전체 三省의 군대를 보자면 八旗額兵, 巡防營, 捕盜營, 護墾隊 등이 있어 
총 馬‧步 백 수십 營이 됩니다. 土客이 병존하고 훈련법이 통일되지 않아 제
도는 혼잡하고 나뉘어 있으며 기세는 산만하고 나태합니다. 臣等이 부임 초
에 또한 육군 1鎭과 2개의 混成協을 뽑아 요지에 나누어 주둔시키자고 주청
하였으나, 군정을 통괄하는 중추가 없기 때문에 정돈하고 획일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21)

첫 번째 단락에서는 동삼성 군정이 오랫동안 성경병부아문과 동삼성장군아문의 兵
司에 의해 통할되었으나 현재 병부를 폐지하고 행성을 설치하면서 군정통치의 기초
가 바뀌었음에도 兵司는 남아있으면서 旗營의 호적만을 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즉 兵司가 애초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아닌 만큼, 전체 군사 업무
가 귀속될 중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동삼성 군대가 그 종류와 명칭이 복잡하고 훈련 방식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병사들
의 기세는 산만하고 나태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구식 군대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개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군정을 통괄할 
중추가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정 실시 이전 만주에는 주방팔기와 녹영 외에도, 練軍, 防軍, 그리고 여기
에 개편된 捕盜隊 등이 혼재되어 있어 그 명칭과 편제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練軍은 ‘器械는 간단히 하고 훈련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
름으로, 동치6년(1867년) 4월 길림장군 富明阿가 오로지 剿匪를 전문으로 하는 길
림 군대의 편성을 주청하여 성립되었다. 각 駐防城 旗兵 가운데 馬步兵勇을 선발하
여 서양식 훈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훈련을 거치지 않은 팔기 營兵과 명칭을 구분
하였다.22) 길림주방의 팔기병은 이렇게 해서 점차 練軍과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을 

21) ｢東三省總督會同奉天吉林黑龍江巡撫奏議設東三省督練處摺 附:督練處暫行章程｣(光33.12.6), 
吉林軍事 pp.44-52.

22) 吉林省志 권14 軍事志(王景海 主編,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1996),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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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병역제도에 있어서도 세습제도와 초모제도가 병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동치원년(1862년)부터 청 정부는 民勇을 招募하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길림 練軍 
역시 한편에서는 팔기 額兵에서 선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民勇을 초모함으로써 조
직되었다. 이때부터 길림에서는 팔기주방병을 점차 줄이기 시작하였다.23)

광서6년(1880년)에는 吉林將軍 銘安과 欽差邊務督辦 吳大澂이 주청하여 邊防을 
전문으로 하는 吉林靖邊軍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통상 防軍이라 칭했다. 길림동부지
구에서 馬步兵勇 1만 명을 초모하였는데, 그 이듬해(1881년) 2천 명을 裁撤하고 1
천 명은 外省으로 調用하여 실제 훈련받은 것은 7천 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邊界 각 요지에 주둔하여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24) 이들 吉林 練軍과 靖
邊軍의 官佐는 모두 八旗 武將 가운데에서 轉任되어 왔으며, 兵源은 한편으로는 주
방팔기병에서 선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새로 초모하기도 하였다.25) 

길림에는 이들 練軍과 防軍 외에도 吉字軍이라 불리는 군대가 광서12년(1886년)
에 편성된 바 있다. 동삼성 연병대신으로 파견된 穆圖善이 광서11년 12월(1886년 1
월) 요녕의 盛字軍 및 흑룡강의 齊字軍과 함께 吉字軍을 편성할 것을 주청함에 따
라, 이듬해 길림장군 希元이 八旗壯丁 가운데 4500명을 뽑아 吉字軍 10營을 편성
하고 같은 해 9월 1일 훈련을 시작하였던 것인데, 소속은 해군아문이었으나 길림장
군이 대신 관리하는 체제로서 실제로는 동삼성을 위한 전략예비대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吉字軍은 청일전쟁 당시 遼南에 참전하였다가 궤멸되었으며, 이후 의화단
사건으로 1900년 러시아군이 동북에 침입했을 때 길림장군 長順이 투항하면서 길림 
練軍과 靖邊軍 역시 무기를 모두 반납하고 전부 해체되었다.26) 

즉 러시아가 길림을 침점한 이후 길림경내에는 정식 군대가 없었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지방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길림장군 長順은 러시아군과 상의하여 馬隊 
17營, 步隊 23營으로 이루어진 捕盜隊 40營을 招募하였다. 馬隊는 每營마다 200
명, 步隊는 每營마다 400명으로 구성되어 병사는 12,600명이었고 관원을 합치면 총 
1만 5천여 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10軍으로 나뉘어 延吉, 寧古塔, 琿春 등 요지에 
주둔하면서 盜匪를 방어하고 초멸하는 임무를 맡았다.27) 무기는 40여종이었는데 편
차가 커서 營哨에서조차도 획일되지 않았다고 한다.28) 신군이 성립하기 전까지 길

pp.333-334. 
23)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p.156-158.
24)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p.28-29.
25)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406.
26)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29, pp.333-334.
27) ｢吉林將軍衙門兵司爲啓用總理行營營務處兼陸軍學堂關防的移文｣(光32.2.18), 吉林軍事 

pp.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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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 존재했던 군사는 旗兵 외에 이처럼 練軍, 防軍, 吉字軍, 捕盜隊 등 다양했지만 
新軍과 구별하기 위해 이들을 모두 練軍으로 통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도가 혼잡하고 나뉘어 있었다는 것 외에도, 서세창이 지적했듯이 ‘병사
들의 기세가 산만하고 나태하다’는 것 역시 동삼성 군대의 커다란 문제점이었다. 
東三省政略 軍政篇에는 “旗兵 외에도 동삼성 전체에는 총 馬‧步 1백 수십 營이 있
었는데, 旗兵도 문제이거니와 이들 馬·步 各營은 비적과 다름없었다”는 구절이 나온
다.29) 駐防軍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아서, “군인의 자격이 없어진 지 오래이며 심지
어 游手好閒도 있다. 비록 소득이 적긴 하나 이마저도 모두 허비하니, 旗丁의 생계
는 날로 궁박해지고 公家의 방위에도 전혀 효과가 없어 변통이 불가피하다.”고 묘사
되어 있다.30) 이렇게 旗丁이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잃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일찍이 광서11년 張謇은 그의 일기에 “盛昱이 와서 오
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길림의 旗丁 대다수가 漢籍으로 籍을 바꾸어 徵調를 피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사람은 갈수록 얻기 어렵고, 군법은 갈수록 寬
弛해졌다.”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31) 심지어 이들은 항상 餉銀이 부족하여 다수
가 鄕民을 약탈하여 자급하였다고 하는데,32) 실로 “예전에는 병사가 아닌 丁이 없
었으나, 지금은 廢弛해 지지 않은 병사가 없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다.33) 

앞서 러시아가 胡匪를 모집하여 군사훈련을 시킨다든지 러시아인이 胡匪와 결탁
하여 민간에서 소요를 일으킨 사건을 기술한 바 있는데, 이는 역으로 비적이 군사화 
되고 이들 비적과 병사가 한데 어울려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는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兵餉 등 병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비적으로부터 향민을 보호해야 할 군사집단
과 비적떼의 구분이 불분명해졌다는 것은, 백성과 그 지역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
를 지켜야 할 온전한 군사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는 결국 기존 군사체계
를 철저히 개혁하여 새롭게 군사를 편성하고 새로이 군정시스템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28) 吉林市志 軍事志(唐明吉‧李开山 主編, 吉林市地方志編纂委員會, 2001), pp.77-79.
29)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35.
30)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官兵篇 p.1351.
31) 張謇全集(南京:江蘇古籍出版社, 1994) 第6卷(日記) 광서11년 7월 16일 기록. 여기서 언급하

고 있는 盛昱은 양백기 소속으로 국자감 祭酒를 역임한 張謇의 지인. 字는 伯熙.
32) 盛京時報(光33.10.12) p.5, ｢吉林 已撒駐防軍之多逃逸｣
33)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述要 p.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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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제 정돈과 新軍의 편련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서세창은 부임 후 東三省督練處를 설치하여 3省의 군사업무

를 총괄하는 군사개혁의 통일된 책임기구로 삼음으로써 개혁추진의 기반을 마련하
였다. 위에서 구식 군대의 문제점을 서술하는 가운데 동삼성의 독무들이 會奏하여 
동삼성의 군사업무를 통괄할 중추적 기구의 설립을 주장했음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서 지칭했던 중추적 기구가 곧 동삼성독련처였다. 사실 길림에는 전임 장군 達桂가 
광서32년 육군보대 1協을 편련하면서 설치한 독련처가 존재했고 이것이 동삼성 독
련처의 시작이었지만, 길림 한 省에만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어 서세창이 동삼성독련
처를 설치하면서 바로 폐지되었다.34) 서세창이 광서33년 12월 擬定한 ｢東三省督練
處試辦章程｣에는 총독이 督辦, 각성 순무가 會辦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제도
적으로 독무가 군대의 지휘계통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에 총참의 1명
과 송화강, 흑룡강 등지에 설치한 해군참의관 등, 전체 관병과 부역 인원은 총 292
명에 달했다. 이렇게 인원을 많이 배치한 이유는 동삼성독련처가 三省의 兵事를 총
괄하면서 新軍 開練 및 駐防 旗營의 정돈을 담당하는 등 그 사무가 번잡하여 다른 
省에 비해 필요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35) 

독련처가 세워지자 이어서 東三省 糧餉總局, 測量總局, 軍械總局 등의 기구가 설
립되었다. 양향총국은 奉天省城에 설치되었는데 육군 제3진이 長春에 주둔하고 있
어 봉천으로부터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일부 標營 各隊는 또한 寧古塔 등지에 分
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長春府에 糧餉分局 한 곳을 따로 설치하였다.36) 측량
총국의 기초는 광서32년 길림장군 달계가 설립한 길림 測繪學堂이었다. 서세창이 
부임하면서 광서33년 봉천에도 측회학당 한 곳을 설립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육군부
에서 전국 군용지도를 측회하자고 주청하면서 모든 실지측량과 製圖 등의 사무를 
각성 독무가 주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봉천과 길림 두 측회학당의 첫 졸업생 
180여명이 바로 측량대로 편성되었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동삼성 측량총국이 설립
되었던 것이다.37) 이는 일본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동삼성 총 면적은 일본의 두 배

34) ｢東三省總督會同奉天吉林黑龍江巡撫奏議設東三省督練處摺 附:督練處暫行章程｣(光33. 12.6), 
吉林軍事 pp.44-52.

35)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36. <附奏設東三省督練處試辦章程摺> ; ｢東三省總督會
同奉天吉林黑龍江巡撫奏議設東三省督練處摺 附:督練處暫行章程｣(光33.12.6), 吉林軍事
pp.44-52.

36) ｢吉林全省旗務處爲准吉林陸軍糧餉局啓用關防的移文｣(宣2.8.22), 吉林軍事 pp.61-62.
37) 육군부에서 奏定한 陸軍測繪學堂章程은 各省에 측회학당을 하나씩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삼성의 경우 사정이 내지와 달라서 각자 세울 경우 사옥 건축 및 도구 구입 비용과 
外人 초빙 비용 등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광서34년 9월 길림측회학당을 봉천의 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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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넘고 계속해서 졸업생들을 통해 확대한다 해도 수십 년이 아니면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길림은 한국 및 러시아와 접하고 있어 영토문제가 관련이 되
는 만큼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측량 업무는 우선 길림에서부터 착수하기로 결
정한다. 그 다음은 흑룡강으로 하고, 마지막 순서에 봉천을 배치하였다.38) 아울러 
봉천에 軍械總局을 세우면서 길림과 흑룡강에도 각기 분국을 설치하였다.39) 이들 
양향총국, 측량총국, 군계총국 등의 기구가 동삼성독련처의 지휘 아래 분업 협력하
는 보조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동삼성의 군정은 통일되고 정돈될 수 있었다. 독련처나 
측회학당의 경우에서 보듯이 길림이 군제 정돈과 관련하여 동삼성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한 것들이 여럿 있었고, 이는 길림의 마지막 장군이었던 達桂가 재임하던 당시
에 이루어진 성과들로서, 당시 길림이 국경 등 대외 문제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
었던 상황이라는 점과 관련될 것이다. 

군제정돈과 함께 신정기 군사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군의 편련이 만주
에서도 진행되었는데, 동북신정의 특징인 북양집단의 영향이 이 부분에서도 농후하
게 나타났다. 일찍이 광서31년 요서 지방의 盜匪 초멸을 위해 봉천장군 趙爾巽이 
도움을 주청하자 북양육군 제3진 보대 제5협 統領이 병사를 이끌고 保定에서 錦州
로 이동하였던 것인데, 서세창은 부임 후 해당 鎭의 全軍을 동삼성으로 보내줄 것
을 주청함으로써 대략 1만 2천 5백 명에 달하는 제3진의 관병 전체가 만주로 이동
하게 된다.40) 육군 제3진은 봉천과 길림 요지에 나뉘어 주둔하였는데, 길림 長春府
가 지리적으로 동삼성의 중심이고 일본과 러시아 양국 철도의 교차지이자 중국인과 
외국인의 잡거지라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鎭의 사령처가 되었다.41) 이뿐만이 아니
라 육군 제1混成協과 제2混成協도 北洋에서 調用하였다.42) 즉 제1혼성협은 북양육
군 제5진과 제6진에서 추려 만든 것으로, 광서33년 6월을 전후로 만주에 들어왔으
며 新民府가 주요 주둔지였고, 총 5,109명의 관병으로 구성되었다.43) 제1혼성협이 
완성된 후 다시 북양육군 제2진과 제4진에서 선발하여 성립시킨 것이 제2혼성협으

학당으로 歸倂시키고 명칭은 동삼성육군측회학당으로 하였다. ｢東三省總督吉林巡撫爲東三省設
立陸軍測繪學堂及招考告示分發張貼的札文｣(光34.9.5), 吉林軍事 pp.343-344.

38)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0. <紀東三省陸地測量總局及測量隊>
39) ｢東三省駐吉軍械分局爲啓用關防日期的咨文｣(光34.9.5), 吉林軍事 pp.54-55.
40)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p.640-642. <紀陸軍第三鎭> 육군 제3진의 軍官軍佐員 총

수는 748명이었고 目兵匠夫 인원은 총 11,788명이었다.
41)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40. <紀陸軍第三鎭>
42) 동북신군은 鎭을 전략 기본단위로 하였는데, 각 鎭은 2개의 步隊協으로, 각 協은 2개의 標로, 

각 標는 3개의 營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混成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鎭이 
관할하는 步隊協과는 달리, 자체 내에 보병 2표 외에도, 기마병, 포병, 공병, 수송병 등의 부대
를 두고 있는, 鎭의 축소판이었다. 실제로 鎭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었다.

43)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44. <紀陸軍第一混成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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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봉천 旺官屯에 주둔하였으며 編制는 제1혼성협과 동일하여 총원은 5,109명이
었다.44) 즉 제3진과 제1,2혼성협의 존재는 동삼성 관제개혁 준비단계부터 시작된 
북양집단의 이입이 군사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지에서 들여온 군대 말고도 만주에 있던 기존 군대를 재편하여 신군을 
형성하기도 하였는데, 봉천육군 제1표와 제2표, 길림육군 제1협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봉천육군 제1표는 애초 조이손 장군이 훈련시켰던 協巡 步隊 1營과 礮隊 1
營을 모태로 한다. 이후 서세창이 민정부에서 協巡隊 600여 명을 뽑아 親軍營으로 
만들면서, 조이손이 구성했던 이 협순영 등과 합병하여 봉천육군 제1표를 성립시켰
다.45) 봉천육군 제2표는 예전부터 있었던 巡防 各營 가운데 精壯 兵丁을 뽑아 步隊 
3營으로 편성한 군대로서, 신군의 훈련법을 익힌 官佐를 포함하여 총 관병수는 2천
여 명에 달했으며, 제1표와 합하면 4천 5백 명이 넘었다.46) 

吉林陸軍步隊 第1協은 1906년 장군 達桂가 편성한 것으로서, 길림 최초의 新軍
으로 분류된다. 길림 신군은 기존 八旗軍이나 練軍과 구분하기 위해 이름지어진 것
인데, 의화단 사건 이후 포도대 40營에 의지하고 있었던 길림의 군사 체계는 吉林
步隊 1協의 편성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47) 達桂는 길림 각지에 창궐해 있
는 비적을 초멸하기 위해 부임 후 곧바로 각지에 병사들의 파병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판단하에 常備軍의 조직을 주창하게 된다. 북
양군에서 상비군을 招練했던 것과 같이함으로써 鎭攝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48) 아래 인용문은 達桂가 全省 旗營 내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常備陸軍步隊
를 결성하겠다고 요청하는 주접의 일부이다. 

검토해보니 길림은 일찍이 흑룡강과 함께 강력한 군사로 천하에 이름을 날렸
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軍興이래 徵調가 빈번하여 傷亡이 계속 이어짐으
로써 남자들은 적어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나태하고 안이한 습관이 스며
들어 점차 폐이해졌습니다. 근래에는 物力 또한 艱難해져서 미곡과 땔감 등 
나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등귀하였지만, 兵餉은 한계가 있어 1인의 
餉으로 8인 가구를 부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다른 생업을 경
영하여 보태고 있는 실정이라 操防은 더욱더 힘을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
(중략)… 이에 모든 協佐들과 마음을 다해 상의한 결과, 內外各城의 모든 甲

44)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47. <紀陸軍第二混成協>
45)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35.
46)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35.
47) 吉林市志 軍事志, pp.77-79.
48) 盛京時報(光32.10.9) p.2, ｢吉省擬練常備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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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은 응당 衙署, 倉庫, 城門, 堆撥, 街道 등 맡은 바 임무가 있으므로 모두
를 裁撤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擬定하건대 通省의 領催 
前鋒 披甲 10,934명 가운데 5천 명을 뽑아 常備軍 1協을 편성하고자 합니
다. 각각의 해당 甲兵 가운데 新軍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老弱疲軟자는 
바로 裁汰하고, 같은 좌령 내의 西丹을 따로 뽑아 충당한다면 기인생계에도 
결코 방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新軍을 모두 旗籍에서 조사하여 채
울 수 있으므로 멀리 잡다한 곳에서 招募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근본을 
굳건히 하면서도 강성함을 도모할 수 있는 길입니다.49) (밑줄은 필자)

길림성 旗營 내에서 5천명을 선발한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육군보대 1협은 기
본적으로 팔기를 그 兵源으로 하였다. 즉 동삼성 팔기병정 가운데 신군에 들어가게 
된 자가 생긴 것은 바로 이처럼 길림육군보대 제1협을 편성하면서부터였으며, 이는 
또한 길림군대에 신군의 훈련법이 생기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였다. 士兵은 本省 十
旗와 五城 前鋒披甲 各軍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외에, 官佐는 各旗의 協領, 佐領, 
防禦, 驍騎校 및 世職 各官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50) 병사 선발을 위해 이를 추진
할 관원의 선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위해 通省 職任佐防校官 가운데 
25세 이상 45세 이하 150명을 먼저 뽑기로 하고 각지에 후보자 명단을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병사를 선별할 관원의 임명도 쉬운 일은 아니라서, 三姓의 경우 
額設 佐防校官 40명 가운데 12명은 省에 머무르거나 아직 到任 전이라 제외할 수
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가운데에는 합격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世職 騎都尉‧雲騎
尉‧恩騎尉 등의 官에서 합격자를 뽑아 보충하여 10명을 선발하고 제외시킨 12명과 
함께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51) 이처럼 관병 선발에 어려움이 따르긴 
하였으나 達桂가 상비군 조성을 의정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광서32년 6월 1일
에 이르러 길림 육군보대 제1협이 정식으로 성립하게 된다.52) 전체 協은 제1標와 
제2標로 조성되었고 每標 아래에는 3개의 營이 있어서 총 6營으로 구성된 편제를 
갖추었으며, 全軍의 편성이 완성된 후 琿春, 延吉, 寧古塔, 額木索 등지에 나누어 
주둔함으로써 변강을 방어하였다.53)

초기에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광서33년 

49) ｢吉林將軍達桂奏爲挑選甲兵起練常備軍摺｣(光32.1.24), 吉林軍事, pp.265-266.; ｢吉林將軍達
桂奏爲挑選甲兵起練常備軍摺｣(光32.1.24),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上諭奏摺 pp.362-364.

50)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55. <紀吉林陸軍步隊第一協>
51) ｢三姓副都統爲編練常備軍揀選官員送省的咨文｣(光32.3.5), 吉林軍事 pp.267-269.
52) ｢吉林巡撫陳昭常奏吉林常備軍應發小口糧及旅費房租請作正開銷摺｣(光34.11.22), 吉林軍事

p.602.
53)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55. <紀吉林陸軍步隊第一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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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자 盛京時報에는 “길림에는 또한 常備軍 1協 2標가 있어 새로운 장정에 
따라 敎鍊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심히 우스울 지경이다. 營房을 建造하는 데 또
한 70만 량이나 사용하였으나 여전히 흙담 판자집에 불과하며 집의 형태를 갖추지
도 않았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54) 이는 새로이 편성한 상비군을 포함한 당
시 吉林防營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으로서, 
기존 방위체계를 철저히 개편하고 새로운 인력과 자원을 충원해야 할 시점임을 시
사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서세창이 부임하여 길림의 各營을 검열한 결과, 훈련이 
아직 미숙하고 達桂가 비록 육군부를 통해 各鎭에서 目兵 20여명을 뽑아 길림으로 
데려갔다고는 하나, 統帶 이하 各員들이 신식 육군 조련방법을 잘 모르는 등 부족
한 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55) 이에 서세창은 북양으로부터 육군 將弁을 
뽑아 두 標의 統帶 및 參謀, 督隊 등의 관으로 나누어 파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삼성독련처 總參議인 總兵 田中玉을 길림에 주둔시켜 훈련을 독칙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진보를 보게 되었는데, 서세창은 스스로 “훗날 팔기자제가 
다시 국초의 위풍을 보이게 된 것은, 바로 이 길림육군 제1협의 선도가 없었으면 
비롯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56) 

이들 신군의 편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었던 까닭에, 서세창은 신군
편련과 동시에 기존의 營·隊를 기초로 조정을 가하여 원래의 지방군대를 정돈하고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하였다. 즉 서세창은 부임 후 ｢陸軍部巡防隊暫行章程｣에 근
거하여 捕盜隊, 制兵 등 3省의 기존 군대를 개편하여, 각기 奉天五路巡防隊, 吉林
五路巡防隊, 黑龍江五路巡防隊를 조직하였다.57) 길림의 경우 徐世昌과 朱家寶가 상
의하여 기존 포도대 40營에서 8營을 감축하여 馬隊 15營과 步隊 17營, 즉 32營으
로 개편하였으며, 육군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前後左右中 5路로 나누었는데, 
中路만 馬隊 8營으로 하고 나머지 4路는 6營씩으로 하여 광서34년 3월 1일에 일률 
편성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제독 孟恩遠을 파견하여 길림오로순방대의 독판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또한 各軍에서 절약한 餉으로 備補隊 1營을 모집하여 육군장정에 
따라 훈련시켜 수시로 선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장래의 육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제 5路 가운데 中路가 유독 방어지역이 광활하고 지형이 

54) 盛京時報(光33.4.27) p.3, ｢吉林防營一覽表｣
55) 소위 辦理가 미진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병정의 나이가 너무 많았고 

또한 아편을 흡식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 아니라, 개판 이후에는 도망하는 자들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協標營隊의 각 官長들 가운데에는 훈련하고 교육하는 방법을 모르는 자들도 많았
다.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55. <紀吉林陸軍步隊第一協>

56)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55. <紀吉林陸軍步隊第一協>
57)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p.687,69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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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라 전에도 일찍이 유격대 200명을 모집하여 해당 지역에 주둔시킨 바 있는
데, 이렇게 별도의 군대를 형성하였음에도 統屬되지 않자 이 備補隊 1營을 中路에 
귀속시킴으로써 광서34년 12월 1일에 편성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5路 各
營은 총 33營이 된 셈인데, 每路마다 統領 1명씩을 설치하고 이들은 모두 독판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일을 기하였다.58)

서세창은 순방대의 성립으로 길림의 匪患이 그 전에 비해 안정되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물론 신정이 무르익어 治所를 설치하여 招墾을 장려하고 林礦 등 여러 실
업이 나날이 확충됨에 따라 곳곳에서 병력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등 여전히 어렵고 
부족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관병을 가지고 개편 이후 1
년 간 크고 작은 전투 54戰을 겪으면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즉 기존 
포도대 40營, 전체 15,485명에서 순방대 33營으로 개편함에 따라 병력수는 단지 
8,249명으로 줄었고, 薪餉으로 보자면 예전에는 일년에 은 1,038,000량을 지급했던 
데 비해 개편 이후 772,878량을 지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전공을 세운 자들에
게 적절한 포상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9) 이는 규모와 예산의 감축에도 불구
하고 단기간에 순방대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순방대는 기존 捕盜隊를 축소 개편한 것으로서, 捕盜隊의 역할이 盜匪 초멸에 있
었듯이 순방대 역시 盜匪를 초멸하여 각종 신정 사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뽑
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였다. 비록 양적으로는 축소되었지만 순방대가 이처럼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질적으로 포도대에 비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즉 독일에
서 구입한 서양무기를 갖추게 하였으며 육군규제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60) 또한 薪餉이 일년에 은 1,038,000량에서 772,878량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전체인원이 15,485명에서 8,249명으로 감축된 것에 비하면 일인당 薪餉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이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길림순무 朱家寶가 포도대의 순방대로의 개편을 주청하면서, 그 이유로 ‘포
도대 응모자의 성분이 복잡하고’, ‘군영과 도적 두 길 모두 驍悍無賴가 서로 屯寄하
는 곳이 되었다’는 점을 들었듯이,61) 포도대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였고 이는 제대로 된 선별을 거치지 못한 구성원의 수준과도 관련되는 것이었다. 이

58)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p.695-696. <附奏陳吉省遵章改編巡防隊並派大員督辦防剿
摺>; ｢督撫憲奏吉省遵章改編巡防隊並派大員督辦防勦成效漸著摺｣(宣1.3.29), 吉林官報 제12
기(宣1.4.11발간)(淸末官報匯編 39所收), p.19299.

59)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p.695-696. <附奏陳吉省遵章改編巡防隊並派大員督辦防剿
摺>; ｢督撫憲奏吉省遵章改編巡防隊並派大員督辦防勦成效漸著摺｣(宣1.3.29), 吉林官報 제12
기(宣1.4.11발간)(淸末官報匯編 39所收), p.19299.

60)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p.334-335.
61) 吉林市志 軍事志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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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도대를 순방대로 개편하면서 보다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쳐 인원은 감축하되 
이들에 대한 대우는 개선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서세창이 요청한 포상 문제에 대해 “석량으로 하여금 다시 검토하여 상주
하도록 하라”는 硃批가 내려지면서,62) 석량은 부임 후 순방대가 보여준 성과 및 이
에 대한 장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주하기에 이른다. 

餉項을 아끼고 선발과 조련을 엄격히 하며 기율이 비교적 정돈되자 防剿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각 員弁들은 일생을 목숨을 바친 자들
로서, 작은 노고라도 기록하기에 족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만약 후하게 
포상하여 공을 세운 자들을 대우하지 않는다면 軍心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데 부족할 것입니다. …(중략)… 삼가 생각건대, 吉省은 沃野가 수천 리로서 
물산이 풍부하지만, 이전에는 이것이 모두 도적떼에게 버려졌습니다. 따라서 
實邊은 반드시 移民을 首策으로 해야 하지만, 移民은 더더욱 治匪를 중요 
방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行省을 건립하고 순방대를 개편한 이래 2년의 세월 
동안 수시로 초무하여 비적이 나날이 줄어들고 盜案은 나날이 적어져, 이로 
인해 토지가 개간되고 商民이 따라 붙어 종래 窮荒했던 지역이 점차 생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다치거나 사망한 각 員弁들을 밝혀내어 분별
해서 恤賞을 청하고, 각지에서 처형을 당한 盜匪의 人數는 따로 奏摺을 통
해 보고하도록 하며, 千總 이하 各員에 대해서는 部에 알려 검토 후 포상하
도록 하는 외에, 諭旨에 따라 길림의 巡防各軍이 그동안 비적 초멸에 세운 
공을 검토하여 이를 모아 포상해 주십사 청하게 된 緣由에 대해, 마땅히 길
림순무 陳昭常과 함께 삼가 주접을 올려 진술하는 바이니, 청컨대 皇上께서 
검토하여 訓示해 주시기 바랍니다.63) (밑줄은 필자)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길림이 물산이 풍부하다고 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
고 있음에도 그간 도적떼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강력히 추진해왔던 移民實邊 역시 도적떼에 대한 대책이 앞서지 않고는 그 성과를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행히 建省 이후 순방대 개편 등 군사개혁을 
단행하면서 비적 초멸 등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민들이 
점차 안정적으로 개간을 하고 상업 활동을 펼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 공을 세운 자

62)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p.695-696. <附奏陳吉省遵章改編巡防隊並派大員督辦防剿
摺>; ｢督撫憲奏吉省遵章改編巡防隊並派大員督辦防勦成效漸著摺｣(宣1.3.29), 吉林官報 제12
기(宣1.4.11발간)(淸末官報匯編 39所收), p.19299.

63) ｢遵査吉省改練巡防各軍歷年剿匪有功彙案請獎摺｣(宣1.8.25),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902, 
pp.96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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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적절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포도대를 포함한 기존 구식군대가 비적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순방대는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官佐도 대부분 
옛 군대 출신이었으며 병정 역시 포도대를 그 兵源으로 하고 있어 신식 훈련과 신
식 무기의 공급만으로는 소질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선통원년 길림자의국이 성립하
면서 軍務 정돈에 관한 문제를 提議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적한 순방대의 문제점들
을 검토해 보면 순방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자의국은 군무가 정돈되지 못하는 원인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순방대 每路의 경계가 엄격하여 오히려 도적 방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各路에서 1營을 活兵으로 뽑아 유격대를 구성함으로써 도적이 나타나면 어느 곳이
든 불문하고 즉시 들어가서 초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路의 경
계를 허물고 省의 경계를 허물어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병력 부족 
문제였다. 병력 부족 문제는 성립 단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부분이었는데 자의
국은 그 해결방안으로 길림 주둔 육군에서 병력을 뽑아 요지에 주둔케 하자고 제의
하고 있다. 셋째는 순방영의 官長이 모두 추천을 통해 임명되어 아래에서는 승급을 
아예 바랄 수 없으니 동기부여가 안된다는 것이다. 도적 초멸에 공을 드러낸 자는 
결원 발생 시 우선적으로 승급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私人을 임용하지 않아야만 
各路‧各營‧各哨가 하나로 연계되어 위에서 아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넷째는 賞罰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으로서, 軍例에 따라 명확히 상벌을 정하여 
이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칙해야만 激勵와 警戒가 제대로 이루어져 효율성
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점은 군인 절반이 潰兵游勇으로 일이 
없을 때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일이 생기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죄
를 저지르면 도망가는 등 이것이 오래된 습관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오로지 토착 자제 가운데 그 자격을 검사하여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지세와 人情에 정통한 土兵으로 土賊을 초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
에서였다. 

길림행성은 每路에서 1營씩을 유격대로 추출하자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반해, 두 번째 사항은 이미 
실행해 부쳐진 사항이라 논외로 치더라도, 나머지 세 가지 사항은 모두 채택할 만하
다고 동의하였다.64) 사실 마지막 세 가지 사항은 모두 군인의 사기와 기율, 자질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긴 하지만, 역으

64) ｢吉林諮議局爲整頓軍務的議案及吉林行省的批文｣(宣1.10), 吉林軍事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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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면 순방대의 소질이 그만큼 제고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군사경찰인 헌병대의 조성이 서세창의 재임 중에 시작되었다. 헌
병은 軍事警察을 관장하여 軍紀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였는데, 봉천에 광
서33년 헌병학당을 세워 1년마다 졸업생을 배출하게 하였으며, 2번의 졸업생이 배
출된 선통원년에 이르러 이들을 3개 營으로 편성하여 3省에 分駐토록 하였다. 즉 
길림의 경우 선통원년 2월 비로소 헌병 제2영이 편성되어 군대기율을 감독하고 ‘奸
寇를 稽査’하며 사회질서 유지 및 행정경찰의 부족을 메꾸는 일을 전적으로 담임하
게 되었다.65) 헌병대의 성립은 만주 군대의 기율과 기강을 바로잡고 신군을 정규화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서세창이 1907년 동삼성 초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 약 
2년간 길림신군의 편성과 관련해서 추진한 업적은 기존 보대1협을 보강하고 포도대
를 순방대로 개편하였으며 헌병대를 조성하였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조이손 
장군 시기 시작된 북양육군 제3진의 만주로의 이동이 서세창 시기 완성되고 그 사
령처를 장춘에 두긴 하였으나 이는 온전한 길림의 신군으로 보기 어렵다. 즉 길림이 
신정 시기 군사개혁을 단행하면서 애초 목적했던 鎭의 편성은 1909년 석량이 제2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하 석량의 재임 시기 길림의 신군편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석량은 길림과 흑룡강 兩省을 순시한 후 陸防 各營의 軍學, 軍容, 軍紀의 엄숙함 
등을 비교하여 선통원년 6월 그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동삼성으로 調用해 온 제3진
이 비교적 우월하고, 길림 육군 1협이 그 다음이며, 순방 各營은 장정에 따라 개편
된 이후 營制가 점차 정돈되어 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육군부에서 동삼성
에 각기 1鎭씩 편련하라고 정한 기한이 다가왔음에도 봉천성만이 이를 수행하였고 
길림과 흑룡강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었는데, 실제 길림은 기한은 한 달 앞둔 시점
에서 보대 1협만 있는 상황이었고 흑룡강은 육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
다.66) 

이에 길림과 흑룡강의 경우 각성 순무들과 의논하여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
는데, 아래 길림순무 陳昭常의 글을 보면 동삼성, 특히 길림 방어의 중요성을 짐작
할 수 있다.

65)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58. <紀東三省憲兵處及憲兵隊>; 吉林市志 軍事志, 
pp.78-79.

66) ｢考察東省軍政編配陸軍添練成鎭摺｣(宣1.6.26),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870, pp.9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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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검토해보니, 광서33년 7월 육군부에서 奏定한 전국 육군 鎭數 편성 방
안에서는 봉천과 길림, 흑룡강 3省은 2년 안에 각기 육군 1진을 편련하도록 
하고, 나머지 各省에 대해서는 3년, 5년 등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실
로 3省이 畿輔의 울타리로서 남으로는 일본, 북으로는 러시아 등, 앞뒤로 적
을 마주하고 있어 邊防이 매우 중요한 고로 內地 各省과는 그 긴급함을 비
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현재 봉천은 이미 군이 구성되어 있
으니 吉省은 응당 속히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中韓 界務가 해결된 
이후 변무독판이 근자에 裁撤되고 駐防의 모든 兵隊도 장차 裁撤될 것이니, 
마땅히 新軍을 추가로 편성하여 중요한 곳에 배치시킴으로써 空虛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8월에 臣 昭常이 邊防을 두루 살펴보면서 친히 沿邊각지
와 러시아 소속의 海參崴, 雙城子 등지에 이르러 한번 두루 시찰을 하였는
데, 삼가 살펴보니 길림성이 광활한데 비해 토지가 비어 있고 사람은 드물며 
설비가 조금 소홀하여 外侮를 야기하기 쉬워 보였습니다.67) (밑줄은 필자)

육군부가 전국적인 鎭 편제 계획을 세우면서 우선적으로 동삼성에 2년의 기한을 명
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의 邊防이 중요하고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길림의 경우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조속히 鎭을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
와, 소위 간도협약의 체결로 中韓 界務가 일단락된 상태에서 변무독판도 裁撤되고 
駐防軍도 점차 裁撤될 것이므로 그 空虛를 新軍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68) 특히 
병력 주둔과 철로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양국의 힘겨루기 아래에서 길림이 그 
집합점이 되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양국의 계획에는 군사적인 
수단의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길림 역시 철저히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만 했다. 

이에 陳昭常이 계획한 방안은, 육군부에서 정한 1鎭의 성립으로는 부족하고 길림 
전체에 3개의 鎭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시간적인 압박과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다음과 같이 변통하자고 제의하기에 이른다.

67) ｢統籌吉省邊防兵備情形請將舊有陸防各軍先行改編陸軍一鎭摺｣(宣2.2.15), 錫良遺稿 권7, 문
서번호 1013, pp.1105-1108.

68) 변무독판의 裁撤은 국경문제가 일단락되었다는 이유 외에도 재정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길림에서 延吉의 변무경비로 책정한 액수가 은 30만 량인데 이는 길림의 재정 상황에서 볼 때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商埠 개방 이래 각급 심판청과 검찰청을 첨설하면서 매년 13,14만량 정
도가 이미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관서를 증설하고 순경과 학당을 推廣하고 실업을 주판하게 되
면 여기에도 보조를 해야 하므로 督辦邊務 경비는 아무리 올려 잡아도 은 10여만 량이 최선이
라고 보았다. 즉 경비 부족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독판변무 吳祿貞을 裁撤하도록 하고, 독판변
무를 대신하여 東南道가 해당 지역 邊防 일체 사무를 책임지는 방안으로 변통하도록 한 것이
다. ｢密籌延吉善後事宜摺｣(宣1.10.7),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918, pp.983-985.; ｢遵旨詳籌
延吉邊務情形請仍裁督辦一差摺｣(宣2.1.4),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995, pp.1084-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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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림성은 적어도 陸軍 3진이 아니면 나누어 배치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봅
니다. 즉 1진은 三姓‧臨江의 동북 일대에 주둔시켜 러시아를 방어하도록 하
고, 또다른 1진은 연길과 혼춘의 동남 일대에 주둔시켜 일본을 방어하도록 
하고, 나머지 1진은 내지에 주둔시켜 비적떼를 방어하고 초멸하는 데 이용하
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변방과 내지가 서로 연계하여 완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림성은 전란 이후 元氣가 오래 상하여 
지금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년 각종 신정을 거행하면서 육군부에서 
1鎭의 병사를 擬定하였는데 (이마저도) 여전히 기일 내에 성립시키기가 어려
우니 어찌 3鎭을 갑자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國防을 논할 때에는 병사
가 적은 것을 싫어하고, 國帑을 논할 때에는 병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니, 
이것을 돌아보면 저것을 잃게 되어 실로 한쪽을 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목적을 위해서는 잠시 현재 가지고 있는 병사를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
여 개편함으로써 우선 1진을 성립시키고 나중에 확충하기를 기도하면 될 것
입니다. 
  검토해보니, 길림성의 순방대는 중,좌,우,전,후 5路로 나뉘어 전체 馬步 33
營이었는데, 육군부의 장정에 본래 점차 개편하라는 논의가 있었으니 마땅히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前路 各營이 延吉에 주둔하며 방어하
고 있어 가볍게 움직이기 어려우니 응당 남겨두어 따로 1진을 편성하기 위
한 기초로 삼도록 하는 것 외에, 중,좌,우,후 4路는 원래 육군 보대 1협과 연
동하여 함께 개편하여 우선 1진을 성립시켜 번갈아가며 뽑아서 분기별로 훈
련을 시킴으로써 훈련과 방어 양쪽에 방애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
다. …(중략)… 邊局이 대략 안정되기를 기다려 남겨두었던 前路 各營에다 
추가로 招募하여 鎭을 성립시키도록 하고, 다시 제3진을 준비하여 5년 안에 
일률 편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이미 계획이 정해졌으니, 먼저 1진을 개
편하는 것에 착수하도록 해야 할 것인 즉,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부대를 편
성하는 일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69) (밑줄은 필자)

즉 陳昭常은 궁극적으로는 길림 동북지역에 1鎭을 성립시켜 러시아에 대비하고, 동
남지역에 1鎭을 세워 일본에 대비하며, 길림 내지에 1鎭을 세워 비적떼를 방어하고 
초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야만 변방과 내지가 모두 안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단 1鎭을 성립시키는 것이 급박하므로 현재 있는 병사들을 기
반으로 개편하자는 것인데, 결론은 前路를 제외한 순방대 4路와 육군 보대 1協을 
연동하여 鎭으로 편제하는 것이었다. 1鎭이 완성된 후, 남겨두었던 前路를 토대로 
추가 모집하여 새로운 鎭으로 확대편성하고, 이후에 또다른 鎭 하나를 준비한다는 
것으로서, 전체 3鎭이 완성되는 기한은 5년으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

69) ｢統籌吉省邊防兵備情形請將舊有陸防各軍先行改編陸軍一鎭摺｣(宣2.2.15), 錫良遺稿 권7, 문
서번호 1013, pp.11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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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과 석량의 건의에 따라 구래의 陸防 各軍을 鎭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선통2년 
봄에 드디어 길림에도 鎭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육군 제23진으로 명명하
였다. 아울러 석량의 주청으로, 全省의 防剿 사무를 독판하고 있던 記名提督 孟恩
远을 잠시 해당 鎭의 統制로 委充하고, 協統 이하의 官佐各員은 현재 防營 및 원래 
육군 1협의 將領들 가운데에서 잠시 충임하도록 하였다. 孟恩远은 계속하여 全省의 
防剿 사무를 독칙하고 연길에 주둔하고 있는 巡防前路 各營도 통제해야 하는 임무
를 맡게 되었다.70) 

길림의 군사개혁은 다른 省에 비해 개혁시점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봉천과 
마찬가지로 속도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즉 북양육군의 6진을 제외하고는 내지 각 
성이 재력과 인력의 부족으로 애초의 신군편제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데 비해, 만주
는 기본적으로 개혁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동북신정 추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만한융화’의 측면에서도 육군 제23진은 기인과 민인이 혼융되어 있
는 군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에 충분히 부합하였다. 팔기를 신군으로 재편하는 과정
에서, 육군보대 제1협처럼 기인만의 군대가 아닌 旗‧民 융합의 군대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신정기 길림 군사개혁에서 제23진이 차지하는 또다른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개혁의 질적인 면에 대해 
고려한다면 그리 낙관적일 수 없었는데, 이는 결국 재정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陳昭常은 육군 제23진의 편련 계획에 대해 상주하면서 관병의 薪餉과 관련해서는 
길림성의 종래 陸防 각군이 경상비로 사용하던 항목으로 대략 맞추어 보겠다고 제
안하였다. 성립 초기 구매해야 하는 軍械軍需 항목과 관련해서는 은 120만여 兩이 
필요하고 이 역시 就地籌款하도록 하겠으나 한 번에 수급하기는 어려우니 2년으로 
나누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어서 편성하고자 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鎭의 경비였다. 첫 번째 鎭의 편성에 있어서는 있는 힘껏 길림의 재원을 끌어
다 就地籌款하겠으나 나머지 두 개의 鎭을 편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실업을 확대하고 임업과 광공업을 일으킨다든지, 상인을 불러모아 자
금을 조달한다든지 省 차원에서 각종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탁지부에
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正帑이 부족하고 京外가 모두 어려운” 시점이지
만, “변강을 위해, 국가의 안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간청하는 것으로 
주접을 마무리하였다.71) 

70) ｢東三省總督吉林巡撫爲將舊有陸防各軍改編成鎭孟恩遠暫充鎭統制的札文｣(宣2.7.19), 吉林軍事
p.61.; 盛京時報(宣2.8.14) p.5, ｢吉林 陸軍尅期成鎭｣

71) ｢統籌吉省邊防兵備情形請將舊有陸防各軍先行改編陸軍一鎭摺｣(宣2.2.15), 錫良遺稿 권7,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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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혁명이 발발하면서 길림에서 계획했던 제2진과 제3진의 편성은 제대로 준
비단계에 돌입하지도 못한 채 무산되었지만, 비록 시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추진할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의 鎭을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길림성의 재원뿐 아니라 길림에서 기대했던 탁지
부의 보조 역시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삼성에서 練兵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던 러일전쟁 이후에도 정부와 육군부, 서세창 모두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지만 종국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탁지부의 현
실적 조언 앞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72) 애초 練兵을 중시했던 동삼성
에서 군사 관련 비용의 지출은 압도적이어서, 세입의 절반 이상이 군사비로 책정되
었음에도 항시 부족한 실정이었다.73) 광서34년 초 서세창은, 광서32년과 33년에 탁
지부에서 길림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은량 80만 량 가운데 단지 21만여 량만 지급되
었음을 밝히면서, 조속히 나머지 은량을 지급하여 邊防各軍의 軍食을 그르치는 일
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청하기도 하였다.74) 이처럼 길림에서 병사들의 計口授食의 
용도로 써야 할 예산이 부족하였고 탁지부의 지원도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는 사실은 군사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힘겹게 길림의 
1鎭을 편성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이러한 신군 편성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무
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편성을 완성한 제23진의 경우에도 鎭 전체가 아니
라 일부 標‧營만이 훈련에 진력하고 나머지 標‧營은 윤번으로 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당시 길림성이 재정이 부족하여 全鎭에 무기와 말, 필요 물품을 한번에 공급

서번호 1013, pp.1105-1108.
72) 盛京時報(光32.12.17) p.2, ｢東三省練兵之風聞｣; 盛京時報(光33.1.7) p.2, ｢東三省練兵之

編制｣; 盛京時報(光33.1.7) p.2, ｢整頓三省之籌款甚難｣; 盛京時報(光33.1.11) p.2, ｢東三省
擬設練兵大臣｣; 盛京時報(光33.2.11) p.2, ｢東三省議編陸軍五鎭｣

73) 광서34년 기준 세입이 270-280만 량 사이였던 데 비해, 세출은 500여만 량까지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신군훈련 비용으로 120만 량, 추가 군사비용으로 60만 량 정도를 소비하였다. 세출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군사비용이었고, 그 다음이 旗務 비용이었다. 東三省政
略 권7 財政 歲出篇, pp.1155-1158, ｢附吉林財政困難飭部籌議摺｣(宣1.閏2.8). 선통3년 各省 
세출 예산에서도 동삼성이 직예 다음으로 전체 세출에서 군사비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직예성은 군사비가 총 세출에서 약 39%를 차지하였고, 길림은 약 36%를 차지하
였다. 度支部試辦宣統三年豫算案總表. Robert Lee는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비용 지출을 청말 
만주의 변경 위기와 연결시켜 서술하였다. Lee, Robert H.G.,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Harvard Univ. Press, 1970, p.147.

74) ｢東三省總督徐世昌等奏請全數補發部餉並請嗣後預季撥領摺｣(光34.1.15), 政治官報 5, p.322. 
전임장군 長順이 광서29년 길림의 新舊 捕盜 各隊에 대해 邊防營制를 개설하면서, 매년 필요한 
경비 1백 20만량 가운데 절반은 길림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部庫에서 부담해 주십사 청했
었는데, 탁지부는 40만량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20만량은 자체 籌補하라고 결론지었다. 
즉 서세창은 탁지부가 2년간 지급해 주기로 약속했던 80만량마저 액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나머지 액수인 58만 9천 2백 78량 남짓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다. 



- 89 -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75) 계획 당시 어떻게든 맞추어 보겠다고 했던 경상비도 
연말에 올린 주접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설 경비 120만여 
량 역시 길림의 鹽斤 餘利에서 提撥하여 충당하려 하였으나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하
여 다른 財源을 물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76) 

Ⅲ. 八旗에서 新軍으로

1. 旗兵 우선 징발 원칙과 缺額의 발생
第1章에서 보았듯이 建省 이후 길림성이 팔기 관원들에 대해 시행한 변통 방안의 

큰 방향은, 불필요한 직들을 裁撤하고 이들 裁撤 관원들에게 기존 품계에 상응하는 
새로운 출로를 모색해 주되 이들이 새로운 자리에 보임되기 전까지 原俸을 지급하
는 것이었다. 팔기 병사들에 대해서는 대개 軍警 계열로의 진출이나 각종 교육을 
통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컨대 新練육군은 各城의 甲兵으로부터 徵
調入伍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당의 학생이나 공장의 藝徒 모두 甲缺로 보충될 수 
있었다.77) 이는 신정을 실시하면서 청조가 전국 기인들을 재편해 나가는 과정과 크
게 다르지 않았는데, 군사 방면으로 이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시도도 그러한 재편 방
안의 하나였다. 즉 청말 기인들 가운데에는 陸防 각군에 편입되든지 각 군사 관련 
학교에서 학습하는 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78) 길림 최초의 신군이라 불리
는 길림 육군보대 제1협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旗에서 官弁과 兵甲을 선발하여 
편성한 바 있다. 병사는 전원 길림의 팔기에서 충당하였고, 관원의 경우 서세창 부
임 후 일부가 북양신군에서 調用된 바 있지만 애초 各旗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

75) 당시 훈련에 專事했던 標‧營은 제89표 2,3營이었다. 원래 있던 보대 제1협이 보대 제45협으로 
조정되면서 소속 2표가 각기 제89표와 제90표로 조정되었고, 순방대 4로가 제46협으로 조정되
면서 소속 2표는 각기 91표와 92표가 되었다. ｢吉林巡撫陳昭常會同總督錫良奏吉省改編陸軍二
十三鎭及變通籌備情形摺｣(宣2.11.25), 吉林軍事 pp.62-66;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p.334-335.

76) ｢吉林巡撫陳昭常會同總督錫良奏吉省改編陸軍二十三鎭及變通籌備情形摺｣(宣2.11.25), 吉林軍
事 pp.62-66.

77)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p.1351.
78) 1910년 3월 당시 전체 500만 명의 기인 가운데 대략 22만 7천 명이 강제적인 군사훈련에 참

가하였으며, 그 중 33%가 군사훈련을 완성하여 38,395명은 신군 관련 작업에 복역하거나 종사
하였고 29,292명은 순방영에서 훈련을 받거나 순방영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황족 宗室 사람들
은 북경의 육군귀주학당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Fung, Edmund S.K., The Military Dimension 
of the Chinese Revolution, The New Army and its role in the Revolution of 1911, 
Australian National Univ. Press, Canberra, 1980,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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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즉 길림신군의 관원은 그 주요 將吏와 敎習이 북양신군에서 온 것을 제
외하면 나머지 관원은 대개 팔기군의 舊吏에서 나왔다. 물론 점차 군사학당을 졸업
한 몇몇의 관원들이 중급지휘관을 담임하도록 하였지만, 군사학당 졸업생의 수가 많
지 않았기 때문에 하급의 무직관원은 여전히 무예가 출중한 士兵 가운데에서 선발
하였다.79)

이렇게 팔기를 신군으로 재편하고자 했던 이유는 기인생계의 籌劃이라는 지침을 
따르면서 동시에 육군부에서 정한 신군편성 계획에도 부응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서
세창은 이에 따라 우선 旗兵을 징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 관리와 소재 旗官에게, 
“기인은 본래 武義를 강구하여 列朝의 尙武의 교훈에 부합하여야 하거늘, 하물며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는 강토를 보존하여 國恩에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교령
을 내리기에 이른다.80) 즉 청조를 일으킨 근간이자 강토 수호를 본래 임무로 하는 
이들 기인이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야가 군
사방면이라고 본 것이다. 

본래 육군에서 정한 제도는 토착에서 병사를 징발하는 것이었고, 동삼성의 토착 
가운데 旗籍에 속하는 자는 절반 가량이었다.81) 서세창이 “동삼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練兵이고, 동삼성의 練兵은 반드시 旗丁을 징발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82) 練兵에 있어 토착 민인을 배제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기인을 민인에 앞서 징발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실제 서세창은 練兵에 있어 滿漢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83) 旗丁을 
모두 징집하여 入伍한 후에는 다시 民丁을 징집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
다.84)

선발 방법은 모두 육군에서 정한 격식에 따랐는데, 다음의 5가지를 모두 충족해
야 징집될 수 있었다. 

79) 吉林市志 軍事志, p.273.
80)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3. <紀徵選旗兵>
81)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3. <紀徵選旗兵>
82)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3. <紀徵選旗兵>
83) 광서33년 4월 19일자 盛京時報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바 있다. “徐大臣 世昌이 전

에 동삼성에서는 練軍이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의 旗兵은 
굳건하고 민첩하여 (현재의) 異常정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동삼성 일대 人民 가운데 신체 
건장하고 勞苦를 잘 견디는 자들은 모두 합격시킴으로써 앞으로는 練兵에 있어 滿漢에 구애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旗缺의 경우 부도통 이하 쓸만한 인재가 적지 않으니 응당 함께 練
兵하도록 하여 강건한 군사를 만들고 滿漢의 경계를 허무는 일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동북신정에서 특별히 신경 썼던 만한융화가 군사개혁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점차적으로 드러나
게 되었다고 보인다. 盛京時報(光33.4.19) p.2, ｢東三省練合滿漢軍｣

84)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3. <紀徵選旗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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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한다.
2. 키는 4척 8촌 이상이어야 하며, 五官이 온전치 않거나 체질이 연약하거나 

目疾‧暗疾자는 수용하지 않는다. 
3. 체력은 평균 1백 근 이상을 들 수 있는 자로 한다.
4. 來歷은 旗兵이건 民籍이건 불문하되, 징발에 응할 시에는 3대의 家口와 

주소를 보고하여 밝히고 아울러 지문을 검사해야 한다. 고아는 징병을 면
제한다. 

5. 품행에 있어서, 洋煙을 피운다든지 평소 安分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러 
그 안건이 관에 송부되어 있는 자는 거두어들이지 않는다.85)

즉 나이 18세 이상 25세 이하로, 신장은 4척 8촌에, 용모와 품행이 단정하며 體質
精壯하고 숨기는 병이 없는 자로서 힘은 100근 이상을 들 수 있으면 합격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징발에 응하고자 하는 자가 
圖結을 갖추어 身家職業을 기입하여 해당 관할 旗官에게 가져가면, 해당 旗官이 기
무처에 보고를 올려 기무처가 병비처에 알리고 최후로 병비처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선발검사를 진행하는 형태였다. 民兵의 경우는 지방관이 병비처에 알려 같은 방식으
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旗兵으로부터 勸徵을 시작하고, 다음으로 旗人과 民人
을 선발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였는데, 선발되면 즉시 小口糧을 지급하고, 대오에 
편성된 후에는 잠시 備補兵에 준하여 군향을 지급하되, 3개월 훈련 후 正副兵으로 
진급시켜 충원할 것인지를 선별하도록 하였다. 열심히 학습하여 우등한 자로 분류될 
경우 馬甲, 步甲으로 보충될 수 있었으며, 이들 馬甲 步甲은 退伍 후에 旗營에 편
입되었다. 馬甲이나 步甲에 보충되지 못한 자는 퇴오하여 民兵과 마찬가지로 屯田
營에 들어가 授田屯墾하여 續備兵이 되는 방식이었다.86) 

85)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4. <附試辦徵兵格式辦法>
86)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4. <附試辦徵兵格式辦法> 徵兵辦法으로 14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旗兵으로부터 勸徵을 시작하고, 점차로 旗‧民
을 같이 선발한다. 2. 各屬 旗官과 民官은 먼저 징병의 宗旨를 알려 효유하고, 사람들마다 當兵
의 의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징병에 응하는 초기에는 반드시 확실한 보증인과 가족
의 직업이 있어서 확실히 증빙으로 삼을 만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
다. 3. 旗民 勸徵의 경우, 모인 자가 어느정도 되면 봉천과 길림에 있는 자들의 경우는 해당 旗
官이 먼저 기무사(기무처)에서 병비처에 알려, 병비처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驗帶하도록 한다. 
民兵의 경우는 지방관이 병비처에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한다. 4. 이번의 경우는 勸徵을 宗旨로 
한다. 旗官과 각지방관은 적절히 권유하되, 원하지 않는 자는 잠시 그대로 두고, 차역이 임의로 
위협하여 편취하지 않도록 한다. 5. 병비처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驗帶할 때에는, 징병에 응하는 
자와 관련하여 확실히 집안이 淸白한지, 평소 嗜好가 없는지, 보증인으로 세운 자가 확실히 믿
을 만한지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여 밝혀야만 비로소 장정에 비추어 小口糧을 발급하고 데리고 
가서 병사로 충당한다. 만약 격식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驗帶인원이 문책을 받는다. 
6. 신병이 入伍하면 북양 취지판법에 따라 정해진 正餉을 주고 加餉은 지급하지 않는다. 7. 신
병의 入營 초기에는 잠시 備補兵 餉銀에 비추어 지급하고 3개월 후 견별하여 그 정도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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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창은 이렇게 해서 징발하여 入營한 자가 총 3천여 명으로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이 3천여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봉천과 길림, 그리고 
기병과 민병을 모두 합친 수치이긴 하나, 旗丁 징발을 우선으로 하였고, 앞서 광서
32년 전임장군 達桂가 길림 육군보대 제1협을 편성하면서 이미 5천 명의 기병을 선
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략 1만 3천명에서 1만 7천명 사이로 짐작할 수 있는 길
림 전체 팔기관병수에 대비하여 상당히 많은 팔기가 신군으로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의도했던 대로 이들 팔기병들을 제대로 선발하고 훈련시켜 기존 
制兵과는 다른 명실상부한 新軍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었을까? 이하의 인용문은 烏
拉翼領이 기무처에 보내는 답변 형식의 咨文의 일부로서, 기무처가 전달한 독무의 
지시문이다. 여기에서 旗兵 군대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군대의 병정이 누차 몰래 도망하여 부득불 수시로 징발하여 보충
할 수밖에 없으니, 응당 병비처는 기무처에 문의하여 各城 旗營의 상황을 조
사한 후 현재 甲兵의 선발을 續行함으로써 缺額을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명백히 답변하여 보충 징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各旗에
서 실제 보충하여 선발할 마땅한 병력이 없다면 응당 사실대로 밝힘으로써 
변통하여 처리하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인 즉, 滿漢을 不分하고 일률적
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라.87) (밑줄은 필자)

즉 길림성의 旗兵을 선발하여 상비군으로 충당하였으나, 이들 병사 가운데 몰래 도
주하는 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시로 보충 선발을 할 수밖에 없

副兵, 正兵으로 참작해 올림으로써 고무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한다. 8. 旗兵이 入伍 후에 만약 
열심히 公을 따르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기를 도모하여 우등생으로 분류되면 매년 연말에 각 해
당 鎭‧協‧標에서 뽑아 올려 기무사(기무처)에서 참작하여 馬甲‧步甲으로 보충하고 원래의 營에 
남겨 고무의 뜻을 보여준다. 9. 이미 馬甲‧步甲의 병향을 받고 있는 旗兵이 入伍할 경우에는, 
各旗의 原餉을 그대로 남겨 특별히 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入伍한지 3년이 되면, 正月
에 2개월의 휴가를 주어 남겨놓는 原缺 외에는, 모두 규정에 따라 퇴오한다. 이미 馬甲‧步甲으
로 보충된 旗兵 가운데 봉천과 길림에 있는 자는 기무사(기무처)로 보내어 旗營에 편입시킨다. 
11. 馬甲‧步甲으로 보충되지 못한 기병은 민병과 마찬가지로, 퇴오할 때 屯田營에 편입되어 속
비병이 되고 땅을 받아 개간한다. 만약 둔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비병의 군향을 지급하지 
않는다. 12. 각 병사들은 入伍 후 응당 이익을 누려야 하는 바, 육군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기병과 민병을 막론하고 營內에서 병으로 죽은 경우, 화장과 매장 비용 10兩을 
지급하고 부근의 땅에 매장한다. 만약 가속이 營으로 와서 운구를 가져가고자 할 경우에는 응
당 해당 營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때에 맞추어 운반을 돕도록 한다. 공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따로 휼상을 논의하여 긍휼의 뜻을 보여준다. 14.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응당 병
비처에서 수시로 보고하여 작탈한다.

87) ｢烏拉翼領爲現有合格送挑常備軍兵丹數目的咨文｣(光34.6.25), 吉林軍事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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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各旗에 선발 가능한 병력이 없을 경
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수차례 보충 선발을 진행하면서 자격을 
갖춘 旗兵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漢人
도 모집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缺額을 보충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여하튼 이러한 지시를 받은 길림기무처는 상황 파악을 위해 各城으로 하여금 缺
額을 보충할 만한 丁丹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를 
토대로 기무처는 다음과 같이 재차 당부하기에 이른다. 

成軍 후, 불초한 병정들이 大義를 망각하고 분분히 몰래 도주하여 해당 군대
의 缺額이 절반에까지 미치는 상황에 이르니 撫憲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커, 
각지에 지시하여 보충선발을 續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중
략)… 뜻밖에 寧古塔, 伯都訥, 烏拉協領, 北路驛站監督 등 네 곳에서만 선발
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그 가운데 寧古塔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하고 大
義를 잘 파악한 것이라 특히 칭찬할 만하다. 나머지는 모두 듣기 좋게 꾸미
고 은닉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다. 하물며 이번 문제는 우리 吉林 旗屬 全
局의 장래와 大計에 관계된 것이니 어찌 상세히 조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三姓, 阿勒楚喀, 琿春 등지는 아직 답복하지 않았으니 제외한다 할지라도 각
각의 해당 城 역시 이러한 대의를 오해하여 안좋은 선례를 따를까 염려되는 
바이다. 조사해보니 各署의 甲兵이 많지 않으나, 西丹 역시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니, 西丹과 甲兵에 구애받지 말고 함께 조사하여 사실대로 답복함으로써 
보충선발에 대해 알리기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한 旗署
가 인재부족에 이르지 않아 일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실로 
장래에 다행인 것이다.88) (밑줄은 필자)

먼저 기무처는 ‘전임장군 達桂가 큰 뜻을 품고 길림 旗署 披甲 내에서 육군 1협을 
편련하여 강건한 군사가 되길 기대하였는데’,89)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
초한 병정들이 大義를 잊은 채 도주하여 缺額이 절반에 이르렀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어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 가운데 三姓, 阿勒楚喀, 琿春의 경우는 아직 보고를 받
지 못하였으니 제외한다 할지라도, 寧古塔만이 유일하게 사실에 근거한 보고를 올
렸다고 평가하였다. 나머지 지역의 보고는 은닉하는 바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이는 
제대로 된 상황파악을 어렵게 하여 보충 선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질책과 함께, 다시 보고할 때에는 西丹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한 후 답복하라
고 하고 있다. 즉 선발 가능한 旗兵이 부족하여 한인에게까지 모집 기회가 확장된

88) ｢烏拉翼領爲現有合格送挑常備軍兵丹數目的咨文｣(光34.6.25), 吉林軍事 p.272.
89) ｢烏拉翼領爲現有合格送挑常備軍兵丹數目的咨文｣(光34.6.25), 吉林軍事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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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甲兵에만 제한할 것 없이 西丹에까지 그 가능
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미 陸軍이나 巡防隊, 巡警, 學堂 등에 들어간 자들은 그 대
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烏拉翼領은, ‘丁丹 478명이 있으
나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이전에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던 자들이라, 그 수
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답복하고 있다.90) 선발 기준을 통과할 정도의 기
인이 많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선발되어 군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 포기하여 낙오되었다는 것은 旗兵의 평균 수준이 新軍의 기준에 한참 못 미
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병 우선 징발 원칙에 따라 병력을 충원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난관에 부딪히자 
이처럼 甲兵뿐 아니라 西丹도 선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한산기인조차도 그 
대상에 올려 병력의 공백을 메꾸려 하였다. 길림 민정사가 기무처에 보낸 다음의 글
은, 閑散기인과 無業빈민을 한데 묶어 이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안치시켜야 하는
지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移文을 보내어 요청합니다. 
검토해보니 省城北路 烏拉街 부근 일대에 한산기인과 無業貧民들이 평소에
도 본디 생계가 없었는데 현재 또한 수재를 만났으니 일을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전에 패거리를 지어 官鹽을 약탈했던 사건을 실로 전철로 
삼아야 하는 즉, 만약 방법을 강구하여 적절히 안치하지 않는다면 따로 일을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本司가 官과 紳 양쪽을 모아 공동으로 논
의해보니, 삼가 생각건대 현재 상비군이 병사를 선발하여 모집하고 있지만 
여전히 缺額이 많으니, 만약 해당지역 閑散旗民 가운데 年力精壯하며 嗜好
劣跡이 없는 자를 검사하여 보내 入伍케 한다면 매우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旗民 등이 병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또한 마땅히 귀농케 하
여 撥荒개간토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치한다면 游手好閑의 무리들이 각자 
진정한 營業을 갖게 되어 장차 化莠爲良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인 즉, 당장
의 急患을 잠재울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해당 旗民 등이 오래도록 생
계를 도모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 할 것입니다. 
보고를 올리고 烏拉協翼領에게 移文을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
어 귀처에 보내어 청하오니 검토,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91) (밑
줄은 필자)

즉 일거리가 없는 빈민들이 전에 집단으로 약탈행위를 자행했던 경험이 있을 뿐 아

90) ｢烏拉翼領爲現有合格送挑常備軍兵丹數目的咨文｣(光34.6.25), 吉林軍事 p.272.
91) ｢吉林省民政司爲烏拉閑散無業旗民籌議安揷辦法給省旗務處的移文｣(宣1.7.25), 吉林旗人生計,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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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현재 재해가 겹쳐 더더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들의 생계모색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정사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민간에
서 일으킬 사회적 혼란을 염려한 것이었고, 이들을 병사로 충원하든지 귀농시키든지 
하는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 閑散기인 관련 사항은 기무처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할 문제라고 보아 기무처에 移文을 보냈던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독무의 비
준을 받게 되는데, 비단 烏拉街의 閑散旗丁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通省各屬에 지
시하여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游手好閑의 무리들이 모두 정당한 營業을 갖게 하
고 이를 통해 旗民을 위한 장구한 생계를 마련토록 하라고 기무처에 지시하였다.92) 

신군 편련 과정에서 드러난 缺額 문제는 동삼성에서 고집했던 ‘旗丁 우선 선발’이
라는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선통원년 3월, 길림육군 1協의 缺額 570명과 제
3진의 缺額 2천여 명을 보충하고자 기무처와 민정사는 旗籍과 民籍을 불문하고 省
城과 부근 각 府縣에서 신병 2600명을 徵募하도록 하였다. 병비처는 징병지구를 人
數에 따라 분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600명은 기인과 민인이 각각 그 절반을 배
당받아 징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兵徵土著”이라고 하는 육군부의 신군 규정
을 그대로 준수하겠다는 것으로서, 길림 本省의 토착인이면 기인이건 민인이건 우선
순위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즉 기병 1300명에 대해선 기무처가 기존 
규정에 따라 某城의 某旗에서 각각 몇 명씩 선발할 것인지를 정하여 出示勸徵한 
후, 각 城旗에서 해당 수만큼을 채우면 기무처에 보고하고 기무처는 이를 병비처에 
알려 병비처가 인원을 파견하여 자격을 검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병의 경우 城
垣 부근과 각 府州縣에서 모집할 인원수를 정한 뒤, 이를 민정사가 각 지방관에게 
알려 각 지방에서 해당 수치를 징발한 후 민정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민정사는 이
를 병비처에 알려 병비처가 마찬가지로 인원을 파견해 자격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93)

모집 계획은 기인 1300명, 민인 1300명으로 총 2600명이었으나 3개월 뒤인 6월 
14일을 전후로 기무처와 민정사가 징발한 인원은 旗丁 1400명과 民丁 100여 명으
로서 총 1500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길림 제1협에서 680명을 차출해가고 나머지 
800여 명은 제3진에 보충되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이들 신병 역시 다수가 도망하
거나 入伍를 거부하는 등 신군은 兵額을 채우는 작업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밖
에 없었다.94) 단지 100여 명의 民丁만이 징발되었다는 사실은, 旗丁 징발의 실패 

92) ｢旗丁挑兵歸農｣, 吉林官報 제24기(宣1.8.11)(淸末官報匯編 39, p.19565.); 盛京時報(宣
1.8.23) p.5, ｢吉林 旗丁挑兵歸農｣

93) 盛京時報(宣1.3.27) p.5, ｢旗民徵兵之分配｣ 각 부주현에서 모집할 인원수는 다음과 같았다. 
즉 길림부 200명, 伊通州 200명, 磐石縣 100명, 敦化縣 100명, 長春府 250명, 農安縣 150명, 
新城府 200명, 楡樹縣 100명 총 13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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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民丁 징발을 통해 만회해 보려 하였던 시도 역시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길림부에서만 이들 약간의 신병을 모집하였을 뿐, 기타 지역에서는 징모
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자가 많지 않았다.95) 즉 旗籍과 民籍을 불문하고 빈번히 徵
募를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2. ‘退伍’ 대책과 신군으로의 재편 노력
살펴보았듯이 병사들의 도망뿐 아니라 退伍도 이러한 缺額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

다. 상비군 규정에서는 各省에서 就地招募하여 훈련 후 3년이 지나면 退伍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 退伍兵은 증빙서를 발급받아 원적으로 돌아가 續備軍이 되고, 續
備軍 3년이면 後備軍이 되는 시스템이었다.96) 광서30년 2월에 편성된 육군 제3진
이 동삼성에서는 가장 먼저 퇴오병을 배출하게 된 군대였던 셈인데, 만기가 되는 광
서33년 2월부터 퇴오로 인한 缺額이 발생하게 되므로 예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
다.97) 長春에 주둔하고 있던 제3진 各營의 병사들 가운데에는 광서34년 가을 퇴오 
예정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등 길림에서는 광서34년부터 퇴오로 인한 缺額 발생 현
상이 본격화되었다.98) 도망으로 인한 缺額 발생과는 달리 退伍는 시점을 예비할 수 
있었기에 各省은 각 鎭, 協 등의 퇴오병에 대비하여 미리 병사를 징발 모집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제때에 적정수를 보충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쉽지 않은 일이었
다.99) 

길림에서는 退伍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 缺額의 보충 못지않게 해결
하기 어려웠던 과제가 바로 續備兵餉의 지급이었다. 기본적으로 상비병은 3년 기한
을 채운 후 퇴오하면 속비병으로 있으면서 병향을 지급받게 되는데, 당시 길림의 재
정 상황상 이를 지급할 경비가 부족하였던 탓에 길림순무의 지시에 따라 병비처는 
다음과 같이 변통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길림육군 1協 兩標의 6營이 광서3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6월 1일
부로 3년 기한이 차서 연병처에서 奏定한 新軍營制에 따라 응당 퇴오하게 

94)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p.156-158.
95) 吉林省志에서는 이를 人民이 가지고 있는 청군에 대한 혐오 때문이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p.156-158.
96) ｢新軍用土著以便退伍｣, 吉林官報 제32기(宣1.11.1발간),(淸末官報匯編 39所收), p.19731.
97)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6. <紀退伍兵>
98) 盛京時報(光34.8.13) p.5, ｢長春 陸軍兵丁退伍｣
99) ｢准奉天行省咨駐吉陸軍三鎭兵目缺額札飭民政司等出示勸徵文｣, 吉林官報 제8기(宣1.3.1발

간)(淸末官報匯編 38所收), pp.19222-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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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나, 款項이 부족하여 續備를 籌辦할 수 없으며 둔전을 통한 寓兵
於農 역시 미치지 못하는 형편인 바, 잠시 변통하여 퇴오하게 함으로써 定制
에 부합하도록 하여 兵心을 위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토해보니 길림상비군 各營의 目兵 가운데 퇴오자는, 도망하거나 혁직되거
나 뒤이어 보충 선발함으로써 3년이 채 안되어 퇴오의 대상이 아닌 자를 제
외하면 전체 536명입니다. 이미 제1協은 장부를 작성해 보고를 올린 바 있
어 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을 듯하지만, 兩標의 營隊가 琿春과 延吉, 寧
古塔, 敦化, 磐石 등지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는데다 省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만약 6월 1일에 일률 퇴오한다면 급작스러워 제대로 조치하지 못할까 염려
됩니다. 이에 6월 30일을 퇴오를 실행하는 기한으로 정하여 거행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100) (밑줄은 필자)

즉 육군보대 제1협의 경우 퇴오 기한을 맞출 수는 있겠으나, 두 標의 각 營隊가 省
으로부터 먼 곳에 각기 나누어 주둔하고 있는 터라 일률적으로 퇴오를 실행할 경우 
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퇴오의 실행 기한을 한달 연장하여 6
월 1일이 만기인 이들 536명의 퇴오병을 6월 30일에 퇴오시키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렇게 6월 30일 퇴오를 앞둔 이들 길림상비군 1協 兩標의 병정들에 대해 새롭
게 擬定한 善後辦法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徵募 당시의 旗,佐에서 恩餉을 2개월 지급하고 원래의 소속으로 복귀
시키되, 그들이 本省의 각종 군대나 순경 등에 충원되는 것을 허락한
다. 

둘째 續備月餉은 지급하지 않으나, 일이 발생하면 곧 徵調하여 續備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한다. 

셋째 이미 憲兵 學兵으로 선발되어 충원된 자는 학당 졸업시 성적이 비교적 
높으면 응당 퇴오할 필요 없이 任使하도록 한다.101) 

본래의 규정상 속비군은 상비군이 받던 兵餉의 절반을 매월 받으면서 긴급한 상황
에서는 調用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 곤란으로 속비군의 兵餉을 따로 
마련할 수 없으므로 續備月餉은 지급하지 않되, 일이 발생하면 징집에 응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퇴오한 날로부터 두 달간 恩餉을 받도록 하였으며, 回籍 후 
本省 순방대나 순경국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 그렇게 하도록 해 줌으로써 출로를 열
어주었다. 

100) ｢吉林兵備處詳送籌擬常備兵退伍章程文並批｣, 盛京時報(宣1.7.23) p.3.
101) ｢吉林兵備處詳送籌擬常備兵退伍章程文並批｣, 盛京時報(宣1.7.2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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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길림육군 제1協의 缺額 570명과 제3진의 缺額 2천여 명을 보충하고자 徵募
를 시작하여 결국 선통원년 6월 중순에 1500명을 모집하였고 이 가운데 제1협에서 
680명을 차출해 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3진의 경우는 결원 2천여 명 가운데 800
여 명을 보충하여 1200명 가량을 더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뒤이어 9월에는 1
협과 2협에도 1300여 명, 그리고 77, 78협에도 2백여 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 旗
‧民 兩署는 이들 결원을 메꿀 계속적인 추가 징병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102) 민정
사는 각 州縣별로, 기무처는 각 城旗별로 할당량을 정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였는
데, 民署보다 징집이 쉬웠다고 볼 수 있는 旗署의 경우도 정해진 할당을 채우는 것
은 어려운 일이었다. 예컨대 烏拉翼領에게는 150명의 兵丹을 징병하도록 하였는데, 
烏拉翼領은 자격에 맞는 합격자가 94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103) 

여하튼 퇴오 또는 도망으로 생긴 결액을 보충하는 문제는 끝내 해결하지 못한 듯
하다. 선통3년 말까지도 제23진의 보대 제45협 統領은 속하 90標 目兵의 空額이 
700~800명에 달하고 89標의 경우도 1백여 명에 달하며, 琿春에 주둔하고 있는 營
隊는 현지에서 徵募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보고하면서 기무처로 하여금 각 旗, 佐에 
엄히 지시하여 精壯兵丹 1천 명을 선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였던 내용이, 매번 병정을 뽑는 일이 旗에 하달될 때마다 具文으로 여기고 
제대로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엄격히 독칙하여 열
심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104) 즉 이렇게 旗, 佐 내의 구조적 문제
까지 더해져 항시적으로 空額이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병액 유지가 어려웠다는 것은 
군사력의 한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기인생계 도모의 측면에서 바라보자
면, 신군 병력의 수요는 많았으나 공급이 매우 부족했던 관계로, 당시 팔기 가운데 
신군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자격만 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출로를 모색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3년 복역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
우 순방대나 순경 등으로 편입할 수 있는 등, 상당수의 기병이 군경 등의 동종계열
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퇴오 후 원적으로 돌아가도록 한 육군부의 상비군 규정은 동삼성에 상당한 타격
이 될 수 있었다. 제3진의 경우 산동, 하남, 안휘 등의 성에서 선발하여 모집한 병
정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두 개의 혼성협 역시 모두 外籍 출신의 병정으로 구성되어 
토착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회적처리할 경우 그 공백은 감당하기 

102) ｢東三省駐吉兵備處爲挑選新兵補足額數的移文｣(宣1.9.15), 吉林軍事 pp.274-275.
103) ｢東三省駐吉兵備處爲派員赴烏拉翼領驗挑陸軍兵丹的移文｣(宣1.10.15), 吉林軍事

pp.275-276.
104) ｢旗務處札挑選兵丁充實陸軍｣(宣3.12.27),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辛亥革命 pp.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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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규정을 변통하여, 퇴오하는 外籍 병정 가운데 營에 남
기를 원하는 자는 3년을 더 잔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回籍을 원하는 자는 2개월
의 恩餉을 지급하여 돌려보내고, 둔전에 남고자 하는 자는 屯田營에 편입시켜 약간
의 땅과 자본금, 집과 농기구를 지급해 주도록 하였다. 즉 퇴오병으로 하여금 둔간
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이민실변에 비해서 노력은 절반이지만 그 효과
는 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다.105) 

아울러 향후 각 鎭, 協, 標 등에 결원이 생기면, 즉시 해당지역에서 징병하여 보
충하도록 하였다. 이미 육군의 보충은 모두 旗兵 가운데 선발하도록 하거나, 인원을 
파견하여 각 주현에서 징집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土兵을 불러 훈련시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106) 육군부에서 토착인 징병을 강조한 것도 “各省의 新軍
이 성립되었으나 營 가운데 外籍 인원이 여전히 많아 장래 退伍시에 장애가 많다”
고 하는 실정에 기반한 것이었듯이,107) 서세창 역시, ‘징병은 반드시 토착인에게서 
하고 퇴오병은 편성하여 둔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게 된다.108) 물론 
퇴오시의 난점뿐 아니라 外籍 인원이 많아 해당 지형에 밝지 않다는 것은 동삼성과 
같이 지형적 문제로 匪賊 초멸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더더욱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109) 

퇴오병에게 둔간하도록 한다는 방안은 동삼성의 상황을 다각도에서 매우 적절하
게 고려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서세창은 부임 후 동삼성의 신군 편성 계획을 세
우면서 군사개혁과 관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6가지를 주창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屯墾을 확장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110) 퇴오병에게 田을 주고 

105)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6. <紀退伍兵>
106)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5. <附奏遵籌東省練兵審度地方體察情形無庸改練土兵摺>
107) ｢新軍用土著以便退伍｣, 吉林官報 제32기(宣1.11.1발간) (淸末官報匯編 39所收), p.19731.
108)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35.
109) 동삼성 육군은 육군부에서 북양군 일부를 이동시켜 들어온 것으로, 동삼성 지형에 밝지 않아 

盜風이 끊이지 않았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政篇, p.665. <附奏遵籌
東省練兵審度地方體察情形無庸改練土兵摺>

110) 첫 번째 항목은 징병의 실행이다. 누차 강조했듯이 먼저 旗丁을 뽑고 그 다음에 민적을 뽑는 
방식으로 점차 순서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항목이 바로 본문에서 인용한 屯
墾의 확장이고, 세 번째가 軍學을 면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네 번째 항목은 군용물품
을 자체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군용물품 태반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데, 유사시 수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局과 廠을 나누어 설치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興業
勸工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삼성은 林木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환경이므로 충분
히 이러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섯 번째는 군용마창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의 우열이 軍行을 좌우하고 1鎭에 대략 4천여 필의 말이 필요하므로 동삼성
의 현재 軍數를 합산해 볼 때 2만 수천 필의 말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였다. 동삼성은 蒙部를 포
괄하고 있어 본래 말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이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마땅히 군용 마창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水師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東三省政略 권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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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간하게끔 하되, 屯長이 독솔하고 농과 학생 가운데 유경험자를 뽑아 副屯長으로 
삼아 敎導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시는 이미 제3진에서 퇴오병들이 발생한 시점이
었고 이들 客兵 퇴오자들 가운데 남기를 원하는 자 200여 명을 屯田營에 편입시키
기로 한 상태이나, 앞으로는 토착 旗民 각병이 퇴오 후 일률적으로 둔전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변방을 굳건히 하고 또한 생계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111) 즉 서세창이 언급했듯이 이는 변방을 굳건히 한다는 측면과 퇴오병의 생계를 
도모한다는 측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다. 특히 기인생계의 방면에서 
생각하면 동삼성 현지의 旗丁을 우선적으로 징발하여 신군으로 삼고, 이들이 퇴오하
면 전토를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각 주방 팔기의 해체에 대비하여 이
들이 自生할 수 있는 출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
론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屯田 분급 등 어려움이 많아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선통원
년 길림에서는 보대1협의 퇴오를 앞두고 이들 퇴오병들에 대한 속비병향의 지급뿐 
아니라 둔전 역시 실행하기 어려워, 그 대안으로 각종 군경 관련 업종에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바 있다.112) 

청조는 旗制변통이라고 하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여, 그간 병향을 지급하며 생
계를 책임지고 있던 이들 旗兵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정기 각종 개
혁으로 인해 새롭게 뒤바뀐 제도 하에서 이들이 軍警 등의 동종 계열에 들어가 순
조롭게 안착하는 것이 청조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석량은 
선통2년 6월, 이미 팔기주방의 병사도 空名에 불과하고 旗餉의 실 수령액은 절반에
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변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새로운 방안을 하나 주청하기에 이
르는데 이 역시 기병의 출로와 관계된 것이었다.113) 즉 석량은 근래 旗兵이 出缺하
면 보충선발을 하지 않아서 선후로 쌓인 曠缺이 1천여 명 정도에 이르니, 이러한 
曠缺의 兵餉을 가지고 旗丁을 선발하여 陸軍新制에 따라 먼저 보병 1營을 훈련시
켜 三陵 등지에 주둔시켜 보위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들을 陵寢으로 보내어 
보위하게 하면, 練兵은 실제 효과를 거두고 額餉은 헛되이 낭비되지 않으며 능침지
역은 병사를 파견하여 지킬 수 있으니 一擧數善이라고 보았던 것이다.114) 

軍事｣ 述要 pp.630-632.
111)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述要 pp.630-632.
112) ｢吉林兵備處詳送籌擬常備兵退伍章程文並批｣, 盛京時報(宣1.7.23) p.3.
113) 기인 호구가 늘어나고 생계가 나날이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庫款도 부족하여 기인에게 발급하

는 향항이 6成으로 줄어들고 매년 3季에 折減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여기에 덧붙여 旗署의 판
공비도 적관이 없어 이를 병사들에게 탄파하게 되다 보니 병사들의 실 수령액은 원래 향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명의 甲兵이 옛 제도에서는 매년 額餉 24
량을 수령했다면 현재는 단지 11량 정도만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撥用旗兵
曠缺額餉陸軍分駐陵寢摺｣(宣2.6.28),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1081, pp.1179-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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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9월에는 폐지된 旗署의 병정들을 순경으로 選充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하
기도 하였다. 즉 海龍圍場의 폐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곳 총관아문에 있던 관원
들의 출로뿐 아니라 병정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곳 병정들
은 수시로 지방 순경으로 選充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115) 앞서 길림
이 육군보대 1협의 퇴오에 대비하여 이들 퇴오병이 원할 경우 길림성내 각종 군대
나 순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 폐지 旗署의 기병의 경
우는 ‘選充’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발 과정을 거쳐 지방 순경으
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신군을 모집하면서도 기병 우선 징발 원칙을 내세웠지만, 강제 징집이 아닌 勸徵
의 형태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번 징병령의 실시는 완전 실패했다”는 평가에 이
를 정도로 효과가 없었다.116)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팔기 兵餉이 중
단되지 않은 채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군의 급료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들 旗兵이 굳이 신군으로 들어가야 할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다고 봐
야 할 것이다.117) 항시 추가징병을 실시했지만 缺額을 채우기 어려웠으며, 중간에 
도망하는 기병이 속출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원인과 관계되는 것이다. 

선통2년 초 盛京時報에 실린 한 論說은 팔기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을 
신군으로 재편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
다. 

旗를 鎭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선 일찍이 정부에서 논의를 한 바 있다. 근
래 어떤 貝勒이 강력히 이를 주장하면서 旗制大臣들과 회동하여 방법을 마
련한다고 하는데, 대략 선통6년에 완성될 것을 기약하고 있다고 한다. 各省
의 駐防 역시 京師의 처리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新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성립한다면 두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 하나는 旗人
생계를 따로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軍備가 확충될 수 있
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논의를 이끄는 자들의 숨은 의도를 가만히 

114) ｢撥用旗兵曠缺額餉陸軍分駐陵寢摺｣(宣2.6.28),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1081, pp.1179- 
1180.; ｢東三省總督錫良奏撥用旗兵曠缺額餉改練陸軍分駐陵寢地方摺｣ 政治官報 36(宣2.7.7), 
p.128.; ｢東三省總督錫良奏撥用旗兵曠缺額餉改練陸軍分駐陵寢地方摺｣, 盛京時報(宣2.7.12), p.3.

115) ｢東三省總督錫良奏裁撤海龍總管員缺並安揷官兵辦法摺｣(宣2.9.14), 政治官報 38(宣2.9.22), 
pp.376-378.

116)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158.
117) 1911년 당시 청조 전체 팔기병의 總數는 225,000명 좌우로, 전체 청군 總數(약 786,700명)의 

28.6%에 달했으나, 청 정부의 군비 지출 가운데 팔기병에 사용되었던 것은 總數의 9%에 지나
지 않았다. 이는 신군에 지출된 경비의 1/6 정도에 해당한다. 常書紅, 辛亥革命前後的滿族硏
究-以滿漢關係爲中心,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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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보면 旗人을 위해 생계를 도모한다는 의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비 
확충이라는 것은 대개 하나의 口頭語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京中八
旗가 과연 병사로 충원될 자격이 있을까? 이는 진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병
사는 國防을 위한 것이다. 國防의 목적은 ‘防外’이지 ‘防內’가 아닌 것이다. 
…(중략)… 무릇 기병이 쓸모없어진 것은 일찍이 嘉道시기부터였으며 태평천
국의 난이 창궐할 때 이는 확실해져서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오늘날 훈련
하고 있는 자들은 비록 크게 다르다고 하지만, 빈둥빈둥 놀고 게으른 습성이 
이미 굳어졌으니 며칠 훈련한다고 어찌 이러한 습성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중략)… 요컨대 팔기의 생계는 도모하지 않을 수 없지만 軍政을 빌어 도
모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무릇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각기 그 성질이 있
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은 특히나 분절되어 있다. 旗를 鎭으로 개편한다는 것
은 결코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各省의 新軍 역시 이전의 綠營 防營 및 各
鄕의 團勇을 한데 모아 성립시킨다면, 일체의 비용은 절약할 수 있어 국민의 
부담은 줄일 수 있겠으나 표면상에서만 착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실제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軍國大事는 가벼운 마음
으로 정돈하려 한다면 그 폐해가 바로 드러나는 법이니, 따로 방법을 마련하
여 가련한 일반 팔기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118) (밑줄은 필자)

즉 팔기를 신군으로 재편시키려는 시도는 기인생계의 도모라고 하는 측면과 군비확
장이라는 측면 두 가지를 한번에 만족시키고자 한 편의적 발상으로서, 國防의 차원
에서 고려한다면 이는 실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물론 팔기 가운데 뛰어난 자를 선발
하여 신군에 편입시킴으로써 스스로 효과를 내게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우열을 제대
로 가리지 않은 채 쉽게 신군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는 계속 지적되었듯이 팔기의 습성이 이미 게으르고 나태해진 지 오래되
어 고치기 힘든 경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근거한 주장이다. 결국 기인생계를 위해
서는 신군으로의 편입이 아닌, 다른 방도를 강구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선통3년 8월, 길림기무처 역시 준비가 안된 旗丁이 바로 신군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물론 징병 시 各旗佐에서 精壯兵丹을 뽑아 시험을 치
러 입대하게 하고 있지만, 旗丁들 다수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徵調되어 병영에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도망하거나 기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고 지적한다. 비록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여전히 금할 길이 없
다는 것이다. 기제 변통의 시기를 맞아 旗를 陸으로 바꾸는 것을 第一要義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책이라는 것은 
“旗兵裨補陸軍敎鍊營”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훈련을 마친 후 육군으로 편입시킨다는 

118) 盛京時報(宣2.3.29) p.2, ｢改旗爲鎭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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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즉 軍學을 잘 알고 있는 관원을 선발하여 대략 新軍의 훈련법에 따르고 
학당과정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으로서, 아예 징병할 때 해당 교련영
에서 뽑아 入伍시키고 남는 자는 裨補兵額으로 삼아 다시 各旗에 보충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여 효과가 나타나면 旗營은 점차 줄어들고 교련영은 점차 확
충될 것이며, 육군의 缺이 裨補에 충분하지 않게 되면 전체를 육군에서 정한 규정
에 따라 標나 協으로 만들면 된다고 보았다.119) 앞서 인용한 盛京時報 논설이 旗
兵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을 신군으로 재편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했던 
반면, 길림기무처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방향에 맞춰 적절한 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旗兵과 陸軍 사이에 교련영이라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끼워 넣음으로써 장차 
폐지될 旗營을 자연스레 신군 내로 흡수시키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군사학당을 통한 신군 장교의 양성
팔기를 신식 군사체계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교육 방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반 기인의 신군으로의 재편은 기인생계 도모의 차원에서 기획된 부분이 
많은 반면, 군사학당에 팔기 자제를 입학시킴으로써 이들을 장래 軍官으로 양성시키
고자 한 것은 청조의 군권 장악에 이들 팔기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용하고자 한 
측면이 많다. 대표적으로 京師의 陸軍貴冑學堂의 경우 입학자격을 王公大臣의 자제
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황족군관을 양성하고 장차 만주족의 병권 장악을 기도한 측
면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광서32년 閏4월 제1기를 開辦한 육군귀주학당은 선통
2년 제2기의 開辦을 앞두고 各省 관할 하에 합격자가 있으면 선발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학당의 학생자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120)

正班학생) 王公世爵閑散宗室覺羅 및 滿漢世爵 京外二品以上滿漢文武大員의 
자제로서, 연령은 16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고등소학 이상의 수
준을 갖춰 文理에 通順하고, 체질 건강하고 기호 및 병이 없는 자

附班학생) 蒙旗 王公世爵 및 그 勳舊의 자제로서, 연령은 17세 이상 25세 
이하이며, 蒙文과 漢語를 대략 알고 있으면서, 체질 건강하고 기
호 및 병이 없는 자

즉 正班과 附班으로 나누어 자격을 달리 하였는데, 왕공세작 및 2품이상 대원의 자

119) ｢吉林全省旗務處協理條陳吉省旗務擧辦各節的呈摺｣(宣3.8), 吉林旗務 pp.108-117.
120) ｢(吉林行省)爲陸軍貴冑學堂尅期開辦請選送學生事給各司道等處札稿｣(宣2.1.17),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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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한정한 것은 정반과 부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으며, 연령제한에 있어 부
반 학생은 상한선을 25세까지 연장시킨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만한 팔
기 자제는 정반에, 몽기 자제는 부반에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학당이 선통2년 3월 20일을 報考의 하한선으로 정하여 이를 통지함에 따라, 
각지에서는 기한에 맞추어 자격에 합당한 학생을 선발하여 보고하기에 이른다.121) 
길림의 경우 伯都訥旗務承辦處가 가장 먼저 합격생 1명에 대해 보고를 올렸다. 속
하 各旗의 大員 자제는 모두 불합격이지만 佐領 滿慶의 장손이 기타 자격에는 모두 
부응한다는 점, 그리고 滿慶의 경우 頭品頂戴記名簡放副都統이므로 그 자손을 응당 
2품 大員에 비추어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滿慶의 장손 魁祿을 選送하기에 이
른 것이다.122) 뒤이어 三姓에서 두 명의 합격생을 추천하였는데, 한 명은 전임 三姓
副都統 儂英阿의 넷째 아들인 披甲 誠實로서, 나이 19세에 依蘭고등소학을 졸업하
였으므로 正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했다. 다른 한 명은 몽고양홍기 景桂좌령 속하
의 騎都尉 國柱로서, 나이 25세에 이전 科布多 참찬대신의 아들이므로 附班에 들어
갈 자격으로 추천이 가능했다.123) 마지막으로 기한에 맞추어 합격자를 보고한 곳은 
烏拉協領아문이었다. 전임 西寧辦事大臣 薩凌阿의 손자인 披甲 喜順과 西丹 吉順 
2명이 그 대상으로서, 둘다 文理가 대략 통하고 기호가 없을뿐더러 나이도 합격이
므로 추천한다는 것이다.124) 길림행성은 3월 6일부로 魁祿, 誠實, 國柱, 喜順, 吉順 
5명의 이력책과 3대 譜單을 각기 갖추어 육군귀주학당에 송부하였다.125) 이후 報考 
마감일인 3월 20일이 지나 전임 伯都訥부도통 雲生의 손자인 海功이 補送을 간절
히 요청함에 따라, 길림행성에서 추가로 귀주학당에 추천학생을 송부하기에 이르는
데, 이렇게 함으로써 정원 120명인 육군귀주학당에 길림성에서 총 6명이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126) 

길림에서는 이렇게 왕공대신의 자제를 京師의 육군귀주학당에 파견 입당시키는 

121) ｢(陸軍貴冑學堂)爲開辦在卽將合格學生迅速咨送事給吉林巡撫咨文｣(宣2.2.14), 吉林檔案 제
16책, 문건번호 1255.

122) 魁祿의 경우 나이 18세에 신체 건강하고 기호 및 병이 없으며 공립고등소학을 졸업한 상태로 
합격 기준이었다. ｢(伯都訥旗務承辦處提調忠祥)爲擬將魁祿先行詳送到省備選陸軍貴冑學堂學生
事給東三省總督錫良等申文｣(宣2.2.17),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259.

123) ｢(署吉林東北路兵備道王瑚等)爲擬飭誠實赴省聽候轉送陸軍貴冑學堂學生事給東三省總督錫良
等呈文｣(宣2.2.27),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262.

124) ｢(烏拉協領慶壽等)爲造具披甲喜順西丹吉順履歷冊請咨送陸軍貴冑學堂事給東三省總督錫良等
申文｣(宣2.3.3),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266.

125) ｢(吉林行省)爲造送國柱等四名合格學生履歷淸冊咨送請査照收考事給陸軍貴冑學堂咨稿｣(宣
2.3.6),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269. 

126) ｢(吉林行省)爲補送學生海功年貌籍貫淸冊事給陸軍貴冑學堂咨稿｣(宣2.4.3), 吉林檔案 제16
책, 문건번호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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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 별도로 省內에 勳裔將弁學堂을 설립하여 貴冑學堂의 
예에 따라 滿漢世職인원을 육군 장교로 배양하고자 하였다. 

 
吉林旗營은 武功이 가장 성했을 때가 국초부터 咸同之間까지였다. 各省을 
돌아다니며 전쟁하면서 국가에 보은한 자가 실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니, 
지금까지 勳蔭世職자는 수십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승평한 나날이 오래되었
는 바, 餘蔭을 襲하는 것은 晏安을 耽하는 것이며 恒業이 없는 것은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이다. 이는 선열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교육이 보
급될 수 없게 만들 따름이다. 지금 나라를 지키는 심복을 뽑아 충돌을 막고 
外侮를 방어하는 데 대비하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京都의 貴冑學堂
의 뜻을 따라, 勳裔將弁學堂을 창설하여 육군의 보통학술을 가르치고 졸업 
후에는 출로를 마련해 주어 국가에 쓰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경비는 
각 襲職이 해마다 받는 世祿의 實銀 내에서 4할을 공제하여 충당한다. 즉 
일년에 1만 6,7千金이면 경상비로 족할 것이다. 개설 초기 건축비용은 公家
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한다. 오로지 滿漢世職 인원만을 입당시키도록 함으로
써 예전의 날쌔고 굳건한 여풍을 가지고 현재를 진흥시키고 육성시키도록 하
자는 것이다.127) (밑줄은 필자)

즉 吉林旗營에 선조의 勳功으로 세습관직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많으나 예전의 기
풍을 잃은 지 오래되어 안일함만을 좇으며 世祿을 받고 있으니, 이들에게 육군의 
학술을 가르쳐 국가에 쓰임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다. 경상비를 이들
이 받는 世祿에서 공제하여 충당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서세창은 이러한 방안이 후손들로 하여금 선열의 뜻을 계승하면서 졸업 후에는 출
로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기도 하였다.128)

王公大臣의 자제만을 위한 군사학교 외에, 滿漢 官民 자제 모두의 입학이 가능한 
군사학교도 新政 시기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兵部는 章程을 奏定하여 京師에서부
터 시작하여 점차 각 直省 및 駐防 各旗營에 陸軍小學堂 하나씩을 건립하도록 하였
다. 육군소학당은 육군장교를 배양하기 위한 기초로서, 宗室과 滿漢官民의 子弟가 
모두 입학할 수 있었으며, 광서32년에 봉천, 길림, 흑룡강에 차례로 건립되었다. 길
림에는 광서32년 정월 省城에 육군소학당이 세워졌는데, 學制는 3년이었으며 전체 
3반으로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제1년에 정액 100명, 自膳生 20명이 입학하였고 광
서34년 2월에 제2반 학생이, 선통원년 윤2월에 제3반 학생이 입학하였다. 3년간 수

127)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7 <紀籌議設立勳裔將弁學堂>
128)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7 <紀籌議設立勳裔將弁學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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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한 후 졸업하면 대부분의 학생은 직예의 육군중학당으로 진학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은 東三省講武堂 및 保定의 軍官速成學堂으로 보내졌다.129) 이
들 학당에서 양성하고 있는 학생 수가 장래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육군부는 선통3년 각성의 육군소학당 學額을 축소하고 인근 여러 성을 합병하여 처
리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른다. 이에 길림과 흑룡강의 육군소학당 역시 이듬해 정월부
터 봉천으로 합병하기로 결정하였다. 매년 모집학생수는 봉천이 50명, 길림이 40명, 
흑룡강이 30명이었으며, 매년 정월 28일에 입학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봉천육군소학
당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길림과 흑룡강의 독련공소와 함께 현지에서 시험을 치르고 
학생을 모집하여 봉천학당으로 데려가는 방식이었다. 길림기무처는 선통3년 9월 각
지의 府廳州縣과 각 佐領에게 해당 사항을 알릴 것을 통보하기에 이른다.130)

광서32년 2월에는 吉林將弁速成학당이 설립되었는데, 주로 현직 군관과 舊軍 무
관을 입학시켰으며, 學員에 대한 요구사항은 “만몽한 八旗 가운데 젊고 명민하며 
의지가 곧고 純正한 자”로서, 學制는 1년이었다.131) 즉 기인들만을 수용하여 교육과 
훈련을 거쳐 신식 육군 군관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건립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서32년 말 ｢變通武備章程｣에서 “각 滿漢世爵世職은 承襲을 
인준 받은 이후 이미 吏部에 가서 인견을 받았든 아직 받지 않았든 간에 모두 육군
학당에 입학하여 수업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世爵‧世職 인원들의 육군학
당 입학은 의무가 되었다. 즉 학당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職을 承襲하였
다 하더라도 봉급을 절반으로 감봉하고 관원으로 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던 것이
다.132) 이에 따라 길림 각지에서 학당에의 입학을 청하는 稟이 올라왔음은 물론이
고, 사정상 입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연기를 청하는 稟을 올려 해명을 해야만 
했다.133) 광서32년 통계로 보면 길림의 八旗 世職 가운데 93명이 吉林將弁速成學
堂에 입학하였으며, 길림육군소학당까지 합하면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육군 軍官

129) 東三省政略 권4 軍事 軍學篇 <紀三省陸軍小學堂> p.737.;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336.

130) ｢吉林全省旗務處爲吉江兩省陸軍學堂歸幷奉省合辦的札文｣(宣3.9 .17) , 吉林軍事
pp.345-350.

131)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p.336-337.
132) ｢吉林將軍衙門兵司爲凡系承襲人員必須送往陸軍學堂肄業年滿回旗再行送襲的移文｣(光

32.12.3), 吉林軍事 pp.342-343.
133) 정백기 世管좌령 巴圖凌阿의 적장자 承緖의 경우, 자신이 마땅히 육군학당에 입학하여야 하

나 지금 가세가 빈한하여 즉시 입학하지 못하니 내년 봄까지 입학을 연기해 달라는 청원을 올
렸으며, 양황기 世管좌령 慶雲의 적장자 瑞林의 경우는, 자신이 이미 성년이 되었으니 미리 길
림육군학당에 입학하여 기한을 채운 후 回旗하여 承襲을 다시 청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윤허를 받았다.｢吉林將軍衙門兵司爲凡系承襲人員必須送往陸軍學堂肄業年滿回
旗再行送襲的移文｣(光32.12.3), 吉林軍事 pp.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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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 위해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吉林將弁速成學堂의 경우 “學은 단
지 보통이고, 體式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初班 졸업 후 停辦되기에 이른
다.134) 

기존 軍官들에게 고등 武學을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 講武堂을 설립하기도 하였
다. 광서33년 봄, 길림장군 達桂는 全省의 군관들이 고등 武學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 길림에 육군강무당을 설립하였다. 3개월을 1期로 하고, 每期마다 學員의 정액
을 60명으로 하여, 各營 官佐 가운데에서 선발하여 입학시켰다. 하지만 광서33년 8
월 서세창이 동삼성총독으로 부임한 후, 봉천에 강무당을 설치하면서 동삼성 陸防 
各營의 장교를 입당시켜 학습하게 되자, 길림강무당은 점차 裁幷되어 광서34년 정
월에 停辦하였다. 동삼성강무당은 新軍官弁科와 防軍官弁科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各營의 장교들이 입학하여 학습하였다.135) 광서32년 12월에는 길림장군 長順이 병
부장정에 따라 군사 측회인재를 배양하고자 길림육군측회학당을 설립하였는데, 학제
는 2년이었다. 광서34년 육군부에서 측회학당장정을 제정하기를 “學員은 20세 이하
의 本省 旗民자제로서 學期는 3년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길림은 장정이 반포되기 
전에 측회학당이 이미 설립되었던 까닭에, 현재의 학생이 졸업한 이후 장정에 따라 
다시 學員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선통원년 2월 원래 학생들은 졸업하여 육군측량대
로 편성되었으며, 서세창의 결정에 따라 길림측회학당은 봉천측회학당에 합병되어 
동삼성측회학당이 정식으로 설립되기에 이른다.136)

기본적으로 군사학당은 초등소학 이상의 수준을 가진 자들을 수용하여 신군 장교
로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길림에서는 장군 達桂가 근대적 군사교육의 필
요성을 인식하여 육군 강무당이나 육군 측회학당을 설립하는 등, 신식 군사 인재 배
양에 있어서는 봉천에 앞선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세창 부임 후 군제정돈 차원에
서 동삼성의 군사교육 및 군사학당도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양상을 띠게 되었고, 결
과적으로 길림의 군사교육 체계는 봉천으로 병합되었다. 동삼성을 하나로 통합한다
는 명목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길림 자체 내에서 學額을 채우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學員의 수준도 높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길림의 인재는 봉천이나 京師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인재가 
길림 신군의 군관으로 부임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길림에 세워진 각종 군사학당들이 
육군소학당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인학당의 성격이 농후했다는 점은 신군 편
성에서 旗丁 징발을 우선시했던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신정기 旗制개혁을 실시하면

134)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p.336-337.
135)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337.
136) 吉林省志 권14 軍事志, p.337.



- 108 -

서 팔기를 신군으로 흡수시키고자 했던 시도는 이렇게 군사학당이라는 전문적 군사
교육의 제공을 통해 기인 장교를 육성하는 방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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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旗人의 귀농 대책과 旗産의 활용
Ⅰ. 귀농 문제의 논의와 旗産의 정돈
 

1. 旗人의 귀농과 計口受田 모색
 
광서33년 8월 20일(1907년 9월 27일) 기인생계의 도모를 명령하는 諭旨가 내려

진 후,1) 길림기무처는 유지를 받들어 길림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
인생계 도모 방안을 길림순무에게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기무처가 제출한 기인생계 
도모 방안이 향후 길림 기무개혁의 대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자세
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유지의 내용이 計口授地를 통한 기인의 귀농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만큼 길림기무처는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기술하는 것
으로 보고를 시작한다.2) 즉 駐防 기인의 수를 조사하고 해당 駐防의 馬廠과 莊田 
등을 대상으로 計口授地하여 농사를 짓게 하되, 馬廠 또는 莊田이 없거나, 있다 해
도 안치하기에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駐防 부근의 주현에서 농한기를 기다려 시
가로 田地를 구매하여 旗丁에게 나누어 주고 농사짓게 하라고 하는 유지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各省 주방의 馬廠과 莊田은 邊省이 
가장 많은 게 사실이지만, 莊田은 일찌감치 佃産이 되었고 목장으로 여겨졌던 馬廠
도 招墾을 시작하면서 民力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오랫동안 기인들은 앉아
서 餉만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하물며 田地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소작하는 경우가 
많아 마침내 永業과 같아졌으니, 이를 빼앗아 기인에게 돌려준다면 수만호의 佃民
이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시가로 전지를 구매하는 것은 문
제가 많다는 것이다. 가격이 예전에 비해 몇 배로 뛰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땅을 
사게 되면 地價가 더욱 오르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노약자 및 실업을 익히려는 

 1) 德宗實錄 卷578, 光緖33年 8月 己卯諭. 이하 諭旨의 내용도 여기에 근거한 서술이다. 
Edward Rhoads는 안휘순무 은명의 암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서태후가 팔기제도 및 만한관
계의 개혁과 관련하여 2개의 상유(조칙)를 내렸다고 보았는데, 그 가운데 주방팔기의 점진적 해
체를 명한 첫 번째 것이 본 諭旨에 해당한다. 두 번째 상유는 만한간의 관습 및 법률상의 평등
을 명시한 것으로, 1907년 10월 9일에 發布되었다. 주방팔기의 해체는 곧 기인생계의 도모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Rhoads, Edward J.M., Manchus & Han, pp.117-118.

 2) 9월 27일의 상유가 내려오자마자 대부분의 주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보고
를 올렸다. 기인에게 분배할 경작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있어도 농경에 부적합하고, 대부분은 
이미 한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나마 긍정적 답변을 올린 주방은 차하르와 흑
룡강에 있는 주방들뿐이었다. Rhoads, Edward J.M., 위의 책,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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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반으로 계산하여 감한다 해도 전국에 있는 수백만의 기인이 여전히 농경에 종
사해야 하고 이들을 위해 땅을 일일이 나누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다. 따라서 기인을 위해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 계획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피력
하고 있다.3)

그렇다면 길림기무처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방책은 무엇일까? 대략 6가지
로 요약되는 기인생계 도모 방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연설을 두루 개최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알리고 단결의 감정
을 고취하여 의존적 성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매번 
유지가 내려올 때마다 입헌 및 생계 도모와 관련된 부처에서는 상세히 이를 선포해
야 하고, 헌정편사관은 滿漢간 畛域을 철폐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이익에 대해 白話
를 편집하여 수시로 각 會所에 반포하여 나누어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旗‧民이 화합하고 경계가 허물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인데, 실제 길
림과 같은 편벽 지역에서도 司員들이 稟을 올려 연설을 개최한 지 2개월 남짓 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다면서, 내지의 경우 그 효
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하였다.4)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방책은 貧富의 분석이다. 이번 諭旨의 약점은 실질적 
혜택이 고루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으로서, 빈부를 분별하여 가난한 자에게 혜택
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빈자는 赤貧, 極貧, 次貧, 稍貧의 4등급으로 나눌 수 
있지만, 총괄하자면 대개 恒産이 없는 자가 이 부류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흥미
로운 점은 官인지 兵인지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관이면서 가난한 자
는 貧으로 논하며, 兵이면서 부자인 자는 富로 논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부자이면
서 가난한 척하여 땅을 수령한다든지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가 기인인 척하여 
재산을 받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엄히 징계하여, 빈자는 
중죄로서 다스리고 부자는 원래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여 充公토록 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5)

셋째는 旗佃分田, 즉 旗戶와 佃民 양쪽에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旗丁에게는 의존적 마음이 없도록 할 수 있고 佃民에게는 失業의 
비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旗丁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은 이미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들을 流離失所하게 하는 일이고, 

 3) ｢吉林全省調査旗務處爲變通旗人生計給吉林巡撫的稟文｣(光33.9.20), 吉林旗人生計, 
pp.163-165.

 4) ｢吉林全省調査旗務處爲變通旗人生計給吉林巡撫的稟文｣(光33.9.20), 吉林旗人生計, 
pp.165-166.

 5) ｢吉林全省調査旗務處爲變通旗人生計給吉林巡撫的稟文｣(光33.9.20), 吉林旗人生計,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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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旗戶佃民 모두 조정의 赤子”임을 고려할 때 旗佃分田만이 양쪽이 온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소작인이 경작하고 있는 땅을 파악하여 넘
쳐나게 개간하고 있는 땅이 있는지, 물에 잠긴 땅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절반은 
원래 소작인에게 주어 印契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旗戶에게 계구수
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우선 旗丁의 수를 파악하고 먼저 극
빈 旗戶로서 능히 경작할 수 있는 자에게 토지의 비옥 정도를 헤아려 나누어 줘야 
하며, 아울러 授田 초기에는 원래 설치했던 협령, 참령, 좌령 등의 폐지를 잠시 미
루어 이들로 하여금 농경을 독려하게 하고 이후 민정이 수습되면 이들을 일률적으
로 폐지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6)

넷째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練兵屯墾이다. 이미 各省 독무, 장군, 도통, 부도통 
등에게 명하여 旗族丁戶의 數目을 확실히 조사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유산자와 무산자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無産之戶 가운데 노약자에 대해
서는 따로 방도를 계획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力役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는 모두 南北洋의 현재 훈련중인 육군 各鎭에 보내어 2년씩 나누어 계속하여 營兵
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有産之戶에 대해선 兵餉의 지급
을 일률적으로 중단하여 각자 생업을 모색하도록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극빈한 호를 추려 屯墾軍으로 편성하되, 해를 나누어 경비를 마련하여야 하므로 매 
3년마다 한 차례 뽑아서 개간하도록 하고 매번 만 명을 기준으로 하며, 3년 후 개
간한 토지가 熟地가 되면 원래의 兵餉을 중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屯墾할 
곳은 동삼성을 기점으로 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7)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제시하
고 있는 방책은 기인들로 하여금 공예를 배우게 하거나 철로 공사 등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8) 

이들 여섯 가지 방안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지면을 할당하면서 강조하고 있
는 핵심 내용은 둘째와 셋째, 넷째로 보인다. 즉 모든 기인을 대상으로 計口受田하
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난한 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둘째), 이미 농사짓
고 있는 佃民을 희생하여 旗戶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것(셋째)인
데, 이 두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기인에 대한 특권을 포기하고 旗‧民의 구분을 떠나, 
빈부의 구분에 따라 빈호에 대한 생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 ｢吉林全省調査旗務處爲變通旗人生計給吉林巡撫的稟文｣(光33.9.20), 吉林旗人生計, pp.166- 
167.

 7) ｢吉林全省調査旗務處爲變通旗人生計給吉林巡撫的稟文｣(光33.9.20), 吉林旗人生計, pp.167- 
168.

 8) ｢吉林全省調査旗務處爲變通旗人生計給吉林巡撫的稟文｣(光33.9.20), 吉林旗人生計, pp.168-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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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결국 기인을 대상으로 한 가장 현실적이고 우선적인 
대책은 가난한 旗丁들을 변경으로 이주시켜 ‘둔간’의 형태로 이들을 안치시키는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넷째). 길림기무처는 練兵屯墾의 이점으로서 비적을 방어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3년 뒤 升科하게 되면 재정수입도 증가할 
뿐 아니라 耕戰之夫를 통한 변경 방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기인의 변경지역으로의 이주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었다. 동북신정을 실시하
고 봉금을 해제하면서 대대적인 이민실변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閑散기인들을 주
요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동북지역으로 이주시켜 둔간케 한다는 것은 기인생계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방안으로 여겨졌다.9) 하지만 교통 불편과 이민을 
꺼리는 民情으로 인해, 장거리 이민 자체는 旗‧民을 불분하고 대체적으로 커다란 성
과를 거두지 못한 채,10) 결국 동삼성 내에서의 이동이 주요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병사로서의 역할 역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는데,11) 그 결과 屯墾
의 형태보다는 기인에게 땅을 주어 안치시킨다고 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민실
변의 대상으로 기인 역시 분류하게 된 듯하다. 이는 곧 기인들의 귀농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荒地의 분급이었으며, 분급 대상은 
앞서 길림기무처의 개혁안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인들 가운데에서도 恒産이 없는, 즉 
가난한 戶였다. 

선통원년 4월 三姓에서 길림행성에 올린 보고문의 내용을 보면, 三姓의 경우 예
로부터 荒遠하여 대부분의 토착 기인들이 농사나 상업을 하지 않고 평소 어획으로 
생계를 꾸려온 까닭에 恒産이 없는 자가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임 
署理부도통으로 있던 德目擊이 이러한 상황을 매우 우려하여 휘하 협령 및 좌령들

 9) 직예포정사가 旗丁생계를 위해 변방으로의 이민을 주청하자, 이에 대해 회의정무처에서 보고
하기를, 각 변방은 인정이 불순할 뿐 아니라 상황이 추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유독 동삼
성만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특히 수륙 교통이 모두 편리하고 사람이 드물지만 
토양이 비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동삼성총독 서세창도 적극적인 이민실변책
의 의지를 내보인 바 있으므로 동삼성이 가난한 旗丁의 이민지로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다. ｢
內閣會議政務處議覆直隸布政使增韞奏推廣旗丁生計藉實邊陲摺｣(光33.12.19), 政治官報 4, 
p.302.

10) 양자강 수재로 인해 강북수재민들을 변방으로 옮기는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양
강총독이던 단방은 정작 강북의 民情은 옮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이를 추인할 수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兩江總督端方奏遵議遷民實邊諸多窒礙片｣(光33. 11.11), 政治官報 
3, p.188.

11) 수렵과 어획으로 먹고 살던 赫哲族의 경우도 처음에는 기인으로 편입시켜 반년은 근무하고 반
년은 본래처럼 수렵 어획을 하도록 하였으나, 병사로서의 임무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旗에 이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防務에 방애가 된다고 판단, 결국 땅을 주고 귀농케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후 승과하여 지조를 거두는 방식이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
이다. ｢吉林全省旗務處爲赫哲旗丁生計請撥荒地以資墾種事給吉林行省的詳文｣(宣1.7), 吉林旗人
生計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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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의한 끝에 이들 貧戶의 流離失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치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들이 논의한 방안은 官兵隨缺地 餘荒을 
땅이 없는 各戶에 분급한다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관병수결지 가운데 額地를 제외
하고 이용 가능한 餘荒은 10,970여 垧이었고, 이 1만여 垧의 토지를 땅이 없는 各
戶가 수령하게끔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때 납부해야 할 荒價가 대략 3만 3
천여 吊인데, 이는 창고에 보존하고 있는 各站의 남은 夾荒價 전부(2만 1천여 吊)로 
우선 조달하고 나머지 1만 1천여 吊은 잠시 三姓의 상인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하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황무지 수령 시 지불해야 하는 地價가 荒價로서, 이는 중앙 
탁지부로 올려보내야 하는 관항이었기에 지방에서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이 비용
을 우선적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총 책임은 관할 民署인 依
蘭府가 지게 되었다. 依蘭府가 餘荒을 수령하여 無地各戶를 안치하는 일을 담당해
야 한다는 것이다.12) 즉 旗‧民을 불분하고 토지가 없는 貧戶의 流離를 방지하는 일
은 民署의 관할이었고, 이를 위해 荒價를 마련하여 이들 貧戶에게 황지를 나누어 
주자는 생계모색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여하튼 恒産이 없고 일거리가 없어 언제 流離失所할지, 어떻게 사회혼란을 일으
킬지 모르는 소위 가난한 기인이 1차적인 분급 대상이겠지만, 이것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토지분급에 있어 또다른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토지를 받은 丁戶가 농사를 지을 능력이 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는 분급한 땅으
로부터 정기적으로 租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즉 농
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사로이 바꾸지 말고 모두 관에 반납하여 새로운 丁
戶를 선발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14) 대개 이민실변 정책을 추진할 때 기대하는 
효과 가운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정 수입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가
난한 旗丁의 생계 도모 차원에서 마련된 토지분급이라고 해도 역시 이러한 재정적
인 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보인다.15)

12) ｢(署左翼協領全亮)爲淸丈八旗官兵隨缺地畝餘荒安揷無地旗莊民事給東三省總督徐世昌等呈文｣ 
(宣1.4.7),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1025.

13) 荒價는 황무지를 불하할 때 거두어들이는 地價로, 탁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正款이었다. 各城
(또는 省) 차원에서 황가를 마련하여 중앙에 올려보내고 가난한 旗戶를 안치시키고자 했다는 
것은, 이들 丁戶에게 사용권(전면권)만을 주고 大小租를 거두었다는 의미이다.

14) ｢雙城堡協領爲鑲白旗丁戶楊宜順等人退地揀丁接領給吉林行省的申文｣(宣1.4.30), 吉林旗人生
計 pp. 본 문건에서 쌍성보협령은 당시 양백기 丁戶 가운데 7명이 退地를 신청하였고 이를 물
려받을 5명을 선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5) 만몽 지역의 墾荒을 장려하기 위해 수시로 墾荒 出力人員에게 상을 내리고 상을 받는 기준이 
押荒收價와 증액된 租糧이었음을 볼 때, 토지 개간이 재원 창출의 적극적 방편이었음은 명백하
다. ｢東三省總督徐世昌奏遵駁核減蒙荒出力人員另擬請獎摺｣(光33.9.3), 政治官報 1, pp.105- 
106.



- 114 -

그렇다면 길림 각지에서 이들 가난한 旗戶에게 나누어줄 황지를 어떻게 해결했을
까? 내지에 비해 동삼성이 황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길림 역시 예외가 아니었지
만, 모든 城에 기인에게 분급할 황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있다 할지라도 충분하
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선통2년 5월, 長白府가 無業旗民을 대상으
로 한 이민실변의 시범지역이 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기인생계 모색안의 일부
가 실현되기에 이른다. 석량은 광서33년 8월 20일의 諭旨를 받들어 동삼성 전역에 
대한 팔기생계 주획에 고심하고 있었는데, 당시 장백부가 移民設治를 하고 있는 시
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無業旗民을 불러 모아 새로 개간하고 있는 이곳으로 옮기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長白이라고 하는 팔기의 근본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팔기의 衣食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旗丁 100호를 불러 모아 잠시 안도현 내에서 시범적으로 토
지 분급을 실시한다는 것으로서, 땅을 나누어 주어 이들을 이주시키고, 牛‧具‧房‧糧
은 모두 官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100호를 이주시킬 경우 대략 3
만 량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旗地를 淸理하면서 거두어들인 照費에
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먼저 시행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다시 奏陳하라’는 硃批가 내려짐으로써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16) 

三姓의 경우도 비교적 일찍 개혁안을 제출하여 타 지역의 선례가 되었다. 위에서 
관병수결지 餘荒의 분급을 언급하였듯이, 이곳 역시 분급 가능한 荒地가 있어 가난
한 旗戶의 정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였다. 선통2년 8월 
東北路道 王瑚가 三姓旗務의 변통처리안을 제의하면서 시작된 三姓의 개혁 논의는 
이후로도 몇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다른 지역에 미친 파장이 자못 컸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王瑚가 처음 제기했던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이 당시 三姓에서는 
어떤 형태로 기인생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王瑚는 기인생계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實邊정책과 보조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附城荒地에 대한 토지조사 실시이다. 三姓의 황지 
가운데 城 주변 100里 안에 있는 토지는 본지 토착인들과 초기 이주한 만주인들이 
插占하여 농사짓던 곳이었다.17) 황무지를 불하하고 招墾하던 시기에도 100리 이내
의 땅에 대해선 民에게 불하하지 않았던 까닭에 城 주변 일대는 사사로이 典賣하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이렇게 하여 외지에서 들어온 墾民들은 가속을 데리고 오지도 

16) ｢籌款招集旗戶遷移長白府屬撥地試墾摺｣(宣2.5.18), 錫良遺稿 1047.
17) 이는 비단 三姓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琿春의 경우에도 駐防을 설치할 때 사방 백리 이

내의 땅을 琿春 기인들이 마음대로 개간해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윤욱, ｢琿春 旗地
의 소유와 운영, 1879-1931｣, 東方學志 184, 2018,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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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방책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荒廢해진 땅이 현재 열에 여덟아홉은 되는 상황이니, 마땅히 이 지역에 대한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插占한 各戶 가운데 스스로 경작할 수 있거나 民戶를 불러 
개간할 수 있는 戶는 시한을 주어 개간하도록 하고 시한을 넘기면 充公하여 다른 
戶를 불러들이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개간할 수 없거나 插占한 땅이 매우 멀리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땅이 없는 각각의 旗戶를 안치시키는 방안을 따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附城地畝는 삼사년 이내에 一新할 것이고, 기인들도 
각자 생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18)

둘째는 隨缺地에 대해 地價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三姓에는 隨缺地 2만 9천여 
垧과 隨缺餘地 3만 3천여 垧이 있는데,19) 이곳에서 농사짓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民戶로서 이들은 토지를 재산으로 여기지 못하고 佃僕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
는 까닭에 가속을 데리고 오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植民정책
은 오래되어도 實邊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地
價를 거두어 삼년으로 나누어 기간별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한다면 
이들 民戶가 安家樂業의 마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旗屬의 地價로 기인을 
안치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것이다.20)

셋째는 旗戶를 조사하여 분별 安置하는 일이다. 이는 생계가 곤란한 旗戶를 분별
해 내어 이들에게 황지를 나누어주는 것을 일컫는다. 王瑚의 추산에 따르면 三姓에 
생계가 어려운 旗戶가 대략 1,000여 호에 이르는데,21) 이들을 안치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에 城 주변 지역을 淸丈한 결과 插占地畝의 황지가 대략 1만 4,5천 垧 된
다고 한 바 있습니다. 每戶에게 대략 10垧 정도를 주어 안치시킨다고 한다
면 대략 千戶는 안치시킬 수 있습니다. 가축과 농기구, 종자 및 거처 등은 
거두어들일 隨缺地價에서 매호마다 약간씩 지급해 주면 됩니다. 적절한 인원

18) ｢吉林行省關于會議變通三姓旗務事宜的札文及附件｣(宣2.9.23), 吉林旗務, pp.192-193.
19) 수결지 2만 9천여 垧에 대해서는 광서34년부터 이곳에서 매년 거두어들이는 大小租의 절반을 

省城의 기무처공장으로 보냈으며 나머지 절반은 매년 缺에 따라 分散하였고, 수결여지 3만 3천
여 垧에 대해서는 선통원년부터 지방아문에서 징수하기 시작하여 大小租를 度支司에 올려보냈
다. ｢吉林行省關于會議變通三姓旗務事宜的札文及附件｣(宣2.9.23), 吉林旗務, p.193.

20) ｢吉林行省關于會議變通三姓旗務事宜的札文及附件｣(宣2.9.23), 吉林旗務, pp.193-194.
21) 三姓附城에 약 7천여 호가 있는데 外商과 墾民이 그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官

莊丁과 旗戶가 각각 반씩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官莊丁은 이미 民籍으로 논하기로 하였
으므로 旗戶는 2천이 채 되지 않는 것인데, 이들 가운데 스스로 챙길만한 능력이 되는 자는 수
백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은 천여 호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吉
林行省關于會議變通三姓旗務事宜的札文及附件｣(宣2.9.23), 吉林旗務,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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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견하여 독솔하고 경영하게 해야 합니다. 삼년 이내에는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제3년, 4년, 5년 되는 해에는 매년 원금의 1/3을 갚도록 합
니다. 여섯 번째 해에 규정에 따라 升科하도록 하는데, 大小租를 완납하는 
것 외에도 원금의 1/3을 올려보내어 歸公토록 함으로써 판공경비로 삼도록 
합니다. 6년 이후에는 원래 거두어들인 隨缺地價를 原數대로 탁지사로 올려
보내어 正款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각 旗戶가 恒産을 가지고 생계 방편이 마
련되면 旗漢融化를 이루도록 하여 大小各缺을 모두 裁撤하도록 하는데, 이
렇게 하더라도 전혀 결핍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22)

즉 城 주변 荒地에 대한 淸丈을 통해 찾아낸 1만여 垧의 토지를 생계가 어려운 가
난한 旗戶 천여 家에 각기 10여 垧씩 분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들의 초기 정착
비용은 隨缺地를 판매한 자금에서 조달하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 방안은 官莊에 대해서도 地價를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官莊의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納糧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에 착안하여 제기한 방안이다. 실제 최근 12년 간 納糧한 해는 단지 2년에 불과하
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현재 吉江分界로 인해 이미 江北 官莊의 納
糧熟地 2천 垧과 荒地 3천 垧 정도에 대해서는 地價를 거두어 發商生息함으로써 
매년 양식을 구매하여 江北 官莊이 응당 납부해야 하는 양식의 石數를 보조하기로 
하였으므로, 江南 官莊의 納糧熟地 1만 3천 垧 역시 江北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地價를 거두어 發商生息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설령 거두어들이는 利息으로 양
식을 구매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수십년을 합쳐 계산하면 10년에 9번 欠缺하
는 것보다는 이익이 많을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전체 5城 官莊에 대해서 地價를 거두어 民産으로 돌리고 이를 立案시킬 수 있다면 
영원히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23) 

이렇게 王瑚가 三姓旗務의 변통처리안을 제의하면서 이것이 시행에 부쳐지기로 
되어 있었으나, 곧바로 길림행성은 이 문제가 三姓 한곳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全省의 旗務가 三姓과 동일한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즉 
三姓의 경우 가난한 旗戶에게 荒地를 분급하고, 수결지나 관장 등 이미 민호가 농
사짓고 있는 땅에 대해선 地價를 거두는 방향으로 하여 민호와 기호 모두 땅에 안
착시키되, 거두어들인 地價를 가지고 기인생계 비용에 보탬으로써 진정한 實邊을 
꾀하고 기인생계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가능한지,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우선 조사하여 省 차원의 통일된 기무변통안을 마련

22) ｢吉林行省關于會議變通三姓旗務事宜的札文及附件｣(宣2.9.23), 吉林旗務, p.194.
23) ｢吉林行省關于會議變通三姓旗務事宜的札文及附件｣(宣2.9.23), 吉林旗務, 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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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三姓을 제외한 길림 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기인생

계의 모색은 그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 길림 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伯
都訥의 경우는 선통2년 10월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新城府 기인 
45명이 자의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결국 자의국에서는 
伯都訥 속하의 기인 인구 1만 1천여 명에 대해, 5명을 1호로 계산하여 매호당 황지 
20垧씩 지급함으로써 생업으로 삼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총독아문에 
제출하였다. 이 지역은 蒙界와 맞닿아 있어 유사시에는 兵으로, 무사시에는 귀농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도 덧붙였다.24) 

이는 비단 伯都訥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三姓변통안이 제기되어 길림기무처가 각
지에 상황보고를 명령하기 전까지만 해도, 길림 각지 駐防에서 기인생계 모색 방안
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킨 예는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대체로 단순히 황지
를 나누어 주는 정도의 방안만 제시되어 있었고,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된 경우라 하
더라도 분급 가능한 황지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荒價의 조달방식에 대한 고민에 이
른 정도였다. 그러나 三姓의 개혁안 이후 선통2년 말부터 各城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역상황의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各城에서 토
지분급 등을 비롯한 기인생계 도모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상황이 三姓과 다른 곳이 많았다. 

선통2년 11월 결국 伯都訥旗務承辦處에서는 한 달 전 자의국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官紳들이 공동으로 상의한 결과를 제출하면서, 기인생계는 결국 농사에 의지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게 된다. 하지만 伯都訥 부근의 황
지는 모두 일찍이 出放하여 거의 남은 것이 없고 오로지 江西, 江南의 蒙荒만이 개
간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서
술하고 있다. 첫째 방안은 俸餉을 비축하여 황지를 수령하는 것이다. 3년간의 관병 
봉향을 비축하면 대략 6만여 량이 모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南北兩蒙 郭爾羅斯公處
를 禮謁하여 5만 垧의 황지를 수령하자는 것이었다. 수령한 황지를 앞서 자의국에
서도 제안하였듯이 각호에 20垧씩 분급하게 되면, 이후 개간하여 숙지가 되었을 때 
족히 養贍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물론 荒價는 우선적으로 公款에서 조달해 대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이고 있다. 두 번째 방안은 황지를 개간하는 데 필요한 牛
犋, 종자 등의 비용을 위한 款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伯都訥 관병의 隨缺津
貼地 1만 9천여 垧에 대해 그간 전호들이 1垧에 大小租로 1전 9푼 8리만을 납부해 

24) ｢吉林諮議局爲旗人壽山等四十五人請撥蒙荒以籌生計的呈文｣(宣2.10.16), 吉林旗人生計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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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데 이것이 매우 저렴하니, 이번에 三姓에서 地價를 거두어들이기로 한 방식에 
따라 地價를 받아서 필요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급
한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2천여 垧정도 되는 采貢鮮毛荒地에 대해, 이
미 풍토가 변하여 필요한 공품은 모두 사방에서 구입하여 바치는 실정이니 이 황지
를 出放하여 地價를 거두어서 당장 급한 학교 설립이나 순경 설치 등의 경비로 사
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다.25)

琿春의 경우는 三姓이나 公産閑荒을 가지고 있는 各城과 비교할 때 상황이 달랐
다. 三姓의 기무변통안에 대한 답변으로 선통2년 11월 琿春기무승판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琿春은 러시아의 압박 때문에 기타 各城보다 서둘러 實邊을 주판하
고 旗丁의 생계를 모색해야 할 곳인데, 개간 가능한 곳은 이미 모두 民田이 되어 
있는 상태인 데다가 의지할 만한 閑荒도 없고 公倉 역시 설치해 본 적이 없으며, 
더욱이 官莊이나 隨缺의 실재하는 땅이 원래 없다는 것이다. 旗丁의 생계 역시 매
우 어려워서 예전에는 인근 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최근 러시
아의 제한 때문에 失業하고 無産者로 전락하는 예가 다른 곳보다 많게 되었다고 한
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기무변통을 위해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琿春 전역에 
대해 인원을 파견하여 實地調査를 시행함으로써 개간 가능한 땅이 조금이라도 있다
거나 인근 城에서 提撥해간 곳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하여 점차적으로라도 授地
安揷하게 하는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26)

이렇게 해서 찾아낸 琿春의 황지가 1,476垧으로 보고되었다. 길림순무 陳昭常은 
기무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황지를 琿春의 가난한 旗丁에게 나누어주되 荒價를 
면제하고 5년 후에 升科하게 해달라고 주청하면서, 이것이 비록 放荒 규정에는 부
합하지 않으나 旗丁을 체휼하고 邊荒을 신중히 하기 위한 의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여 결국 인준을 받았다.27) 앞서 서술하였듯이 다른 지역에서는 분급할 황지
가 있더라도 荒價를 납부하는 일 자체가 또다른 부담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렇게 荒
價를 면제해 준 것은 확실히 길림 내에서도 琿春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반
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寧古塔의 경우 城 주변 100리 이내에 규모가 큰 閑荒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자
그마한 땅들도 일찍이 旗民各戶가 수령해 가서 상황이 三姓과 다르니, 기무변통안
은 因地制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官莊에 관련된 조목은 참고할 만하긴 하지

25) ｢伯都訥旗務承辦處爲査報該處變通旗務情形的呈文｣(宣2.11.8), 吉林旗務 pp.196-197.
26) ｢琿春旗務承辦處爲査報該處變通旗務情形的呈文｣(宣2.11.28), 吉林旗務 pp.198-199.
27) ｢(吉林巡撫陳昭常)爲琿春勘撥貧苦旗丁荒地請免交價限年升科事奏稿｣(宣3.4.7), 吉林檔案 제

33책, 문건번호 1383; ｢(吉林行省)爲奏琿春勘撥貧苦旗丁荒地請免交價限年升科一摺奉硃批事給
度支部等咨稿｣(宣3.6.1),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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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미 올해 5월에 일체 案卷과 官莊戶口地冊 및 징수해야 할 錢穀 액수 등 모두
를 寧安府에 이관한 상태인 데다가, 이관하기 전에도 官莊丁民들은 종전대로 租를 
납부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28) 

阿勒楚喀의 경우도 三姓기무변통안에서 제시한 4가지 가운데 官莊에 관한 사항만 
관련이 있긴 한데, 三姓은 10년 가운데 9번을 欠收하고 生荒을 같이 갖고 있어서 
변통하는 편이 이득이겠지만 阿勒楚喀城의 官莊은 모두 熟田인 데다가 欠收虧額했
던 적이 없어서 예전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29)

額穆赫索羅의 旗務상황 보고에 따르면, 소속 旗戶는 대략 300여 家이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升科熟地는 9,400여 垧에 이른다고 한다. 旗戶의 다수가 직접 농사
를 짓지만 民戶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래에는 養贍이 부족하여 民
戶에게 典賣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各戶의 房地에 붙어있는 자투리 황지
가 아직도 3천여 垧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결지의 경우 額穆赫索羅의 旗兵은 
實地가 없이 매년 缺의 대소에 따라 省에서 분급하는 租銀을 수령해 왔었는데, 광
서34년 이후 그 절반이 省城의 기무공예창 경비로 전용되고 현재는 나머지 절반마
저 공예창 경비로 쓰이게 되었으며 官莊의 경우는 종래 설립된 적이 없으므로, 이
번 三姓기무변통안 가운데 額穆赫索羅에 적용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旗戶 가운데 토지가 없어 생계가 곤란한 자들이 있으니 앞서 이야기한 
자투리 황지를 계속하여 개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인다.30)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三姓 기무변통안에서 촉발된 길림 全省의 旗務상황 조사 
보고의 결과, 三姓과 같이 旗戶에게 분급할 황지가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伯都訥의 경우 인근 蒙荒만이 의지할 수 있는 황지였고, 琿春의 경우
도 어렵게 찾아낸 황지가 1,500垧이 채 되지 않았다. 額穆赫索羅에서는 各戶의 房
地에 붙어있는 자투리 황지만이 개간 가능한 토지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반면 이 
외의 다른 지역은 이마저의 황지도 없는 실정인데다, 三姓 변통안과 관련해서는 官
莊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 보고했던 寧古塔과 阿勒楚喀의 경우도 官莊의 매각보다는 
종전대로 地租를 거두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던 것을 보면 길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일적인 기무변통안, 그 가운데서도 各城旗에서 생계가 곤란한 旗戶에게 계구수전
한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매우 시행하기 어려운 방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할 구역에 황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이나 다른 지역의 황지를 구매하여 소속 
無業旗丁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伯都訥에서 인근 몽황을 구입

28) ｢寧‧阿‧額旗務承辦處爲査報各該處變通旗務情形的呈文｣(宣2.11), 吉林旗務 pp.199-200.
29) ｢寧‧阿‧額旗務承辦處爲査報各該處變通旗務情形的呈文｣(宣2.11), 吉林旗務 p.200.
30) ｢寧‧阿‧額旗務承辦處爲査報各該處變通旗務情形的呈文｣(宣2.11), 吉林旗務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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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한 것이나 拉林에서 三姓의 황무지를 구입하려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즉 拉
林에서는 民들이 사사로이 넘어와 점유하고 있는 浮多地畝를 아예 民에게 수령하도
록 하고 地價를 거둠으로써 거두어들인 地價로 三姓 등지의 좋은 황무지를 구매하
여 가난한 旗丁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31) 이
런 경우 황지가 있는 곳으로의 이주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토지의 분급이 아닌 
교육이나 실업 방면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기인생계를 위한 가장 이상
적인 방법은 계구수전을 통해 귀농하도록 이끌고 토지에 안착시킴으로써 流離失所
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기인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업을 우선시 하는 시각은 선통3년 말의 기
록에서도 확인된다. 三姓기무승판처는 선통3년 11월, 産業이 없는 旗丁 4,100여 명
에게 토지를 분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무처에 올린 보고에서, 가난한 旗丁을 안
치하는 방도는 農‧工이 최선이라는 점, 즉 어린 旗丁에게는 工藝를 익히도록 권하고 
年力强壯한 旗丁 가운데 기댈 만한 田産이 없는 자는 官에서 땅을 주어 귀농케 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이들 가운데 병사가 되고자 한다든지 벼슬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응당 그렇게 해주도록 해야 하지만, 生計의 방법은 농업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으니 귀농케 하되, 이를 위해 응당 먼저 荒地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32)

선통3년 말 三姓 지역에서 실시한 荒地에 대한 조사 결과, 아직까지 개간하지 않
은 荒地가 10,910垧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熟地와 新開未種地에 대해서
는 원래의 전호로 하여금 계속하여 경작하게 하고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租를 거두
는 것으로 하되, 아직 개간하지 않은 황지 가운데 이미 개간을 하고 있는 전호들을 
위해 넉넉히 부근에 맞닿은 황지를 남겨두도록 하는 외에, 나머지 1만여 垧의 황지
에 대해서는 旗丁들을 안치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게 된다. 
每丁마다 10垧씩 나누어 주되, 넉넉히 廬墓井道 등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대략 800
에서 900명의 旗丁은 안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旗漢이 잡거하
면서 畛域은 자연스레 융화될 것으로 보았다.33)

물론 이들 旗丁 가운데 農具 등을 구입할 여력도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官에서 
따로 비용을 마련해 주도록 함으로써 마냥 荒田을 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도, 만약 시종 이러한 경비를 마련할 수 없다면 또한 방안을 조금 융

31) ｢(拉林旗務承辦處)爲呈送公産晾網地畝表並請派員淸丈浮多擬放民領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
(宣2.12.16),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21.

32) ｢(三姓旗務承辦處提調勝春)爲該處馬廠荒地仍令照章一律納租未墾之荒照數撤回安置旗丁事給吉
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呈文｣(宣3.11.17), 吉林檔案 제35책, 문건번호 1536.

33) ｢(三姓旗務承辦處提調勝春)爲該處馬廠荒地仍令照章一律納租未墾之荒照數撤回安置旗丁事給吉
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呈文｣(宣3.11.17), 吉林檔案 제35책, 문건번호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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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호를 불러들여 경작케 한 후 租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되
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여하튼 八旗가 가지고 있던 자산
을 가지고 旗丁을 위해 쓰는 것이니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외 
부족한 황지에 대해서는 경비를 마련하여 부근에 주인 있는 황지가 있으면 값을 주
고 구매하든지, 아니면 부근 지방관이 官荒을 撥하여 주든지 해서 계속하여 안치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34)

이렇게 선통3년 말까지도 기인에 대한 황지 분급 계획이 계속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授田歸農’이 기인생계 도모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사고인데, 
물론 분급해 준 땅에 대해서는 전호에게 경작시키고 租를 거두는 것도 용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경이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토지를 매개로 하여 기인이 어떻게
든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황지가 있어 분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荒價 및 초기 정착비용의 조달이 과제로 남
을 수밖에 없었으며, 황지가 없어 다른 지역의 황무지를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구매 
비용에서부터 이주 및 정착 비용에 이르기까지, 경비의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였음은 자명하다. 지역마다 세부적인 비용조달 방식이 약
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이자 공통점은 토지를 매개로 하여 재원을 확
보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길림 토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旗地가 이미 民戶에 
의해 대부분 경작되고 있는 상황에서,35) 旗戶에 대한 계구수전을 목적으로 이들 民
戶를 무작정 축출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기인과 민인을 모두 고려한 대안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는 곧 民戶로 하여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땅에서 대대로 안정
적으로 농사짓도록 함으로써 實邊을 꾀하되, 기인생계를 비롯한 각종 신정 비용 확
보를 위해 이들 민호로부터 숨어있는 재원을 찾아낸다는 것이었다. 즉 토지대장에 
오르지 않은 채 사사로이 경작되고 있는 浮多地를 찾아내어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地租 수입을 늘리거나, 민호가 경작하고 있는 땅을 아예 매각하여 地價를 거둠으로
써 荒價를 포함한 각종 기인생계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34) ｢(三姓旗務承辦處提調勝春)爲該處馬廠荒地仍令照章一律納租未墾之荒照數撤回安置旗丁事給吉
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呈文｣(宣3.11.17), 吉林檔案 제35책, 문건번호 1536.

35)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5.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길림 토지의 절반’이라
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던 실질적인 비율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실제 길림 내 
各城의 기록을 보면 旗戶에 속하는 토지가 절반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910년 
依蘭府 개간지는 전체 88,818垧이었는데 이 가운데 旗地가 72,58%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民地이지만 기인 명의로 등록된 旗地가 많았기 때문이다. 청말 동북의 流民이 官
荒을 私墾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旗人을 지주로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升科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길림과 흑룡강에는 소위 ‘民認旗東地’가 허다하게 많았던 것인데, 이는 민인의 私墾
이 늘어날수록 旗地의 수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孔經緯 主編, 淸代東北地區經濟
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0,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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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작업이 바로 이하에서 살펴 볼 淸丈과 升科라고 하겠다.

2. 旗地의 淸丈과 升科
대대적인 淸丈을 시행함으로써 浮多地畝를 발견하고 숨겨진 재원을 찾아내는 작

업은 旗産 활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광서28년 길림장군 長順이 
당시의 納租 실적이 경작하는 땅의 10-2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淸丈의 필요
성을 주청하였는데, 그 원인은 절반이 관원의 뇌물 수수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佃
戶가 맞닿은 변두리의 황지를 개간하여 침점하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36) 즉 吏
治정돈 문제와 별개로 地租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사로이 침점하여 경작하고 있던 
땅의 존재를 파악함으로써 납조액의 총량을 증가시키고 財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淸丈의 목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官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팔기 관병의 隨缺
地, 馬廠, 莊園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전호를 불러 경작하였는데 해가 오래되면서 盜
典‧隱占하는 등의 적폐가 심각해졌다.37) 이에 따라 토지조사를 통해 官地를 소중히 
하고 旗産을 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른다.38) 기인생계 문제와 맞
물려 적극적인 재원확보에 골몰하였던 길림성은 旗地를 가지고 旗人을 부양한다는 
목적 아래 대대적인 旗地 정돈에 착수하였는데, 六旗馬廠官地와 方正泡公田을 대상
으로 행해진 淸丈은 이러한 작업의 중요한 일부였다. 

馬廠官地란 國初에 길림팔기에게 각각 荒場 한 구역씩을 나누어주어 官馬를 기르
고 騎射를 연습하도록 한 토지였다. 가경년간에 이르러 마필을 차례로 裁撤하면서 
원래 나누어 주었던 荒場에 대해서 비로소 전호를 불러들여 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垧에 따라 租를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 이들 租는 糧租와 錢租로 나뉘는데, 糧租
는 정홍기와 양홍기 두 旗의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옛 이름은 2旗馬廠이고 해마다 
官倉에 납부하여 文職의 廩糧을 충족시키고 在官인원의 工食비용으로 삼았다. 錢租
는 나머지 6旗의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옛 이름은 6旗馬廠인데, 해마다 정해진 額
대로 징수하여 八旗 制兵을 위한 일체 犒賞 용도로 충당하였다.39) 

36) 東三省政略 卷7 ｢財政 吉林省｣ 歲入篇, p.1140.
37) 盜典이란 莊頭나 壯丁, 佃戶가 몰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典賣(돈을 받고 사용권을 넘기는 

것)하는 것을 말한다. 隱占이란 莊頭나 壯丁, 佃戶가 이들 官地를 빼앗아 본인의 소유로 한 뒤 
사사로이 黑租를 거두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방법은 正額이나 浮多地를 보고하지 않거나 
적게 보고하여 租를 조금만 올려 보내고 黑租를 많이 거두는 것이었다. 李帆‧陳玉峰‧衣保中, 淸
代滿洲土地制度硏究, 吉林文史出版社, 1992, pp.332-333.

38) ｢籌擬派員淸理旗地片｣(宣2.5.18), 錫良遺稿 권7, 문서번호 1048, pp.1142-1143.
39) ｢(吉林全省旗務處)爲淸丈六旗馬廠官地酌擬章程六條事給吉林巡撫詳稿｣(光34.12.9),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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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가경년간에 전호를 불러들여 개간하고 租를 거두어들인 이래 한번
도 淸丈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백 수십년간 各旗의 馬廠官地에 대한 토지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地畝가 나날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租額은 예전 그
대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馬廠官地에 대한 淸丈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현재 款項이 부족한데다 각 해당 佃丁은 그간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왔으니 
마땅히 보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40) 이렇게 해서 일단 六旗馬廠부터 토지
조사를 실시하여 租賦를 넉넉히 하고 그 이후에는 二旗의 馬廠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41) 

이를 위해 인원을 파견하여 일률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한 후 실제에 맞추어 租
를 거두어들이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는데, 길림기무처는 이에 광서34년 12월 
六旗馬廠의 値年總理인 烏槍營 參領 貴陞이 제의한 장정에 기초하여 작업을 진행
할 것을 건의하였고42) 이를 동삼성총독이 승인함으로써 淸丈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되었다. 貴陞이 의정했다고 하는 ｢淸丈六旗馬廠章程｣ 6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六旗馬廠官地는 모두 선발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되, 熟地‧夾
荒‧牧場‧山林을 막론하고 일률 勘丈하도록 한다. 만약 浮多가 있다면 옛 
규정대로 荒價는 거두지 않고 단지 當年份에 대해 增租할 뿐, 이 외에는 
조금의 浮費도 없어야 한다. 

一 이러한 종류의 토지는 원래 三則으로 나뉘는데, 上地는 每垧당 錢 1吊 
600文에 달하는 租를 납부하며, 中地는 每垧당 錢 1吊 300文을, 下地는 
每垧당 錢 1吊文의 租를 납부한다. 이번 조사를 거쳐 浮多熟地가 있을 
경우 원래의 전호로 하여금 수령하여 耕種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수령
하려고 다투지 못하도록 한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등차를 나누어 각 전
호가 承種한 上中下 三則에 대해 이름과 地數 장부를 만들어 보고함으로
써 租를 거두는데 대비하도록 한다.

一 토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各地의 垧數와 四至를 밝혀낸 후 우선
적으로 小票을 발급하고 전호가 원래 수령하고 있던 옛 증표는 반납하도
록 한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전호가 가지고 있던 小票를 다시 반납하
도록 하고 새로운 증표를 발급한다. 

一 馬廠 경계 내를 조사하여 남아있는 牧場‧夾荒‧柴岭‧林荒 등지가 있다면 
또한 垧數와 等次에 비추어 인접한 각 전호로 하여금 나누어 수령하도록 

40)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3.
41) ｢(吉林全省旗務處)爲淸丈六旗馬廠官地酌擬章程六條事給吉林巡撫詳稿｣(光34.12.9),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974.
42) ｢(吉林全省旗務處總理成沂等)爲擬淸丈六旗馬廠官地章程事給東三省總督徐世昌等呈文｣(光

34.12.14),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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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두 본년부터 租를 납부하도록 하되, 牧場과 夾荒은 熟地에서 해
마다 納租하는 것에 비추어 따르도록 하는 것 외에 柴岭‧林荒은 모두 4
년에 한번 納租하도록 함으로써 체휼의 뜻을 보여주도록 한다. 

一 토지조사 위원을 파견하여 내보낼 때에는 荒務局의 淸賦章程을 본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매번 委員 2명, 隨帶司事 2명, 書識 4명, 繩弓差役 4
명, 짐끄는 큰 수레 2대가 필요한데, 날에 따라 계산하여 각각 工食錢文
을 나누어주도록 함으로써 도착한 곳에서는 스스로 식비를 처리하고 累
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一 토지를 조사하는 員‧司‧書‧役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委員에게는 하루에 
津貼工食錢 2吊을, 司事에게는 1吊 600文을, 書識에게는 1吊 400文을, 
繩弓差役에게는 1吊을 지급한다. 짐끄는 수레는 한 대당 行日에는 3吊
을, 坐日에는 1吊 500文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 款項은 작년에 거두어들
인 六旗馬廠租款의 雜支항목에서 빌려 쓰고, 일이 끝난 후에 浮多荒地를 
얼마나 丈放하였는지, 本年에 거두어들이고 지출한 加增租錢이 얼마인지 
검토하여 액수대로 갚도록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이번에 빌려 쓴 
款項 내에서 빌려 보충함으로써 합산하여 정산하도록 한다.43)

이렇게 章程6條를 擬定하여 하루 빨리 고시함으로써 백성들이 두루 알 수 있도록 
하되, 앞으로 나오게 될 浮多地畝가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租를 늘려야 하는지 등등
의 일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헤아려 처리함으로써 폐단의 근원을 없애
고 租賦를 넉넉히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44)

물론 淸丈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하지는 않았다. 기무처에서 보고한 내
용을 보면, 가경년간 이래 官馬를 없애고 招墾하였던 터라 이제 와서 淸丈한다면 
抗租를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熟田에 대한 淸丈이 生荒을 勘放하
는 것보다 훨씬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淸丈을 하려고 하면 비록 
曉諭를 내린다고 해도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미리 章程을 마련하여 고시함
으로써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45) 실제로 淸丈을 
알리는 曉諭의 내용을 보면, 해당 佃丁을 대상으로 하여 租賦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謠言에 흔들려 抗租하지 말 것과 정해진 章程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것 외에도, 
토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인원은 관에서 발급한 車價와 川資 외에 일절 사사로이 색
출하지 말 것 역시 당부하고 있어,46) 淸丈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官民간의 갈등
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고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게 사실이다. 

43)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4.
44)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3.
45) ｢吉林全省旗務處爲淸丈六旗馬廠官地事的呈文｣(宣1.3.29), 吉林旗務 p.190.
46) ｢吉林全省旗務處爲淸丈六旗馬廠官地事的呈文｣(宣1.3.29), 吉林旗務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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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丈의 결과보고는 선통원년 여름부터 그 이듬해 가을에 걸쳐 대략 완성된 것으
로 보인다. 선통원년 7월 길림전성기무처는 이미 조사가 끝난 3旗(鑲黃, 正藍, 正
白) 馬廠地畝에 대해 各旗별 전체 官地와 浮多地, 山林柳林地의 畝數를 보고하면서 
여기부터 먼저 印照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머지 3旗에 대해서는 추수 이후 
조사를 완성한 후 발급 사무를 진행시키겠다고 하였다.47) 이듬해인 선통2년 9월, 기
무처는 조사가 완료된 나머지 3旗馬廠을 포함하여 전체 6旗馬廠에 대한 淸冊을 올
려보내면서 地照 발급을 요청하였다. 淸冊에는 6旗 各旗별 上則地, 中則地, 下則地
의 畝數와 浮多地畝가 기록되어 있는데, 6旗 전체를 총괄하면 上則地는 전체 3,483
垧 9分이고 이 가운데 浮多地가 1,088垧 4分, 中則地는 2,499垧 6畝 8分이고 이 
중 浮多地가 437垧 4畝 8分, 下則地는 전체 3,282垧 7畝 3分이고 浮多地는 1,197
垧 4畝 8分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上‧中‧下則地를 모두 합쳐서 총 9,265垧 5
畝, 이 가운데 浮多地가 2,723垧이며 山林‧柳林의 地畝는 총 2,477垧 3分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8) 

이렇게 전체 6旗馬廠에 대한 淸丈을 마치면서 애초에 의정하였던 ｢淸丈六旗馬廠
章程｣ 6條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山林‧柳林에 대해서 4년에 한번 
每垧당 1吊씩을 徵租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매년 每垧당 錢 250文을 
徵租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선통원년 3旗 馬廠官地에 대한 
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사 경비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그 해 10월경 ‘放荒
章程에 비추어 每垧당 照費 200文씩을 거두어 丈地 경비 및 증서 발급 등의 경비
로 삼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每垧당 照費 200文을 거
두는 것 역시 이번에 새로이 曉諭를 내리면서 추가로 명시된 사항이었다.49) 이렇게 
6기마창관지에 대한 淸丈은 章程을 의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부쳐진 뒤 2년이 
채 안되어 완료되었다. 즉 전체 官地의 畝數는 물론이고, 徵租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浮多地의 畝數까지 파악함으로써 租額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후에는 六旗馬廠官地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節을 달리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방정포공전은 애초에 徵租 수입을 기대하고 팔기 兵餉으로 구매한 토지였다. 즉 
광서24년 장군 延茂가 各旗에 조금도 여유 경비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길림성
내 10旗營 관병들로부터 자금을 추렴하여 方正泡公田 1만 1천여 垧을 구매하도록 

47) ｢吉林全省旗務處爲丈放熟地及山林柳林地畝請發印照並擬林地收租章程的呈文｣(宣1.7.20), 吉
林旗人生計 pp.12-13.

48) ｢(吉林全省旗務處)爲派員淸丈六旗馬廠官地完竣請發地照出示曉諭事給東三省總督等呈稿｣(宣
2.9.25),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83.

49)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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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소작을 통해 개간하여 熟田이 된 이후 局을 설립하고 지조를 거두기 시작하
였으나, 곧 庚子, 癸卯 2차례의 兵亂이 일어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50) 
행성 개설 이후에는 원래 길림장군아문의 戶司가 관리하던 公田局이 기무처로 귀속
되면서, 기무처에서 이곳의 재정과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는
데, 그 결과 해당 局의 총판인 吉林正藍旗 佐領 富常阿와 阿勒楚喀 佐領 鳳和가 
款項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혁직되기도 하였다.51) 이들에 대한 참핵과 더
불어 선통3년 기무처는 인원을 파견하여 이 토지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시행하고 
토지의 질에 따라 분별하여 지조액을 개정하였다. 이는 해당 局이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淸丈이 이루어지지 않아 續墾浮多를 면하기 어렵다
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데,52) 결국 租佃관계를 재차 확정하고 원래 租를 거두던 
토지의 면적을 확대시킴으로써 지조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방정포공전에 대한 정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이유는 무엇
일까? 방정포공전에 대한 정돈의 또다른 예로, 方正縣을 옮겨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로를 개척하려고 시도한 것을 들 수 있다. 방정포공전의 문제는 해당 지역
이 비옥하다 하더라고 산중에 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糧
石을 出境하여 옮기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한 까닭에 거두어들인 糧石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길
을 뚫어 賓州까지 도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해당 지
역의 糧石을 쉽게 소비하여(팔아)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公田의 나머지 荒地도 4,5년 안에 모두 熟地가 되어 1년에 1만여 石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53) 주목할 점은 이렇게 되면 ‘租稅를 완납한 후에도 旗屬
의 신정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대목이다. 즉 방정포공전에 대한 
다각적인 정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公田 1項으로 旗丁생계를 비롯한 신정
경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일찍이 滿蒙高等小學
의 개설 비용이 부족하다 하여 方正泡公田의 租項에서 보충 지급하기도 하였는
데,54) 公田의 정돈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50)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4.
51)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4.
52) ｢吉林全省旗務處協理條陳吉省旗務擧辦各節的呈摺｣(宣3.8), 吉林旗務 p.110.
53) 광서34년 당시 방정포공전에서 거두어들인 租糧이 총 3600여 石이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4,5년 내에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
畝篇, p.1364.

54) ｢吉林全省旗務處爲轉發吉林行省關于創辦滿蒙高等小學堂批示給提學司的移文｣(宣1.5.8), 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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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마창은 가경년간 이후로, 방정포공전은 광서24년 그 토지를 구매한 이후로 地
租를 거두고 있던 旗地로서, 원래 地租를 거두지 않았던 일반기지와는 구분되는 官
地이다.55) 이에 대한 淸丈은, 租佃관계를 재차 확실히 규정하고 浮多地를 색출하여 
地租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원래 地租를 거두지 않던 일반기지
에 대한 升科 작업이 본격적이고 대대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른다. 길림의 旗地는 본
래 기인 소유의 땅으로서 영원히 升科하지 않기로 하였던 곳이다. 하지만 광서28년
에 이르러 通省 旗地에 대한 승과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東三省政略에 
기록된 아래의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다. 

 길림은 我朝의 龍興之地로서 田土의 대부분은 기인에게 속해 있으나 경작
하는 자는 민인이 많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민인이 점차 많이 땅을 가지
게 되었다. 일찍이 旗地는 대부분 租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에게 속
한 땅 역시 租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旗地에 대해 升科하
게 된 원인이다. …(중략)… 이에 광서28년에 이르러 장군 長順은 다음과 같
이 주청하기에 이른다. “길림의 旗地는 종래 旗人이 스스로 점유하여 영원토
록 升科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근 수십년 사이 旗民이 사사로이 交産하여 절
반이 민에게 귀속되어 민이 개간하고, 佃戶 역시 환매를 輾轉하여, 조사할 
근거조차 없게 된 고로, 司冊을 살펴보면 戶名은 의연히 있으나 産業은 이미 
姓이 여러 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56)

즉 면세지였던 기지가 점차 민인에게 장악되면서 民은 租를 납부하지 않는 땅을 경
작하여 은닉하고 속이는 것이 나날이 심해지고, 旗戶 가운데 땅을 가지고 있는 경

旗人生計 pp.230-233.
55) 旗地는 크게 일반기지와 관지로 구분된다. 일반기지는 청 입관 이후 圈占한 토지를 ‘份地’ 방

식으로 팔기관병에게 분배한 것으로서, 이들 份地는 비록 국유 토지였지만 기인 사이의 매매를 
허용하는 등 관병의 점유권과 사용권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점차로 사유화되어 기인의 개인 자
산으로 여겨졌으며 租를 거두지 않았다. 관지는 糧莊 등의 皇莊과 官莊 등, 기본적으로 매매가 
불가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이 가운데 國初부터 길림지역에 존재했던 것은 打牲烏拉糧莊과 
길림 各城에 분산되어 있는 官莊이었으며 이곳의 장정들이 주요 생산자가 되어 租를 납부하였
다. 그러나 이들 관지 역시 莊頭나 壯丁, 佃戶에 의해 점차 사유화되어 갔는데, 청조는 이들 기
지가 사유제로 전화되어감에 따라 乾嘉년간 이후 기지를 보다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 이미 민간 
사유화된 토지에 대해 다시 이를 국유로 회수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국가 관할의 기지가 조성되었는데 본문에서 주로 서술하고 있는 관병수결지 및 
馬廠地, 公田養育兵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신설 관지는 전호를 초모하여 租를 징수하고 
매매는 금지하였다. 孔經緯主編, 淸代東北地區經濟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0, pp.100-128;
烏廷玉‧張雲樵‧張占斌, 東北土地關係史硏究, 吉林文史出版社, 1990, pp.39-77, pp.107-113;
李帆‧陳玉峰‧衣保中, 淸代滿洲土地制度硏究, 吉林文史出版社, 1992, pp.42-145, pp.267-337;刁
書仁, 東北旗地硏究, 吉林文史出版社, 1993, pp.183-197.

56) 東三省政略 卷7 ｢財政 吉林省｣, 歲入篇, p.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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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생계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진실로 커다란 폐해라는 것이다.57) 기지가 
이렇게 더 이상 기인만의 토지가 아닌 민인의 토지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에서 기지
에 대한 升科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길림장군 長順의 의견을 
받아들여 通省에 旗戶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땅과 典賣한 땅 등을 모두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별도로 토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승과하기로 결
정하기에 이른다. 비로소 通省 기지 가운데 租를 거두지 않는 곳이 없게 된 것으로
서, 升科章程에서는 이들 승과지에 대해 每垧마다 錢 600文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
정하였다.58)

이렇게 기지가 民에 의해 침점이 된 것은 그 기원이 오래 되어, 이미 건륭년간에
도 이에 대해 지적하는 논의가 있었다.59) 그럼에도 불구하고 租를 납부하지는 않았
었는데, 광서28년에 와서 기지에 대한 升科를 과단성 있게 결정하게 된 것은 결국 
의화단 이후의 재정 곤핍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60) 즉 길림은 의화단사건 이
후 餉이 부족해지자, ‘民田을 淸賦하고, 旗地를 升科하고, 荒地를 丈放하여 餉需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광서28년 봄에 황무총국을 설치하고 그 
후 府廳州縣에 연이어 10곳의 분국을 설치하였다.61) 그러나 곧바로 승과를 단행하
지 못한 채 러일전쟁을 맞게 되는데, 광서30년 당시 길림장군이었던 富順은 의화단 
사건과 러일전쟁 등으로 러시아군이 길림 곳곳에 산재해있고 민심이 흉흉한 상태라, 
官荒의 勘放만 처리하고 그 외의 旗民地畝에 대한 淸賦升科는 잠시 중단하였다가 
민간의 원기가 회복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주하기에 이른다.62)

결국 길림 旗地에 대한 본격적인 升科 작업은 광서31년(1905년)부터 시행되었다. 
광서34년 당시 제9차의 升科를 마치고 보고된 길림 전체 旗屬 升科地畝와 징수해
야 할 租賦錢文의 전체 數目은, 納租地가 520,835垧 7分이고 해마다 징수해야 할 

57) 東三省政略 卷7 ｢財政 吉林省｣, 歲入篇, p.1140.
58) 東三省政略 卷7 ｢財政 吉林省｣, 歲入篇, p.1140.
59) 건륭46년, 流民의 私墾이 늘어나면서 戶部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다. 즉 유민의 이

러한 私墾이 해당 지역 만주인의 생계에 방애가 된다하여 內地의 賦則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기
도 하였고 또한 보고를 은닉하다 발각될 경우 每畝마다 1년에 은 8分을 징수하고 旗倉에 쌀 2
升 6合 정도를 납부하도록 징계하자고 하기도 하였다. 東三省政略 卷7 ｢財政 吉林省｣, 歲入
篇, p.1140.

60) 즉 의화단사건 이후 재정이 곤핍해 지면서 旗産에 대해 승과하여 租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광서28년부터 전임장군 장순이 주청한 이래 몇 차에 걸쳐 승과하여 租를 거두어들이기로 하였
다는 기록이 있다. ｢(吉林行省東三省總督錫良等)爲發旗民典地由典主出納租賦告示張貼事給吉林
民政司札文｣(宣1.8.12),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074. 

61) ｢吉林荒務總局爲嗣後有關淸賦升科荒務事件由道署承辦給省旗務處的移文｣(宣1.12.28), 吉林旗
人生計 pp.128-129.

62) ｢吉林將軍富順奏爲吉林旗民田地淸賦升科請暫停辦摺｣(光30.4.21),吉林旗人生計 pp.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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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租는 錢 312,501吊 42文으로 나타났다.63) 이듬해인 선통원년에는 제10차의 升科
가 이루어졌는데, 광서31년 이후 이러한 열 차례의 升科 결과 各屬에서 원래 전량
을 거두지 않던 旗地 총 586,204垧 8畝 2分 2釐에서 租를 거두게 되었다.64) 길림
은 애초 10차에 걸쳐 旗地에 대한 升科 업무를 마무리하고 局을 철수하려고 계획하
였으나, 선통원년 12월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미처 보고하지 못한 升科地가 있어 해
당 업무는 사실상 그 다음해까지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5) 즉 선통2년 2월 拉
林협령은 원래는 錢糧이 없었으나 民이 사용하게 된 旗地 65,768垧 8畝 2分에 대
해 升科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旗地에 대해선 7成으로 納賦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전체 46,038垧 1畝 7分 4厘에 대해 租를 거두어야 한다고 기무처에 보고하고 있
다.66) 선통2년 7월에는 길림기무처가 文報總局 및 拉林 협령에게 보내는 移文과 札
文에서, ‘이번에 旗戶 승과지에 대한 제11차 보고에 즈음하여’라는 어구로 시작하
여, ‘현재 오직 문보총국 소속 각참과 拉林, 雙城堡, 伊通邊門에서만 照費를 올려보
내지 않고 있으니’, 이곳에 명하여 속히 정해진 규정대로 每垧당 照費 錢 200文씩
을 거두어 올려보내라고 지시하고 있다.67) 즉 선통2년에 旗地에 대한 11번째 升科
가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升科를 통해 얻게 되는 수입원으로는 租賦 외에도 照費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旗地에 대한 升科 역시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였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우선 租를 내기 어려운 빈곤 旗戶의 존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升科 과정에서 旗地를 매각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는데, 만약 民戶가 이 
旗地를 구입하였다면 地租를 어디에다 납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旗産을 구입한 자는 본래 매각한 자의 旗産 관할 구역 아문에다가 
納租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68) 하지만 이보다 결정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典當
잡힌 地畝의 경우 그 租賦는 누가 납부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길림 旗戶의 토지
는 升科 이후로 가난 때문에 전당 잡히는 곳이 많아 拖欠이 빈번하게 벌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 拉林에서 보고를 올린 이후로 이것이 拉林 지역만의 일이 아니므로 
확실히 정리하여 선례를 남기고 각 府廳州縣에 曉諭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탁지사와 

63) ｢吉林全省旗務處爲旗屬升科地畝應徵租錢事的移文｣(光34.7), 吉林旗務 pp.187-189.
64) ｢吉林行省爲旗地升科事給旗務處的札文｣(宣1.12), 吉林旗人生計 pp.129-131.
65) ｢吉林行省爲旗地升科事給旗務處的札文｣(宣1.12), 吉林旗人生計 pp.129-131.
66) ｢(護理拉林協領全林)爲民認旗東地畝隨同旗地徵租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文｣(宣2.2.13),  吉林

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176.
67) ｢(吉林全省旗務處)爲各處續報第十一次旗戶升科地畝應交照費催解事給文報總局等移稿｣(宣

2.7.22),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55.
68) ｢(吉林行省東三省總督錫良等)爲發旗民典地由典主出納租賦告示張貼事給吉林民政司札文｣(宣

1.8.12),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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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처가 같이 의논하기에 이른다.69) 그 결과 典主가 租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방식은 典當 계약을 작성한 후 본래의 관할 旗佐로 가서 典主의 이름으
로 바꾸어 그 해부터 租賦 납부를 인계받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빚을 갚고 
본래의 땅을 찾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래 業主의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였다.70)

各屬 旗戶地에 대한 升科가 선통원년 11월 제10차 보고를 통해 대략 마무리되면
서 선통2년부터는 그때까지 미진하였던 各站에 대한 승과 보고를 재촉하였다. 문보
총국이 各站에 명하여 납부해야 할 大小租의 數目에 대해 冊을 작성하여 보고하도
록 하면서 그 결과물이 선통2년 5월 이후로 속속 기무처에 전달되기에 이른다.71) 
旗地에 대한 升科가 재정곤란 타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錢糧 징수 기
한의 초과라든지 升科地畝 보고의 은닉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것임을 명시하는 별
도의 지시문이 빈번히 하달되곤 하였다.72) 이것이 升科 업무의 대략적 마무리 시점
이었던 선통원년 말을 넘어서서 주로 선통2년 중후반 이후로 집중되었다는 것은 升
科를 통한 餉需 증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升科地는 이러한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어 나갔는데, 선통3년 恩賞隨缺地에 대한 
升科 결정은 기존에 세워놓았던 升科 면제 구역의 마지막 라인이 무너졌다는 점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恩賞地畝에 대한 升科는 선통3년 3월 阿勒楚喀 기무승판처
에서 먼저 자청하여 이루어졌다. 阿勒楚喀 지방은 건륭21년에서 24년까지 연이어 
京師로부터 閑散滿洲 2천 戶를 뽑아 데려왔는데, 拉林이 건륭9년에 원래 뽑아 데려
왔던 閑散滿洲와 합치면 전체 3천 호가 되는 셈이었다. 그 후 건륭27년에 阿勒楚喀
와 拉林은 閑散滿洲를 원근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로 하면서, 阿勒楚喀가 閑散滿
洲 총 1천 5백 戶를 관할하게 된다. 함풍4년에는 한산만주 가운데 挑甲當差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 阿勒楚喀 지방에서 한산만주缺 124分을 떼어내어 총 1,376分이 

69) 拉林의 경우 광서31년부터 租를 거둔 이래 4년째인데 해마다 拖欠이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
을 고찰해 보니 전당잡힌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자주적인 권한은 없으면서 이름만 달아놓아 租
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이익은 當主에게 있는 셈이
니 當主가 納租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署伊通州知州)爲奉到告示曉諭旗戶典當地畝升科租
賦應歸典主封納事給署吉林民政使謝汝欽申文｣(宣1.9.14),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086.

70) ｢(試辦樺甸縣設治委員李慶璋)爲奉到告示曉諭旗戶典當地畝升科租賦應歸典主封納事給署吉林民
政使謝汝欽申文｣(宣1.9.13),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085.

71) ｢(吉林文報總局)爲移送塔拉等各站丁戶續報升科地畝應納大小租賦數目冊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
文｣(宣2.5.30),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32; ｢吉林全省旗務處爲文報局送升科地冊數目不
符亟應詳核事給度支司的移文｣(宣統3.3), 吉林旗人生計 pp.135-142.

72) ｢(東三省總督錫良)爲准度支部咨吉省旗地升科經徵錢糧考成限期懲辦章程如擬辦理事給吉林行省
衙門咨文｣(宣2.5.28),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29; ｢赫爾蘇邊門防禦爲送該門各台自置津
貼地畝垧數公産表給省旗務處的呈文｣(宣2.12.18), 吉林旗人生計 pp.112-114; ｢吉林文報局爲
送站丁黃仕殿續報升科地畝冊給省旗務處的移文｣(宣3.閏6.6), 吉林旗人生計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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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게 되었다. 이는 京旗 人戶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곳으
로 이주시킨 것으로, 各戶가 개간하여 熟地로 만든 땅은 6,7에서 10여 垧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였는데, 이것이 성과를 보게 됨에 따라 이를 특별히 상으로 내려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유지가 내려졌던 것이다. 이 恩賞地畝에 대해서는 典賣를 금
하도록 하고, 이들 閑散滿洲는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되 差使에 충당되는 것을 면하
도록 해 주었으며, 길림 全省 旗地에 대해 升科를 단행하였던 광서31년에는 欽差勘
放荒務大臣 達桂가 주청하여 이곳에 대한 升科도 면제된 바 있었다.73) 

이렇게 대대로 세습하면서 升科도 면제받은 恩賞地에 대해 阿勒楚喀에서 자청하
여 승과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阿勒楚喀기무승판처가 恩賞地의 升科에 대해 
기무처에 피력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토해 보니 해당 한산만주缺 1,376分이 현재 가지고 있는 恩缺地는 9,700
여 垧으로서, 이는 본래 恩賞으로 받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자산이니, 
官産‧公産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拉林의 경우는 이미 영원히 升科를 면제
해 준다는 印照를 발급받은 상태로서, 본 阿勒楚喀 기무승판처 역시 응당 印
照의 수령을 청하여 각 호가 이를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이 立憲을 예비하고 旗制를 변통하는 시기이니만큼 해당 閑散滿洲 등이 
이와 같이 특별한 恩賞을 받는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통하지 않는다면 장
래에 憲政과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이에 선통3년부터 다같이 승
과함으로써 일원화 시키도록 하는 것에 대해 奏請해도 좋을지 삼가 재가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해당 戶의 旗佐花名, 地畝
垧數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책을 작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74) (밑줄은 필
자)

즉 예비입헌 시기 旗制의 변통이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만한차별을 
부추긴다거나 만한차별 해소에 역행하는 행위는 헌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阿勒楚喀가 이러한 특혜의 중심에 서는 부담을 갖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애
초에 拉林 恩缺地에 대해 광서31년 7월 27일 흠차대신 達桂가 상주하여 升科의 면
제와 公田印照의 발급을 청하였을 때에도, 이들 恩賞隨缺地의 수치는 阿勒楚喀와 
拉林을 합쳐 단지 2,3만 垧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었는데,75) 이처럼 얼마 안

73)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阿勒楚喀旗戶恩賞地畝自宣統三年起一倂升科事給東三省總督錫
良等詳文｣(宣3.4.14),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90.

74) ｢阿勒楚喀旗務承辦處爲旗戶恩賞地畝自請升科給省旗務處的呈文｣(宣3.3.24), 吉林旗人生計
pp.134-135.

75) ｢(吉林全省旗務處)爲拉林恩賞地畝東佃兩不相認擬請由該協領自行曉諭淸理事給東三省總督等詳
文｣(宣2.6.6),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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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규모의 땅이었기에 升科 면제를 요청하거나 다시 升科를 자청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 겉으로는 위 인용문에서 이야기하듯 
‘특별한 恩賞을 받는 것이 헌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
리 면에서는 그다지 커다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길
림 권업도 역시, “이번에 阿勒楚喀 기무승판처가 기제변통의 시기를 맞아 해당 地
畝를 선통3년부터 升科하여 納賦함으로써 正供을 넉넉히 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旗
戶의 世業이기도 한 것이므로 公私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어 시행할 만하다”고 보
았다.76)

이에 대해 기무처는 “현재 旗制의 변통을 실행하고 있고 만한진역의 구분을 없애
고 있는 시점인 데다가 該處에서 자청하여 선통3년부터 승과하겠다고 하니 이는 시
대에 맞추어 변통을 기하는 견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고 보고,77) 권업도로 하여금 재차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권업도는 이 문제를 
검토하여 선통3년 5월 총독 趙爾巽에게 보고를 올리는데, 마땅히 阿勒楚喀의 은상
지를 승과하여 正供에 보탬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拉林이 
원래 그 절반의 京旗 地畝를 나누어 갔듯이 사항이 동일한데, 拉林의 경우 비록 升
科를 영원히 면제한다는 印照를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곳 拉林에 대해서도 함께 
승과함으로써 둘로 나뉘는 것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78) 
즉 건륭년간 京旗 人戶를 받아들여 토지를 지급하고 이 토지를 恩賞地로 인정받아 
升科를 면제받은 이후로 항시 拉林과 阿勒楚喀의 은상수결지는 같이 결부되어 다루
어지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阿勒楚喀의 일방적인 升科 自請은 拉林과의 통일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拉林도 같이 升科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길림행
성은 권업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무처로 하여금 拉林 은상지의 승과 문제와 더불
어 해당 地畝의 淸冊을 같이 보고하도록 지시함으로써,79) 拉林과 阿勒楚喀의 은상
수결지는 모두 승과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80)

76) ｢吉林行省爲阿城拉林二處旗戶恩賞地畝自宣統三年起一律升科的札文｣(宣3.5.21), 吉林旗人生
計 pp.143-145.

77)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阿勒楚喀旗戶恩賞地畝自宣統三年起一倂升科事給東三省總督錫
良等詳文｣(宣3.4.14),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90.

78) ｢(吉林勸業道黃悠悠)爲阿城旗戶恩賞地畝應予升科事給東三省總督趙爾巽等呈文｣(宣3.5.11), 吉
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404.

79) 拉林 소속 8旗 24屯 閑散滿洲의 恩賞地畝는 총 9,405垧 2畝로 집계되었다. 즉 阿勒楚喀와 합
쳐도 2만 垧이 채 안되는 규모였다. ｢(拉林旗務承辦處提調連科)爲呈送該處旗戶恩賞地畝垧數花
名冊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3.8.13),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1484.

80) ｢吉林行省爲阿城拉林二處旗戶恩賞地畝自宣統三年起一律升科的札文｣(宣3.5.21), 吉林旗人生
計 pp.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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伯都訥에서도 마찬가지로 恩賞隨缺地를 升科하겠다고 자청하였다. 伯都訥 소속 8
旗 12佐 좌령 등이 伯都訥 기무승판처의 提調 德亮에게 간청하기를, 伯都訥 소속 
기지를 모두 규정에 따라 升科하기로 하였음에도, 전임장군 長順이 주청하여 恩賞
地畝에 대해서는 恩賞地라는 이유로 升科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바 있는
데, 이에 대해 변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國計가 어렵고 帑項이 부족
한데, 旗戶가 받고 있는 은혜는 매우 무거우니 마땅히 힘을 보태야 하는 즉, 恩賞地
畝에 대해서도 旗地升科 규정과 마찬가지로 일률 升科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
다.81) 恩賞地畝의 규모는 남북 20里에 동서 46里로서, 여기에서 貢品 비용으로 필
요한 황지 1,100垧 및 공립학당 경비에 보태기 위해 필요한 地畝를 제외한, 熟地 1
만여 垧에 대해 升科함으로써 餉源에 보탬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82) 伯
都訥의 경우는 은상지의 升科 이유를 “國計가 어렵고 帑項이 부족한데, 旗戶가 더 
이상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해 기무승판처 提調가 기무
처에 보고를 하면서, 윤허한다면 자세한 淸冊을 작성하여 올리겠다고 하였는데, 기
무처의 입장에서는 앞서 阿勒楚喀의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받아
들였듯이, 이번 伯都訥의 升科 自請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즉 기무처는 伯都訥 
기무승판처로 하여금 자세한 淸冊을 작성해 올릴 것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총독아문
에 이를 보고하였다.83)

기본적으로 淸丈과 升科는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다만 이 토지가 기지일 경
우에는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六旗馬廠과 方正泡公
田에 대한 淸丈은 旗地에서 농사짓고 있는 民으로부터 보다 많은 地租를 거두어들
이기 위한 조치였다. 기지에 대한 升科 역시 이미 많은 기지가 民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升科를 미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민인이 나날이 
증가하고 의화단 이후 재정난까지 심해지면서 민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인생계를 포함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각종 신정경비를 보조하
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동원된 논리는, 원래 기인을 
위한 자산이었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삼아 경비를 추렴하여 기인생계를 도모하는 것
은 합당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恩賞수결지에 대한 升科는 특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旗戶에게 대대로 세습하게 하면서 典當잡히거나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全省 기지
에 대한 一律升科 규정에도 불구하고 升科 면제를 받았던 특혜지가 恩賞隨缺地였

81) ｢(伯都訥旗務承辦處提調德亮)爲旗戶請將恩賞地畝照章升科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3.4.24),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96.

82) 위와 같음.
83)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伯都訥恩賞地畝請准升科事給東三省總督趙爾巽等呈文｣(宣

3.8.21),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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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恩賞隨缺地의 존재가 예비입헌의 시기에 ‘만한융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하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여 그간 받아온 특혜를 포기한다는 
취지에서 스스로 升科를 요청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시기 각종 
기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행해진 淸丈과 升科는 실질적으로는 재원 증대를 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만한진역 구분을 해소한다고 하는 대의까지 거두어들일 수 있었던 계
책이었다고 하겠다. 

3. 旗地의 매각과 財源 창출
기지에 대한 정돈 차원에서 淸丈과 升科 작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살펴보

았는데, 주목할 것은 선통2년 말에서 선통3년에 이르면 기지 정돈과 관련된 대부분
의 개혁안이 매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六旗馬廠官地에 대한 淸丈을 통
해 租佃관계를 확실히 하고 增租를 도모했음을 살펴보았는데, 선통2년 말부터는 이
곳 馬廠官地에 대한 정돈 역시 매각의 방향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하였다. 선통2년 
11월 길림기무처 총리 慶山이 동삼성총독 錫良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당시 기인생
계를 도모하라는 상유를 누차 받으면서 근본중지인 길림에서는 이를 더더욱 늦출 
수 없음을 통감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이를 쉽사리 처리할 수 없다
고 하는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즉 기인생계 籌劃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이 없이는 힘든 과제였고, 고민하던 차에 六旗馬廠官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이다.84) 

이미 六旗馬廠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熟地‧夾荒‧牧場‧山林을 불문하고 일률 淸丈하
여 浮多熟地 등을 조사해 낸 바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곳에서 수년간 경작하고 있
는 전호들과 이 地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생겼던 것인데, 淸丈 규정을 정할 당시
는 물론이고 淸丈을 마친 후 전체 地畝와 浮多地畝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을 때에도 
이를 통한 納租의 증가에 대한 언급만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선통2년 11월의 
문건에서는 六旗馬廠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었다. 기무처에서 주장한 내용을 직접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官地에 대해 검토해보니, 해당 전호들이 농사지은 지 오래되어 廬墓를 
다 갖추고 있는 등, 이들 모두는 값을 지불하고 永業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
습니다. 재차 생각해 보아도 官馬를 없앤 이후 이 官地는 일찍이 폐기하여 

84)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請專案奏明六旗馬廠官地出放收價專歸本省旗人籌劃生計之用事
給東三省總督錫良等呈文｣(宣2.11.18),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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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民에게 租를 거두는 것과 民에게 파는 것을 고려
해 볼 때, 租를 거두는 것은 단지 작은 이득만을 취할 수 있어 正供에 보탬
이 안 되지만, 파는 것은 大宗을 얻을 수 있어서 생계를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양쪽의 이득을 서로 견주어 (이득이) 큰 쪽을 취하고자 한다면, 이를 
팔아 民産으로 귀속시켜 값을 받고 升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양쪽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서 일찍이 여러차례 토론하였는데 다수가 동
의한 바 있습니다. 地價는 上則地는 每垧당 1백 40吊의 錢을, 中則地는 1백 
吊을, 下則地는 80吊을, 山林柳林은 20吊의 錢을 거두는 것으로 의정할 경
우, 총 錢 100여만 吊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반드시 현장에 가
서 조사하여 밝힌 후 다시 헤아려 값을 정함으로써 民力을 풀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윤허해 주신다면 본 기무처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85) (밑줄은 필자)

즉 단지 租를 거두는 것에 비해 매각하는 것이 巨款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
할 뿐 아니라 民의 입장에서도 永業으로 삼아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地租를 거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淸丈六旗馬廠章程｣ 및 이듬
해 개정된 규정에 따라, 上地는 每垧당 1吊 600文, 中地는 1吊 300文, 下地는 1吊
文, 山林柳林은 250文을 적용할 수 있는데 비해, 地價를 거두는 경우는 上地가 每
垧당 1백 40吊, 中地가 1백 吊, 下地가 80吊, 山林柳林이 20吊의 錢이 적용되므로 
확실히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이점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淸丈 결과를 토
대로 한 地畝를 따져 대략 100여만 吊의 地價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래 이러한 巨款이 필요한 이유가 기인생계를 도모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기무
처는 과감하게도 이렇게 馬廠官地를 팔아 거두게 될 地價를 온전히 기인을 위해서
만 사용하게 해 달라고 청하고 있다. 기무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본 기무처가 또다시 청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地價는 본래 部에 보
고해야 하는 正款이지만, 馬廠은 당시의 恩賞之地로서 보통의 官地와는 구
별되는 것이니, 기인이 응당 가져야하는 地價를 가지고 늦추기 어려운 기인
의 생계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는 바, 청컨대 이 地價를 모두 
本省 旗人의 생계 도모 비용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86)

85)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請專案奏明六旗馬廠官地出放收價專歸本省旗人籌劃生計之用事
給東三省總督錫良等呈文｣(宣2.11.18),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08. 

86)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請專案奏明六旗馬廠官地出放收價專歸本省旗人籌劃生計之用事
給東三省總督錫良等呈文｣(宣2.11.18),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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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래 地價라고 하는 것은 탁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正款이지만, 馬廠官地의 경우
는 일반 官地와 구별되는 恩賞地의 성격을 띠므로 이를 모두 길림 기인생계 비용으
로 쓰는 것이 이치에서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탁지사로 
넘겨졌다. 탁지사가 권업도와 상의하여 의견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윤허할지 여부
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87) 이듬해 정월 탁지사는 동삼성총독에게 올린 보고에서 
기무처가 의정한 收價章程의 각 조항이 正供에 보탬이 될뿐더러 기인생계를 도모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六旗馬廠官地의 매각을 試辦하자고 긍정
적인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매각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88)

기무처가 의정한 ｢六旗馬廠官地放歸民産收價簡章｣ 5조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
로 현재 경작하고 있는 佃戶에게 땅을 팔도록 되어 있지만 佃戶의 빈부가 각기 다
르므로 두 번에 나누어 地價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혹 가난하여 地價를 
지불할 수 없는 전호가 있을 때에는 다른 民戶가 값을 주고 땅을 살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땅을 사는 사람이 그 절반의 값을 추가로 원래의 전호
에게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초기에 경작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보상하도록 조처하기
도 하였다.89) 

이렇게 해서 六旗馬廠官地를 民에게 팔아 길림의 기인생계 비용으로 쓴다고 하는 
큰 골격에 대해선 합의가 이루어진 셈인데,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조
치가 필요하였다. 즉 六旗馬廠이 省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다르고 각 佃戶가 
수천여 戶에 이르는데 이들이 각기 省에 와서 값을 지불하고 票를 수령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농번기에는 농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다. 기무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무처 계부과에 收價處 한 곳을 부설하여 이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는다. 여기에 總匯 1명, 收支員 1명, 稽核員 
2명, 조사원 1명, 서기장 1명, 書記 4명, 부역 2명을 두되, 各員은 모두 기무처 계
부과의 과장이나 과원 가운데에서 뽑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해서는 薪水
는 지급하지 않고 津貼만 지급하도록 하되, 서기장과 서기만 따로 초모하자는 것이
었다. 여기에 필요한 개설 비용은 官銀錢號에서 官帖錢 1만 吊을 빌려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지가를 거두게 되면 분기별로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물론 各戶들이 
일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曉諭文을 미리 出示하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90) 

87) ｢吉林全省旗務處爲將六旗馬廠官地出放收價作籌劃旗人生計經費的呈文及吉林行省的批文｣(宣
2.11.18), 吉林旗人生計 pp.103-104.

88) ｢(署吉林度支使徐鼎康等)爲旗務處呈請六旗馬廠官地放歸民産收價籌謀旗人生計一案請准該處暫
行試辦事給東三省總督錫良等詳文｣(宣3.1.26),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43.

89) 위와 같음.
90)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六旗馬廠官地出放請飭官銀錢號撥款開辦並先行出示曉諭事給東



- 137 -

결국 동삼성총독이 기무처의 이러한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관은전호에 1만 吊을 내
어줄 것을 지시하는 등, 육기마창관지를 民産으로 돌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
기에 이른다.91)

문제는 佃戶들이 위에서 정한 이러한 규정을 착실히 따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
이다. 曉諭文이 고시된 이후 各旗 馬廠의 佃民들은 기무처에 지가를 경감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대해 기무처가 동삼성총독에게 올린 보고문을 보면 佃民들의 요구
를 반영하여 애초에 의정하였던 收價규정을 스스로 조정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馬廠官地가 워낙 척박한 곳이 많고 비옥한 곳이 없어 조금 변통하여 체휼의 뜻
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당 佃民들의 私心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경감해준다면 기인생계의 도모에도 장애가 되므로 중도를 지켜서 上
則地는 每垧당 90吊, 中則地는 70吊, 下則地는 50吊, 山林柳林은 10吊으로 조정하
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기한은 당해년도 윤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를 初限으로 
하여 절반을 납부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末限으로 하여 완납할 수 있
도록 하되, 기한을 넘기거나 구실을 만들어 값을 아끼려고 하면 즉시 전호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지가
를 경감하게 되면 총 67만여 吊이 거두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예상했던 
100여만 吊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이 정도라도 기인생계 도모에 조금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92)

일단 지가를 둘러싼 전호들의 불만이 접수되어 지가의 경감은 이루어졌으나, 이번
에는 납부 기한이 촉박하여 이를 맞출 수 없다는 불만이 자의국에 접수되었다. 즉 
馬廠官地 전호들은, ‘기인생계를 주획한다고 하지만 기인의 생계가 그렇게 곤궁한지
도 모르겠거니와, 100여 년간 전호로서 경작하던 곳인데 갑자기 지가를 납부하라고 
하면서 기인보다 더 힘든 민호를 꼭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의국에 불만을 토로
하며 기한을 연장하게 해 달라고 호소하였다.93) 자의국은 다음과 같이 전호의 입장
을 대변하는 글을 총독아문에 올리게 된다. 

자연재해로 흉년이 겹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荒價를 어떻게 

三省總督錫良等呈文｣(宣3.3.17),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73.
91) ｢(吉林全省旗務處)爲六旗馬廠官地收價放歸民産擬由官銀錢號借撥開辦奉批事給永衡官銀錢號移

稿｣(宣3.4.4),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82.
92)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六旗馬場官地酌減地價擬請出示曉諭事給東三省總督趙爾巽等呈

文｣(宣3.閏6.7),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 1432.
93)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六旗馬廠佃戶等應交地價暫緩事給東三省總督趙爾巽等詳文｣(宣

3.10.24), 吉林檔案 제35책, 문건번호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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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기인생계를 주획하는 문제 등 旗務에 있어 곳곳에 돈
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時局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급한 문제가 
아니니 잠시 늦추어 처리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時局이 조금 안정되고 民力
도 조금 회복된 뒤 다시 出放하도록 함으로써 양쪽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公決을 접수하여 보고를 올리는 바이니, 검토 후 조
금 늦추어 처리하도록 해 주심으로써 輿情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94)

총독아문 역시 자의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무처에 재검토를 명령하게 되는데, 기무
처는 이번에도 “기인생계는 도모하지 않을 수 없으나 佃戶의 고난 역시 체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납부 기한의 연장에 동의하였다. 결국 기한을 1년 늦추어 
이듬해 6월부터 12월 1일까지 2차에 나누어 일률 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정되기에 이른다.95)

이와 같이 기인생계 도모를 위해 旗産을 매각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장기간 전
호로 있던 民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땅을 구매하라는 갑작스런 요구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선통2년 하반기부터 선통3년 초까지 반년간 동북 전역
을 휩쓸고 간 역병으로 길림에서만 3만 명 가까이 사망했을 뿐 아니라, 연이어 선
통3년 4월에는 길림대화재가 발발하는 등, 혁명전야의 길림은 이들 각종 재해로 인
해 민생과 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였다.96) 여기에 더하여 신정의 일부인 기인생
계 籌劃을 이유로 민호들이 경제적 압박과 희생을 강요당하였다고 보인다. 동삼성이 
기인생계 주획 방면에서 다른 곳보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이는 반대로 
민인의 희생 내지 민인의 반발을 대가로 하여 이루어 낸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이다. 물론 대부분 기지를 토대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수십년 수백년의 관성 하에서 
갑작스런 변화와 개혁이 발생함으로써 민호들은 정서적으로 부당함과 억울함을 강

94)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六旗馬廠佃戶等應交地價暫緩事給東三省總督趙爾巽等詳文｣(宣
3.10.24), 吉林檔案 제35책, 문건번호 1528.

95) 위와 같음.
96) 선통2년 말부터 선통3년 상반기까지의 盛京時報 기사가 동북의 역병과 길림 화재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동북 역병과 관련해서는 焦潤明, 近代東北社會諸問題研究, 中國
社會科學出版社, 2004.; 焦潤明‧張春艶, 中國東北近代災荒及救助硏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1.; Summers, William C., The Great Manchurian Plague of 1910-1911: The Geopolitics 
of an Epidemic Disease, Yale Univ. Press, 2012의 연구를 참조할 것. 선통3년 4월 10일 길림 
省垣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서는 盛京時報 기사 외에, ｢(雙城旗務承辦處提調德克吉布)爲報
移交民署接徵租賦各項地畝垧數淸單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3.閏6.27),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 1444.의 서술을 참조할 것. 해당 문건에서는 화재로 각종 新舊 案卷이 소실되어 通省 
升科 旗地에 대해 제1차 奏報부터 현재 第一結까지 모든 장부를 다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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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기인생계를 도모하여 ‘만한융화’를 꾀함으로
써 성공적인 신정을 이루어내려고 하던 당시 길림의 이면이었다.

당시 기지의 매각과 관련한 최대의 안건은 이미 첫 번째 절에서 서술한 바 있었
던 三姓隨缺地와 三姓官莊地의 出放 문제였다. 東北路道 王瑚가 선통2년 8월에 제
의한 三姓旗務 변통안에 대해 10월 11일에 독무의 批示를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三姓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기초를 수립하되 착수 초기인 만큼 상세히 보고
하라고 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王瑚가 재차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변통안에 대
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는 旗戶를 안치시킨 뒤 원금을 상환하
는 과정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하는 王瑚가 제출한 
기존 개혁안의 문제점이다.

무릇 수결지에 대해 地價를 거두어 民産으로 바꾸게 되면 반드시 大照를 발
급하여 産業을 관리하기에 편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大照를 발급하려면 
荒價를 반드시 部(탁지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원래 제의했던 바로는 旗戶를 
안치시킨 뒤 제3년,4년,5년 되는 매해에 원금의 1/3씩 갚도록 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旗戶는 농사일에 어두울뿐더러 열심히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농사를 지어도 밭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일반) 농부에 비해 분명히 적을 것입니다.97)

아울러 안치 초기에는 井灶窩棚과 牛具籽種 등 초기 정착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
는데, 세 번째 되는 해에 갑자기 원금의 1/3에 해당하는 167吊을 상환하라고 책임
을 지울 경우 능히 이 액수를 납부할 수 있는 자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것
이다. 하물며 네 번째 해와 다섯 번째 해에 연달아 계속하여 이를 상환토록 해야 한
다면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98)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왕호가 제안한 수정안은, 隨缺地價를 탁지부로 
올려 보내는 것을 면제해 주어 이를 기인생계 비용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지가를 
거둘 때에는 熟荒으로 계산하여 每垧마다 9吊을 받아 총 錢 67만여 吊을 거두어들
이되, 보고할 때에는 生荒으로 보고하여 每垧마다 2吊, 즉 총 錢 15만여 吊을 올려 
보내자는 것이었다. 旗産으로 기인을 안치시키는 것이므로 部에 보고하는 正款에도 
손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후의 錢糧正供이 매해 증가하게 되어 역시 부족하지 않
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이 방안이 통과된다면 선통3년에서 6년까지 매년 계속하
여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선통11년에 旗戶의 地畝에 대해서 일률 승과하겠

97) ｢吉林省民政使爲遵札籌議變通三姓旗務案的移文｣(宣3.1.25), 吉林旗務, pp.201-203.
98) ｢吉林省民政使爲遵札籌議變通三姓旗務案的移文｣(宣3.1.25), 吉林旗務, pp.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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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제안하고 있다.99) 즉 기지를 매각하여 얻은 지가를 가지고 旗戶의 귀농을 위
한 초기 정착비용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독무의 의견은 일단 부정적이었다. 즉 수결지가를 部로 올려보내지 않
거나, 熟荒으로 地價를 거둔 뒤 生荒으로 部에 보고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주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현재가 淸理財政의 시대이니만큼 
회계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번 사안은 다르게 접근하
여 해결해 보는 게 낫겠다고 제안한다. 즉 이번 안건은 旗官의 땅을 旗民에게 개방
하는 것으로서 황지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官産을 改售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 
기무처가 馬廠官地를 民戶에게 넘기기로 한 방안에 비추어 처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착수 초기라 재차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사안이 
三姓 한 곳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全省의 旗制변천과 관련된 것이므로 더더욱 신
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민정사와 탁지사, 기무처가 회동하여 全省旗制變遷에 관한 
통일된 방법을 논의하여 마련한 후 보고하여 검토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있다.100)

애초에 王瑚가 제출했던 三姓旗務變通案은 附城荒地에 대해 전체적인 토지조사
를 실시하고, 隨缺地에 대해 지가를 거두어들이며, 旗戶을 조사하여 분별 안치하고, 
官莊地를 매각하여 그 지가를 가지고 納糧에 보태자고 하는 4가지 사안을 담고 있
었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附城荒地 및 기인 호구에 대한 
조사는 이미 완료되어 三姓기무승판처에서 길림행성에 보고를 올린 상태였다. 이후 
三姓기무승판처에서 나머지 두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시 길림행성에 呈文을 보
냈는데, 隨缺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隨缺地畝는 이미 기무공장 경비로 정해져 있으니, 지금 地價를 거두겠다고 
한다면 향후 納租, 즉 國家正供으로 인해 공장 경비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는 방안이 달리 없으니 이 방안을 변통하여 처
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삼가 擬定코자 하는 변통 방안은, 기무공장이 본래 
기인생계를 주획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번 隨缺地畝에 대해서 地價를 거
두게 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巨款에서 공장경비를 提撥하자고 하는 것입니
다. 또한 공장은 더욱이 실업교육을 위한 곳이니 이러한 變價 款項을 운용한
다면 奉省의 방법과도 부합하는 것일 것입니다.101)

선통3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기지를 매각하여 巨款을 확보함으로써 이 비용으로 기

99) ｢吉林省民政使爲遵札籌議變通三姓旗務案的移文｣(宣3.1.25), 吉林旗務, pp.201-203.
100) ｢吉林省民政使爲遵札籌議變通三姓旗務案的移文｣(宣3.1.25), 吉林旗務, pp.201-203.
101) ｢三姓旗務承辦處關于變通旗務一案的呈復文｣(宣3.3.17), 吉林旗務, pp.203-205.



- 141 -

인생계를 도모하려는 방안이 확고해지는 시기였고, 이 기사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隨缺地에 대해서는 종래 여기서 거두는 租를 가
지고 기무공장 비용으로 전용해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수결지에 대한 매각이 본격
적으로 논의되면서, 기존의 기무공장 비용을 隨缺地 매각을 통해 거두게 되는 地價 
항목에서 변통해 사용하자고 건의하게 된 것이다. 

官莊地의 變價納糧 문제와 관련해서 三姓기무승판처가 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았
다. 

검토해보니 官莊納糧地와 旗署公倉은 본래 같은 사안으로서 莊地의 糧은 응
당 公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작년에 문서를 받들어 公倉은 이미 지방관에 
인계하도록 하였으므로 官莊之地 역시 응당 지방관에 귀속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동삼성은 본래 기인의 根本之地로서 馬
廠莊田은 모두 旗産이었습니다. 광서33년 8월 20일의 유지에서도 기인을 안
치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馬廠莊田을 가지고 計口授地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략)… 旗人을 하루 안치하지 못하면, 결국 그 하루만큼 滿漢之分이 생기
는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官莊地畝는 동삼성이 모두 가지고 있는 땅
입니다. 길림성에서 비록 이미 지방관이 관리하도록 귀속시켰다고는 하지만, 
아직 奏咨하여 立案한 것이 아니니, 이를 영원히 公倉納糧의 용도로 쓸 것
인지 아니면 旗人안치의 용도로 남겨둘 것인지에 대해, 응당 청컨대 憲臺께
서 奉省기무처에 문서를 보내어 이러한 莊地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成
案을 베껴 보내게 함으로써 다시금 전체적으로 주획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
여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102)

즉 전년도에 이미 길림에서는 관장지를 지방관의 관할로 돌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입안되기 전이고, 기인 안치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관장지가 旗産인만
큼 봉천의 상황을 조사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즉 旗産인 官莊
을 公倉納糧의 용도로 쓰기 위해 民署에 귀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인 안치를 위
한 용도로 남겨둘 것이냐의 기로에 서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인근 봉
천성의 예를 원용할 수 있도록 봉천기무처의 成案을 참조하자는 것이다. 旗署에서 
民署로 관할권이 이양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하여, 三姓기무승판처에서는 기
본적으로 旗産은 旗人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와 기인생
계가 해결되어야 ‘滿漢之分’도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102) ｢三姓旗務承辦處關于變通旗務一案的呈復文｣(宣3.3.17), 吉林旗務, pp.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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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三姓이 수결지와 관장의 매각을 둘러싸고 좀더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
에 없었던 이유는, 隨缺地租가 이미 기무공장 경비로 전용되고 있었다는 점과 官莊
에서 거두어들이는 糧이 민관에서 인계 받은 公倉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점 때문이
었다. 이에 대해 기무처가 길림행성에 보낸 呈文을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즉 전년도에 이미 六旗馬廠 등지의 地
畝에 대해서는 出放하여 거기서 얻는 자금으로 기인의 생계 및 교육을 籌辦하는 데 
사용하자고 요청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비준을 받아 현재 처리중임을 밝히면서, 
이번 수결지와 官莊 역시 成案을 원용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 官
産은 매각을 통해 巨款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매년 徵稅를 
통해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예컨대 官莊地를 팔아 얻은 값을 購糧의 
용도로 쓸 경우에도 額糧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수결지조가 기무공장의 경
상비로 쓰인다고 하는데 실상 여기에도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것으로서, 수결지를 매
각한 후에 얻은 지가로 기인을 위한 생계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거두어들이
는 租賦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수결지를 變賣하는 것이 공장경비에 방해가 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또한 民은 수결지를 그들의 자산으로 삼아 더욱 힘써 경작할 수 있
으므로 일거양득이라고 하고 있다.103)

따라서 전에 청하여 비준을 받았던 烏拉의 凉水泉子 등지의 旗産 變賣 成案을 
各城에 확대 시행하여 통일을 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면서,104) 아울러 여기서 
얻게 되는 款項은 各城의 기인교육과 공장, 목장 등의 개설 및 계구수전의 각 용도
로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길림행성은 “보고한 내용이 모두 타당하니 기
무처는 신속히 각항의 방법과 규칙을 마련하여 보고를 올림으로써 검토 후 처리하
도록 한다. 아울러 민정사와 탁지사, 東北路道에게도 移文을 보내어 알리도록 하라”
고 하여 기무처의 제안을 수락하였다.105)

문제는 三姓 隨缺地와 官莊의 變賣를 요청하였던 기무처가 한 달도 안되어 태도
를 바꿈으로써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선통3년 閏6월 21일 三姓旗務承辦處가 
받은 기무처의 札文에는 기무처가 요청하여 독무가 찬성하였다는 개혁안이 소개되
어 있다. 기무처는 “현재 헌정을 앞당겨 시행하자고 하는 시기인 만큼 팔기생계를 

103) ｢吉林全省旗務處爲奉札會議呈復三姓旗務變通案的呈文｣(宣3.6.20), 吉林旗務, pp.210-211.
104) 본래 烏拉旗務承辦處에서 행정경비로 사용하고 있던 凉水泉子, 喀薩哩 등지 官地의 大小租

가 民官으로 그 징수권이 이양되자, 기무처는 아예 이 地畝를 원래 경작하고 있던 佃戶에게 출
방하여 그들의 産業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거두게 되는 자본은 奉天八旗興業銀行에 투자하여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기인생계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독무가 수락한 바 있었다. 
｢吉林全省旗務處爲將烏拉官地出放得資入股八旗銀行的呈文及批文｣(宣3.3), 吉林旗務
pp.205-207.

105) ｢吉林全省旗務處爲奉札會議呈復三姓旗務變通案的呈文｣(宣3.6.20), 吉林旗務, pp.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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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일을 늦추기는 매우 어려운데, 本處의 款項이 부족해 기다리고만 있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라고 하면서, 全省의 隨缺實地에 대
해 雙城의 徵糧辦法에 따라, 땅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등차를 분별하여 징량할 
액수를 정하자고 청하고 있다. 이렇게 改徵하는 것이 가닥이 잡히면 잉여 數目이 
얼마인지 검토하여 이를 邊遠지역인 三姓과 기인이 가장 많은 雙城 및 阿勒楚喀 등
지에 차례로 기무공장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
면 旗籍 가운데 무업자들이 공장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나중에 팔기를 裁撤한 이후
에도 각자 재주 하나씩을 갖추게 되어 스스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106)

기무처의 이러한 제안을 독무가 수락하여 三姓旗務承辦處에 하달하자, 三姓에서
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선통3년 11월 三姓旗務承辦處는 길림전성기무처에 
답변하면서 기무처의 지시를 따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미 작년 東北
路道가 기무의 변통을 提議하면서 隨缺地價를 거두어 기인생계를 도모하자고 하였
고 독무의 비준을 거쳐 試辦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三姓에서는 조사에 착수하여 隨
缺地의 매각과 이 비용을 旗丁의 안치 비용으로 삼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다
는 점을 보고하였고, 그것이 바로 올해 3월이었다는 것이다. 三姓旗務承辦處 提調 
勝春은 아울러 이곳의 지역적 특성상 雙城의 징량방식에 따라 糧租를 정하여 처리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107)

즉 이곳 수결지는 전 장군 銘安이 주청하여 姓城 동남쪽 일부 황지에 대해 전호
를 불러들여 개간토록 한 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승과하도록 한 곳으로서, 본래 官
兵의 差徭를 津貼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된 곳이었는데, 초기에 초모하는 것이 어렵
고 지역도 안정이 되지 못하여 전호들이 옮겨 다니는 것이 빈번하여 일률적으로 개
간하여 숙지로 만들지 못하였던 땅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비록 기한을 정하여 일률 
승과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전호도 있고 
납조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을뿐더러 이 지역 자체가 邊寒하여 봄에 파종도 늦고 가
을에는 땅이 얼어버리는 경우가 파다하여 일찍이 흉년이 빈번하였던 지역이라는 점
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생이 이렇게 궁핍하여 평소대로 每垧마다 大小租賦 660文을 
납부하는 것도 拖欠하는 일이 빈번한데, 다시 (雙城의 징량방식에 따라) 糧租를 改
徵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실로 어렵다고 서술하고 있다.108)

즉 기무처에서 이미 올해 6월에 “官産을 改售하는 일은, 烏拉의 凉水泉 등지 旗

106) ｢(三姓旗務承辦處提調勝春)爲報該處隨缺官地礙難改徵糧租請照前擬之案辦理事給吉林全省旗
務處總理慶山等呈文｣(宣3.11.28), 吉林檔案 제35책, 문건번호 1545.

107) ｢(三姓旗務承辦處提調勝春)爲報該處隨缺官地礙難改徵糧租請照前擬之案辦理事給吉林全省旗
務處總理慶山等呈文｣(宣3.11.28), 吉林檔案 제35책, 문건번호 1545.

108)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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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의 變賣 成案에 비추어 各城에 推行함으로써 통일을 기하도록 하고, 變賣를 통해 
얻은 款項으로 기인생계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여 이미 독무의 비준
을 얻은 바 있으니, 이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략 66
만 4,500여 吊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물론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民力으로는 힘든 일이니, 기한을 늦추어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109)

이렇게 淸丈을 통해 浮多地畝를 파악하게 되면, 여기에서 地租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地價를 거두어 民産으로 귀속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위에서도 언
급했듯이 대략 선통2년 말부터는 후자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 拉林의 경
우도 선통2년 12월 기무처에 올린 보고에서 淸丈을 통해 발견한 晾網地의 浮多地
畝 2천여 垧을 民에게 수령하도록 하고 지가를 거두어 그 값으로 三姓 등지의 좋은 
황무지를 구매하여 無業旗丁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경작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110) 즉 가난한 旗戶의 귀농을 위해 이들에게 황지를 나누어주되, 황지의 
구입비용은 이렇게 旗産을 매각하여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기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다방면의 재원창출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지가를 가지
고 이렇게 기인에게 나누어줄 황지를 구입하여 안치시킬 수도 있으며, 투자나 저축
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다양한 경비지출에 보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도 하였다. 실제로 烏拉에서는 凉水泉子‧喀薩哩 등지의 관지를 불하하여 그 지가를 
가지고 奉天八旗興業銀行에 투자하여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기인생계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독무의 수락을 받은 바 있었고,111) 拉林에서는 관장을 ‘化
公爲私’하기로 함에 따라 원래의 전호로 하여금 값을 주고 이 땅을 구매하도록 하
였는데, 여기에서 얻은 지가는 저축하여 이자를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기무승판처의 
경상비로 사용하도록 한 바 있었다.112) 또한 지가를 거두어 私産이 된 이상, 조속히 
升科하여 正供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升科를 재촉하는 지시가 
빈번하게 내려졌는데,113) 기지에 대한 升科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던 시점에서 民

109) ｢(三姓旗務承辦處提調勝春)爲報該處隨缺官地礙難改徵糧租請照前擬之案辦理事給吉林全省旗
務處總理慶山等呈文｣(宣3.11.28), 吉林檔案 제35책, 문건번호 1545.

110) ｢(拉林旗務承辦處)爲呈送公産晾網地畝表並請派員淸丈浮多擬放民領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
(宣2.12.16),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21.

111) ｢吉林全省旗務處爲將烏拉官地出放得資入股八旗銀行的呈文及批文｣(宣3.3), 吉林旗務
pp.205-207.

112) ｢(拉林旗務承辦處提調連科)爲呈送出賣官莊香資廟地報請升科地畝冊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
(宣3.7.21),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 1463.

113) ｢(拉林旗務承辦處提調連科)爲呈送出賣官莊香資廟地報請升科地畝冊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
(宣3.7.21),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 1463; ｢(拉林旗務承辦處提調連科)爲呈送出賣公産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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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에 대한 升科는 더더욱 미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민인 인구
와 한정된 토지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과반을 차지하였던 기지를 民
에게 개방하되, 여기에서 거대한 재원을 창출함으로써 기인의 생계를 책임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Ⅱ. 旗産의 활용과 徵租權의 이양
 

1. 旗産의 활용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
길림은 신정을 실시하면서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된다.114) 종전까지는 봉금체제 

아래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기병의 兵餉 등이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반면, 신정을 거행하면서부터는 巨款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
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번 급한 수요가 생겨 동원할 款項이 없을 때마다 荒價를 借
撥하거나 升科한 租賦 등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115) 이는 길림신정에서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무처 공장을 설립하면서 경비가 부족하자 관병의 隨缺地租銀에서 반을 떼어 공
예창의 경상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그 후 나날이 공장
의 藝徒들이 증가하고 출산품이 늘어나 판로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에 
따라 업무도 늘고 경비도 증가하자 선통2년 말 隨缺地租銀兩 전체를 공장비용으로 
충당할 것을 주청하여 비준을 받음으로써 이후 隨缺地租는 전부 기무공장의 운영비
용으로 전용되었다.116)

신정 기간 학당 건립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의 경비도 결국 토지에서 충당되는 경
우가 많았다. 방식은 황지를 이용하여 이곳에서 租를 거두어 학당을 비롯한 학무진
흥 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기인학당의 경우는 황지를 아예 學田으로 돌려 안정
적인 경제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117) 예컨대 直隸省城에 東

畝報請升科冊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3.7.21),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 1466.
114) 행성 개설 이전에는 길림 全省의 세입이 210-220만 량 정도이고, 세출은 200여만 량으로 수

지 균형이 맞았으나, 행성 개설 이후 신정 경비로 巨款이 필요하게 되면서 광서34년 세출이 
500여만 량까지 늘어났다. 물론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으로 세입 역시 270-280만 량으로 늘었
으나 대략 220-230만 량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東三省政略 권7 財政 歲出篇, pp.1155-1158. 
｢附吉林財政困難飭部籌議摺｣(宣1.閏2.8)

115) 東三省政略 卷7 ｢財政 吉林省｣, 歲出篇 p.1154.
116) ｢吉林全省旗務處稽賦科爲承領各城隨缺地租銀兩給生計科的移文｣(宣2.12.19), 吉林旗人生計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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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省會館학당과 豫豊은행을 설립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상비 마련을 위해 蜂蜜
山의 황지 1萬 垧과 길림 地畝를 합해 學田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예
에 해당한다. 해당 황지에 대한 招民개간을 통해 實邊과 황지개발, 동삼성 인재의 
배양 등 一擧多得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118) 권학소가 학무진흥을 명
목으로 기지에서 租를 거두고자 기무처에 협조를 구하는 사례라든지,119) 旗站의 황
지를 이용하여 그 곳 站의 小學 경비로 충당함으로써 해당 站의 인민들이 그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사례 등은120) 지역발전을 위해 旗産을 개방하여 그 혜택을 
旗民不分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처였다. 

순경을 창설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역시 황지를 통해 많은 보조를 받았다. 吉
林烏拉의 경우 烏拉城 북쪽에 오랫동안 은닉되어 보고되지 않았던 荒地 200여 垧
에 주목하여 이곳을 出租出放하여 烏拉 순경의 창설 비용에 보탬이 되도록 해 달라
고 烏拉의 순경국 국장이 동삼성총독에게 청원한 일이 있었다.121) 그 후 烏拉 전역
에 대한 황지 조사가 이루어지자 烏拉巡警局 국장 牛國正은 재차 순경국 款項의 어
려움을 토로하며 佃戶가 납부하는 租 가운데 순경 경비를 보조해달라고 호소하기에 
이른다.122) 결국 길림행성에서는 선통원년 정월, 烏拉街 小韓屯 부근의 황지를 出
放하여 押租錢을 거두어 해당 지역의 순경 경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지역
의 生熟荒地 및 수령하고자 하는 각호의 성명, 그리고 垧數 등의 조사를 지시하기
에 이른다.123) 

이듬해 5월, 기무처가 민정사에 보낸 移文을 보면 烏拉巡警局이 기울인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즉 선통원년 정월의 지시대로 조사를 마친 결과 총 

117) ｢(吉林民政司等)爲核議漠力乾通官荒改歸十旗學田發票招租事給公署會稿｣(光34.9.13), 吉林檔
案 제30책, 문건번호 944; ｢(新城筆帖式塔淸阿等)爲請派員査勘閑荒地以便部分撥作公立滿蒙文
兩等小學堂學田事給吉林提學使曹廣楨稟文｣(宣1.2.14), 吉林檔案 제13책, 문건번호 1069; ｢
(烏拉兩等小學堂總理謝汝翼)爲學田被淹請准豁免應納租賦事給吉林提學使曹廣楨詳文｣(宣1.12.9), 
吉林檔案 제15책, 문건번호 1220.

118) ｢(度支部)爲具奏直隸省城組織公立東三省會館學堂並籌備經費一片恭錄硃批知照事給吉林巡撫
咨文｣(光33.7.7), 吉林檔案 제9책, 문건번호 858.

119) ｢(吉林全省旗務處)爲准勸學所咨提官荒興學事給烏拉協領移稿｣(宣1.3.20),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1019.

120) ｢(代理吉林府知府張鵬)爲伊勒們站旗界夾荒備充學費事給署吉林民政使謝汝欽詳文｣(宣1.5.9),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038.

121) ｢(烏拉巡警局局長牛國正)爲烏拉旗人關永吉呈報會荒轉請出租籌款事給東三省總督徐世昌等詳
文｣(光34.5.23),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922. 

122) ｢(烏拉巡警局局長牛國正)爲請派員勘丈各荒補助警費事給東三省總督徐世昌等詳文｣(光
34.12.10),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975.

123) ｢(吉林行省)爲出放烏拉街小韓屯荒地作巡警經費事給度支司等札稿｣(宣1.1.9), 吉林檔案 제30
책, 문건번호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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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어들여야 하는 押租錢이 10,013吊 800文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해 6월 홍수
로 인해 鄕民이 납부를 연장해 줄 것을 간청하여 결국 선통원년 말까지 징수가 지
체되었는데, 이 때 거두어들인 押租 및 선통2년 다시 재촉하여 거두어들인 押租를 
합치면 총 9,265吊 300文이 징수된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 황지 조사 위원의 行資
로 893吊 516文을, 收價위원의 膏伙費로 745吊 200文을 지출한 것을 제외하면 실
질적으로 7,626吊 584文이 남게 되었지만, 이는 온전히 烏拉城 警局을 위한 비용으
로 비축되었다는 점에서,124) 순경국으로서는 커다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신정을 실시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와 관할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
라 이들 관청이 기지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겼는데, 이 경우 점용한 토지
에 대한 租賦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신정 경비를 보조하기도 하였다.125) 기지이
기는 하나 이미 升科한 納租地畝였다는 점에서 매년 들어오는 租銀을 포기하고 新
政기구에 토지를 내어주어 公地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신정 추진이라는 급박한 
과제에 직면하여 길림이 이러한 기지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보여준다. 여타 
지역에 비해 광활한 기지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재정적 약세를 만회시켜주는 장
점으로 작용하였다. 

심판청의 公費나 各屬 기무승판처의 경상비 역시 해당 지역 地畝로부터 융통하고
자 하였다. 長春에서는 선통2년 초에 서쪽 인근 새로이 방출한 蒙荒으로부터 審判
各廳의 公費를 추가로 거두어들이기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징수 방식을 두고, 蒙
租局에서 帶徵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府에서 적절한 인원을 파견하여 蒙租局과 
함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물론 長春府 知府 許元震은 
길림행성에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府에서 적절한 인원을 파견하여 徵租局에서 
蒙員과 함께 징수한 후 府로 보내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다.126) 기지를 포함하여 각종 황지를 방출하고 거기서 거두는 지조나 지가를 가지고 
각종 신정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이 시기 기본적인 패턴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124) ｢(吉林全省旗務處)爲催收烏拉小韓屯等處壓租並報銷膏伙錢文等事給民政司移文｣(宣2.5.21),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23.

125) 길림에 설립된 제법사의 衙署가 만주 정홍기의 園地 일부를 사용하게 되자 매년 납부하던 園
租銀 12량 5錢을 豁免해 달라고 청하여 승인을 받은 예나, 琿春에 주둔하고 있는 陸軍步隊가 
營房을 건축하는데 旗戶의 升科納租地畝를 점용하게 되자 이곳에 대한 賦額을 영원히 면제해 
줄 것을 청하여 승인을 받은 예 등이 이에 해당한다. ｢東三省總督徐世昌等奏提法司佔用公地請
豁除租銀片｣(光34.1.18), 政治官報 5, p.348; ｢(東三省駐吉兵備處)爲奏駐琿陸軍建修營房佔用
旗地請永遠豁除賦額摺奉硃批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文｣(宣2.2.2),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172.

126) ｢(長春府知府許元震)爲新放蒙荒地畝加收審判廳公費擬請由府派員會同蒙員徵收事給吉林巡撫
稟文｣(宣2.4.23),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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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역시 점차 旗署에서 民署로 이양되어 가는데, 長春府 역시 租賦의 징수 및 
經費의 지급에 있어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주방팔기의 점진적 해체라는 과제를 목전에 두고 旗制변통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
된 과도기적 기구가 기무승판처였다. 各屬에 이들 기무승판처가 설치되면서 여기에
서 필요로 하는 경상비 역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고,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
러한 재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다. 烏拉기무승판처의 경우도 
기존 翼署와 協署로 하여금 종래 사용하던 경비내역을 조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는데, 그 결과 의지할 만한 財源으로서 翼
署의 경우에는 晾網地가,127) 協署의 경우에는 馬廠 각항 津貼租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이들 토지의 실제 地畝와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租錢이 얼마인지 조
사 보고하도록 하여 시행여부를 타진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烏拉 기무
승판처의 경상비를 융통할 수 있다면 正款의 지출을 면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128)

길림의 토지는 신정시기에 이처럼 각종 신정경비 또는 기인의 안치를 포함한 기
인생계 도모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그 방식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
다. 하나는 旗産을 가지고 기인생계를 보조하거나 전통적인 旗制 유지비용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서, ‘旗産으로 旗人을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활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
였다. 두 번째는 황지를 방출하여 地租나 地價를 거두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기인
생계 비용이나 일반 신정경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토지 활용 방식 
가운데 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 황지를 사이에 두고 旗署에서 기인생
계를 위한 활용을 주장하거나 民署에서 일반 신정경비로의 활용을 주장할 때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는다. 마지막은 旗産 자체를 일반 
신정경비로 이용하는 것이다. 제법사 설치나 신군 양성을 위해 새로운 衙門이나 防
營이 필요할 경우 旗地를 점유한 뒤 租賦를 면제받도록 한 바 있는데,129) 신정을 
위해 旗産을 公産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旗産으로 旗人
을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는 토지

127) 청조는 松花江의 鱘鰉魚와 大白魚를 貢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아문에 官網을 설치한 후 
어민을 파견하여 공품으로 지정된 이들 물고기를 잡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곳 江岸을 晾網地로 
획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들 어민이 휴식하고 농사를 지으며, 그물을 말릴 수 있도록 하였다.

128) ｢(吉林全省旗務處)爲烏拉旗務承辦處淸丈晾網地畝擬定辦法事給東三省總督等呈稿｣(宣2.8.21),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67.

129) ｢東三省總督徐世昌等奏提法司佔用公地請豁除租銀片｣(光34.1.18), 政治官報 5, p.348; ｢(東
三省駐吉兵備處)爲奏駐琿陸軍建修營房佔用旗地請永遠豁除賦額摺奉硃批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
文｣(宣2.2.2),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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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을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
정하고 해결해 나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예로, 官兵隨缺地租의 활용을 두고 旗務處와 雙城堡가 
보인 의견 차이를 들 수 있다. 雙城에서는 아문의 關防處 左右司 및 팔기의 膏伙 
등 공무 처리비용이 매년 부족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各屯 목장 내의 公田地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公田 1,200垧을 수령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租를 가지고 재원
을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6백 垧은 팔기의 膏伙費로, 나머지 6백 垧은 아문의 津
貼으로 삼자고 건의하여 이미 광서31년에 비준을 받은 터였다. 그런데 광서34년 12
월 당시까지 1,200垧 가운데 430垧 정도에 대해서만 荒價가 납부가 되어 있고, 그
것도 丁戶 등이 우선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的款이 마련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나머지 약 770垧에 대해선 荒價를 마련하지 못해 계속 지연되어 온 것
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雙城에서는 이에 대한 변통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요
점은 每旗마다 황지 1백 垧씩을 수령하여 해당 旗의 상년 膏伙費로 삼고, 나머지 
400垧은 아문의 공무 처리 비용으로 삼되, 各旗에서 황지 1백 垧을 수령할 때 필요
한 荒價(대략 6백 吊)는 各旗 관병의 수결지 항목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하고, 아문
의 황가는 아문의 發商生息 항목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130)

그런데 문제는 선통원년 旗務공장이 개설되면서 隨缺地租를 공장 경비로 사용하
기로 한 데서 시작되었다. 雙城堡에서는 관병 隨缺地租로 荒價를 충당하고자 하니 
工廠경비 납부는 그 이듬해까지 미루어 달라고 청하였고, 기무처는 곤란하다는 입장
을 견지하였다. 기무공장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경비조달이 매우 시급하므로 연
장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만 雙城堡에서 公田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팔기 아문의 
공무 처리 비용으로 삼음으로써 兵餉의 삭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 
공전지 770垧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荒價錢은 관병이 거두어 들여야 하는 隨缺地
租에서 工廠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것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모자라
는 비용은 얼마 안 되니 雙城堡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아울러 종
전에 丁戶들이 미리 납부한 荒價錢文에 대해선, 잠시 미루어 이듬해 수결지조를 거
두어들인 후 분별하여 돌려주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131)

즉 기무처는 隨缺地租의 절반을 공장 경비로 충당하기로 한 이상, 이에 대해선 
기한 연기를 포함하여 조금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였다. 대신 동삼성총독에게 

130) ｢(候補筆帖式德克吉布)爲雙城各旗衙署公田荒價擬由官兵隨缺地等項攤扣事給吉林全省旗務處
稟文｣(光34.12.1),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969.

131) ｢(吉林全省旗務處)爲遵批核議雙城堡官兵隨缺地租抵充荒價緩交工廠經費等事給吉林巡撫等呈
稿｣(宣1.4.21),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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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보고에서 기무처는 雙城堡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장경비를 제외한 수결지조
의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公田을 사들여 租를 거둠으로써 아문의 행정경비를 충당
할 수 있도록 해 주되, 수령할 公田이 旗屯牧場 내에 있는 公田이니만큼 이를 사들
일 때 지불해야 할 荒價는 下等으로 맞추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하였
다. 이렇게 하면 雙城堡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줌으로써 행정경비 충당을 위해 
관병에게 별도로 탄파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132) 기무처 역시 해당지역
에서 旗産을 활용하여 팔기관병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도 吉林全省을 대상으로 한 기인생계 도모 차원에서 기무공장의 운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같은 旗産 항목을 두고 우선적인 활용권을 주장하였
던 것이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는, 기존 烏拉 지역의 황지를 사이에 두고 烏拉기
무승판처와 이 지역의 관할권을 인수한 舒蘭縣이 보여준 입장 차이를 들 수 있다. 
舒蘭縣은 巡警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부근의 황지를 물색
하다 霍倫과 四合 두 하천 주변의 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곳을 민에게 방출하
여 押租와 額租를 거둠으로써 순경 경비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이 지역의 
放荒 사무는 舒蘭縣에서 처리하기로 논의가 끝난 터로서, 紅松이 조밀한 곳만 貢品 
보존을 위해 영원히 개간을 금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구역은 招佃納租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烏拉 翼領이 기무처에 다음과 같은 청원을 올리게 된다. 

貢山 구역 내의 四合川에서는 전호를 불러 租를 거둠으로써 警費를 마련하
도록 하고 霍倫川의 紅松이 조밀한 곳은 例에 따라 封禁하도록 하되, 혹 그 
사이에 개간 가능한 토지가 있다면 청컨대 屬下의 無業 旗丁들로 하여금 개
간 경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133)

烏拉 익령의 입장은 경작 가능한 황지가 있다면 이를 소속 旗丁의 생계 도모를 위
해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두 하천이 貢山의 구역 내에 있다는 
점에만 주의를 기울여 貢品인 紅松의 조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황지에 대해서는 
민에게 방출하는 방도만 고려하고 있었는데, 구역 내의 無業 旗丁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거쳐 封禁해야 할 구역과 개간 가능한 구역을 

132) ｢(吉林全省旗務處總理成沂等)爲核議雙城堡官兵隨缺地租抵充荒價等情事給東三省總督錫良等
呈文｣(宣1.5.2),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037. 

133) ｢(試署吉林民政使鄧邦述)爲舒蘭縣展放霍倫等川未放各荒先儘旗丁領佃等事給吉林全省旗務處
移文｣(宣2.12.16),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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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무처와 민정사가 논의한 끝에 결국 紅松이 희박
한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無業 旗丁으로 하여금 값을 주고 수령하도록 하되, 
수령하고자 하는 旗丁이 없을 경우 舒蘭縣에서 民戶를 불러들려 租佃토록 하는 것
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하면 貢品을 보호하는 일과 旗丁을 안치하는 
일, 그리고 순경 비용을 조달하는 일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34) 물론 
無業 旗丁이 우선적으로 황지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民에게 방출하도록 하였다.135) 아울러 두 하천에 대한 본
격적인 放荒을 위해 판법 15조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에서 霍倫川은 전체적으로 旗
丁을 안치시키기 위한 구역으로, 四合川은 民戶를 불러들여 경작하는 곳으로 구분
하였으며, 旗丁의 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旗丁에게는 원가의 60%로 丈放하고 
民戶에게는 70%로 丈放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136)

기인생계를 도모하라는 상유가 내려진 이후로 기인에 대한 안치는 줄곧 가난한 
旗丁에 대한 황지 분급이 가장 근본적이고 최선의 방책이라고 인식되어 왔었다. 이
러한 임무는 기무처와 그 속하의 각지 기무승판처가 담임하고 있었고,137) 각종 신정
을 추진하던 민관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황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旗署와 民署가 황지의 활용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이 시기 빈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의 예에서와 같이 기인에게 우선적으로 황지를 방출하되 민
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가격을 조금 낮추어 내놓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민호
에게 불하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확보가 주요 목적인 民署와 기인의 안치가 절실한 
旗署가 서로 약간의 양보를 통해 양자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도 하였다. 

물론 황지의 성격에 따라 民을 불러들여 소작하도록 하려는 民署의 요구가 거부
되는 경우도 있었다. 舒蘭縣에서 이번에는 자치경비 마련을 위해 閑荒을 이용하고
자 하였는데, 이용할 수 있는 황지가 국가 소유의 땅뿐이었고 이는 본래 公産으로
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舒蘭縣의 처지를 애석하게 여겨 잠시 요청
하는 대로 들어주고 이후 세법이 정해지면 돌려받는 것으로 한 바 있었다. 해당 토

134) ｢(試署吉林民政使鄧邦述)爲舒蘭縣展放霍倫等川未放各荒先儘旗丁領佃等事給吉林全省旗務處
移文｣(宣2.12.16),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22.

135) ｢(吉林全省旗務處)爲將紅松稠密處所永遠禁墾其稀少處先儘無業旗丁報領逾限招放民佃事給民
政司等移稿,烏拉旗務承辦處札稿｣(宣3.1.24),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42.

136) ｢(吉林全省旗務處)爲會議霍倫四合兩川夾荒招佃開墾事給民政司移文｣(宣3.2.25),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57.

137) 霍倫川이 旗丁의 撥殖 구역으로 정해진 뒤, 烏拉旗務承辦處 提調 慶壽 등은 五官屯의 圈養
群牛 1/3을 霍倫川의 墾荒 旗丁에게 빌려주자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打牲烏拉旗務承辦處提調
慶壽等)爲請將五官屯圈養群牛借給旗丁墾荒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3.3.3), 吉林檔案 제33
책, 문건번호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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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일부는 소송이 걸려 있는 곳이라 차치하기로 함에 따라 觀魚梁子山荒만이 남
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곳이 貢産이 아닌지 하는 것과 私行租賣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었다.138) 길림민정사가 이 부분을 기무처에 문의함으로써 기무처의 지시를 받고 
烏拉기무승판처에서는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139) 그 결과 觀魚梁子山荒은 貢品으로 
물고기를 잡아 헌상하는 곳으로서, 동치년간에 攬頭 한 명이 이곳으로 넘어와 민호
를 불러들여 租를 받고 개간하게 하였다가 조사를 통해 발각되어 퇴출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로 이곳에 인원을 배치하여 엄격하게 貢山으로 보호해 왔음이 밝
혀지게 되었다.140) 기무처는 이 구역을 자치경비로 충당할 수 없다고 민정사에 통보
하였다. 이곳이 여타 황지와는 성격이 다른 貢山이라는 이유에서였다.141) 아직 기무
처의 이러한 답변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민정사가 全省地方自治籌辦處의 독촉
을 이유로 觀魚梁子山荒을 자치경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재촉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는데,142) 기한에 맞추어 추진해야 하는 각종 신정 사업만큼이나 이로 인
한 재원 마련이 절박했음을 엿볼 수 있다. 선통2년 말이라고 하는 시기로 볼 때, 이
미 이용 가능한 황지는 私行租賣되거나 각종 신정경비로 충당되고 있었고, 남은 것
은 打牲烏拉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상 이러한 貢山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통말년까지도 貢品 보호를 위해 신정 사업을 희생시켰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 경우, 즉 旗産 자체를 일반 신정경비로 이용한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서 依蘭府와 三姓기무승판처가 空地의 활용을 두고 어떠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
지 살펴보자. 依蘭府는 府城 동문 밖에 있는 空地에 주목하여 이곳을 市廛으로 만
들고자 하였다. 이곳이 종래 팔기의 교련장이긴 하였지만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상
태이고, 현재 商務를 정돈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이곳을 市廛으로 바꾸어 상업을 
발달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인원을 파견하여 측량을 마친 상태로
서, 상중하로 분류하여 각기 지가를 거두어들일 경우 총 依市錢 19,000여 吊을 거
두어들일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우선 府에서 작은 표를 발급하여 商民에게 나누어
주고 신속히 市房을 수리하여 점포를 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도 제시하였

138) ｢(試署吉林民政使鄧邦述)爲舒蘭縣觀魚梁子山荒是否烏拉炙魚之地有無私行租賣査明見覆事給
吉林全省旗務處移文｣(宣2.12.29),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35.

139) ｢(吉林全省旗務處)爲査明烏拉觀魚梁子山荒有無租賣等情事給烏拉旗務承辦處札稿｣(宣3.2.10),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51.

140) ｢(打牲烏拉旗務承辦處提調慶壽等)爲觀魚梁子山荒實係該處捕魚之區將原案抄錄鑒核事給吉林
全省旗務處呈文｣(宣3.3.8),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68.

141) ｢(吉林全省旗務處)爲舒蘭縣詳請觀魚梁子山荒撥充自治經費未便照准事給民政司移稿｣(宣
3.3.25),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77.

142) ｢(試署吉林民政使鄧邦述)爲査明舒蘭縣觀魚梁子山荒是否炙魚之地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文｣(宣
3.4.7),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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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3)

문제는 거두어들인 지가의 활용을 두고 나타났는데, 의란부에서는 공예창 창설에 
따른 비용 문제를 들며 전액을 依蘭의 공예 비용으로 쓰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三姓기무승판처에서는 이에 대해 기무처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저희 승판처에서 검토해보니 三姓 八旗官兵敎場은 원래 관병들이 봄과 가
을 두 계절에 操演하던 곳으로서, 正廳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捲棚房이 3칸, 
正廳 뒤쪽으로 堆撥房이 3칸 있어 병사를 파견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광서
26년 兵燹에 이르러 해당 房間이 모두 러시아인에 의해 불타 없어졌고, 이
에 대해서는 일찍이 전 부도통아문에 咨文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병의 操演 역시 정지되어 지금까지 거행된 적이 없습니다. 해당 府에서는 
敎場의 땅이 비어 있자, 작년 가을 인원을 파견하여 그곳의 거리를 出放하고 
시장을 조성하려 하였습니다. 거두어들인 地價는 공장의 籌辦 비용으로 삼는
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가을 城內 八旗官房 서쪽으로 旗署의 공지 한 곳을 
구하여, 공장을 세우고 藝徒를 모아 開辦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해보건대 이 敎場의 터는 본래 旗産으로서 마땅히 旗署에서 
관리해야 하며, 거두어들인 地價는 別款으로 저축하여 전부 旗丁을 안치하는 
용도로 비축하든지, 혹은 기무승판처의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든지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府에서 이곳을 出放하여 姓市錢 19,000여 吊
에 달하는 地價를 거두어 공장의 款項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으니, 이는 바꾸
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이미 해당 府에서 독무에게 批示를 내려주십사 청하
는 詳文을 올렸으니 응당 이를 기다려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종 바
꿀 수 없는 것이라면, 다만 權宜之計를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데, 해당 府와 
상의하여 공장 藝徒의 額을 다소 늘려서 旗丁만을 위한 一班을 만들어 (이들 
旗丁을) 공장에 들여보내어 기술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旗署의 款項을 가지고 旗人을 교육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이니 公誼와 私情 
양쪽에 장애될 것이 없습니다. 즉 旗務와 地方 또한 모두 단절되지 않은 채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144) (밑줄은 필자)

즉 旗産은 우선적으로 기인생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旗署쪽에 
팽배했음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란부에서는 팔기 교련장이 현재 버려져 
있으니 이곳을 시장으로 개방하여 商民에게 팔고, 그 地價를 의란부에 개설한 공예
창의 각종 경비로 사용하자는 것이고, 三姓기무승판처는 旗産의 활용에 대한 관할

143) ｢(三姓旗務承辦處提調勝春)爲伊蘭府出放東門外敎場空地收價創辦工廠事給吉林全省旗務處總
理慶山等呈文｣(宣3.5.16),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407.

144) ｢(三姓旗務承辦處提調勝春)爲伊蘭府出放東門外敎場空地收價創辦工廠事給吉林全省旗務處總
理慶山等呈文｣(宣3.5.16),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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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旗署와 民署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현
실적인 대안으로 공예창에 旗丁만을 위한 전담반 하나를 개설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예는 각지의 관할권이 점차 旗署에서 民署로 이양됨
에 따라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旗民交産 및 徵租權의 이양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旗産의 활용을 둘러싸고 드러난 갈등은 대개가 토지라고 하

는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旗署 쪽에서는 기인생계 
비용이나 종래의 旗制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였고, 民署 쪽에
서는 새롭게 착수하는 각종 신정경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를 원
하였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점차 융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는데, 이
는 旗署쪽의 양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팔기의 점진적 해체가 전제된 
이상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旗地의 매각을 비롯한 旗民간의 토지 매매 역시 이러한 융화의 과정을 단축시키
는 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서 말년 만한간의 법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목적 
하에, 기인이 민인에게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정법률대신이 
제의한 바 있었는데, 광서33년 12월(1908년 1월) 서태후가 이를 재가함으로써 드디
어 旗民交産이 합법화되었다.145) 앞서 旗地의 升科 문제를 서술하면서 租를 납부하
기 어려운 가난한 旗戶가 旗地를 매각하는 일에 대해 언급했듯이, 기지의 매매는 
선통년간에 이르면 이미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租賦 납부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재원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三姓에서
는 기지의 매매를 둘러싸고 기·민 간에 송사가 벌어진 일을 계기로,146) 이미 광서34
년 하반기에 이르면 旗民交産 이행의 세부원칙 등이 초보적으로 마련되기에 이른
다. 旗·民 간의 기지 매매 사건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를 정확히 써서 地畝의 문란 

145) 朱壽朋撰, 光緖朝東華錄(中華書局, 1958), 光緖33年 12月 辛巳, pp.5831-5932. 서태후는 
旗民交産뿐 아니라, ‘황족을 제외한 전체 旗人이 모두 民人과 동일한 법적 지배를 받도록 하자’
는 제의에 대해서도 재가함으로써 만한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적에 일부 적극적으로 대응하
였다. 光緖朝東華錄 光緖33年 12月 甲子, pp.5812-5813.

146) 旗署의 包攬 행위를 민인이 고발한 사례였는데, 사실과 다르다 하여 오히려 민인 李寬을 처
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로 인해 향후 旗地 매매 관련 절차가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署依蘭府知府德頤)爲訊結民人李寬上控旗署包攬荒地追收地契
一案事給吉林巡撫詳文｣(光34.9.27),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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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租賦의 虧欠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지 승과 후 納租 額數의 虧缺을 절대 
불허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147) 아울러 앞으로 기인이 민인의 땅을 살 경우는 
의란부에서 徵租하고, 민인이 기인의 땅을 살 경우는 해당 관할 旗佐에서 徵租하는 
것으로 徵租 관할기구를 명확히 분류, 정리하였다.148) 이는 旗·民을 비록 구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民戶에게 팔 경우 반드시 該佐에서 錢糧을 재촉하여 거두어야만, 
비로소 額定한 升科의 수치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契尾를 수령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관할 좌령이 (契尾를) 수령한 것을 조사, 보고하도록 재촉함으로
써 매매에 있어 은닉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매매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租戶의 이름이 맞지 않게 되면 징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149)

1908년 초 기지 매매가 합법화되고, 선통년간에 들어선 이후, 특히 선통2년 말부
터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旗産의 매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기에 이르는데, 이를 통
해 旗産은 民産이 되고 旗地는 民田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토지관계상의 변화는 
19세기 말 이래 급증한 한인 인구의 유입과 건성개제에 따른 내지화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바로 팔기제도 폐지를 목전에 둔 필연적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
름에서 旗署가 관할하던 기지에 대한 징조권마저도 직권 통일의 차원에서 종국엔 
民署로 이양되기에 이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이양과정에서 보이는 과도기적 상황
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길림이 행성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旗産에 대한 관
할권을 둘러싼 旗署와 民署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여기에서 기무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길림이 행성을 개설하기 이전에는 장군아문의 戶司에서 모든 재정 관련 출납을 
총괄하였다. 행성 개설 후에는 탁지사가 재정을 전담하게 되면서 이전에 戶司가 주
관하던 것이 모두 탁지사에 예속되었으나, 旗屬 관련사항, 예컨대 納租, 房田稅契 
및 官莊과 各旗 馬廠官地에서 납부해야 할 租款에 대해서는 기무처에 책임을 맡겨 
처리하게 하고, 款項이 일정 정도 쌓이면 모아서 탁지사에 보내어 보존하도록 하였
다.150) 탁지사가 全省 租賦帑項의 총기관이 된 이상, 일체의 稅契‧納租는 탁지사에
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통일했지만, 旗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기무

147) ｢(三姓副都統衙門)爲旗民買賣地畝分別請契免亂租賦轉飭依蘭府照辦事給吉林全省旗務處咨文｣
(光34.9.30),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948.

148) ｢(길림전성기무처)爲三姓咨請旗民賣買地畝分別請契事給吉林巡撫呈稿｣(光34.10.12), 吉林檔
案 제30책, 문건번호 954.

149)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5. 
150) 일년 단위로 모아서 淸冊을 작성하여 탁지사에 이송하도록 하였다.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3, p.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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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거치게 하고 실무는 속하 旗署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길림성이 旗
人의 本籍으로서 전체 田土의 절반이 旗戶에게 속해 있을 뿐 아니라, 旗屬 各戶는 
절반이 山鄕에 거주하고 흩어져 있어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151) 즉 해당 旗
佐가 호마다 徵催하지 않을 경우 실로 稽核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
러 各旗에 가난한 호가 많아 절반은 원래 가지고 있던 産業을 典賣하였으나 租賦冊
簿에는 原名으로 되어 있고 땅은 전호의 수중에 있는 등 그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관할 좌령이 나서서 租를 재촉하여 거두지 않을 경우 은닉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152) 해마다 처리해야 하는 祭品, 貢獻에 필요한 款
項, 通省 관병의 俸餉과 雜項 津貼 등은 비록 租賦에서 조달하는 것이지만 기무처
가 바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일체의 數目을 명확히 검토한 뒤 탁지사에 移
文을 보내어 검토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153) 

재정 문제와 관련한 결정권 행사에 있어서 물론 탁지사가 기무처보다 우위에 있
었지만, 양자 간에 의견차가 발생하고 탁지사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
무처 역시 이에 반박하여 수용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선통원년 六旗馬廠에 
대한 淸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무처는 이를 담당하는 人役의 工食費 및 
거마비 등을 六旗馬廠地租 내에서 남겨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총독에게 요청한 
적이 있는데, 총독은 이러한 의견이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 우선 탁지사와 의논할 것
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탁지사는 기무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六旗馬廠地租의 사용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외에는 불가하며, 둘째 종래 길림성에서 放荒할 때에는 每垧마다 照費로 錢 2백
문을 징수하여 이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토지조사 인원의 工食費 및 거마비 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번 육기마창에 대한 토지조사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길림탁지사 陳玉麟은 동삼성총독 錫良에게 올리는 답변에서, 기무처가 
육기마창지조를 모두 그대로 司庫로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고 있다.154)

기무처의 요청이 탁지사에 의해 거부되자, 기무처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워 
탁지사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총독에게 분명히 전달하였다. 

151) 東三省政略 권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5.
152)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5.
153) 만약 잘못이 있으면 기무처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기에 기무처는 稽賦科를 설치하여 이러한 

일을 맡도록 하였다. 旗戶의 租賦와 田房稅契는 모두 이곳 기무처의 稽賦科를 거쳐 처리되었
다.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3, p.1365.

154) ｢(吉林度支使陳玉麟)爲旗務處擬將六旗馬廠地租留作丈地經費礙難照准事給東三省總督錫良等
呈文｣(宣1.4.22), 吉林檔案 제30책, 문건번호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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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旗馬廠地畝는 원래 官馬을 牧養하던 곳에 속합니다. 오래전에 官이 전호
를 불러들여 荒價를 걷지 않은 채, 개간하여 熟地가 된 곳에 대해 三則으로 
나누어 租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무처에서 (六旗馬廠에 대한) 
淸丈을 요청한 것은, 이미 개간한 토지에 대해 浮多地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지, 결코 개간하지 않은 토지에 처음 실시하는 丈放이 아닙니다. 따라
서 조사해낸 (浮多)地畝에 대해서도 단지 원래 정한 규정에 따라 그 租를 加
收하는 것일 뿐, 절대 보통의 (放荒)규정을 원용하여 갑자기 그 값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즉 본래 ‘荒’이 아닌데 어찌 ‘放’이라 칭할 수 있으며, ‘己産’
으로 삼을 수 없는데 또한 어찌 ‘照費’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155)

즉 탁지사는 放荒장정에 따라 每垧마다 거두어들이는 照費 200文으로 토지조사 인
원의 工食費 및 거마비를 해결하면 된다고 했으나, 이번 六旗馬廠官地에 대한 토지
조사는 浮多地를 조사하여 增租하기 위함이므로 荒價와 照費 자체가 없다는 것이
다. 탁지사의 부정적 답변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무처 자신
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상, 기무처가 원래의 청원을 거두어들
일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길림기무처 총리 成沂는 총독에게 올린 본 회신 말미에 
‘총독께서 이 점을 헤아려 馬廠의 상년 租款에서 토지조사 인원의 工食費와 거마비
를 조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사’ 재차 청원하게 된다.156) 

기무처의 기능이, 팔기의 궁극적 폐지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만한 간의 격차를 
줄이고 旗産 및 旗戶를 관리하며 기인생계를 모색하여 州縣체제에 안정적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던 만큼, 民署로의 징조권 이양에 있어서도 기무처는 아
래로는 속하의 기무승판처와 주현 사이에서 그 이양 과정을 조율하여 돕고, 최종적
으로는 탁지사와 그 경과를 상의하는 임무를 맡았다. 民署로 징조권이 이양되기 전
에는,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각 城旗에서 직접 徵租한 후 이를 기무처에 올려 보내
도록 되어 있었다.157) 선통원년 각 外城에서부터 기지의 租賦 징수권을 民署로 이
관하기로 함에 따라, 旗戶의 기존 升科地畝에 관한 장부를 우선적으로 民署에 보고
하고 그 후 새로이 승과한 곳에 대해서도 속속 民署에 보고하게 되었다. 하지만 旗
署에서 이미 징수해 놓았던 租賦에 대해서는 기무처에 올려 보내어 징수 업무를 마

155) ｢(吉林全省旗務處總理成沂等)爲請將馬廠上年租款暫留職處借墊勘丈經費事給東三省總督錫良
等呈文｣(宣1.5.22),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046.

156) ｢(吉林全省旗務處總理成沂等)爲請將馬廠上年租款暫留職處借墊勘丈經費事給東三省總督錫良
等呈文｣(宣1.5.22),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046.

157) 선통2년 6월, 기무처는 各城旗에서 선후로 올려보낸 大租吉錢 39,165吊 478文과 小租減平等
錢 1,957吊 73文을 통합징수하여 度支司庫로 올려보냈음을 총독아문에 보고하였다. ｢(吉林全省
旗務處總理慶山等)爲各城旗解到大小租錢移送度支司核收事給東三省總督錫良等呈文｣(宣2.6.7),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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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도록 하였는데, 旗署의 이러한 징수 업무 종료와 民署로의 징조권 이관은 각 
城旗별로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伯都訥의 경우 이러한 이양과정이 비교적 빨리 진행된 곳이다. 선통원년 부도통
아문에서 納租地 14,414垧 4畝를 新城府에 보고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그 후 새로
이 승과된 地畝에 대해서도 계속 新城府에 보고했음을 기무처에 알려주고 있는 것
으로 보아,158) 선통원년 閏4월 부도통아문이 폐지되기 이전에 民署로의 징조권 이
양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징수했으나 올려보내지 않았던 大小租 
3,811吊 20文을 선통2년 초에 기무처에 올려보냄으로써 伯都訥旗務承辦處는 징조 
업무를 마무리하였다.159) 징조 업무는 종료되었지만 기무승판처는 그 이후로도 旗戶
의 생계 문제 등에 관한 사안을 처리하고 승과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民署로 이관
하는 등,160) 기무처의 업무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기무처에 보고함으로써 民
署로의 직권 통일에 실무적 차원에서 이바지한 바가 크다. 

기무처가 탁지사에 선통3년 3월 보낸 공문을 보면, 雙城堡의 경우 이미 광서34년
분까지의 大租銀을 모두 납부하였고, 선통원년치부터는 雙城府에서 징수하여 납부
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161) 선통3년 4월 省垣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각종 新舊 
案卷이 소실되는 바람에 通省 升科 기지에 대한 모든 장부를 다시 탁지사에 보고해
야 일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雙城旗務承辦處가 기무처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雙城堡에서는 선통원년 9월에 各旗가 징수해야 할 租賦와 각항 地畝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雙城府에 넘겨 징수하도록 하였고, 그 때 장부에 기록한 雙城8旗
의 納租地畝는 총 16만 9천여 垧이었다.162)

이렇게 各城의 大租를 모두 民署로 귀속시켜 징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阿勒楚喀의 경우는 늦게까지 현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선통원년 말까지 旗署에서 
租賦를 징수할 수밖에 없었다. 12월에 이르러 해당 지현이 도임함에 따라 드디어 
租賦의 징수권한이 阿城縣으로 이관되었다. 즉 12월 14일부로 해당 旗署의 租賦 징
수가 중지된 것으로서, 阿勒楚喀旗務承辦處는 응당 징수해야 할 租賦 가운데 이미 

158) ｢(伯都訥旗務承辦處協領忠達)爲査明旗戶升科地畝前後移交新城府接徵等情事給吉林全省旗務
處呈文｣(宣2.5.28),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28.

159) ｢(伯都訥旗務承辦處提調忠祥)爲解交旗地大小租錢文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2.1.29), 吉
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169.

160) ｢(護理伯都訥旗務承辦處提調英俊)爲査明旗戶前後升科地畝均已移交新城府接徵事給吉林全省
旗務處呈文｣(宣3.3.16),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71.

161) ｢(吉林全省旗務處)爲雙城堡光緖三十一年至三十四年應徵大租均已解淸宣統元年應由雙城府接
徵事給度支司移稿｣(宣3.3.4),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65.

162) ｢(雙城旗務承辦處提調德克吉布)爲報移交民署接徵租賦各項地畝垧數淸單事給吉林全省旗務處
呈文｣(宣3.閏6.27),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 1444.



- 159 -

거두어들인 것과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을 분별하여 속히 장부를 만들고, 이를 
기무처에 보고하는 외에도 阿城縣에 알릴 것을 기무처로부터 지시받게 된다.163)

三姓은 적어도 선통원년 상반기 중에 大租 징수권을 依蘭府에 이양한 것으로 보인
다. 의란부가 大租 징수권을 인계받은 이후로 징수액 등에 차이가 생기자 조사 차원
에서 다시 三姓에 장부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에 三姓이 기무처에 장부를 제출한 
것이 선통원년 7월 1일의 일이기 때문이다.164) 이듬해 6월 三姓旗務承辦處가 기무처
에 올린 보고에서는, 官莊·馬廠·隨缺 및 津貼辦公之地를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民署
로 이관한 상태인 데다가, 몇 달 후인 9월 15일부터는 田房契稅도 이관하기로 하였음
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선통원년 10월에 地畝存冊을 東北路道에 올려 보내어 의
란부에서 이어받아 징수하도록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로 추가로 보고할 升科
納租之地는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165) 물론 두 달 뒤인 선통2년 8월, 즉 마지막으
로 보고한 지 근 10개월 만에, 三姓旗務承辦處는 추가보고가 필요한 旗戶의 升科地
畝에 대해 의란부에 전달하고 이를 기무처에 알리고 있다.166) 旗署의 徵租 업무는 이
미 선통원년에 종료되었지만 旗地의 升科 업무는 계속 담당하면서 이를 民署에 알려 
徵租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무처에 보고하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民署와 旗署가 징조권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선통2년 말에 舒蘭
縣은 烏拉와 五常堡가 모두 서란현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糧冊이 아직 현으
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래 烏拉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五官地의 
租賦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니 신속히 징수원을 철수시키고 糧冊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打牲烏拉旗務承辦處에서는 길림부에 넘
겨주어야 할 것은 이미 다 넘긴 상태인데 서란현이 신설되면서 어느 지역이 어느 
지방아문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
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五官屯 莊丁地畝는 津貼官地이기 때문에 해당 현에서 租賦를 
징수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즉 三道喀薩哩에 있는 五官津貼地畝는 
가경17년에 길림장군이 주청하여 烏拉 翼領과 協領 아문에 귀속시킨 津貼官莊地로
서, 당시 莊丁이 개간할 수가 없어서 招民佃墾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錢 3,357吊 정
도의 租를 납부해 왔으며, 이는 해당 官莊의 牧牛 夫役 및 아문의 판공 보조를 위

163) ｢(阿勒楚喀旗務承辦處提調瑞麟)爲報停收旗地租賦移交阿城縣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
1.12.15),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148.

164) ｢(代理三姓旗務承辦處提調恩緖)爲造送應徵八旗地畝租賦數目淸冊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
1.7.1), 吉林檔案 제31책, 문건번호 1060.

165) ｢(代理三姓旗務承辦處提調恩緖)爲遵將三姓旗莊丁兩項己産曁續報納租地冊轉交依蘭府接收事
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2.6.11),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36.

166) ｢(代理三姓旗務承辦處提調恩緖)爲旗戶續報升科地畝租賦已轉交依蘭府接辦事給吉林全省旗務
處呈文｣(宣2.8.12),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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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167)

이는 徵租權을 어느 쪽에서 행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징조권으로 
대변되는 旗産 활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서란현이 
해당 地畝에 대한 징조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이유는 결국 “서란현이 두루 설치를 
거치면서 모든 學款, 警款 및 지방자치 각 경비에 있어서 이러한 垧捐이 아니면 기
댈 款項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란현 설치위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烏拉와 五常이 이미 모두 서란현으로 귀속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糧冊이 아직 현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는 國課에도 관계되는 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동삼성총독을 설득하려 하였다. 즉 糧冊이 없다면 이러한 각 경비뿐 
아니라 예산 역시 착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168)

錫良은 烏拉기무승판처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징수했다고 하는 地畝가 어떤 항목
의 地畝인지 기무처와 탁지사가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데, 이에 대해 우선 기
무처가 탁지사에 보낸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이 津貼官地는 비록 그 위치가 서란현 경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원래 烏拉 
翼領과 協領 兩署에 내어주어 津貼의 용도로 쓰게 한 官産으로서, 결코 전
호의 개인 자산이 아닐뿐더러 또한 해당 현에서 租賦를 징수해야 할 땅도 
아닙니다. 하물며 이 官地는 전에 三姓에 대해 동북로도 王瑚가 제의한 바에 
따라 地價를 받고 民産으로 放歸함으로써 烏拉의 旗丁을 안치시키는 생계비
용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地價를 받고 民産으로 귀속시키고 旗
務가 變制된 뒤에는 자연스레 이곳의 地租는 해당 현에서 징수하게 될 것입
니다. …(중략)…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현에 귀속시켜 징수하도록 하는 것
은 매우 어렵습니다.169)

즉 해당 지역은 旗署에서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머지않아 매각하여 民産이 될 
것이니 그 이후에 民署에서 징조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무처의 이러한 의
견을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탁지사가 총독아문에 보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검토해보니 三道喀薩哩 津貼官地에서 거두어들이는 租款을 該處의 경상비로 

167) ｢(打牲烏拉旗務承辦處提調慶壽等)爲五官屯地畝租賦萬難歸舒蘭縣徵收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
文｣(宣2.12.19),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26.

168) ｢(吉林度支使徐鼎康等)爲烏拉三道喀薩哩津貼地畝應歸烏拉旗務處徵收事給東三省總督錫良等
詳文｣(宣3.4.21),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94.

169) ｢(吉林度支使徐鼎康等)爲烏拉三道喀薩哩津貼地畝應歸烏拉旗務處徵收事給東三省總督錫良等
詳文｣(宣3.4.21),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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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비준을 받은 사안입니다. …(중략)… 이곳의 地租
는 계속하여 烏拉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나중에 地價를 받고 民産으로 전환
한 후에는 서란현에서 징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서란현이 응당 거
두어야 할 學款, 警款, 自治經費 등의 捐에 대해 징수의 근거로 삼을 것이 
전혀 없다고 하니 烏拉에 명하여 佃戶의 花名淸冊을 작성하여 해당 현에 송
부하도록 함으로써 稽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통
하여 처리한다면 양쪽에 아무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170)

서란현이 직면한 문제, 즉 신정경비의 마련을 위해 우선 烏拉기무승판처는 糧冊을 
縣에 넘겨주고, 烏拉기무승판처는 일단 종전대로 五官津貼地에서 징조권을 행사하
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정리되었다. 한인 인구의 증가로 民署의 설치는 증
가하고 신정의 실시로 이들 신설 民署에서 담당해야 할 신정경비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서란현에서 ‘垧捐이 아니면 기댈 款項이 없다’고 하였듯이 토지는 길
림신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旗署와 民署를 불문하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財源이었
다.171) 대부분의 기지는 승과하여 부근 民署에서 징조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旗署가 民署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지조는 이러한 津貼官莊地
나 마창, 수결지 정도에서만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유한한 것이라서, 이러
한 旗産의 매각이 예정된 상태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民産으로 귀속되어 州縣이 징
조권을 가져가게 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었다. 

서란현은 五官屯 津貼官莊地에 대한 징조권을 주장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霍倫‧珠琦 두 하천 부근의 수결지에 주목하여 이곳의 地租에 대한 징수권
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즉 이곳이 아직까지도 升科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이 서란현 소속이므로 향후 이곳의 地租는 縣에서 징수해야 한다는 취
지였는데, 이러한 보고를 접수한 총독아문의 지시에 따라 기무처가 검토 후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霍倫‧珠琦 두 하천 부근의 땅이 비록 서란현 소속으로 획분되어 귀속되기는 

170) 위와 같음.
171) 길림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길림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활

용하는 것이었다. 길림의 土産으로 광무, 임업, 잠상업 및 종이제조 등 각종 실업을 흥판하거나, 
길림 동변의 요새인 琿春의 海港을 개통하는 등 소위 ‘生利之事業’을 일으키는 방안이 강구되
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문제에 직면하면서, 결국 가장 낮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창
출할 수 있는 墾荒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방안은 해마다 은 2,3백만 량, 
두 번째 방안은 은 5,60만 량을 필요로 했던 데 비해, 세 번째인 간황 사업은 은 40만 량 정도
면 된다고 보았다. 東三省政略 권7 財政 歲出篇, pp.1155-1158. ｢附吉林財政困難飭部籌議摺
｣(宣1.閏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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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이곳의 모든 隨缺地는 여전히 旗署에 속해 있습니다. 하물며 全省
의 隨缺地租는 이미 수차례 청하여 비준을 받기를, 모두 기무 공장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各城의 기무승판처는 스스로 隨缺地租 全數를 징수하
여 省에 올려보냄으로써 빠르고 편리하게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通省에서 隨缺地租를 징수하는 일률적인 방식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
니, (霍倫‧珠琦 두 하천이 소속된) 五常堡의 隨缺地租만 달리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기무처에서는 현재 旗産을 규획하여 생계를 籌辦하고 
있는데, 장차 이러한 隨缺地를 放하든 賣하든 通省에 획일된 방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때가 되면 各屬의 大租는 자연스레 각 지방관이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재는 旗缺이 아직 전부 없어진 것도 아니고 旗署도 존재하므
로 이러한 隨缺地租는 응당 계속하여 旗에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간편하게 
하고, (직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172)

즉 수결지조는 현재 모두 기무처 공장 경비로 사용되므로 일단 旗署(各城기무승판
처)에서 거두어 省으로 올려보내도록 하되, 차후에는 대대적인 기인생계 도모 차원
에서 이러한 旗産을 궁극적으로 民戶에 팔아 地價라고 하는 거금을 융통할 계획이
니, 그 때가 되어 이러한 수결지가 民産이 되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地租를 民署
에서 징수하여 융통해 쓰면 될 것이라는 것이다. 1911년 여름까지도 이렇게 징조권
을 둘러싼 旗署와 民署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선통2년 말부터 본격적
으로 진행된 대대적인 旗産 매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旗産으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民産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旗署가 온전한 징조권을 
행사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지역별로, 그리고 토지의 성격에 따라 징조권 이양 
시기에 차이는 있었지만 종국엔 각 外城이 담당하던 관할권이 다음과 같이 民署로 
이관되기에 이른다.

<표 6> 旗署에서 民署로의 徵租權 이양

기무처는 위에서 살펴 본 各城旗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兩路站과 四邊門에 대해서
도 부근 지방아문으로 징조권을 이양하는 과정을 돕고 책임을 졌다. 즉 기무처는, 

172) ｢(吉林全省旗務處總理慶山等)爲核議舒蘭縣霍倫川等處隨缺地租仍由旗經徵事給東三省總督趙
爾巽等呈文｣(宣3.6.26), 吉林檔案 제34책, 문건번호 1423.

旗署 民署 旗署 民署
三姓 依蘭府 阿勒楚喀 阿城縣
琿春 琿春廳 寧古塔 寧安府

伯都訥 新城府 *寧古塔 蜜江 일대 綏芬府
拉林 雙城府 烏拉 舒蘭縣雙城堡 五常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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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城旗의 경우는 이미 公署에서 전보를 보내어 民署로 이관하도록 하여 따르고 있
는 실정이었으나, 兩路站과 四邊門에는 전보가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이러한 내용
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곳에 명하여 升科 地畝가 어디에 위치
해 있으며 어떤 지역 어떤 아문으로 귀속시켜 징수 업무를 인계해야 하는지 분석하
고, 花戶 垧數 淸冊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부근 지방아문이 이를 전달받
아 징수하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문보총국에 요청하였다.173) 

그 후 문보총국이 各站에 지시하여, 전체 36개 站 가운데 烏拉水手營을 포함하여 
총 27개 站이 淸冊을 작성하여 올려보냈는데, 문보총국은 각 지방아문의 租賦 징수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9개 站은 차후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우
선 27개 站에 대해서만 淸冊과 함께 어떤 站이 어떤 곳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淸單을 작성하여 기무처에 답복하였다.174) 즉 역참이 文報로 개판되면서 선통
원년에 이르러 모든 丁地大租도 소속 지방아문에서 接徵하도록 하였는데, 기무처는 
이 과정에서 문보총국을 통해 각 참의 淸冊을 보고받고 이를 관할 州縣에 전달함으
로써 民署로의 이관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다. 관할 州縣 역시 탁지사에 보고를 
올리면서 동시에 기무처에도 그 경과를 알렸는데 이는 기존 旗署로부터 업무를 인
수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보인다. 예컨대 선통2년 2월, 
돈화현은 기무처로부터 전달 받은 이 淸冊을 근거로 徵租地畝垧數와 應徵租錢數目
을 검토한 후 탁지사와 기무처에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175) 

旗署에서 民署로의 징조권이 이양되는 과도기에 탁지사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을 때 기무처를 통해 일을 처리하였다. 선통2년 4월 署理 吉林度支使 
徐鼎康은 기무처에 보내는 移文에서, 각 外城 및 各站 水手營의 旗地 大租에 대해
서 작년부터 부근 지방아문에서 接徵하도록 하였고, 이에 각 外城 旗地 大租에 대
해서는 지방관에 귀속시켜 接徵한 數目을 이미 보고받았으나, 各站 水手營 旗地 大
租에 대해서는 어떤 站이 어떤 지방아문에 귀속되었으며 어떤 항목의 旗站 納租地
가 몇 垧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인계 
받은 각지의 額徵 垧數를 분석하여 답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176) 탁지사에 온
전한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전체 36개 站으로부터 장부를 수합하는 일 자체
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탁지사의 부탁을 받은 

173) ｢(署敦化縣知縣謝祖蔭)爲報接到各站徵租冊日期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2.2.24), 吉林檔
案 제32책, 문건번호 1187.

174) 위와 같음. 
175) 위와 같음.
176) ｢(署吉林度支使徐鼎康)爲請將歸倂接徵各城旗地額租垧數査覆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文｣(宣

2.4.29),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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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처의 거듭된 요청에, 선통2년 9월 문보총국은 아직도 33곳으로부터의 淸冊만 
넘겨받은 상태라고 답복하면서 이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고 있다.177) 속하의 이러
한 업무처리 지연은 기무처가 장기간 이러한 인수인계 과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
던 이유이기도 하다.

四邊門의 경우는 兩路站보다 더 늦게 이관작업이 진행되었다. 기무처는, 각 外城
의 旗署가 응당 징수해야 하는 大租는 모두 지방아문으로 귀속시켜 징수시키도록 
했고, 이에 花戶와 垧數를 기록한 淸冊을 올려보내도록 하여 이를 지방관에게 전달
한 바 있으며, 兩路站 역시 地冊을 작성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여 이를 각 지방관에 
전달하였으나, 유독 四邊門에서는 아직까지 地冊을 올려보내지 않았음을 지적하면
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보고할 것을 각 邊門에 지시한 바 있다.178) 즉 旗署에서 
民署로의 징조권 이양이 外城-兩路站-四邊門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4개의 邊門 가운데 가장 일찍 보고를 올렸던 巴彦鄂佛羅邊門이 속하 各臺의 地
畝淸冊을 모아 기무처에 알린 것이 선통2년 4월의 일이었다.179) 그런데 이렇게 地
冊을 넘긴 지 7개월이 지나서 巴彦鄂佛羅邊門이 선통2년분 各臺의 大小租賦를 종
전대로 잠시 邊門에서 징수하겠다고 다시 기무처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해당 邊門의 防禦 德俊에 따르면, 이미 지시에 따라 各臺의 丁戶 地畝 淸冊을 올려
보내어 해당 지방아문에서 租賦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開徵 시기가 보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징수하지 않고 있기에 國家正供을 염려하여 규정에 따라 小票를 
인쇄한 후 書役을 各臺의 收租所에 파견하여 租賦를 거두도록 했다는 것이다.180) 

이렇게 하여 이미 절반을 징수한 상태에서 갑자기 제7臺의 領催로부터 보고가 들
어왔는데, 吉林府에서 差役이 와서 전달하기를 吉林府屬 各旗의 大租 및 警·學 各
捐은 이제 길림부에서 징수하기로 하였으나, 民屬에서는 社甲의 鄕正·鄕副 등이 民
産에 대해 전적으로 최징하는 데 반해, 기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업무를 전
담할 사람이 없으니, 속히 各 旗戶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여 그로 하여금 
府에 와서 牌頭印諭를 발급받아 간 후 매년 해당 업무를 담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다.181) 

177) ｢(吉林文報總局)爲移送分發所等三十三處所屬前站丁地花戶淸冊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文｣(宣
2.9.19),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78.

178) ｢(巴彦鄂佛羅邊門防禦德俊等)爲送該處應歸民署接徵之租賦地畝冊事給吉林全省旗務處呈文｣(宣
2.4.29), 吉林檔案 제32책, 문건번호 1207. 四邊門은 巴彦鄂佛羅邊門, 赫爾蘇邊門, 布爾圖庫
邊門, 伊通邊門을 일컫는다.

179) 위와 같음.
180) ｢(巴彦鄂佛羅邊門防禦德俊)爲宣統二年各臺大小租賦暫由邊門徵收事給吉林全省旗務處詳文｣(宣

2.11.24),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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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邊門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내용은, 속하 7개 臺가 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 강 동쪽에 위치한 2개 臺의 경우는 서란현의 
경계 내에 있어 이미 서란현에서 警·學 各費를 징수해 간 상태이나 大租에 대해서
는 징수할 확실한 근거가 없어 아직 징수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강 서쪽의 나머지 
5개 臺에 대해서는 지금 吉林府에서 추천인을 보내라 하고 있으니, 양쪽이 나뉘어
져 일이 잘못되면 國課에 해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하고 있다.182) 巴彦鄂
佛羅邊門의 입장에서는, 이미 邊門에서 절반을 징수한 상태인 데다가, 속하 7개 臺
에 대한 통일된 징수체계가 성립이 안 된 실정이니, 당해까지는 기존대로 잠시 邊
門에서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즉 淸冊이 民署로 
넘겨진 이후에도 이렇게 民署에서 징수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아, 전체 邊門의 이관 작업이 선통말년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오히
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토지라고 하는 재원을 확실하게 능동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토지로부터 거두어들이는 租賦에 대한 징수권을 포함한 온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旗産 활용에서 노정된 旗‧民 갈등을 과도기적 현
상이라고 보았듯이, 이 과도기를 거쳐 징조권을 포함한 토지 관할권이 民署로 이양
됨에 따라 旗署와 民署의 관계는 확실히 갈등보다는 융합, 정확히는 民署로의 통합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기지에 대한 징조권이 民署로 이양되었다는 것은, 건성
개제로 가속이 붙은 내지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기지 매매와 마찬가지
로 징조권 이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은 재원의 유실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이관이 온전히 완료될 때까지 기무처가 그 작업이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왔던 것이다. 즉 기무처는 팔기가 완전히 폐지되기 이전까지 
그 폐지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와 주현체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만한융화’를 앞당기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181) ｢(巴彦鄂佛羅邊門防禦德俊)爲宣統二年各臺大小租賦暫由邊門徵收事給吉林全省旗務處詳文｣(宣
2.11.24), 吉林檔案 제33책, 문건번호 1311.

182)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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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旗人교육의 확대와 旗務處공장의 운용
예비입헌의 시기에 기인생계 문제가 대두하자 그간 기인이 받아오던 혜택으로 인

해 오히려 이들이 자강의 방도를 모색하지 못한 것이라는 자성의 분위기가 형성되
었다. 길림은 행성 설치 이후 기무처를 중심으로 기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第3章에서 살펴 본 농사
의 길이 남녀노소를 不分한 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本章에서 살펴 볼 
교육의 문제는 주로 10대 이하의 기인자제를 겨냥하여 이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 기
초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민인사회에 잘 적응하고 향후 자력으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무처는 광서33년 宣講所를 건립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宣講所는 吉林省城
十旗에서 건립한 觀音堂을 빌려 會地로 삼고 한달에 公家 보조금 60량을 받아 운
영된 것으로, 기무처의 總理와 協理가 매주 나누어가며 한 차례씩 宣講하여 기인들
을 開導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8월 8일 開會하였다.1) 宣講의 주요 내용
은, 旗‧漢의 감정을 연합하고, 의존하는 근성을 제거하고, 자강의 능력을 독려함으로
써, 국민자격을 양성하여 예비입헌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언어는 문
자만큼 널리 보급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미리 편찬한 백화필기문을 나누어 주어 사람들에게 돌려가며 전달하
여 들려주도록 하고, 이후 사람을 파견하여 각지로 가서 미리 나누어주었던 필기문
에 따라 강연하도록 함으로써 보급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2) 아래에서 살펴 볼 각종 
학당과 공장은 이러한 힘에 의해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Ⅰ. 학당의 건립과 기초교육의 확대
길림의 旗丁은 본디 弓馬에 익숙한 자들로서 文敎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었

다. 청말에 이르러 비로소 과거에 응시하여 입사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2,3개 搢紳 가문에 불과했으며 勳舊의 후예에 한정되었다.3) 旗丁에 대한 기존 교육
은 省城에서는 白山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서원은 좌우익 관학의 소재지

 1) ｢吉林公署政書旗務處紀要｣(光34), 吉林旗務 p.18.
 2)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3.
 3)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官兵篇 p.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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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各旗丁의 청년자제를 敎授하였으나 가르치는 과목은 단지 독서와 識字에 불
과하였다. 몽고기에도 蒙文官學이 하나 있어서 蒙文筆帖式 한 명이 敎授하였으나 
수준은 몽골어를 번역할 정도도 되지 못하였으며, 外城에도 각기 官學이 있었으나 
그 수준이 省城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敎習에 科學이 없고, 管理에 定程이 없으
며, 長官은 興學의 法을 몰라’ 旗丁 가운데 입학하는 자가 늘지 않았고, 官學이 많
지 않아 各旗의 취학연령 자제들 가운데 입학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극소수에 지나
지 않는 등 보급이 어려웠다.4) 하지만 “헌정의 맹아기에 교육이 보급되고 있는 시
점에서 학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팔기자제가 어찌 지식을 열어 완전한 인재로 거
듭날 수 있겠습니까”라는 寧古塔의 어느 협령의 우려처럼,5) 행성 설치 후 길림은 
이 부분을 매우 염려하여 기무처로 하여금 선강소를 세우게 하였던 것이다. 선강소
를 세우고 집집마다 권유하여 반년을 지켜보았더니, 旗籍 官紳들이 비로소 점차 興
學의 시급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6)

1. 省城의 旗屬학당
1) 十旗 공립 소학당

선강소의 강연 등을 통해 학무를 진흥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깨
달은 기인들이 吉林十旗公立兩等小學堂을 건립하였다.7) 길림성에는 애초에 五關, 
昌邑, 白山 등 각 소학이 있고, 中學, 사범, 법정, 실업, 순경, 육군, 외국어 등의 각 
학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各旗공립학교가 없었는데, 광서33년 8월 20일의 상
유에 따라 旗丁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하던 중, 十旗의 協領 등이 공
립양등소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8)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비 부문

 4)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3.
 5) ｢寧古塔副都統爲請價放地基籌款興學事給東三省總督吉林巡撫的咨文｣(宣1.4.3), 吉林旗人生計

 p.292.
 6)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官兵篇 p.1352.
 7) 吉林省城의 옛 제도에서는 장군과 부도통 아문 외에도 만주팔기가 每旗마다 각기 관방아문 

하나씩을 설치하였으며 舊漢軍은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 형태였다. 몽고팔기는 따로 하나의 署
를 가지고 있었으며, 烏槍營도 스스로 하나의 署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이 곧 新漢軍팔기였다. 또
한 水師營은 원래 전적으로 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 屬丁 역시 漢軍으로서 
조금 달랐다. 그리하여 이들을 十旗라고 불렀으며, 학당의 경비는 이들 十旗의 公款에서 마련하
였기 때문에 ‘吉林十旗公立兩等小學堂’이라고 명명하였다. 이하에서는 ‘十旗學堂’으로 약칭한다.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地畝篇, p.1364.; ｢吉林十旗爲創辦公立兩等小學堂的詳文及
吉林行省的批文 附:學堂各項規則｣(光34.4), 吉林旗人生計 p.247.

 8) ｢吉林十旗爲創辦公立兩等小學堂的詳文及吉林行省的批文 附:學堂各項規則｣(光34.4), 吉林旗
人生計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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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대개 捐資를 모집하거나 혹은 旗屬의 租가 나오는 公産에서 租를 올림으로
써 충당하였다.9) 광서33년 10월, 鑲白蒙古旗 등의 협령이 독무에게 올린 아래의 보
고를 보면 各旗에서 興學을 위한 경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삼가 아룁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근래 自强의 길은 興學보다 우선하는 것
이 없으며, 興學의 길은 또한 경비를 모으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으니, 
경비를 먼저 모으지 않고 일이 성사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길림
은 원래 駐防의 옛 제도를 따라 매번 제자리걸음하면서 발달을 생각하지 않
았습니다. 다행히 行省이 설치되고 우리 憲臺께서 이곳에 부임하신 이래 興
學의 업무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찍이 調査旗務處를 설치하여 
旗屬의 利病을 조사하고 興해야 할 것과 革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병폐가 되는 것은 학문이 없는 것이니, 어찌 自强을 도모할 수 있겠습
니까? 이에 또한 宣講所를 설치하고 대중들을 모아 연설을 하였는데 수개월 
사이에 관병들이 자못 開通하여 모두가 興學의 논의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
다.10) (밑줄은 필자)

결국 이들은 鑲白蒙古旗 1佐와 鑲白滿洲旗 5佐 아래에 있는 목장관지를 모두 십기
학당 경비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기무처가 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지시해 달라고 독무에게 부탁하며 보고를 마무리
하였다.11) 

이러한 논의는 해당 6佐의 좌령들이 먼저 그들 관할 아래 목장으로 쓰던 땅에 대
해 보고하면서 구체화되었는데, 이들 좌령의 보고에 따르면 이 땅을 民들이 개간하
여 熟地로 만든 것이 700여 垧이고 이곳에서 거두어들이는 租가 총 錢 420여 吊으
로, 종전까지 이를 6佐의 판공비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광서28년 旗地에 대
해 升科할 것을 결정하면서 이곳을 조사한 결과, 浮多 熟地가 1천 7백여 垧이 되어 
전체 2천 4백여 垧의 熟地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즉 租糧의 收納이 款項을 모
으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인 데다가, 현재 기인생계를 도모하여 기무처에서 十
旗蒙小學堂을 세우고 공예창을 설치함으로써 기인들이 실업교육을 받아 생계를 도
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목장관지를 荒熟에 상관없이 전부 해당 학
당의 경비로 쓰겠다고 자청하였던 것이다.12)

 9)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4.
10) ｢鑲白蒙古等旗協領爲將牧場官地報請作十旗學堂經費的稟文｣(光33.10), 吉林旗人生計

pp.238-239.
11) ｢鑲白蒙古等旗協領爲將牧場官地報請作十旗學堂經費的稟文｣(光33.10), 吉林旗人生計

pp.238-239.
12) ｢鑲白蒙古等旗協領爲將牧場官地報請作十旗學堂經費的稟文｣(光33.10), 吉林旗人生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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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省城의 十旗에서 公有地 등을 보고하여 학당의 설립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기무처는 外城의 각지 역시 이에 비추어 처리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현
재의 상황 및 향후의 도모 방향에 대해 省城과 外城으로 나누어 독무에게 보고하였
다.13) 省城에서 籌辦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 省城 
十旗가 원래 가지고 있던 方正泡公田 1만여 垧이 조성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개
간된 면적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 열심히 조사 정돈하여 여기서 얻는 이득을 
학당과 공장의 흥판 비용으로 삼도록 하고,14) 둘째 省城 十旗의 街市地基에서 나오
는 수입이 매년 대략 3만 吊에 이르니 우선 이 款項을 빌려 양등소학당의 개설 비
용으로 삼고, 公田 항목에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려 이를 各旗에 돌려주자는 것이었
다. 마지막은 省城양백기의 경우 房産이 전혀 없고 단지 租戶와 송사 중에 있던 漠
力干通地 한 곳만 있었는데, 이곳이 이미 學田으로 정해졌으니 황무총국이 이를 신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다.15)

外城의 各旗에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제시한 첫 번째 항목은, 연설을 통해 분위
기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寧古塔‧三姓‧伯都訥‧伊通‧雙城堡 등지는 이미 근처에서 인
원을 파견하여 연설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그 외 지역은 이 부분이 부족하니 응당 
부근에서 공익에 열심인 인원을 파견하여 연설을 제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관병의 的款으로 구매한 토지는 학당과 공장을 설립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함으로
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16) 즉 광서33년 말까지도, 外城의 경우는 학당
과 공장 설립을 위한 구체적 단계에까지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省城의 경
우는 비용 마련을 위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旗産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데 반해, 外城은 강연과 연설을 통해 학무 
진흥과 공장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pp.238-239.
13) ｢吉林省調査旗務處爲請將省城各旗營公田房基租款提撥擧辦學堂工廠用費的稟文｣(光33.11), 吉

林旗人生計 pp.239-240.
14) 본 논문 제3章에서 살펴보았듯이 결국 선통3년 기무처는 인원을 파견하여 이 토지에 대한 淸

査丈量을 시행하고 토지의 질에 따라 분별하여 지조액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吉林全省旗務處
協理條陳吉省旗務擧辦各節的呈摺｣(宣3.8), 吉林旗務 p.110.

15) 이곳은 원래 賦를 걷지 않던 관지였는데 광서 말년에 이르러 이를 旗에 귀속시킬지 民에 귀속
시킬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간 송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황무총국
은 이를 學田으로 삼되 원래의 전호에게 계속 농사짓도록 하는 방안을 독무에게 제시하게 된
다. ｢吉林省荒務總局爲鑲白旗牧場漠力干通地畝請劃歸學田的申文｣(光34.2.9), 吉林旗人生計
pp.242-243.

16) ｢吉林省調査旗務處爲請將省城各旗營公田房基租款提撥擧辦學堂工廠用費的稟文｣(光33.11), 吉
林旗人生計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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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강소를 설립하여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학
당과 공장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필요경비의 조달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方
正泡公田에서 이익이 생길 때를 기다려 擧辦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기무처는 各旗 
관병이 구매한 公産을 조사하여 학당의 경비로 충당할 만한지, 그리고 필요한 房屋 
등에 대해서도 어디에 건설하면 좋을지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만주 양황기
와 정백기의 衙門과 菜園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이에 따라 이들 양
황‧정백기를 양홍‧양람기와 한 곳에 거주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협소한 
공간 문제로 이주 시기는 이듬해 봄 양황‧정백기의 菜園에 학당 건설이 시작되면 옮
기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 즉 이렇게 하여 十旗學堂의 學舍는 만주 양황기와 정
백기 兩旗 公所의 옛 房屋을 고쳐서 건축하게 된다.18)

이렇게 各旗의 公産을 통해 십기학당 설립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외에도, 捐資
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아래의 인용문은 길림에서 수년간 經商하던 산동상인이 
십기학당의 개설비용으로 은 1천량을 쾌척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조정은 근래 누차 諭旨를 반포하여 變法更制를 통해 부강을 도모하고
자 하고 있으니, 학문을 흥하게 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임
무 가운데 급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報章을 살펴보니 吉林省城에
서 十旗公立兩等小學을 설립함에 있어 이미 各旗의 公産租項을 가지고 경상
비로 삼고자 하고 있으나 그 개설에 필요한 款項만 해도 매우 크고 급박해
서 진실로 마련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原籍이 산동이지만 
길림에서 수년간 상업 활동을 하여 一衣一食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
다. 지금 학당을 개설함에 마땅히 자금을 보태어 함께 公益을 이루고자 합니
다. 현재 상업 활동을 통해 남은 자금이 庫平銀 1천량 정도이니, 이를 학당 
개설 비용으로 기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19)

산동상인 孫起鳳이 이렇게 거금을 기부하기로 함에 따라, 기무처는 이를 동삼성총
독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가 請獎의 예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산동인임에
도 불구하고 구역의 구분 없이 巨款을 연납하였으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고, 결국 동삼성총독은 “樂善好施”의 글자를 새기고 建坊할 것을 길림
행성에 지시하는 것으로 기무처의 요청을 수락하였다.20) 이렇게 기부자에 대한 포

17) ｢鑲黃旗協領爲設立十旗公立學堂搬遷房屋的稟文｣(光33.12.14), 吉林旗人生計 pp.241-242.
18)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4. 
19) ｢東三省總督爲候選府經歷孫起鳳捐助十旗學堂經費銀兩准予建坊獎叙的咨文｣(光34.2.28), 吉林

旗人生計 pp.243-244.
20) ｢東三省總督爲候選府經歷孫起鳳捐助十旗學堂經費銀兩准予建坊獎叙的咨文｣(光34.2.28), 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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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捐資를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부족한 경비를 조금이라도 보충하려 하
였던 것이다.

기무처는 길림행성에 보내는 詳文에서 십기학당의 설립과 관련한 3가지 난점을 
서술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첫 번째 항목은 경비마련의 난점이었다. 즉 양등소학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경상비 3만 7천 吊, 개설비 2만 吊으로 산출할 수 있는
데, 各旗는 본래 大宗의 公款이 없을 뿐 아니라, ‘智識도 未開’하여 마련 가능한 款
項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기꺼이 내어놓으려 하지 않으며, 아울러 학당을 急務라고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自費로 학당에 와서 수학하라고 한다면 이는 
더더욱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21) 기무처가 곳곳에 선강소를 세워 
강연을 강조하였던 이유에는 이처럼 학당의 필요성을 설파하여 기꺼이 捐資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즉 궁극엔 비용조달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기무처가 各旗의 首領들과 여러 차례 상의한 결과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3가지 중 첫째도 募捐이었으며, 둘째는 各旗에서 
租出한 商鋪房地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것, 마지막은 方正泡公田을 정돈하는 일이
었다.22)

십기학당의 설립과 관련하여 기무처가 서술한 3가지 난점 가운데 두 번째는 교원 
초빙의 문제였다. 즉 길림은 편벽하여 구역 내에서 적절한 교원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지에서 초빙하려고 해도 먹을 것이 마땅치 않고 물가는 비싸서 모두 기꺼
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3) 설령 熱心志士가 있다 할지라도 학생의 수준이 
매우 낮고 또한 보통소학이라 그 명예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 
이 역시 초빙이 어려운 이유라고 하고 있다. 기무처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교원초빙을 달리하자는 것이었다. 즉 國文과 經史 등의 과목은 公義를 
내세워 교육에 열심인 內地 인사를 초빙하되 후에 성과가 드러나면 獎勵하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하고, 理化와 圖畵 등의 과목은 주당 할당 시간이 적어서 薪金이 많
지 않으므로 吉林省 내의 각 學員 가운데 성품과 학문이 우수한 자를 뽑아 충당하
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다.24)

旗人生計 pp.243-244.
21) ｢吉林十旗爲創辦公立兩等小學堂的詳文及吉林行省的批文 附:學堂各項規則｣(光34.4), 吉林旗

人生計 p.246.
22) 위와 같음.
23) 길림에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정기 내지에서 인력을 초빙하고 충원하는 예는 각 분야에

서 이루어졌다. ｢吉林巡撫陳昭常奏淸理財政局編成本年春夏季收支報告等摺｣, 政治官報 29(宣
1.12.16), pp.308-310.; ｢東三省總督趙爾巽奏選調人材以資佐理摺｣, 정치관보 45(宣3.4.12), 
p.209.

24) ｢吉林十旗爲創辦公立兩等小學堂的詳文及吉林行省的批文 附:學堂各項規則｣(光34.4),   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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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처가 지적한 마지막 난점은 교과 산정의 문제였다. 길림성의 상황은 내지와 
달라 學部에서 정한 양등소학 교과과정을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예
컨대 各省의 경우 蒙學에서 시작하여 小學으로 들어가지만, 길림은 蒙學이 거의 없
어 小學내에서 蒙學의 교과를 같이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國文 교과목 수업은 규정
보다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算學 교과의 시간도 규정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數는 6藝의 하나로서 각종 新學은 모두 계산에서부터 입문하고 있지
만 關外에서는 평소 이를 講求하지 않은 까닭에 상점에서도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輿地의 경우는 별도로 교과서를 편찬할 것을 건의하였다. 길
림의 문제는, 輿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인의 경우 종신토록 戶庭을 나서지 않
고 舊例에서도 이유없이 멀리 나갈 경우 도망한 것으로 논하였기 때문에 그 식견이 
一枰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우선 吉林省城에서부터 편찬
을 시작하여 그 밖의 府廳州縣으로 넓히고, 그 다음에 봉천성과 흑룡강성으로, 그리
고 각 行省으로, 各國으로 점차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 
음악과 같은 교과목은 잠시 개설을 늦추어서 교원을 초빙한 연후에 다시 보충해도 
된다고 보았다.25) 이는 대체로 識字와 계산 등 기본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蒙
學 수준으로 교과시수를 조정하려 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무처는 십기학당의 학생 모집을 위해 광서34년 3월 9일 曉諭文을 고시하였는
데, 여기에서 명시한 5가지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았다.26)

1) 연령이 15세 이하이고 8세 이상인 자 
2) 읽고 쓸 수 있는 자 
3) 五官이 모두 있는 자 
4) 신체에 본디 고질병이 없는 자 
5) 客籍 학생의 경우 본 학당의 식비를 낼 수 있는 자

십기학당은 초등소학과 고등소학을 모두 포괄하는 학당이기에 입학 연령을 8세에서 
15세 사이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고등소학 입학연령이 12세 이상이고 졸업하
는데 걸리는 시간이 초등소학은 5년, 고등소학은 4년임을 고려할 때,27) 평균 입학연

旗人生計 pp.246.
25) ｢吉林十旗爲創辦公立兩等小學堂的詳文及吉林行省的批文 附:學堂各項規則｣(光34.4),   吉林

旗人生計 pp.246.
26) ｢吉林全省旗務處爲十旗公立兩等小學堂招考學生的曉諭｣(光34.3.9), 吉林旗人生計

pp.244-245.
27) 1901년 학제(江楚會奏)에서는 蒙學이 8세 이상으로, 小學이 12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었으나, 

1904년 개편된 癸卯學制에서는 초등소학이 7세 입학, 5년제로, 고등소학이 12세(~15세)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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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기준하여 모집공고를 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처음에 몇 학년으로 배정받는가 
하는 것은 한두학기 후에 시험을 치러 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28) 
자격사항 5)에서 客籍을 구분하고 있듯이, 十旗학당은 본래 十旗의 公款에서 경비
를 마련하여 설립한 학교인 까닭에 吉林十旗兩營의 자제인 본적인에 대해서는 100
명을 선발하여 학비와 식비를 면제하도록 한 반면, 客籍으로 분류되는 外城 기인과 
한인의 자제에 대해서는 60명을 선발하여 학비는 받지 않되 매월 식비로 吉錢 6吊
文을 내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 객적과 본적을 불분하고 모든 학생이 부담해야 하
는 비용으로 操衣 및 紙筆 등의 항목을 두었다.29)

여하튼 길림기무처는 이러한 5가지의 자격사항을 포함한 모집공고문을 고시한 
뒤, 그 이튿날인 3월 10일부터 25일까지를 등록기간으로 정하였다.30) 등록은 좌령
으로부터 수령한 圖片에 이름, 연령, 籍貫, 三代, 주소, 學業을 기재하여 학당에 발
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학당으로부터 시험일자를 통보받아 시험을 치른 
뒤 합격하면 재차 좌령의 인솔하에 학당으로 가서 친히 지원서를 쓴 뒤 입학할 수 
있었다. 기무처는 해당 학당에 대한 全權을 가지고, 학당의 업무 처리 및 성과 유무
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31)

이렇게 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의 구성을 보면, 모집요강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本籍 100명과 客籍 6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던 애초의 계획과 달리 본
적학생 181명, 객적학생 5명, 총 186명을 선발한 것이다. 이는 객적 학생의 지원 
자체가 적었기 때문인데, 선발된 5명의 객적 학생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일단 식비를 면제하고 차후 늘어나면 다시 조정하기로 하였다. 원래 정원에서도 26
명이나 초과하여 선발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모두 입당시켜 수업을 받게 하되, 한 
달 후 선별하여 수학능력이 안 되는 자는 퇴학처리하여 걸러내는 방향으로 융통하
였다. 그리고 초등과 고등의 경우는 3개월 후 그 등급을 분별하여 나누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십기학당은 광서34년 5월 24일 정식으로 개학하기에 이른다.32)

초대 교장으로는 揀選知縣이자 직예사범 졸업생인 梅芳이, 품행이 단정하고 학문
적 성취도 우수하다 하여 임명되었다.33) 그러나 민국시대에 접어들어 해당 학교가 

4년제로 조정되었다. 김유리, 서원에서 학당으로, 한국학술정보, 2007, p.295.
28) ｢吉林十旗爲創辦公立兩等小學堂的詳文及吉林行省的批文 附:學堂各項規則｣(光34.4),   吉林

旗人生計 pp.248-249.
29)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4. 
30) ｢吉林全省旗務處爲十旗公立兩等小學堂招考學生的曉諭｣(光34.3.9), 吉林旗人生計 p.244.
31) ｢吉林十旗爲創辦公立兩等小學堂的詳文及吉林行省的批文 附:學堂各項規則｣(光34.4),   吉林

旗人生計 p.248.
32) ｢吉林全省旗務處爲十旗兩等小學堂開學日期及學生額數給吉林行省的呈文｣(光34.5.12),  吉林

旗人生計 p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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菁華중학교로 개편되기까지 약 4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교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었
다. 첫 번째 교체는 부임한 지 1년여 지난 梅芳이 휴가를 신청한 뒤 복귀하지 않으
면서 이루어졌다. 梅芳은 부모가 연로하여 병이 많아 찾아뵙는다는 명목으로 40일 
휴가를 냈으나, 휴가기간 종료 후 한 달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자, 기무처는 아예 매
방을 복귀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길림행성에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였다. 

이렇게 해서 선통원년 9월, 2대 교장으로 임명된 자가 縣丞의 銜을 가지고 있으
면서 順天中學堂을 졸업한 王國璧이었다.34) 王國璧은 9월 26일 임명되어 10월 1일
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해당 학교의 업무가 많아 교장 한 
명이 담당하기 어려우니 監學 1명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기무처에 요청하여 수락을 
받아냈고, 결국 10월 21일 縣丞 銜을 가진 趙國璋이 監學으로 부임하여 일을 시작
하였다.35) 그러나 王國璧 역시 선통3년에 이르러 병으로 장기 휴가를 신청함에 따
라, 提學使는 吉林府 附生 巴楊阿로 하여금 그 사무를 이어받도록 하였다.36) 애초
에 王國璧을 후임 교장으로 임명했던 것도 ‘양등소학은 학당을 졸업한 지 오래된 
學務人員이 아니면 담임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던 것을 보면,37) 이렇게 재차 자진 휴
가 신청의 형태로 십기학당의 교장이 교체된 데에는 학당 업무의 과중함이 주요 요
인이었겠지만 앞서 기무처가 지적했던 교원 초빙의 난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여하튼 이렇게 일인당 임기가 모두 1년에서 1년 반에 그쳤던 점은 
일관성 있는 학당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가운데 낙오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선통원년 11월 학당에서 기
무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上學期 시험을 치른 자가 147명이었던 데 비해 학기말
에는 단지 118명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주목하여 조사한 결과, 
10월부터 학기말까지 학당에 나오지 않은 자들, 상학기부터 빠진 자들, 하학기가 개
학하면서 나오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8) 상학기부터 빠진 자들은 제
외하더라도 한 학기만에 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33) ｢十旗公立兩等小學堂爲開用關防日期的呈文｣(光34.7.8), 吉林旗人生計 p.252.
34) ｢吉林全省旗務處爲十旗學堂校長梅芳久假未歸撤差以王國璧試充給吉林行省的呈文｣(宣1.9.14), 

吉林旗人生計 pp.254-255.
35) ｢十旗公立兩等小學堂爲監學趙國璋到堂視事日期給省旗務處的呈文｣(宣1.10.21), 吉林旗人生計

 p.256.
36) ｢吉林提學司爲十旗公立兩等小學堂堂長王國壁請假遺差以附生巴楊阿接充的移文｣(宣3.5.21), 

吉林旗人生計 p.258.
37) ｢吉林全省旗務處爲十旗學堂校長梅芳久假未歸撤差以王國璧試充給吉林行省的呈文｣(宣1.9.14), 

吉林旗人生計 p.254.
38) ｢十旗公立兩等小學堂爲擬開除學生給省旗務處的呈文｣(宣1.11.4), 吉林旗人生計 p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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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기학당의 입학생은 학비와 식비를 면제 받았으므로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십기학당이 실질적으로는 보통의 소학보다 수준을 
낮추어 蒙學 과정까지 포함시킨 蒙小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낙오는 십기
학당 수업의 절대적 수준이 높아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기
인들의 기존 습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당은 이들을 일괄 퇴학
시키기로 조치하였다. 학비도 응당 추징해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
로는 이번에는 시혜를 베풀어 그대로 두되, 이듬해부터는 이러한 경우 학비 추징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39)

2) 滿蒙文 전문 관립학당

길림신정 시기 학당 설치가 늘고 기인교육 문제가 대두하면서 십기학당과 같은 
기인학당이 건립되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滿文과 蒙文에 
대한 교육 역시 강조되어 이를 전문적으로 수업하는 학당이 재편되었는데, 입헌을 
추진하면서 滿漢 畛域의 해소 분위기가 한창이던 당시 이러한 성격의 학당이 유지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길림은 만몽문 전문 교육기관으로 일찍이 광서33년 省城에 滿蒙文中學堂을 설립
하였는데, 이듬해에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전단계 교육기관으로 滿蒙高等小學堂의 
건립을 제창하여 선통원년에 드디어 학생을 받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들 만몽문 
학당은 신정 시기 새로이 신설된 것이라기보다 종전의 관련 학당을 기반으로 하여 
개편하거나 합병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만몽중학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城
壇외국어학당에 있던 滿蒙文 한 반을 따로 떼어내어 중학에 예속시킨 것이었고, 만
몽고등소학당은 吉林旗署에 있던 淸文官學과 蒙文官學을 합병하여 재편한 것이었
다.40)

東三省政略에서 滿蒙官學의 改良을 묘사하고 있는 다음의 구절은 만몽고등소학
당으로의 개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짐작케 한다. 

吉林旗署에는 예로부터 淸文官學 한 곳이 있어서 좌‧우익 조교관 한 명씩을 
額設하고 文교습 6명과 武교습 4명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文이라 함은 오
로지 滿文만을 수업하는 것이었고, 武라 함은 처음에는 馬步‧騎射를 가르치
다가 나중에는 槍法을 연습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兩翼의 학생은 전체 26

39) ｢十旗公立兩等小學堂爲擬開除學生給省旗務處的呈文｣(宣1.11.4), 吉林旗人生計 pp.256-257.
40) ｢(吉林全省旗務處)爲將淸文蒙文兩學歸倂滿蒙小學堂抄粘原呈知照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光

34.9.20), 吉林檔案 제12책, 문건번호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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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고 식비는 모두 官에서 내었는데 이는 軍署의 戶司에서 관리하다가, 
행성 개설 후 戶司가 폐지되면서 기무처로 예속되었다. 蒙文官學도 한 곳이 
있었는데 그 경비의 관리는 대략 만문관학과 동일하였다. 이들 官學은 오래
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긴 데다가, 오로지 만문과 몽문만 가르쳐서 한문
이나 각종 과학이 모두 결여되다 보니 실용적이지 못했다.41)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경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兩學이 모두 官學이라는 점, 즉 戶司에서 관리하면서 경상비의 경우 지정된 稅項에
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戶司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경비 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기무처가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兩學 교과과정의 부적절
성, 즉 ‘오로지 만문과 몽문만 가르쳐서 한문이나 각종 과학이 모두 결여되다 보니 
실용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다. 

기무처가 兩學의 합병을 주장하며 길림행성에 올린 보고에서 ‘지금과 같은 재정
곤란과 인재부족의 시기에’ 재정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결함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 兩學 학
생들의 연령이 小學에 적합하기 때문에 실력만 갈고 닦으면 인재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나, 교수법도 불완전하고 敎法에 대한 연구 없이 그저 淸文만을 가르쳐 한문이
나 각종 科學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니 시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변통하
지 않는다면 學制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잘못하는 일이라고 기무처는 
시종 강한 어조로 근심을 표명하였다.42)

그렇다면 淸文관학과 蒙文관학의 폐단이 드러나고 그러한 폐단을 구성하는 중요
한 부분 중 하나가 滿蒙文만을 수업하여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변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무처는 왜 이 兩學을 합쳐 또다시 
새로운 만몽문 전문학당을 건립하려고 한 것일까? 다음과 같은 기무처의 주장에서 
만몽고등소학당으로의 재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淸文은 國粹와 관계된 것으로서 길림에서 各部에 공문을 보낼 때 간혹 滿語
를 사용하기도 하며, 旗員이 入覲할 때 역시 때때로 滿語를 사용하기도 합니
다. 몽골의 경우 臣服한 지 2백여년으로 오랫동안 국가의 屛蔽였고, 근래에
는 또다시 변경 일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綏撫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태로
서, 문서가 오고갈 때 모두 傳譯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滿蒙 兩學 모두 

41)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4.
42) ｢(吉林全省旗務處)爲將淸文蒙文兩學歸倂滿蒙小學堂抄粘原呈知照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光

34.9.20), 吉林檔案 제12책, 문건번호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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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43) (밑줄은 필자)

즉 만문과 몽문이 여전히, 오히려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는 비단 
길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만주와 몽골의 시세가 나날이 긴박해지면서 淸
廷에서도 가장 우려하던 문제 중 하나였다.44) 만주어는 이미 기인들 사이에서도 생
소한 언어였고, 길림 각지의 기존 旗署 학당에서도 滿文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유독 이 시기 신설된 기인학당에서 만문 교육을 강조한 것은 蒙
務를 안정시키고 러시아와의 외교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봐야 할 것이다.45) 위 인용
문이 말해주듯이 滿文은 國粹와 관계된 것일 뿐 아니라 旗員의 경우 公文이나 入覲
에서 여전히 사용하는 예가 있으며, 蒙文은 당시 몽골 및 러시아 등 변경 문제와 
겹쳐 더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몽언어를 위
주로 하여 교육하되 기존 兩學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부분을 감안하여 각종 科
學이 보충되도록 하고 일체의 방식은 學部의 小學 규정에 따르도록 변통하는 것으
로 결정한다.46) 

아울러 다음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미 설치된 만몽중학을 위해 그 전단계 교육기
관이 필요하던 차에, 만몽중학과의 이러한 연계를 고려하여 소학으로의 개편을 시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검토해보니 城壇외국어학당에 오래전부터 滿蒙文 한 반이 있었는데, 작년에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고쳐서 중학에 예속케 하고 따로 校舍를 
열어 중학 교원들로 하여금 각종 과목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이름을 만몽중학
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中學은 반드시 小學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인 바, 본 기무처가 청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淸
文과 蒙文 두 개의 官學을 병합하여 만몽소학당으로 개편함으로써 만몽중학
으로 가기 위한 기초로 삼았으면 하는 것입니다.47)

43) ｢(吉林全省旗務處)爲將淸文蒙文兩學歸倂滿蒙小學堂抄粘原呈知照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光
34.9.20), 吉林檔案 제12책, 문건번호 1014.

44) 학부에서도 이러한 배경에서 1907년 京師에 만몽문고등학당 설립을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고, 
뒤이어 길림과 봉천에도 만몽문중학당이 설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東方雜志 제4권 제9기, 
1907.

45) 劉彦臣은 烏拉城鄕小學堂과 寧古塔旗署公立兩等小學堂에서 이미 만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만몽문중학당, 만몽고등소학당, 십기양등소학 등의 신설 기인학당이 만문을 
강조하는 이유는 몽골과 러시아 등 대외문제 때문이라고 보았다. 劉彦臣, ｢淸末吉林新式旗人學
堂及滿文敎育｣, 中國邊疆史地硏究 2009-6, p.105.

46)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4.
47) ｢(吉林全省旗務處)爲將淸文蒙文兩學歸倂滿蒙小學堂抄粘原呈知照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光

34.9.20), 吉林檔案 제12책, 문건번호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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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길림은 한 해 앞서 광서33년 2월에 만몽중학을 창립하여 만몽문 전문인재 양성
을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있던 상황이었다.48) 이러한 배경에서 중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기초 학당, 즉 소학이 필요했던 것이고, 기존 淸文관학과 蒙文관학을 합쳐 滿
蒙소학당으로 개편한다면 필요성 면에서도,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도 가장 적합하
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결국 길림행성은 기무처의 요청이 합당하다고 보고 이를 비준하였다. 淸文‧蒙文 
두 관학은 敎授課程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었기에 변통이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두 관학을 합병하여 만몽소학당으로 만들어 중학의 기초로 삼
고 일체의 방식은 학부의 소학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니, 이는 ‘無用을 有用
으로 변통한 좋은 예’라는 것이다.49) 다만 學舍가 문제였는데, 두 관학의 校舍는 모
두 좁고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때마침 길림에 주둔하고 있던 흑룡강 수
사영에 대한 裁幷이 결정되어 그 관사가 비어있던 터라 이를 고쳐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다.50) 

두 관학의 합병과 재편 과정에서 기존 학당에 있던 학생과 교원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었다. 두 관학의 학생들은 모두 이곳에 입학시키되 
연령과 수준에 따라 분별하여 반을 정하도록 하고 졸업 이후에는 만몽중학으로 올
라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옛 교원의 경우는 임용 가능 여부를 가려서 임용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51) 무엇보다 고심하였던 부분은 경비 마련이었는데 경상비는 원래 
지정된 稅項에서 해마다 1만 6천여 吊을 빼내어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기무
처가 따로 방법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비용과 도서 구입비용 등 일체 개설 비
용으로 소요되는 錢 1만 1천 7백 80吊에 대해선 公家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만몽고등소학당 설립 및 개학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돌입하게 되
었다.52)

준비 시작과 함께 처음 기무처가 擬定한 ｢滿蒙高等小學堂暫定章程｣(光34)에는, 
‘4년(8학기)을 졸업기한으로’(제7조) 하여, ‘매번 졸업 기간에 기무처에서 제학사에 

48) 물론 개판은 1년 반 뒤인 광서34년 8월에 가서야 이루어졌지만, 봉천의 경우 팔기 만몽문 중
학당 설립을 위한 입안 요청 자체가 선통원년 말에 가서야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길
림이 봉천을 훨씬 앞섰음을 알 수 있다. ｢創設八旗滿蒙文中學堂請立案摺｣(宣1.12.4), 錫良遺稿
 卷7, pp.1044-1045.

49) ｢(吉林全省旗務處)爲將淸文蒙文兩學歸倂滿蒙小學堂抄粘原呈知照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光
34.9.20), 吉林檔案 제12책, 문건번호 1014.

50)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4.
51) ｢(吉林全省旗務處)爲將淸文蒙文兩學歸倂滿蒙小學堂抄粘原呈知照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光

34.9.20), 吉林檔案 제12책, 문건번호 1014.
52)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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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文을 보내면 파견 인원이 監考하여, 합격한 자는 중학당과 각 중등실업학당으로 
분별하여 올려 보내고, 불합격한 자는 학당에 남겨 補習하도록 한다’(제9조)는 學期 
및 進學에 관한 조항 외에도, 총 20여 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53) 대부분의 
조항은 제학사가 동의하였으나, 2개 조항을 두고 기무처와 제학사 사이에 의견 차가 
있어 수개월 간 몇 차례의 수정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가장 조율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제8조 수업시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다음을 보면 
매주 할당하고자 했던 각 學科의 수업시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54) 

<표 7> 滿蒙高等小學堂 수업시수
滿蒙文字 修身 中國歷史 地理 讀經講經 中國文字 算術 體操 총시수 提議機關

1 18 2 2 2 3 3 3 3 36 길림기무처
2 12 2 2 2 3 3 3 3 30 길림기무처
3 8 2 2 2 12 4 3 3 36 길림제학사
4 5 ? ? ? ? ? ? ? ? 길림제학사

눈에 띄는 사항은 최초의 장정 초안에서 시작하여 이에 대한 수정을 거듭할수록 滿
蒙문자의 시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무처는 애초의 총 수업시수 36시
간이 광서34년 말 30시간으로 6시간 줄어들자 만몽문자에 할당된 18시간을 12시간
으로 줄여 이를 조정하였고(위의 표 2번), 한 달 뒤 제학사는 장정에 대한 수정을 
가하면서 이를 8시간으로 더 줄여 기무처에 전달하였다. 반면 총 시수는 오히려 36
시간으로 다시 늘렸는데, 늘어난 시수는 전폭적으로 讀經‧講經에 배당하였다. 즉 위
의 표 가운데 3번에서 보듯이 讀經‧講經을 일주일에 12시간 수업하게 함으로써 만
몽문자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업시수를 차지하게 하였으며, 기존 3시간이었던 中國
文字도 1시간 늘려 4시간으로 조정한 것이다. 

기무처가 장정 초안을 작성하여 제학사에 보내면서 學部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한 바 있고, 제학사는 이에 대한 회신에서 학부의 규정을 참
조하여 약간의 개정을 가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55) 기무처의 입장에서는 최종적

53) ｢滿蒙高等小學堂暫定章程｣(光34), 吉林旗人生計 pp.225-226.
54) 근거자료 1: ｢滿蒙高等小學堂暫定章程｣(光34), 吉林旗人生計 pp.225-226.

2: ｢(吉林全省旗務處)爲遵批擬訂滿蒙小學堂章程請酌奪見覆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光34.12.3), 
吉林檔案 제12책, 문건번호 1037.

3: ｢(吉林提學使司)爲送改訂滿蒙小學堂章程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文｣ (宣1.1.11), 吉林檔案
제13책, 문건번호 1055.

4: ｢(吉林全省旗務處)爲滿蒙學堂擬以觀音堂充學舍並延訂十旗學堂敎員就近兼充事給吉林提學
使司移文｣(宣1.閏2.14), 吉林檔案 제13책, 문건번호 1084.

55) ｢(吉林提學使司)爲送改訂滿蒙小學堂章程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文｣(宣1.1.11), 吉林檔案 제13
책, 문건번호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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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학사가 제의한 만몽문자 5시간 할당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56) 즉 
기무처는 “淸文은 國粹와 관계된 것이고 蒙文 역시 변경을 안정시키는 要務인 즉, 
이 학당의 개설은 원래 통역 인재를 양성하여 滿蒙문자언어에 통달하게 하는 것이 
宗旨입니다.”라고 강조하며, 기무처가 원래 정하였던 만몽문자 12시간도 이미 적은 
시수인데 제학사가 이를 5시간으로 줄인 것은 학당을 세운 宗旨와 어긋난다고 반박
하였다.57) 제학사는 學部에서 규정한 小學 장정에 기초하여 만몽고등소학당의 수업
시수를 조정함으로써, 신정기 교육의 근대화 분위기에 맞추어 길림도 내지와 일체화
되기를 추구하였던 것이고, 기무처는 만문과 몽문을 교육했던 기존 旗署내 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자가 讀經‧講經과 中國文字를 강조하여 시수를 
늘리는 쪽으로 조정하고자 한 데 반해, 후자는 滿蒙文字의 시수를 조금이라도 덜 
줄여보려고 애쓴 데서 이러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기무처와 제학사 간의 조율이 필요했던 다른 조항은 제1조의 用人權과 관련된 부
분이었다. 기무처가 제출한 장정은 시종일관 “일체의 用人‧籌備 사항은 기무처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학생에 대한 관리와 교육 및 졸업과 出身은 응당 
제학사에 귀속시켜 검토 처리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58) 반
면 선통원년 정월, 제학사는 이 구절을 수정하여 “일체의 籌款‧設備 사무는 모두 기
무처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임용‧黜陟과 학생의 졸업‧出身은 응
당 제학사에 귀속시켜 검투 후 처리하도록 한다.”로 바꾸어 놓았다.59) 즉 제학사는 
기무처와 제학사 간 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기무처가 정한 제학사의 권한 범주 외에
도 ‘교직원의 임용과 黜陟’을 포함시킴으로써 用人權을 사이에 두고 기무처와 경쟁
하게 된 것이다. 

애초 기무처가 임용권을 행사하려 한 것은, 기존 두 官學의 교직원을 만몽고등소
학당으로 흡수하고 재정을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학
사의 수정안을 받은 후 기무처는 ‘권한과 관련된 부문은 저희 기무처에서 참람되이 

56) 1907년 개설된 만몽문중학당의 경우, 전체 5년의 과정 중 4번째 해에만 일주일에 10시간을 만
몽문에 할당하였으며, 나머지 4년은 일주일에 11시간씩을 만몽문 수업에 할당하도록 하였다. 이
는 전체 36시간의 수업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이는 학부에서 규정한 중학당 과정의 
교과 중에서, 외국어, 물리화학, 法制理財 등의 세 과목을 모두 만몽문 수업으로 대체했기에 가
능했다. 劉彦臣, ｢淸末吉林新式旗人學堂及滿文敎育｣, 中國邊疆史地硏究 2009-6, p.106.

57) ｢(吉林全省旗務處)爲滿蒙學堂擬以觀音堂充學舍並延訂十旗學堂敎員就近兼充事給吉林提學使司
移文｣(宣1.閏2.14), 吉林檔案 제13책, 문건번호 1084.

58) ｢滿蒙高等小學堂暫定章程｣(光34), 吉林旗人生計 pp.225-226; ｢(吉林全省旗務處)爲遵批擬訂
滿蒙小學堂章程請酌奪見覆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光34.12.3), 吉林檔案 제12책, 문건번호 
1037.

59) ｢(吉林提學使司)爲送改訂滿蒙小學堂章程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文｣(宣1.1.11), 吉林檔案 제13
책, 문건번호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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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볼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기존 淸文관학과 蒙文관학에 있던 
助敎 한 명씩은 그간 과오를 저지른 적도 없고 實官이라 廢置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薪水에 津貼만 추가 지급할 수 있어 비용도 아낄 수 있으
니 그대로 임용케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60) 敎習 역시 기존 인원에서 2명을 선발
하여 계속 만몽문학당에서 만몽문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이
들이 경험도 많고 薪水도 적게 들어간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기타 科學과목에 대
해서는 현재 전임교원을 임용하기에는 學額이 부족하니 십기학당의 교원을 충당하
여 경비를 절감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단지 조언 내지 부탁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1) 즉 결정권은 제학사가 쥐고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수업시수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던 데 비해, 用人權 관련 사항은 
독무가 개입하여 기무처의 의견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비교적 빨리 정리가 되었다. 
즉 만몽문 교원과 司書 夫役에 대해선 전임하도록 하여 월 薪水를 지급하되, 교장 
및 科學교원에 대해선 십기학당의 교원을 겸임시키도록 하여 거마비와 津貼 등만을 
지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 것이다. 기무처는 교직원 임용 문제를 비용 방
면에서 접근하여 요청했던 것이고 결국 독무도 재정절감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학당 개설을 목전에 두고 기무처는 경상비를 매년 16,912
吊 800文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이전 청문관학과 몽문관학의 款項 내에서 모두 
조달 가능하다고 보고하면서, 다만 초기 개설비용은 十旗 方正泡公田의 租項에서 
조달해 쓰게 해달라고 청하여 비준을 받았다.62)

개설 비용의 조달 문제가 해결되면서 만몽고등소학당의 개학을 위한 준비가 본격
화 되었으나 4월 20일로 예정된 개학 일정은 계속 연기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원인
은 신입생 부족에 있었다. 즉 길림기무처는 만몽고등소학당의 교장에게 보내는 札文

60) 이들의 본래 임무는 문무 교습을 독솔하여 팔기자제를 교육하는 것이었는데 만몽고등소학으로 
흡수되면서 학교의 관리원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선통2년 말에 이르러 기무처와 제학사가 상
의하는 가운데 해당 조교가 본래의 敎授 책임이 없어져 헛되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으니 裁
撤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 역시 학당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처
였다. 물론 이들이 필첩식에서 간선된 자들이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 규정에서 필첩식을 品에 
맞추어 개용하도록 하되, 改用 이전까지는 原俸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따라 이들 조교 2명에 
대해서도 原俸 지급을 요청하여 독무의 인준을 받았다. ｢(吉林全省旗務處)爲査助敎二員皆未及
年滿裁撤請照裁缺筆帖式給予原俸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宣2.11.25), 吉林檔案 제19책, 문건
번호 1461.

61) ｢(吉林全省旗務處)爲滿蒙學堂擬以觀音堂充學舍並延訂十旗學堂敎員就近兼充事給吉林提學使司
移文｣(宣1.閏2.14), 吉林檔案 제13책, 문건번호 1084.

62) ｢(吉林全省旗務處)爲抄錄擬請開辦滿蒙小學堂緣由原稟並淸冊請査照事給吉林提學使司移文｣(宣
1.4.2), 吉林檔案 제14책, 문건번호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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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원래 4월 13일 시험을 치르고 20일에 개학하려고 했으나 현재 등록자가 몇 
안 되어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면서, 改建한 滿蒙學舍의 觀音堂에서 21
일에 시험을 치르고 24일에 개학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만몽 각 
관학의 학생들에 대해선 15일부터 미리 들어와 매일 한 시간씩 자습하는 것을 허락
하도록 하되, 신입생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다시 학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
다.63) 

그러나 곧이어 4월에 개학한다는 것 자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는 당시 결원이 24명에 육박했기 때문으로서, 해당 학당의 정원이 50명인 것을 감
안하면 절반 가까운 수치가 채워지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무처는 
5월 초 길림행성에 보고하면서, 이미 기존 관학의 학생은 4월 15일부터 들어와 있
는 바, 이들을 더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고 오랫동안 학당을 비우는 것도 좋지 않으
므로 5월 10일 일단 개학하여 교과과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신속히 결원을 메
꾸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64) 즉 신입생 부족에 따른 두어 번의 일정 연
기 끝에 길림의 만몽고등소학당은 결국 선통원년 5월 개학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신입생 선발의 어려움은, 십기학당에 많은 본적 학생이 몰려 정원을 
초과하여 개학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청문관학이나 몽문관학 등 기존 관학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만문과 몽문 전문 인재로의 발돋음에 별로 매력을 못 느껴 십
기학당으로 방향을 돌린 것일 수도 있고,65) 고등소학이라는 점에서 연령이 12세 이
상 16세 이하로 제한된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66) 여하튼 우여곡
절 끝에 개학 당시 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42명까지 충원되어 수업을 시작하였
고, 그 후 각 旗營에서 학생들을 보내와 같은 해 하반기에는 학생 수가 최고 46명
에 달하기도 하였다.67) 

그러나 십기학당과 마찬가지로 만몽고등소학당의 학생들도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

63) ｢吉林全省旗務處爲滿蒙高等小學堂分別考試曁開學日期的札文｣(宣1.4.11), 吉林旗人生計
pp.228-229.

64) ｢吉林全省旗務處爲滿蒙高等小學堂開學日期的移呈文｣(宣1.5.7), 吉林旗人生計 pp.229-230.
65) 당시 滿文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은 보편적이었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히나 두드러졌다. 선통

원년 十旗協領은 기무처에 만몽문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하는 移文을 보내면서, 많은 
학생들이 滿文을 無用之學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상을 개탄하기도 하였다. ｢十旗協參領等爲將兩
翼滿官學仍舊辦理給省旗務處的移文｣(宣1.閏2.15), 吉林旗人生計 pp.283-284.

66) ｢(吉林提學使司)爲送改訂滿蒙小學堂章程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文｣(宣1.1.11), 吉林檔案 제13
책, 문건번호 1055.

67) 선통원년 8월 만몽고등소학당은 기무처에 呈文을 올리면서, ‘개학 이후 각 旗營에서 학생 3명
을 더 보내와 총 45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 만주정황기에서 소속 德雲 좌령 
밑에 있는 운기위 祿海를 입당시키고자 하여 시험을 치른 결과 모두 합격’하였음을 밝히고 학
생 수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滿蒙高等小學堂爲收錄學生給省旗務處的呈文｣(宣
1.8.9), 吉林旗人生計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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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즉 학당에 복귀하지 않거나 학당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품행이 올바르지 못하여 퇴학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규정에 따
라 학비와 식비 등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최초의 퇴학 사례는 선통원년 11월에 발
생했다. 당시 學堂의 堂長으로 있던 普福은, 몽문반 학생 崇治와 花明阿가 ‘학당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품행이 올바르지 못하여 엄히 징계하고자 퇴학시키고 학비와 
식비 등의 비용을 추징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길림
제학사로 하여금 다른 학당에도 모두 알리어 해당 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68) 길림제학사는 이에 응하여 각 학당에 두 명의 이름과 나이, 
소속을 알리고 수용을 불허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69)

처음 두 명을 시작으로 하여 학생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석달 만에 학생 수가 
40명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학생 수 감소는 학당이 항시적으로 충원 
및 편입 문제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선통2년 2월 만몽고등소학당이 
제학사에 보낸 詳文에는, 규정에 따라 퇴학당한 학생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학생이 
39명이라 충원이 절실한데, 다행히 그 후 학당에 와서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잠시 변통하여 이들을 기존 반에 넣어 수업 받게 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學部章程에 따르면 이런 경우 반을 신설하여 신입생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나, 현재로서는 경비가 부족하니 차후 的款을 마련하게 되면 새
로운 반을 개설하여 陞降에 대비케 함으로써 學部章程에 부합하도록 하겠으나, 당
분간은 시험을 통과할 경우 기존 반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70) 
제학사 역시 해당 학당의 학생 결원이 많아 잠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
고,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을 받아들여 기존 반에 편입시킴으로써 교육을 넓히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 하에 만몽고등소학당의 요청을 수락하였는데, 그 결과 총 9명의 
기인 신규 학생이 당월 등록을 마치게 되었다.71)

애초에 학생 관리 부분은 제학사에 귀속시켜 검토 처리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
었고, 이에 대해선 기무처나 제학사 모두 동의했던 부분인 만큼, 퇴학 문제도 철저
히 제학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십기학당은 같은 경우에 대해 퇴학
생의 학비 추징을 이듬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시혜를 베풀었던 반면, 만몽고등소학

68) ｢(滿蒙高等小學堂堂長普福)爲斥革學生請飭各學堂不准投考事給吉林提學使曹廣楨申文｣(宣
1.11.11), 吉林檔案 제15책, 문건번호 1196.

69) ｢(吉林提學使司)爲不准收納滿蒙高等小學堂被斥學生崇治等事給各學堂札稿｣(宣1.11.13), 吉林
檔案 제15책, 문건번호 1199.

70) ｢(滿蒙高等小學堂堂長普福)爲來堂報名學生應否准其揷班肄業事給吉林提學使曹廣楨詳文｣(宣
2.2.16),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257.

71) ｢(滿蒙高等小學堂堂長普福)爲學額不足所有來堂報名各生暫行變通學章揷班肄業事給吉林提學使
曹廣楨詳文｣(宣2.2.27),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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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이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것은 해당 사항에 대한 권한 행사 면에서 
제학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으로서, 이는 학당의 자립도와 관련되는 문제이
기도 했다. 즉 십기학당의 경우 전권을 기무처가 가지고 있었고 이는 재정 자립도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십기학당은 초기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십기에서 자
금을 모두 대고 부족 부분은 捐資에 의지하는 정도였다면, 만몽고등소학당은 애초부
터 戶司에서 관할하던 것으로서, 戶司 폐지 후에는 탁지사에서 경비를 받아 운영하
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72)

그러나 만한 구분의 철폐가 촉진되고 旗署의 관할권이 점차 民署로 이양되어 가
면서 旗屬 학당에 대한 관리 역시 지방관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갔다. 
이는 십기학당도 예외가 아니어서, 선통2년 4월 5일 기무처와 제학사가 함께 旗屬 
각 학교를 이후 일률적으로 지방관이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독
무에게 詳請하여 비준을 받기에 이른다.73) 즉 헌정을 진행하면서 만한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학부 규정에 비추어 학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관이 관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는 旗屬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旗屬 
各缺을 裁撤하여 各屬에 단지 기무승판처 한 곳만 설치되어 있어 그 권한이 매우 
협소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교육 감독을 두루 주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결
정을 앞당기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74)

이렇게 旗民不分하고 학무에 관한 직권을 통일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학
사로서는 旗屬 학당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는 敎案 
편성 과정을 거치며 불거져 다음과 같이 제학사가 기무처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
구하기에 이른다. 

검토해보니 省垣의 각 관립 고등‧초등 소학당은 모두 本司에 직접 예속되어 
있어, 小學總匯處에 명령하여 수시로 각 해당 학당의 敎授 管理 등의 방법
을 고찰하여 정돈을 기하고 진보를 촉진시키도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敎案
을 편제하면서 細目을 기입하고 있는데 대체로 법리에 맞게 처리하여 整飭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유독 十旗兩等小學堂과 滿蒙文高等小學堂만이 이러

72) 기무처가 개학을 준비하면서 탁지사에 4월달 경비 지급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기무처는 매
달 1,333吊 330文의 경비 보조를 받게 되었다. 이는 상년경비 16,912吊 800文을 12달로 나눈 
수치이다. ｢吉林全省旗務處爲發給滿蒙高等小學堂經費事給度支司的移文｣(宣1.4.11), 吉林旗人
生計 p.229.

73) ｢(吉林提學使司)爲奉公署批示旗屬各校嗣後統歸地方官管轄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稿｣(宣2.4.16),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304.

74) ｢吉林全省旗務處提學使司爲旗屬各學堂應一律歸地方官管理的札移文｣(宣2.4.27), 吉林旗人生
計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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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細目과 敎案을 작성하여 보내지 않았습니다. 때에 맞추어 교수법을 예비
하지 않아 (학업의)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아울러 학부 장정의 督催함이 
심히 엄격하니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한 졸업과 請獎에도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재촉하여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면 정돈되고 
획일적인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小學總匯處로 하여금 수
시로 해당 학당에 가서 고찰하고 비교에 보탬이 되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畛域을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따로 (소학총회처에) 지시하는 외에 
마땅히 貴處에 알리는 바이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여 이에 따라 시행해 주
시기 바랍니다.75) (밑줄은 필자)

즉 旗屬학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관할구역 내의 모든 소학당에 대해 제학사가 학
부의 장정에 비추어 총괄 관리하며, 敎案 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학당이 협
조해야 하는 사항이었다.76) 그럼에도 불구하고, 十旗양등소학당과 滿蒙文고등소학당
만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두 학당이 모두 
旗屬 학당이라는 점에서 滿漢畛域의 해소 문제까지 언급하며 기무처가 책임지고 재
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관립학당인 만몽소학당의 경우 공립학당인 십기학당보다 제학사의 통제가 
더 직접적으로 와 닿았을 것이다. 만몽고등소학당이 교안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 학당이 만몽문 전문 학당이고, 만몽문 교과의 교안 작성이 특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위의 인용문과 같이 제학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만몽고등소학당의 
堂長 普福이 이에 답하여 제학사에 보낸 詳文에는, 만문의 경우 의존할 만한 교과
서가 없으며 교사들이 일주일에 28시간씩 수업하느라 교안을 만들 여력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온다.77) 결국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에서 임시방편으로 만
문 교수 초안을 첨부해 보낸 데 대해, 제학사는 재차 ‘소학은 교수안을 미리 만들어 
敎授를 예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단 滿文 과목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 교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다.78) 

75) ｢(吉林提學使司)爲小學總匯處隨時考査旗屬學堂事給吉林全省旗務處移稿｣(宣2.4.23),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314.

76) 서구에서는 학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중소학당이 일률적인 교과를 교수한다는 정보을 
듣고 독무로 하여금 각 제학사를 통해 관할 학당의 세목표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팔기학당인 
烏拉兩等小學堂의 경우 일찍이 선통원년 7월 각 교원이 작성한 敎授細目表를 제학사에 제출하
였는데, 이는 烏拉 지역의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했기 때문일 것이다. ｢(烏拉兩等小
學堂總理海珠)爲報送高初兩等各敎員編成敎授細目表事給吉林提學使曹廣楨詳文｣(宣1.7.9), 吉林
檔案 제14책, 문건번호 1139.

77) ｢(滿蒙高等小學堂堂長普福)爲按照現授功課擬定敎授草案事給吉林提學使曹廣楨詳文｣(宣2.5.3),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318.

78) ｢(滿蒙高等小學堂堂長普福)爲按照現授功課擬定敎授草案事給吉林提學使曹廣楨詳文｣(宣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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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몽고등소학당의 경우는 신정기 학당의 근대화와 ‘만한융화’의 분위기에 직면하
여 기존 旗屬 학당이 어떤 식으로 개편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청문 관학과 몽문 관학이 만몽소학당으로 재편되어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변경의 위기 하에서 만몽문이 여전히, 오히려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입생 부족으로 개학 시기가 계속 미루어졌을 뿐 아
니라 만몽문 교과서의 부재로 敎案 편제 일정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운영 면에서 
순조롭지 못했다.79) 그러나 학당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역시 재정
적인 부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체 경비가 없는 상황에서 탁지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액수에 맞추려면 긴축재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비절약은 
주로 교원의 薪水 절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내지로부터 교
원을 초빙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무처가 적극적으
로 교원 임용 문제에 관여하려 하였던 것도 겸직이나 기존 교원의 흡수를 통해 薪
水를 줄이려 했기 때문이다. 

이는 滿蒙文中學堂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개학을 목전에 두고 중학당 만몽문교
원으로 있던 依克塔春을 교무장으로 충원하면서 동시에 감독관을 겸하도록 하였으
며,80) 직원 2명의 업무분할을 바꾸어 총 지급 薪水를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1년에 
100량 정도를 절약하기도 하였다.81) 실제로 창립 초기 만몽문중학당 교무장으로 있
던 顧德保는, ‘만몽문중학당은 현재 교과과정상으로 보더라도 사범학당이나 법정학
당 등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월급이 그 절반에밖에 미치지 못한다’
는 점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하였다.82) 이는 길림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길림은 ‘風氣가 開通’되기 시작한 초창기라는 이유로 여타 지역 
학당의 학생이 장정에 따라 학비와 식비를 납부하였던 것과 달리 변통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교육용품 등에 대해서만 학생이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나머
지 각 비용은 모두 官款에서 내어 쓰도록 하였던 바,83) 이러한 재정구조는 고스란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318.
79) 이는 당시 學部의 漢文 교과서가 이미 출판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劉彦臣은 광서34년 개판

한 만몽문중학당 역시 만몽문 교과서 편제 문제로 만몽문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다가 선
통원년 滿蒙漢三文合壁敎科書가 출판되고 나서 상황이 나아졌음을 지적하였다. 劉彦臣, ｢淸
末吉林新式旗人學堂及滿文敎育｣, 中國邊疆史地硏究 2009-6, pp.108-109.

80) ｢吉林官立滿蒙文中學堂敎務長兼監督依克塔春任事幷啓用關防給提學使司的呈文｣(光34.8.13), 
吉林旗人生計 p.273.

81) ｢(吉林官立滿蒙中學堂監督劉文田)爲整頓學務歸倂職員更定課程緣由事給吉林提學使曹廣楨詳文
｣(宣2.1.14), 吉林檔案 제16책, 문건번호 1243.

82) ｢滿蒙文中學堂敎務長顧德保爲籌建校舍及辦學方法的稟文｣(光33.7.5), 吉林旗人生計
pp.270-273.

83) ｢官立滿蒙文中學堂酌擬學堂章程及授課表｣(宣3.5.9), 吉林旗人生計 p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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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른 항목의 절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점 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 

학당이 國粹와 관계되는 만몽문 전문학당으로서 청조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하면서도, 신정기 근대 교육의 내용을 흡수하여 기인을 새로운 시대의 인재로 양성
하고자 힘썼다는 점, 그리고 당시 고등 이상의 학당이 없던 길림에서 만몽문중학당
은 전체 학당의 모범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84) 만몽고등소학당은 만몽문중
학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인재를 예비하고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역할을 수행
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다.

2. 外城 각지의 기인교육
신정기 省城에 만몽문중학당이 설립됨으로써, 고등학당 이상의 교육기관이 없는 

길림에서 전체 학당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일반 기인 자제를 위한 교육은 대
부분 초등소학당이 담당하였고, 실질적인 수업의 질은 몽소학 위주였음을 알 수 있
었다. 광서31년 말 兵司가 길림의 각 부도통아문 및 十旗 協‧參領 등에게 문서를 
보내어, ‘서양 부강의 원천은 기초학문’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각지에 蒙小學堂
을 널리 세워 모든 백성이 기초적인 학문소양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85) 길림 外城 또한 기인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에서 기초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蒙小學에 집중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비롯하여 구체적으
로 어떤 특징이나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향촌에 몽소학당을 세워 기초교육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기민불문하고 신정
기 교육개혁의 핵심 내용이었다. 특히 旗戶의 경우 향촌을 떠나 城內에 있는 관립
소학에 자제를 입학시키는 것이 거리상으로나 비용상 어려운 일이었다. 민국원년 拉
林지역의 旗族대표가 각 屯에 소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아래의 글을 
보면 팔기 자제들의 기초교육을 위해 향촌 단위의 교육이 왜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拉林의 旗族은 24屯에 分居하고 있습니다. 남녀 합쳐서 총 4만여 명에 이르
고 인구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교육은 결여되어 있으니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

84) ｢滿蒙文中學堂敎務長顧德保爲籌建校舍及辦學方法的稟文｣(光33.7.5), 吉林旗人生計
pp.270-273.

85) ｢(兵司)爲査明鄕屯村鎭舊有家塾捐辦蒙小學堂派員管理事給寧古塔副都統等咨稿,十旗協參領等札
稿｣(光31.12), 吉林檔案 제6책, 문건번호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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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拉城에 단지 관립 초등소학 1곳이 있고 滿漢을 같이 수용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旗戶들은 멀리 四鄕에 거주하여 學童들이 집을 떠나기 어려운 
데다가 학비를 공급할 능력도 없어 학당에 들어가 학업을 익히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私塾 또한 적어서 만약 힘껏 제창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앞날이 어
찌될지 진실로 말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중략)…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小學을 많이 건립해야 하는 바, 청컨대 拉林 지역 24屯에 대해 
每屯마다 公立小學 하나씩을 세우고 교원을 초빙했으면 합니다. 私塾을 모방
하되 교수법만 개량하여 처리한다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동 
가운데 추천자를 뽑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86)

즉 교육 보급을 위해 기인들이 거주하는 鄕屯에 소학을 세운다는 취지였지만, 이렇
게 함으로써 宿費와 飯費를 절약할 수 있고 아울러 私塾을 모델로 하여 교수방법만 
조금 개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현실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拉
林의 경우는 私塾 자체도 별로 없어 지역 단위의 기초교육 상황이 매우 열악한 편
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무엇보다 재원 마련 부분
은 공통된 걱정거리였다. 몽소학당을 널리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광서31년 말 
兵司의 주장에서도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하였던 것은 재정상황이었다. 결국 고안
해낸 방법은, 각 鄕屯村鎭에 인원을 파견하여 그곳에 원래부터 있던 家塾들을 기반
으로 하여 捐辦을 통해 몽소학당을 스스로 세우게끔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87) 
이렇게 하면 경비를 아낄 수 있고 절반의 공력으로 효과는 배가 될 것이므로, 이를 
점차 通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88) 즉 유력가문들
의 捐辦을 통해 기존 私塾을 신식 몽소학당으로 개편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향촌 단
위의 기초교육 방면에서 관부의 비용을 최소화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89)

향촌 단위가 아닌 城級 단위에서는, 만문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당의 건립이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광서33년 3월 한림원 編修 吳士鑒의 奏請에 따

86) ｢拉林地方旗族代表爲請設立學校的呈文及省旗務處的批文｣(民1.8.18), 吉林旗人生計
pp.286-287.

87) 私塾을 공립이나 사립의 몽학당으로 개편하도록 한 것은 1902년의 欽定學堂章程에 이어, 
1904년 奏定學堂章程(癸卯學制)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전통교육기구의 
학당으로의 개편은 학당경비 마련을 위한 상인층과 농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毁學폭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학당교육에 대한 민중의 반발을 일정한 정도 유예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김유리, 서원에서 학당으로, 한국학술정보, 2007, p.176, 294. 

88) ｢(兵司)爲査明鄕屯村鎭舊有家塾捐辦蒙小學堂派員管理事給寧古塔副都統等咨稿,十旗協參領等札
稿｣(光31.12), 吉林檔案 제6책, 문건번호 607.

89) 청조는 신정 초기부터 교육개혁의 추진에 따른 방대한 경비의 조달에 한계를 느끼고 신사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 것이 사실이다. 이후 훼학폭동이 심화되면서 紳民의 ‘自行籌辦’을 권고
하고 ‘苛細私捐’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진다. 金衡鍾, 淸末 新政期의 硏究-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3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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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京師八旗 및 各省駐防에 國語淸文을 專科로 하는 학당을 특설하라는 지시가 내
려진 것이다.90) 이에 따라 각 駐防에서는 만몽문 학당의 건립을 위한 경비 마련에 
고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토지에 의지해서 해당 경비를 충당하고
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伯都訥의 경우, 부도통에게 올리는 보고에서 기인들 다수가 
가난하여 연납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旗荒地를 出放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91) 즉 伯都訥의 旗荒地를 조사한 결과 
총 4만 7천여 垧에 이르는데 이는 본래 旗戶의 재산으로서 1800여 戶에 나누어준 
것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간하여 숙지로 만든 것은 1만 8천여 垧이고, 碱地가 2만
여 垧으로서 개간하지 않고 방치해 둔 상태지만 碱地라 하더라도 모두 불모의 땅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개간이 가능한 땅이 4-5천 垧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그 
안에는 碱鍋도 있어서 소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상황이니, 이들 旗荒 내의 碱地와 
碱鍋를 모두 학당 公産으로 바꾸고 出放하여 荒價를 거두면 학당 건축비용으로 조
달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여기서 나오는 地租와 碱課를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旗人들을 불러 모아 논의한 결과 대개가 흔쾌히 수긍한 상태
인 데다가, 또한 義倉 公田의 浮多地畝 5백여 垧도 學田으로 삼아 여기에서 租를 
거두면 학당경비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92)

이렇게 伯都訥에서는 旗戶의 토지를 財源으로 하여 공립 만몽문양등소학당이 광
서34년 건립되기에 이른다. 이곳 紳董들은 이후 학당의 경상비가 부족해지자 또다
른 閑荒地 가운데 貢山으로 남겨두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學田으로 
삼기로 결의하여 비준을 받기도 하는 등,93) 旗産을 바탕으로 하여 건립된 기인학당
의 유지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선통원년 말에 이르러 이 공립 
학당을 관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 해당 학당의 堂長 및 이곳 紳董들이 연명
으로 길림제학사에 이를 막아달라고 稟을 올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관립학교는 위에서 제창하여 風格과 聲望을 세우는 것이고, 공립학교는 아래
에서 響應하여 普及을 구하는 것으로서 혹 부족하면 사립 등의 각종 학교로 

90) ｢東三省總督吉林巡撫爲伯都訥可墾磽薄地畝及碱甸所收租賦撥作開辦旗人學堂經費的咨文｣(光
33.8.26), 吉林旗人生計 pp.321-323.

91) ｢東三省總督吉林巡撫爲伯都訥可墾磽薄地畝及碱甸所收租賦撥作開辦旗人學堂經費的咨文｣(光
33.8.26), 吉林旗人生計 pp.321-323.

92) ｢東三省總督吉林巡撫爲伯都訥可墾磽薄地畝及碱甸所收租賦撥作開辦旗人學堂經費的咨文｣(光
33.8.26), 吉林旗人生計 pp.321-323.

93) ｢(新城筆帖式塔淸阿等)爲請派員査勘閑荒地以便部分撥作公立滿蒙文兩等小學堂學田事給吉林提
學使曹廣楨稟文｣(宣1.2.14), 吉林檔案 제13책, 문건번호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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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중략)… 검토해보니 本城은 風氣가 열리지 않고 
民智가 막혀있었던 고로, 광서33년에 紳董 富克精阿 등이 선후로 본지의 公
款을 籌集하고 旗戶들에게 연납을 권고하여 이들 旗戶의 자산을 모두 신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대략 2만 吊의 學款을 거두기로 하고 이에 공
동으로 상의하여 공립 만몽문양등소학당 한 곳을 세우고자 稟을 올렸고 부도
통아문의 咨에 대해 독무와 제학사가 인준하여 開辦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근래에 知府 金永이 저희 학당을 관립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소
식을 들었습니다. …(중략)…관립으로 하여 款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보다 
공립으로 남겨 둠으로써 인민이 기꺼이 참여하게 하면, 관부는 감독권을 잃
지 않고 士紳 또한 공동으로 籌款의 의무를 지는 것이니, 이렇게 官紳이 결
합하면 學務가 더 발달할 것입니다. …(중략)… 공립학교 또한 지방관의 감독
을 받는 것으로서, 절대 관부로부터 떨어져 독립되어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 성질이 관립과 조금 다른 것은, 그 款項을 士紳이 공동으로 籌集하거나 
人民이 報捐함으로써 관부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합니다.94) (밑
줄은 필자)

즉 공립과 관립의 차이는 어디에서 경비를 마련하는가에 있는 것으로서, 공립이라고 
해도 전혀 관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학당 역시 광서
34년에 개설된 이래로 교과과정 및 敎授法, 管理法 등에 있어서 모두 새로 반포한 
학부 장정에 따랐으며, 지출내역도 매달 보고하여 검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恩賞旗荒 내의 토지에 대해서 이미 부도통이 독무와 제학사에게 咨文을 보내어 영
원히 본 학당의 公産으로 삼게 할 것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知府 金永이 계속 
일을 미루면서 인원을 파견하여 勘丈하지 않은 채 본 학당을 관립으로 바꾸자고 요
청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95) 

이는 官과 紳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旗署와 民署 간의 
갈등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 旗荒地를 學田으로 삼아 공립학당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기인자제 육성에 공동의 의무를 지겠다고 하는 기인들과, 이 학당을 관립
으로 바꾸어 해당 學田을 民署에서 관할하려고 하는 新城府 知府가 대립하고 있다. 
伯都訥의 관할권이 民署인 新城府로 넘어가면서 예전에 부도통을 통해 이미 인준을 
받았던 상황이 知府의 이러한 요청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곳 기인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기인들의 연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공립의 형태로 
개설한 공립 만몽문양등소학당을 관립으로 개편하려고 한 움직임에 대해 이곳 紳董

94) ｢(新城府滿蒙文兩等小學堂堂長魁文等)爲請將學堂勿庸改爲官立並請飭地方官提倡保護事給吉林
提學使稟文｣(宣1.12.6), 吉林檔案 제15책, 문건번호 1217.

95) ｢(新城府滿蒙文兩等小學堂堂長魁文等)爲請將學堂勿庸改爲官立並請飭地方官提倡保護事給吉林
提學使稟文｣(宣1.12.6), 吉林檔案 제15책, 문건번호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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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각 駐防에 만몽문 소학당 건립이 권장되었고 각 주방에서는 이를 위한 경

비마련에 고심하였는데, 다음에서 살펴 볼 雙城기무승판처의 보고를 보면 만몽문 학
습이 단지 위로부터의 권장 사항이었다기보다 각 駐防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고 
보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雙城堡는 가경년간 京都와 봉천‧길림 兩省에서 滿‧蒙‧漢 
기인들을 데리고 와서 둔전케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이곳에 원래 滿官學 1곳
을 두어 旗丁들로 하여금 입학하여 수학하게 하였다고 한다. 雙城기무승판처가 省
기무처에 올린 보고에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자들이 漢學을 공부하면서 私塾이 
많이 세워지고 滿文을 익히는 자는 점차 줄어들어 현재의 추세로는 오래지 않아 失
傳될까 두렵다’고 염려하고 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어 만몽문 학습이 여전히 필요하
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래 변경업무가 번다하고 문서의 
왕래가 모두 번역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9년 예비입헌의 시기에 기인들로 
하여금 생계를 모색하도록 함에 있어서 그 근본을 배양하고 자립정신을 기르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96)

이에 雙城기무승판처는 만몽문소학당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위
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款項에서 끌어낼 것인가 연구한 끝에, 경비 마련 
방안을 3가지로 정리하여 선통2년 3월 기무처에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街基에서 거두어들이는 租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전에 이미 興學育材가 급
무임을 밝히면서 街基租錢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현재 
만몽문소학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街基 외에 별다른 款項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즉 이 款項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은 기존 封禁地를 學田으로 만들어 새로운 利源을 창출해
내는 것이었다. 즉 두 번째 방안으로 언급한 것은 封禁牧荒地의 활용이었다. 본래 
정황기와 정홍기 속하에 190여 垧 정도의 봉금목황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旗丁이 
사사로이 농사를 지은 땅이 있어 작년에 황무국에서 일제히 단속하고 봉금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개간된 땅을 황무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이득을 방기하는 것이니 
차라리 공용으로 하여 이 목황지를 만몽학전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마
지막은 정황기 구역 내의 또다른 목황지 80여 垧에 관한 활용 방안이다. 종전에 旗
丁 韓德成이 이곳을 수령했었으나 갈대밭 옆에 있어 수재를 입을까 염려된다는 이
유로 봉금을 행했던 곳이다. 즉 이곳이 비록 웅덩이이기는 하나 방치하는 것보다는 
學田으로 삼아 버드나무를 심으면, 경관도 좋을 뿐 아니라 차후 목재를 팔아 학당

96) ｢雙城旗務承辦處爲籌擬牧荒撥歸學田經費給省旗務處的呈文｣(宣2.3.19), 吉林旗人生計
pp.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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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는 것이다.97)

이렇게 길림의 각 駐防은 한편으로는 위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滿文이 失傳될까 두려워’, ‘(기인들이) 근본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자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지방의 각종 旗産을 활용하여 만문, 또는 만몽문 전문학당 
개설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들 학당은 표면적으로는 만몽문 전문학당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省城의 만몽고등소학당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만몽문만을 수업하기 
위해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阿勒楚喀 역시 淸文 國語를 가르쳐 인재를 육
성한다는 취지에서 滿官學을 설립하여 팔기만주 자제에게 만주어를 가르쳐 왔으나, 
선통2년부터는 漢文교원을 초빙하여 新學 교과도 교수하도록 하였다. 애초에 이 학
당에서 선발한 8명의 학생도 漢文을 조금 아는 학생들로서, 선통2년 교과과정표를 
보면 만문 외에도 논어‧맹자에 대한 讀經‧講經과 歷史, 地理, 修身 등의 과목을 공
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98) 물론 阿勒楚喀 주방의 팔기학당이 이곳 滿官學 한 곳이
었기에 기인자제의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근대화 또는 ‘만한융화’에 최적화된 
교육을 지향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省城의 만몽문학당의 경우에도 십기학당 
등 여타 팔기학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몽문만을 교수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다 하여 교과개편을 단행하였던 것을 보면, 당시 만몽문학당은 기본적으로 신
정기 근대화된 학당의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學部의 규정을 준수하였고, 여기에 교과
시수를 조정하는 형태로 여타 학당과는 달리 만몽문을 수업하였다고 보는 게 맞다. 

三姓의 경우도 旗署에 있던 기존 滿官學과 漢官學을 신정기 근대적 학당으로 개
편하면서 각각 ‘滿譯官學堂’과 ‘漢文官蒙學堂’으로 명명하고 기인 자제들에게 滿文
과 漢書 외에도 각기 체조 및 筆算을 가르치도록 독려하였다.99) 이는 주변에 民立 
學館이 잇달아 설립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반면, 빈한한 기인 자제들은 글을 
읽을 여력이 없다는 것에 느끼는 바가 많아 당시 三姓부도통이 주축이 되어 옛 滿
漢官學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인 자제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글쓰기와 계산 
능력,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였다. 즉 기본적으로 三姓의 기인 자
제를 교육시키기 위한 蒙小學堂의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三姓과 阿勒楚喀의 팔기학당은 發商生息을 통해 경상비를 충당하였다. 阿勒
楚喀는 원금 15,000吊에 대해 매월 1分(150吊)의 이자로, 1년에 전체 1,800吊의 경

97) ｢雙城旗務承辦處爲籌擬牧荒撥歸學田經費給省旗務處的呈文｣(宣2.3.19), 吉林旗人生計
pp.311-312.

98) ｢阿勒楚喀旗務承辦處爲報送滿官學滿漢課程表冊給省旗務處的呈文｣(宣2.12.19), 吉林旗人生計
 pp.288-289.

99) ｢吉林全省旗務處爲三姓改設淸漢蒙養學堂曁有關經費事宜的呈文｣(光34.8.7), 吉林旗人生計
pp.30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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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마련하여 이를 해당 학당의 전용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1,040吊이 8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紙筆費, 식비 및 장학금 명목으로 쓰였고, 
640吊은 교원의 薪費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20吊은 기타 厨工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였다.100) 三姓의 경우는 종래 관병의 俸餉에서 학당경비를 조달해 썼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省庫 俸餉銀 항목에서 은 5천량을 빌려 
이를 發商生息하도록 함으로써, 매달 1分(즉 50량)의 이자를 내게 하여 그 이득 가
운데 절반은 학당경비로 사용하고 다른 절반은 원금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 비용만으로 40명의 학생에 대한 학비 보조와 학당 운영을 유지하기는 어려
웠고, 부족한 경비는 三姓의 旗署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했기에 팔기관병의 
수결지를 招佃承墾케 하여 여기에서 거두어들이는 지조를 학당 경비로 전용해 쓰도
록 하였다.101)

伊通에서는 광서34년 2월 9일, 二旗 初等小學堂이 개학하였다. 해당 학당의 경비
를 伊通의 鑲黃‧正黃 兩旗에서 조달하였으므로 二旗初等小學堂이라 명명한 것이다. 
학당 총칙에서는 학비 보조를 받는 본적 학생 40명 외에도, 자비로 수학하는 客籍 
학생 20명을 초모하여 총 60명을 정원으로 규정하였고, 이들 학생의 학업수준에 따
라 시험을 치러 甲‧乙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하기로 되어 있었다.102) 하지만 客籍 
학생 지원자가 없어 伊通 양황기와 정황기의 자제만으로 40명을 선발하여 갑‧을 두 
반의 구분을 없애고 한 반에서 수학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103) 해당 학당의 일체 
課程 및 規制는 학부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즉 학당 총칙에서는 입학 연령을 “8세 
이상 15세 이하”로 규정하여 5년의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104) 아

100) 선통2년 당시 해당 학당의 교직원은 총 3명이었다. 額設敎習 1명은 旗官 가운데 만문에 능통
한 자를 뽑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原俸을 받는 대신 薪費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委敎習 1명은 
매년 薪費 240吊을, 新學에 통달한 漢委敎習 1명은 매년 薪費 400吊을 지급하였다. 額학생은 
총 8명이었는데 이들에게는 매달 紙筆費와 식비 명목으로 10吊을 지급하되 방학을 제외하여 일
년에 11개월을 지급하였다. 즉 1년에 1인당 110吊씩, 총 8명이므로 880吊을 지출하였고 연말에
는 장학생에게 160吊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阿勒楚喀駐防八旗學堂職員敎員學生經費統計
表｣(宣2), 吉林旗人生計 p.290.

101) ｢吉林全省旗務處爲三姓改設淸漢蒙養學堂曁有關經費事宜的呈文｣(光34.8.7), 吉林旗人生計
p.310. 

102) ｢(東三省總督徐世昌吉林巡撫朱家寶)爲伊通佐領保英阿等創辦伊通二旗初等小學堂請核明辦理
事給吉林提學使司札文｣(光34.5.5), 吉林檔案 제10책, 문건번호 966.

103) ｢伊通佐領爲二旗初等小學堂季考表冊給省旗務處的呈文｣(光34.8.12), 吉林旗人生計 p.302.
104) 하지만 개학 후 기무처에 보고된 실상을 보면, 총 40명 가운데 16세가 9명, 17세가 9명을 차

지하는 등 18명이 입학연령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東三省總督徐世昌吉林巡撫朱家寶)爲
伊通佐領保英阿等創辦伊通二旗初等小學堂請核明辦理事給吉林提學使司札文｣(光34.5.5), 吉林
檔案 제10책, 문건번호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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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매주 할당된 교과시간은 修身 2시간, 讀經‧講經 12시간, 國文 7시간, 算術 6
시간, 地理 2시간, 格致 1시간, 歷史 3시간, 體操 3시간으로서, 讀經‧講經의 수업시
수가 가장 많았다.105)

伊通 二旗初等小學堂은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二旗에서 경비를 마련하여 설립한 
것이기에, 학당 운영에 있어 二旗의 長官인 佐領의 영향력이 자못 강했다. 교직원 
구성을 보면 교장 위에 校外監督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들 校外監督은 양
황기와 정황기의 長官이 담임하도록 하였으며 주로 학당 경비를 관리하고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 아래에 교장 1명과 稽査 1명을 두었는데 각각 伊通 정황기와 양
황기 소속의 5품관이었으며, 敎習은 사범학당을 졸업한 민인(伊通州民) 1명과 기인
(伊通鑲黃旗人) 1명으로 충당하였다.106) 

해당 학당이 기무처가 勸辦하고 학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듯이, 이들 校
外監督은 학당의 운영 및 학생들에 대한 정기보고를 기무처를 통해 제학사에 전달
하도록 하였다. 즉 교장이 교외감독에게 보고하면 교외감독이 기무처에 알리고, 기
무처가 제학사에 移文을 보내어 보고를 전달하는 시스템이었다. 반대로 하달 과정은 
제학사의 검토를 거쳐 기무처가 교외감독에게 지시하고 교외감독이 교장에게 전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학당의 圖記도 이런 과정을 통해 교장에게 전달되
었고, 각종 문서도 이렇게 교외감독을 통해 양방향으로 전달되었다.107) 학생들이 5
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시험을 치를 때에는 기무처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학당의 
校外監督 및 敎長, 敎習이 모두 회동하여 합격자를 선발한 후 중학당으로 올려보내
도록 하였다.108) 

伊通 二旗初等小學堂의 개설 비용은 좌령아문의 糧租‧房租‧地皮租 등의 각 항목
에서 조달하였는데, 선통원년의 세입세출 상황을 보면 경상비의 조달 역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선통원년 총 세출은 銀 3,793兩인데 비해 수입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糧租 수입이 은 3,181량, 건축용도로 제공되는 토지인 地皮로부

105) ｢(東三省總督徐世昌吉林巡撫朱家寶)爲伊通佐領保英阿等創辦伊通二旗初等小學堂請核明辦理
事給吉林提學使司札文｣(光34.5.5), 吉林檔案 제10책, 문건번호 966.

106) ｢(東三省總督徐世昌吉林巡撫朱家寶)爲伊通佐領保英阿等創辦伊通二旗初等小學堂請核明辦理
事給吉林提學使司札文｣(光34.5.5), 吉林檔案 제10책, 문건번호 966. 광서34년 개판 당시에는 
양황기와 정황기의 좌령인 保英阿와 連科가 校外監督을 같이 담임하였으나 이듬해인 선통원년
에는 이를 1명으로 줄여 保英阿가 대표감독을 맡고, 대신 司事 1명을 추가하는 등 교직원 구성
에 변화가 있었다. ｢吉林省伊通佐領官立初等小學堂一覽表｣(宣統元年上下兩學期), 吉林旗人生
計 pp.304-307.

107) ｢吉林全省旗務處爲頒發伊通州二旗初等小學堂圖記給提學使司的移文｣(宣1.6.10), 吉林旗人生
計 p.303.

108) ｢(東三省總督徐世昌吉林巡撫朱家寶)爲伊通佐領保英阿等創辦伊通二旗初等小學堂請核明辦理
事給吉林提學使司札文｣(光34.5.5), 吉林檔案 제10책, 문건번호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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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거두어들이는 租가 은 807량, 存款利息 수입이 은 288량, 官店利息 수입이 은 
137량에 달했으며 여기에 그 전 해인 광서34년분 수입 가운데 절약하여 저축한 것
이 1,013兩에 달했기 때문이다. 즉 총 세입이 5,426兩, 세출이 3,793兩인 흑자재정 
구조였다고 하겠다.109) 

寧古塔에서는 광서34년 8월에 부도통이 捐資하여 공립양등소학당을 설립하였다. 
八旗 協‧佐, 防‧校, 筆帖式 등으로 하여금 해마다 봉급에서 은 1,200량을 捐助하도
록 하여 학당을 조직한 것인데, 문제는 개설 이후의 비용 충당이었다. 즉 校舍를 수
리하고 도서 및 기구를 구입하는 등 필요 경비가 매우 커지자 이러한 捐資만으로는 
충당이 안 될 뿐 아니라, 아울러 이는 장기적으로 도모할 만한 방안이 아니라고 판
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 주목한 것이 팔기에서 폐지한 義倉 6곳과 화약국의 瓦房 
및 城 안의 官地가 현재 모두 空閒地로 남아 있다는 점이었다. 아울러 원래 건설한 
성의 담장이 무너져 현재 부지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즉 이곳 
성의 담장 주변과 성 안의 공한지를 出放한 후 모두 스스로 瓦房을 건설하도록 하
면, 관부는 자연스레 울타리가 생겨서 좋고 商家는 여기에 의지해 운영할 수 있으
니 양쪽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의창과 화약국의 房間들 또한 間마다 값을 
매겨 出放하고, 이전에 官地를 수령하여 房院을 건설했던 자들도 이번에 정한 액수
에 맞추어 추가 납부하도록 하면 재원을 보다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여 해마다 租를 거두어들여, 이 자금으로 학
당 경비를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다.110)

결국 城 안의 空閒地를 임대하여 마련한 款項에서 학당을 위한 비용으로 6만 3
천 吊을 내어, 이에 대해 달마다 7리(441吊)로 이자를 불려 경상비로 삼도록 함으로
써 경비 문제는 해결하였다.111) 이후 寧古塔 양등소학당이 직면하게 된 문제는 고
등소학의 유지 및 고등반 학생들의 거취에 관한 사항이었다. 해당 학당이 애초에 규
정한 정원은 80명이었으나 학생이 적어 선통2년 현재 고등반 학생수가 10명에 불과
했던 것인데, ｢欽定高等小學章程｣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고등소학의 매학급 학생
수가 60명임을 감안할 때(물론 이는 6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기는 하
나), 운영상의 변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寧古塔旗務承辦處는 결국 이들 
10명 중 학업 수준이 높은 5명은 綏芬府 兩等學堂에 보내어 高等班에서 수학하게 
하고 나머지 5명은 수준이 미치지 않으니 初等 甲班에서 수학하게 해 줄 것을 길림

109) ｢吉林省伊通佐領官立初等小學堂一覽表｣(宣統元年上下兩學期), 吉林旗人生計 pp.304-307.
110) ｢寧古塔副都統爲請價放地基籌款興學事給東三省總督吉林巡撫的咨文｣(宣1.4.3), 吉林旗人生

計 pp.292-293.
111) ｢寧古塔旗務承辦處爲變通學制給吉林提學使司的呈文｣(宣2.3.1), 吉林旗人生計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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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사에 요청하게 된다.112) 이렇게 설립시에는 양등소학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고등
반 학생을 계속 民屬 학당으로 보내어 전학하게 하면서 학생 수가 부족해져, 결국 
寧古塔의 팔기 양등소학당은 초등소학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선통3년 11월, 이곳 초등소학당의 堂長 張世昌은 甲班 학생들을 府屬 고등소학으
로 올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勸學所에 제청하였는데, 이렇게 특별히 사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 갑반 학생 12명이 7학기밖에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
다. 초등소학의 졸업과 관련한 학부 규정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1
학기 차이로 졸업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인데, 堂長 張世昌이 안타깝
게 여긴 부분은 마침 현재 府屬 고등소학당이 졸업하여 다음 해에 새로운 반을 모
집하기로 했다는 점이었다. 張世昌은 이들 12명의 학생이 모두 이전에 私塾에서 수
업을 받은 지 오래되어 모든 방면에 능통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록 7학기밖에 마
치지 못했으나 내년에 고등소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진급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호소하였고, 결국 길림행성이 이를 허용하는 批文을 내리면서 해당 사안은 해결되었
다.113)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점은 팔기학당의 경우 처음에 양등소학으로 건립이 되
었어도 이후 초등소학으로 변경되는 등, 대체적으로 초등소학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
는 것이다. 고등반에서 수학하는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적었고, 이럴 경우 인근의 民
屬 고등소학으로 전학시키는 편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114) 

반면 烏拉 지역은 상황이 달랐다. 광서32년 말, 소학당 건립을 의정할 당시 초등
소학 2곳, 고등소학 1곳에 대해 총 130명에 달하는 학생수로 시작한 것을 비롯하
여, 1년 반 뒤에는 전체 학생 수가 246명으로, 그 수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15) 물론 길림 外城 가운데 기인 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
였고, 시작 당시 協署內에 기존 初等蒙小學堂이 있어 이곳 학생 132명 가운데 해당 
소학당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이러한 수치상의 우세를 차치하고라도 인
근 民屬 학당에 학생을 전출시키지 않고 오히려 民籍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여 入堂
시켰다는 점에서 ‘만한융화’가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우로도 주목할 만하다. 

112) ｢寧古塔旗務承辦處爲變通學制給吉林提學使司的呈文｣(宣2.3.1), 吉林旗人生計 pp.298-299.
113) ｢寧安府知府爲八旗公立小學堂甲級學生可否按照新章考試畢業的詳文及批文｣(宣3.11.15), 吉

林旗人生計 pp.299-300.
114) 三姓의 경우도 “성과가 있는 학생들은 依蘭府로 보내어 모범학당에서 수업하도록 하면 계속 

진보할 수 있어 학업을 중도에 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학업이 뛰어난 학생들은 
의란부로 轉送하도록 조치하였다. ｢吉林全省旗務處爲三姓改設淸漢蒙養學堂曁有關經費事宜的呈
文｣(光34.8.7), 吉林旗人生計 p.309.

115) ｢烏拉城鄕小學堂擬定試辦章程給提學使司的呈文 附:試辦章程｣(光32.12.8), 吉林旗人生計
pp.313-321; ｢(烏拉兩等小學堂總理海珠)爲造具高初兩等學生旗籍年歲三代淸冊事給吉林提學使
吳魯申文｣(光34.6.14), 吉林檔案 제11책, 문건번호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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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광서34년 6월 烏拉兩等小學堂의 총리가 길림제학사에 보고한 學生旗
籍年歲三代淸冊에서 학생들의 旗籍과 民籍만 비교한 것이다.116) 

<표 8> 광서34년 상반기 烏拉兩等小學堂 旗‧民 學生數

즉 고등소학당을 비롯하여 초등소학당 제1,2반의 경우는 절대다수가 旗籍 학생들로 
충원되었지만 초등소학 제3반에 새로 들어간 학생부터 제4반의 경우는 民籍인 학생
이 상당히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소학 제4반은 총 56명 가운데 旗籍과 
民籍이 동일하게 28명씩으로 구성되었고, 제3반에 새로 보충된 학생들 가운데 民籍
인 학생은 旗籍 학생보다 5배 넘게 많았다. 이는 烏拉학당이 애초에 翼署와 協署가 
회합하여 설립한 것인 만큼, 우선적으로 兩署 팔기자제들부터 입학생을 뽑도록 했던 
규정과 관련된 결과일 것이다.117) 초창기에는 이렇게 팔기자제들 위주로 학생을 충
원하다가 학기를 거듭할수록 ‘부근 民籍의 學童들도 수용함으로써 교육을 넓히고 
同仁을 보여주도록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18)

또한 해당 학당의 건립이 ‘烏拉城內에 관립소학당 한 곳을 세워 해당 지역 城鄕
의 學務를 總理하도록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듯이, 烏拉兩等小學堂은 소속 
四界 各鎭 鄕塾의 개량 및 교육 보급을 임무로 여기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119) 
앞서 지적하였듯이 각 향촌에 몽소학당을 세워 기초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길림 교
육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 유력가문의 捐資를 독려하였지만, 대다수
의 지역은 ‘기인들 다수가 가난하여 연납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했던 伯都
訥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120)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곳 烏拉의 예는 鄕

116) ｢(烏拉兩等小學堂總理海珠)爲造具高初兩等學生旗籍年歲三代淸冊事給吉林提學使吳魯申文｣(光
34.6.14), 吉林檔案 제11책, 문건번호 984.

117) 해당 학당은 개판 당시 翼署에서 閒荒 일부를 撥放하여 熟地가 된 385垧을 學田으로 삼고 
전호를 불러들여 租를 거둠으로써 경비를 충당하였다. ｢(烏拉兩等小學堂總理謝汝翼)爲學田被淹
請准豁免應納租賦事給吉林提學使曹廣楨詳文｣(宣1.12.9), 吉林檔案 제15책, 문건번호 1220.

118) ｢烏拉城鄕小學堂擬定試辦章程給提學使司的呈文 附:試辦章程｣(光32.12.8), 吉林旗人生計
pp.313-321.

119) ｢烏拉城鄕小學堂擬定試辦章程給提學使司的呈文 附:試辦章程｣(光32.12.8), 吉林旗人生計
pp.313-321.

120) ｢東三省總督吉林巡撫爲伯都訥可墾磽薄地畝及碱甸所收租賦撥作開辦旗人學堂經費的咨文｣(光

기존학생수 新補학생수 총 학생수(246)旗籍 民籍 旗籍 民籍
고등소학당 19 1 23 1 44

초등소학당 제1반 33 2 7 2 44
초등소학당 제2반 33 3 9 4 49
초등소학당 제3반 17 3 5 28 53
초등소학당 제4반 18 15 10 1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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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의 興辦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본지 紳董들의 적극적인 협
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선통원년 말에 烏拉兩等小學堂 총리 謝汝翼은 
동삼성총독에게 올리는 글에서, 鄕學을 勸辦하라는 공문을 받고 本署의 4界를 4區
로 나누어 선후로 界員들과 함께 몽소학당 50여 곳의 설립을 권장하였다고 보고하
고 있다. 계절마다 勸學員紳을 파견하여 區별로 조사하고 힘써 개량함으로써 이루
어낸 성과라는 것이다.121) 

이렇듯 각 駐防에서 학당 경비를 마련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다. 捐辦 또는 관병
의 俸餉에서 추렴하는 방식, 각종 旗地와 街基를 토대로 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
식, 發商生息의 방식 등 그 방법은 다양하였고, 이들 여러 방식을 조합하여 비용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종래 滿官學의 토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만몽학당의 건립이 유
리하듯이, 지역의 상황에 따라 만몽문학당이 건립되거나 일반 소학당이 건립되는 등 
차이가 있었지만, 각 학당들의 공통점은 주로 몽소학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즉 신정기 교육개혁 하에서 新學 교과를 수용하여 팔기자제를 위한 기본적
인 몽소학 교육을 책임졌으며, 일반 소학당의 경우 보다 다양한 교과목을 수업하였
으나 烏拉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등소학 위주로 진행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학당 교육이 막 시작된 초창기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學部 규정을 따르
면서도 부분적으로 교과시수를 변경하여 만문 수업의 비중을 높인 만몽문학당이 기
인학당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는 점은, 기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했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Ⅱ. 기무처공장의 설립과 기술교육의 실시
신정 시기 기인생계 문제가 대두하면서 기인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떠

올랐다. 위에서 살펴본 학당 교육 외에도 기술을 익혀 생산에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
에서 각종 실업교육이 기인 교육의 또다른 축을 이루었는데, 길림에서 이러한 실업
교육 및 이와 연계한 물품의 생산, 판매를 담당하였던 대표적 기업이 바로 길림기무
처공장이었다. 길림기무처공장은 길림기무처가 직접 관할하는 官辦기업으로서, 産學

33.8.26), 吉林旗人生計 pp.321-323.
121) 해당 보고는 勸學을 담당한 지역신사들이 각기 4區의 鄕學 정황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선통

원년 下學期 상황을 표로 작성하여 올린 것이다. 당해 여름 홍수로 인해 잠시 수업을 중지한 7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향학 49곳, 전체 학생 660여 명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다. ｢(烏拉兩等小
學堂總理謝汝翼)爲報勸學員紳調査四區下學期鄕學情形事給東三省總督錫良等申文｣(宣1.12.10), 
吉林檔案 제15책, 문건번호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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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전형을 보여준다. 즉 생산만을 담당하는 공장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실업교
육을 통한 기인들의 생계 도모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하에서는 이 기무처공장이 어떤 취지에서 설립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
리고 공장의 두 가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교육의 실시, 즉 藝徒의 배양과 
물품의 생산 판매 등이 어떠한 구조 아래 시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장의 경비 마련과 藝徒 배양
기인생계를 籌劃하라는 상유가 내려온 이후, 봉천에서는 이미 팔기공장을 설립한 

터라 길림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늦출 수 없었다.122) 이에 기무처로 
하여금 공장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 광서34년 9월 7일 보고를 받
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致富에 있어 工商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실로 학
술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근래 누차 기인생계를 籌劃하라는 明詔를 받았
습니다. 길림성은 地産이 풍부하지만, 기인생계가 어려운 것은 오히려 다른 
省보다 심합니다. 그 원인을 미루어보건대 실로 長技가 없어 생계를 도모하
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 기무처가 설립된 이래 宣講所와 兩等 
勳裔 각 학당을 설립해 왔으나 모두 보통교육으로서, 실업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검토해보니 城垣이 산을 뒤로 하고 강을 면하고 
있어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즉, 실로 방대한 천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토착인들이 제조 방법을 몰라, 앉아서 그 
이익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에 저
희 기무처에서 擬定하고자 하는 것은 迎恩門 밖 水師營 顔料庫 터에 원래 
있던 건물을 약간 고쳐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일체 비용은 모두 旗産에서 마련할 것인 즉, ‘기무처공장’이라고 이름을 정하
고자 합니다.123)

즉 일반 학당교육에 비해 실업교육이 많이 뒤쳐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물산이 
풍부하다고 하는 길림의 이점을 살려 水師營 顔料庫 옛 터에 있던 건물을 고쳐 공
장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여기에 旗籍의 藝徒 160명을 招集하여 革工科, 

122)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5.
123) ｢吉林全省旗務處爲請設旗務處工廠及籌款辦法給吉林行省的呈文｣(光34.9.7), 淸代吉林檔案史

料選編 工業 (吉林省檔案館, 1985), pp.520-521. 淸代吉林檔案史料選編 工業 (吉林省檔案
館, 1985)은 이하 工業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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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工科, 織工科, 染工科, 紉工科의 5개 科로 나누어 운영하며, 여기에서 생산한 물
품은 우선적으로 軍‧警 兩界와 學堂에 공급하는 용도로 하되, 이후 기성상품을 만들
게 되면 각지로 보내 판로를 넓히도록 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124) 

｢旗務處工廠辦法大要｣에서 “기인생계를 籌劃하고 工藝를 제창하여 各項의 工師
를 양성함으로써 이를 吉省 全旗에 보급하는 것을 宗旨로 한다.”고 밝히고 있듯
이,125) 공장 설립의 제1목표는 기인생계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천연 재료를 취하고 
토착 工徒를 불러모은 후 匠師를 초빙하여 기예를 가르침으로써,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여 생계의 길을 찾게 되면 의존적 성질은 없어지고 입헌의 자격이 저
절로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졸업 후 우등출신은 각지로 파견하여 서로
서로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면, 십년 이후 全旗에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
기도 하였다.126)

문제는 經費였다. 길림기무처는 개설경비로 1만 5천 兩, 5개 科의 원료비로 1만 
3천 兩, 경상비로 7천 兩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127) ｢旗務處工廠辦法大要｣에
서 “일체 경비는 모두 吉林旗務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公家에 청하여 
보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듯이,128)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
를 따로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목한 항목은 牛具銀이었다. 이 牛具
銀 항목은 이전에 旗丁의 생계가 매우 어렵다 하여 건륭년간에 庫款 36,833량 2전 
5푼을 병정의 牛具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성된 것으로서, 전적으로 全省 旗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였다. 매 병사는 한 번에 단지 은 2량씩만을 빌릴 수 있었으며, 
해당 병사는 4년에 나누어 수령하는 兵餉 내에서 공제하여 갚아나가도록 하였
다.129) 

하지만 이를 담당 관리가 보증하도록 한 까닭에 여기에서부터 폐단이 발생하였다. 
즉 이 款項이 헛되이 관리들이 이익을 좇는 도구가 되었으며, 가난한 자가 반드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빌리는 자가 실제로 가난한 것도 아니었다. 기무처는 

124) ｢吉林全省旗務處爲請設旗務處工廠及籌款辦法給吉林行省的呈文｣(光34.9.7), 工業
pp.520-521.

125) ｢旗務處工廠辦法大要｣(光34.9.7), 工業 pp.521-523.
126) ｢附奏陳創設吉林旗務處工廠並籌款情形摺｣(光34.11.28),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

養篇, pp.1355-1356.
127)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5.
128) ｢旗務處工廠辦法大要｣(光34.9.7), 工業 pp.521-523. 길림기무처는, 京師에서 기인공예창을 

창설할 때 그 관항이 모두 公家에서 나왔던 점에 비추어, 길림기무처공장도 公立이므로 이에 
준하여 비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吉林全省旗務處爲請設旗務處工廠及籌款辦
法給吉林行省的呈文｣(光34.9.7), 工業 pp.520-521.

129) ｢附奏陳創設吉林旗務處工廠並籌款情形摺｣(光34.11.28),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
養篇, pp.135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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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牛具銀 예산 항목을 기무처공장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
다. 省城의 경우 이 牛具銀을 탁지사에 저장해 두고 있으며 外城은 각부도통아문에 
저장해 두고 있는데, 살펴보니 전에 각 병사들에게 빌려 준 2만량이 현재 환급되어 
탁지사에 보관되어 있는 바, 기무처는 이를 우선 공장의 개설비용으로 사용하면 좋
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130)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항목은 匠役銀이다. 이는 전에 各旗가 활 연습을 하기 
위해 工箭匠 257명을 두고 한 사람당 일년에 工食銀 12량을 지급한 것으로서 합계 
3,084량이지만, 여기에서 每兩당 공제하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은 2,417량 8전 5
푼 6리에 상당하는 액수였다. 하지만 활과 화살은 이미 사라졌으니 이 匠役은 유명
무실한 것이 되었고, 따라서 매년 지출하는 해당 工食銀 2,417량 8전 5푼 6리를 공
장경비로 돌리자는 것이었다. 다만 그 餉을 받아 오던 匠役들에 대해서는 그 재주
를 보아 공장에 입학시킴으로써 구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131)

비용 마련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隨缺地租였다. 이 항목은 광서18
년 전임장군 長順이 주청하여 인준된 것인데, 省城10旗, 水師營, 寧古塔, 阿勒楚喀, 
琿春, 拉林, 烏拉, 五常堡, 伊通州, 額穆赫索羅 등지의 관병 수결지 139,864垧에 
대해 每垧에 은 1전 8푼을 지급하되 每兩마다 6푼을 공제하여 실제로는 은 23,664
량 9전 8푼 8리 8호를 지급해 왔던 것이었다.132) 즉 매년 가을 관병의 俸餉과 함께 
지급하여 津貼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나, 현재 기무처공장의 경비 상황이 곤
란하니 이 항목의 사용처를 변통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기무처는 各旗의 협
령 및 좌령 등과 수차례 상의한 끝에 해당 各旗에서 隨缺地租 은량의 절반을 떼어 
내어 매년 은 11,832량 4전 9푼 4리 4호를 공장 비용으로 충당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게 된다.133)

사실상 해당 隨缺地租 항목은 원래 旗營 관병의 생계가 어려워 보조하려고 시작
한 것이었지만, 額數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 까닭에 한 사람이 얻는 바는 거의 없었
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만약 절반을 공장경비로 삼는다면 가난한 기인이 점
차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될 뿐만 아니
라, 기인이 얻는 財를 가지고 기인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것이니 公私 양쪽에 

130) ｢吉林全省旗務處爲籌設旗務處工廠酌提各款數目淸單｣(光34.9.7), 工業 pp.523-524.
131)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p.1355-1356. 
132) 每垧마다 은 1전 8푼을 지급하였으므로, 139,864垧에 대해서는 본래 25,175.52兩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139,864×0.18=25,175.52), 每兩마다 6푼을 공제하기로 함에 따라 1,510.5312兩
(25,175.52兩×0.06)을 빼주면 23,664량 9전 8푼 8리 8호가 된
다.(25,175.52-1,510.5312=23,664.9888)

133) ｢附奏陳創設吉林旗務處工廠並籌款情形摺｣(光34.11.28),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
養篇, pp.135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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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기무처는 매년 수결지조에서 절반을 떼어 공장
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각 해당 旗에서 계절마다 지급하여 수령하도
록 함으로써 體恤의 뜻을 보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134) 

이는 通省의 各旗가 예로부터 가지고 있던 款項과 官兵의 旗産을 가지고 공장 
경비를 충당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발상으로서, 省城과 外城의 우구은을 합쳐 전체 
3만 6천 8백여 량 되는 款項에서 2만 8천 량 정도로 추산되는 개설비용을 추렴하
고, 장역은과 수결지조은의 절반이 매년 대략 1만 4천 2백여 량 되므로 여기에서 7
천 량 정도로 추산되는 경상비를 조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35) 여하튼 길림행성
은 기무처가 제시한 경비 조달 방안이 적합하다고 보고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
을 허가하였다. 즉 길림기무처공장의 본격적인 설립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기무처는 봄이 와서 물가가 등귀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할 항목은 지출
을 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탁지사에서 牛具銀을 내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뜻을 길림행성에 전달하였다. 탁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구은 2만량 가운
데 우선 1만량을 내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136) 결국 길림
성에서 이를 허가하여 탁지사에 實銀 1만량을 즉각 내어 줄 것을 지시하게 된
다.137) 이렇게 省城의 우구은을 기무공장의 건축 개설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
해선 이미 비준을 받은 상태였으나, 기무처는 外城에도 16,800여 량의 우구은이 남
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비용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성에 요청하였다. 
즉 기무처공장은 본래 길림 全省 기인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本
城에서만 지급하고 外城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138) 길림행성은 이러한 기무처의 요청을 수락하여 각 城으로 하여금 향후 牛具
銀을 빌려주는 것을 멈추고 이미 빌려준 데 대해서는 계절별로 거두어들여 한데 모
아 省으로 올려 보낼 것을 지시하는 한편,139) 탁지사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牛具
銀 전량과 올해분(광서34년분) 관병 수결지조의 절반을 신속히 기무처에 보내어 해
당 공장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하였다.140)

134) ｢附奏陳創設吉林旗務處工廠並籌款情形摺｣(光34.11.28),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
養篇, pp.1355-1356. 

135) 東三省政略 卷8 ｢旗務 吉林省｣ 敎養篇, p.1355.
136) ｢吉林全省旗務處爲籌建工廠建築費用給吉林行省的呈文｣(光34.10.6), 吉林旗人生計

pp.329-330.
137) ｢吉林行省爲借墊款項籌建旗務處工廠的札文｣(光34.10.12), 工業 pp.524-525.
138) ｢吉林全省旗務處爲請提外城牛具銀作旗務處工廠經費的呈文｣(光34.10.13), 工業 p.526.
139) ｢伯都訥副都統印務花翎協領爲官兵隨缺地租是否照章徵收給吉林行省的呈文｣(光34.10.18), 吉

林旗人生計 pp.330-331.
140) ｢吉林行省爲提撥庫存牛具銀兩開辦旗務處工廠事給度支使司的札文｣(光34.12.22), 吉林旗人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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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 外城에서는 牛具銀을 비롯하여 匠役銀, 隨缺地租 各款을 올려보내기 위
해 노력하였으나,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을 맞추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
인다. 선통원년 8월 길림행성은, 기무처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경비를 各城旗의 牛具
銀, 匠役銀 및 隨缺地租 各款에서 지급하기로 하여 이미 各城旗에 문서를 보내 속
히 올려보낼 것을 재촉하였으나, 아직 올려보내지 않은 곳이 많아 일이 지연되고 있
음을 한탄하기도 하였다. 이에 해당 공장이 지금 설립 시점이라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매우 많고 급한 실정이니 이후 各城旗는 힘써 거두어 올려보내도록 함으로써 조금
이라도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141) 

이보다 한 달 앞서 伯都訥에서 행성에 올려보낸 문건을 보면 확실히 각지에서 해
당 은량을 징수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伯都訥에서 올려
보내야 할 銀兩은 牛具銀兩이 2,331량 2전 5푼, 隨缺地銀이 1,781량 2전 8푼, 그
리고 匠役銀이 735吊이라는 것을 보고하면서, 동시에 우구은량은 현재 아직 다 거
두어들이지 못했으므로 잠시 연기해 줄 것을 청하고 있다. 아울러 隨缺地租 항목에 
있어서도 佃民이 늑장을 부리고 있어 아직 131량 2전 8푼이 걷히지 않은 상태임을 
밝히면서, 이 부분 역시 징수하는 대로 올려보내겠다는 것이다.142) 결국 그 나머지 
수결지조은 1,650량과 장역은 735吊만을 올려보냈던 것으로, 이것이 伯都訥만의 상
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한 달 후 길림행성이 各城旗에 은량을 다시 재촉하였던 데서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개설을 준비하면서 추산했던 경비도 이렇게 省으로 올려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서, 개설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애초에 이 추산액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재료비였다. 즉 1만 3천량으로 
잡았던 예산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은 5만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
다르는데, 현재로서는 당장 이 경비를 마련할 방도가 없으므로 탁지사에서 우선 빌
렸다가 수시로 갚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무처는 선통원년 11월 20일 길림행성에 
올린 보고에서 탁지사가 이자 없이 5만 량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
해선 3가지 예산 항목을 통해 갚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는 方正泡公田 1만 
수천 垧에서 租를 거두어들여 환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결지조 절반이 아직도 
남아 있어 사용 가능하니 여기에서 환급할 수도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공장에서 이
익이 생기면 여기서 또 환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이 3가지 항

計 pp.339-340.
141) ｢吉林行省爲旗務工廠應提各城旗款按季隨扣隨解的札咨文｣(宣1.8.26), 吉林旗人生計 p.341.
142) ｢伯都訥副都統印務花翎協領爲解送旗務工廠匠役及隨缺地租錢文給吉林行省的呈文｣(宣1.7.25), 

吉林旗人生計 pp.3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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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탁지사에서 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도라고 주장한다.143)

이에 대해 11월 25일 길림행성에서 내린 다음의 批文을 보면, 길림기무처공장이 
길림성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공장이 나날이 발달하여 각계에서 軍裝 구매를 예약하는 일이 끊이지 
않으니 마땅히 널리 재료를 구하고 藝徒를 많이 불러모아 진흥에 보탬이 되
도록 하고 생계를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現款을 마
련하기 어려워 우선 탁지사에서 은 5만 량을 이자 없이 빌리되, 이에 대해선 
방정포공전의 租와 수결지조의 절반, 그리고 해당 공장의 남는 이익을 가지
고 수시로 갚겠다고 하고 있으니, 官에도 줄어드는 것이 없으며 工에도 이익
인 즉, 시행할 만하다고 보인다. 즉시 이 批文을 베껴 탁지사에 보내어 (요
구한) 금액을 마련하여 빌려주도록 하고 보고를 올려 검토할 수 있도록 하
라.144)

이는 물론 길림 기인에의 기술 보급과 이를 통한 기인생계의 도모 차원에서 기무공
장이 핵심 축을 담당했기 때문으로서, 여기에 길림행성이 거는 기대가 상당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탁지사로서는 이러한 결정이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탁지사
는 기존 경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찬성한 바 있으나 갑자기 방법을 바꾸어 은 5
만량을 지급하자는 데 대해서는 쉽게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
무리 계산해 보아도 기무처가 제시한 경비 예산이 부풀려져 보인다는 것이었다. 여
하튼 은 5만량을 빌려주라는 길림행성의 지시에 따라 錢 25만 吊을 이자 없이 빌려 
주었지만, 일년 만에 다시 기무처가 이번에는 남은 수결지조 절반을 모두 공장경비
로 내어 주고, 또한 여기에다 錢 9천 吊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른다. 탁지
사도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결국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이번에 빌려달
라고 한 錢 9천 吊에 대해선 官銀錢號에 명하여 빌려주도록 하고, 차후에 공장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갚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일전에 언급했던 3가지 관
항 가운데 수결지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정포공전과 공장의 이익분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갚을 것인지 명확한 증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함으로써 채무관계
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145)

143) ｢吉林全省旗務處爲工廠款項不足擬借銀五萬兩以資擴充的呈文及吉林行省的批文｣(宣1.11.20), 
吉林旗人生計 pp.342-343.

144) ｢吉林全省旗務處爲工廠款項不足擬借銀五萬兩以資擴充的呈文及吉林行省的批文｣(宣1.11.20), 
吉林旗人生計 pp.342-343.

145) ｢永衡官銀號爲旗務工廠撥借錢款給省旗務處的移文｣(宣2.12.18), 吉林旗人生計 pp.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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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는 매년 들어오는 匠役銀과 隨缺地租 항목에서 어떻게든 해결 가능하다고 
보이는 반면, 개설 경비 및 원료 비용 등 초기에 필요한 巨款 마련에 있어서는 아
무래도 창설 초기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탁지사로부터 
일단 경비를 빌리고 차후 각종 방법을 동원해 갚아가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여러 
차례 탁지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길림행성이 적극적으로 공
장 개설 및 발전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선통원년에 이르러 길림은 省城에 
기인자제들만을 藝徒로 받아들이는 기무처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광서34년 9월에 의정한 ｢旗務處工廠辦法大要｣에서는 예도의 자격을 ‘길림성 各
旗의 관병자제’로서 ‘12세부터 18세까지인 자’이자, ‘識字者’로 규정하고 있다. 즉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길림 기인 가운데 글자를 조금 아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선발방식을 보면 15세 이하는 체력으로, 15세 이상은 이와 함께 書算도 함께 테스
트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식자 능력 외에 약간의 계산 능력도 필요로 했던 것 같
다. 이들이 선발을 통과하여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각자의 성질을 헤아려 各科로 
분류한 후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한번 科가 정해지고 나면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아울러 공장 내에 工藝學堂을 부설하여 藝徒
들로 하여금 매일 작업하고 남는 시간에 한 시간씩 수업을 듣도록 했는데, 수업내용
은 국문, 산술, 박물, 圖畵, 체조 등이었으며, 어린 학생들은 식자와 서법으로 기초
를 다지도록 하였다.146)

공장에 들어오는 기인자제들의 경제상황이 학당에 입학하는 자들에 비해 좋았다
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들에게 매월 食費 2량 및 서적과 지필 등을 지급해 준
다고 하지만 기무처가 길림행성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 것을 보면, 이러한 지원비가 
이들에게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희 기무처에서는 旗丁의 생계가 艱難하여 기무처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략의 辦法 및 籌款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이미 보고하여 憲臺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공장에서 장래 招募할 藝徒들의 경우, 집안이 본디 부유
한 자는 놀기를 좋아하고 노동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우니, 기꺼
이 오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혹여나 선발된다 하더라도 열 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대개가 가난한 자들이라 입고 이발하고 
하는 등의 모든 비용을 자비로 책임지기는 결코 어렵습니다. 미리 방법을 세

수결지조는 선통2년 9월에 이르러 나머지 절반까지 합하여 해당 항목 전부가 공장 용도로 사용
되는 것이 통과되었다.

146) ｢旗務處工廠辦法大要｣(光34.9.7), 工業 pp.5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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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계획을 도모하여야만 바야흐로 (이들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데에 이
르지 않을 것입니다. 
검토해보니 십기공립학당에서 전에 각 학생의 절반이 가난하여 의복이 남루
하고 책보자기가 가지런하지 못하다 하여 일찍이 청하기를 旗에서 甲缺로 
보충하여 보조해 주십사 하였고 이에 대해 전임 순무의 비준을 받은 바 있습
니다. 현재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비록 학당과는 명목이 조금 다르지
만 교육을 培植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니, 청컨대 (십기공립학당의) 사
안을 원용하여 처리함으로써 편중됨을 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招
募하는 藝徒의 자격에서 반드시 신체건강하고 자질이 뛰어난 자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능히 선발된 자들이니만큼 甲缺로 보충하기에 그 자
격은 충분히 합격일 것입니다.147)

즉 십기공립학당이 城旗에 따라 정액을 정하여 총 甲缺 160份을 확보하였으므로 공
장도 이에 준하여 城旗에 따라 甲缺을 확보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148) 물론 해당 
지역에서 해당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各城旗翼을 구분하지 않고 융통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이고 있다. 기무처가 제시한 지역
별 정액을 보면, 省城의 만주팔기와 몽고기에서 每旗마다 갑결 각 8份, 烏槍營 10
份, 水師營 3份, 寧古塔 10份, 三姓 10份, 伯都訥‧阿勒楚喀‧琿春‧烏拉‧拉林‧雙城堡 
각 8份, 五常堡 4份, 伊通 2份, 마지막으로 額穆赫索羅 1份까지 총 160份이다.149)

이후 기무처공장의 공정이 진행되면서 개설을 앞두고 미리 藝徒들을 모집하여 이
에 대비하고자 하였는데, 공장의 敎授방법은 학당과 달라서 학당의 경우 학생이 많
아도 일제히 입학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공장은 한꺼번에 藝徒가 들어오면 
이들을 일일이 가르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기무처가 제시한 방
안은, 두 반으로 나누어 제1반이 어느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뒤이어 제2반이 
들어와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 방안이 督撫의 재가를 거쳐 각 城旗에 
전달되었다. 즉 각 城旗로 하여금 우선 80명을 5월 20일에 공장에 보내라고 지시하
였는데, 이때 재차 藝徒의 자격을 “길림 各旗의 官兵子弟 가운데 12세 이상에서 18
세 이하인 자로서, 총명하고 嗜好가 없으며 글자를 아는 자”로 확인하고 있다. 제1

147) ｢吉林全省旗務處爲工廠藝徒擬照學堂章程請補甲缺給吉林行省的呈文｣(光34.11.17), 吉林旗人
生計 pp.371-372.

148) 십기학당 입학생 가운데 가난한 자는 甲兵에 缺이 남아 있으면 충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京旗 육군자제를 갑결로 坐補하고 흑룡강의 各旗佐 가운데 缺이 생기면 俄文학당의 학생을 우
선적으로 提補했던 例를 본딴 것이다. 기무처공장도 이에 비추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용한 
餉으로 무용한 人을 육성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東三省政略 卷8 ｢旗
務 吉林省｣ 官兵篇 p.1352.

149) ｢吉林全省旗務處爲工廠藝徒擬照學堂章程請補甲缺給吉林行省的呈文｣(光34.11.17), 吉林旗人
生計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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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충원될 80명의 정원은 省城의 만주팔기와 몽고기에서 每旗마다 甲缺 각 4份, 
烏槍營 5份, 水師營 1份, 寧古塔 5份, 三姓 5份, 伯都訥‧阿勒楚喀‧琿春‧烏拉‧拉林‧
雙城堡 각 4份, 五常堡 2份, 伊通 1份, 額穆赫索羅 1份으로 분배되었다.150)

이들 80명으로 구성된 제1반 예도들은 선통원년 5월 21일부터 학습을 시작하였
다. 기무처 공장이 7월 14일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두 달 가까이 먼저 
공장에 들어와 있었던 셈이다. 이들이 학습을 시작한 지 3달여 지나 약간의 과정을 
마치고 기술을 익히게 되자 규정에 명시했던 나머지 80명의 예도를 받아들일 수 있
게 되었다. 기무처는 이제 제2반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城旗에 전문을 보내어 8월 말까지 정해진 인원 수대로 예도들을 올려보내라고 
지시하기에 이른다.151) 寧古塔에서 8월 29일에 5명의 명단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五常堡가 9월 1일에, 阿勒楚喀이 10월 초에 명단을 올려보내는 등, 8월 말이라는 
기한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각지에서 제2반의 예도들을 인원수대로 선발하여 省城의 
기무처공장으로 올려보냄으로써 吉林全省을 대상으로 한 기인자제의 기술교육이 애
초의 계획에 맞추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152) 

이들 제1반과 제2반, 즉 甲班과 乙班의 예도 총 160명이 이렇게 선통원년에 선후
로 공장에 들어와 교육을 받은 지 2년 정도 되자, 공장에서는 졸업 후의 단절이 새
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3년 과정을 거쳐 졸업하게 되어 있는 규정상, 그 다음해
에 새로운 반을 모집하면 그 사이에 단절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선통3년 7월, 
80명을 미리 모집하여 연습을 시키게 하고, 다음해 가을 甲班이 졸업하면 乙班을 
甲班으로 하고 새로운 80명을 乙班으로 하는 방안을 제기하여 통과되었다.153)

초기 규정에서는 예도들에 대한 정기 시험을 6개월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154) 이에 따라 선통원년 말에 첫 시험을 치른 결과 80점 이상의 최우
등자가 12명,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우등자가 45명 배출되었다. 시험은 임시공작, 
평일공작, 국문, 품행, 체조의 5개 부문에 20점씩 배당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계
산하도록 하였다. 시험성적이 좋은 우등자 이상의 예도들에게는 상품을 지급하여 격
려하였는데, 선통2년 2월 기무처공장이 기무처에 올린 보고를 보면, 최우등자에게 

150) ｢吉林全省旗務處擬將旗務處工廠藝徒分班招入的呈文｣(宣1.4.25), 工業 pp.573-574.
151) ｢寧古塔副都統選送旗務處工廠藝徒的咨文｣(宣1.8.29), 工業 pp.574-576.
152) 五常堡의 경우는 斗班 예도 2명이 합격한 자가 없어 다시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2班과 보충

된 斗班 학생 각각 2명씩 총 4명의 명단을 보냈다. ｢五常堡協領爲選送藝徒入廠習藝給省旗務處
的呈文｣(宣1.9.1), 吉林旗人生計 p.374; ｢寧古塔副都統選送旗務處工廠藝徒的咨文｣(宣1.8.29), 
工業 pp.574-576; ｢阿勒楚喀副都統爲選送藝徒四名去工廠習藝給省旗務處的咨文｣(宣1.10.5), 
吉林旗人生計 p.375.

153) ｢旗務處工廠爲請添招續班藝徒的呈文｣(宣3.7.3), 吉林旗人生計 p.379.
154) ｢旗務處工廠辦法大要｣(光34.9.7), 工業 pp.5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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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1元 5角 상당의 상품을, 우등자에게는 각기 1元 상당의 상품을 지급하여 총 
63元을 사용하였으니 해당 경비를 기무처가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155)

이러한 시험과 상벌 제도는 선통2년 초에 약간의 개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는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考試를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優劣의 구분이 없어지
며, 상벌을 행하지 않으면 공업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종전까지 기무처공
장의 규정이 考試에 관한 부분을 너무 간략히 다루었기에 새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즉 이후로는 季考 3번과 年考 1번, 총 4차례의 시험을 치
르되, 시험과목은 국문 대신 講堂을 넣어 平日工作, 臨時工作, 講堂, 品行, 體操의 
5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藝
徒들이 매우 많아 관리인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에서, 各科
에서 品學이 모두 우수한 자를 뽑아 正副領班으로 임명하여 관리를 돕도록 하는 것
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들 正副領班에게는 매달 소정의 보조비를 지급하여 근로
를 장려한다는 것이다.156) 이러한 공장의 요청을 기무처가 수용하여 독무로부터 비
준을 받게 되는 바, 이후로는 3개월마다 시험을 치르고 최우등자와 우등자에게 각기 
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157) 

이렇게 3개월마다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개편한 지 1년이 지나서 성적 우수자
에 대한 장려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최우등자
와 우등자에게 상품을, 그 뒤로는 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이번에는 우등자에게
는 똑같이 상금 1원씩을 지급하되, 최우등자의 경우는 증서를 발급해 주어 나중에 
공장에 工匠 결원이 생기면 이들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우선 선발하는 것
으로 하겠다는 것이다.158) 기무처로서는 얼마 안되는 액수지만 시험횟수가 늘어나면
서 상금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절감할 수 있었고, 예도의 입장
에서는 열심히 학습하여 성적을 내면 어느 정도 장래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이전
보다 훨씬 고무적이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省城의 기무처공장에 工匠 결원이 생기는 경우, 최우등의 성적을 내어 
증서를 발급받았던 예도 가운데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지의 공장에서 

155) ｢旗務處工廠爲藝徒考試成績及頒發獎品給省旗務處的呈文｣(宣2.2.11), 吉林旗人生計 p.376.
156) ｢吉林全省旗務處爲奉准考試藝徒擬放正副領班的札文｣(宣2.3.26), 工業 pp.561-562.
157) 선통2년 여름에 치른 시험은, 전체 160명과 附學 2명 총 162명 가운데 7명이 휴가를 내어 

시험을 치르지 않아 총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최우등 19명은 상으로 은원 1元 5角씩
을, 우등 42명은 은원 1元씩을 상으로 주기로 하여 총 70元 5角이 사용되었다. ｢旗務處工廠爲
送藝徒考試分數冊給省旗務處的呈文｣(宣2.8.3), 吉林旗人生計 p.377.

158) ｢吉林全省旗務處爲工廠藝徒考試分別請獎給吉林行省的呈文｣(宣3.2.11), 吉林旗人生計
pp.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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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師와 工匠을 필요로 할 때 이들 省城의 기무처공장에서 교육 받은 예도를 초빙하
는 방식도 제기되었다

검토해보니 본 공장의 창설 宗旨는 원래 旗丁을 교육시켜 스스로 생계를 도
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각자 하나의 기술을 익혀 배움이 무르익으면 서로 
전하여 전체 旗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主義였지, 진실로 단지 이들 
160명의 衣食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설 이래 지금까지 2년간 
창시자가 경비를 아껴 경영하고 각 工師가 마음을 다해 훈도한 덕에, 各科 
藝徒 가운데 배움에 두드러진 성적을 낸 자가 자못 많습니다. 현재 각 外城
旗 역시 旗丁의 생계는 공예를 도모하여 거두는 효과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혹 공장을 설립하는 곳이 있지만 필요로 하는 工師와 工匠
을 內省에서 초빙하고자 한다면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다고 拙工
으로 대체한다면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이에 청하고자 하는 
것은, 各城旗에서 공예를 創興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 이곳에 만약 織‧染‧金‧
木‧革工‧縫紉 등의 科가 있다면 가까이 省城 공장의 藝徒들을 불러 工師와 
工匠으로 충임해도 좋다고 지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各城
의 경비를 아낄 수 있고, 실업의 진흥을 기대할 수 있으며, 省 공장 藝徒들
의 사기도 진작할 수 있습니다.159)

길림 全省을 대상으로 省城과 外城에서 팔기 자제들을 招募하여 기술을 가르침으로
써 이들이 장래 그들의 힘으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이 길림기무처공장이었다. 정원이 160명이었지만 단지 이들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들에서 시작하여 기술을 全旗에 전파함으로써 많은 기인들이 입헌
의 시기에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 이렇게 기무처 공장에서 기술
을 익힌 예도들이 길림 각지의 공장에 工師와 工匠으로 초빙된다면 저렴한 비용으
로 기술을 주변 지역에 전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인자제들이 생계 도모 방책을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었다. 이는 기인들의 사기 진작 측면
에서도 그렇거니와 이전의 상벌 체제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강한 유인책이었다고 보
인다. 이들 예도들에 대한 장려 외에 아울러 공장 工師들에 대한 장려책도 고안되
었다. 기무처공장에 초빙된 工師들은 대개 天津에서 와서 2년간 열심히 가르쳤고, 
이 덕에 各科의 예도들이 많은 성취를 이루었으니 그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따라 연말에 시종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자를 선발하
여 功牌外獎을 사여하도록 입안하기도 하였다.160)

159) ｢吉林旗務處工廠爲請獎工師及藝徒准充工匠的呈文｣(宣3.5.21), 工業 pp.587-588.
160) ｢吉林旗務處工廠爲請獎工師及藝徒准充工匠的呈文｣(宣3.5.21), 工業 pp.58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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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의 운영과 그 성과
기무처공장이 길림의 기인 자제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주축으로서의 기능을 담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학교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었던 까닭에, 이러한 기능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공장 본연의 생산 업무,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상품의 판매 등을 통한 이익의 창
출이었다. 각종 旗産을 동원해 개설 경비와 경상비를 충당한다고는 했지만 개설 당
시 이미 탁지사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융통해 사용하였고, 공장의 이익분으로부터 이
를 수시로 갚아 나가겠다고 명시한 만큼, 공장이 창출해 내는 이익은 차후 공장의 
유지와 기인들의 실업교육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광서34년 9월 7일에 기무처가 공장 설립 계획을 길림행성에 보고하면서, 모든 구
매재료와 완성제품이 각지의 關卡을 거치게 될 경우 釐稅의 징수를 면하게 해 달라
고 요청한 바 있는데,161) 이는 제품의 원가를 낮추고 초기에 안정적으로 재료를 공
급받아 판로를 확장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물론 길림기무처가 전례 
없이 파격적인 대우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 京師工藝局의 예를 원용한 것이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통행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 한 것인지 알아보자. 

釐稅를 免徵하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해보니, 농공상부가 설립한 공예국의 경
우는 사용해야 할 物料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新關을 통해 들여올 때는 모
두 세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土貨가 新關을 통해서 나가거나 洋貨와 土貨가 
모두 常關 釐卡을 통하거나 京師의 崇文關稅局을 통하는 경우는 모두 釐稅
를 면제하여 部(농공상부)에서 기록하여 발급한 護照를 검사한 후 放行해 주
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도 이와 동일하니 이에 비추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만 期限을 申明하라고 하신 데 대해 우선 10년을 기한으로 擬定하여 
선통원년부터 10년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즉 10년 이내에는 저희 공장에
서 사용해야 하는 모든 物料에 대해, 농공상부가 설립한 공예국의 면세장정
에 비추어 外洋에서 新關을 통해 들여온 경우는 일체 장정에 따라 完稅하도
록 하고 土貨가 新關을 통해서든 아니면 洋貨와 土貨가 常關釐卡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모든 釐稅를 免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무처에서 
護照를 기록해 발급함으로써 이를 검사한 후 放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통11년 이후에는 다시 斟酌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허해 주신다면 
농공상부에 咨文을 보내어 各省 新關과 常關, 釐卡 등지에 두루 지시하여 
일체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擬定한 저희 공

161) ｢吉林全省旗務處爲請設旗務處工廠及籌款辦法給吉林行省的呈文｣(光34.9.7), 工業
pp.5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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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상세한 장정 및 申明한 免徵釐稅 기한에 관한 각 緣由를 보고하는 바
이니, 憲臺께서 批示를 내려주시면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162)

이는 앞서 9월 7일자 기무처의 보고에 대해 길림행성이, “개설 이후로는 구매 재료 
및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도중에 關卡에서 모두 잠시 免徵하도록 함으로써 體恤의 
뜻을 보여주고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라. 아울러 이와 함께 상세한 장정을 
擬定하여 기한을 申明한 후 검토를 기다리도록 하라”는 批文을 내리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12월에 기무처가 ｢旗務處工廠章程｣과 함께 상세히 면세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163) 즉 향후 10년간은 農工商部가 설립한 工藝局의 면세장정에 비추
어 外洋에서 新關을 통해 들여온 경우는 규정에 따라 完稅하도록 하고, 土貨가 新
關을 통해서든 아니면 洋貨와 土貨가 常關釐卡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모든 釐稅를 
免徵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기무처에서 護照를 발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길림행성은 그 이튿날 이를 윤허함으로써 공장은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
서 상당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무처공장 명의의 護照 발급은 선통원년 6월에 처음 이루어졌다. 이는 독련처 
산하 兵備處의 軍裝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맡기로 예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이었는
데, 일자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속히 免稅護照의 발급이 필요했던 것이다. 기무
처는 免稅를 통해 원료 구매 가격을 낮추면 생산가격도 낮아져 결국 軍警學界에 제
공하는 물품의 단가도 낮아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전에 병비처 육군학당 
등의 軍裝과 관련해서도 免稅護照를 발급받은 예가 있음을 원용하여 免稅護照의 발
급을 길림행성에 요청하였다.164) 길림행성이 이를 윤허함으로써 기무처는 기무처 공
장의 免稅護照를 발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화물 운송인은 반드시 각 關卡을 지날 
때 항시 해당 護照를 지참하여 검사에 응해야 하며, 만약 검사한 바가 부합하면 각 
關卡은 즉시 통관시키도록 해야 하고 지체시키거나 강탈해서는 안되었다. 해당 운송
인 역시 護照에 열거한 물품 외에는 따로 다른 물품을 운송해서도 안되었다.165)

아울러 기무처는 같은 문건에서 轉運所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원료를 
모두 天津에서 구매하는데 매번 인원을 파견하여 사올 경우 왕복 교통비뿐만 아니
라 가격의 고하에 대한 소식을 제때 정확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천진에 전
운소를 설치하고 상인 2명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길

162) ｢吉林全省旗務處爲擬定旗務處工廠章程幷申明免稅期限的呈文｣(光34.12.10), 工業 pp.530-531.
163) 위와 같음.
164) ｢吉林全省旗務處擬在津設立轉運所幷請發護照的呈文｣(宣1.6.17), 工業 pp.551-552.
165) ｢吉林旗務處工廠免稅護照｣(宣1.6.17), 工業 pp.552-553.



- 212 -

림행성은 護照에 대해선 우선 발급을 허락한 반면, 전운소 문제에 대해선 일단 轉
運所簡章을 擬定하여 검토받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166) 결국 그 다음 달인 선통원
년 7월, 기무처는 ｢吉林旗務處工廠轉運所簡章｣을 작성하여 길림성의 비준을 받아냈
는데, 전운소 설치에 따른 지출은 매달 房租銀 6량, 그리고 상인 2명에 대해 각기 
工食銀 15량씩으로 규정하였다.167)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통행세 면제 혜택 
규정은 전운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轉運所簡章｣ 제7조에서 전운소가 운송
하는 공장 物料에 대한 免稅護照가 언급되어 있듯이, 실제로 기무처는 8월에, 전운
소가 천진에서 구매하는 軍裝 원료에 대해 규정에 따라 直隸海關道에서 면세 護照
를 발급하여 통행을 편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길림순
무와 동삼성총독이 북양대신에게 咨文을 보낸 바 있으니, 검토하여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168) 이렇게 공장에서 구매하는 각종 원료를 轉運所를 통해 운반함으로써 교
통비 등의 경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반년 만에 이것이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조사 결과, 해당 공장에서 매년 구매
하는 군장 원료는 3-5차례에 불과하여 평소 설치 인원 2명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다. 즉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절감에 도움이 된
다고 결론이 남으로써 결국 전운소를 폐지하고 설치한 인원도 내보내도록 조처하기
에 이른다.169)

이러한 경비절감은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차 인사는 공
장 개설 이전인 선통원년 3월에 진행되었다. 미리 正廠長과 副廠長을 임명하여 개
설을 돕고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에 이들 正副廠長은 京師와 天津 각 
공장을 시찰하고 돌아와 개설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이 때 임명된 창장은 苑貴令, 
부창장은 孔廣麟, 總稽査는 楊則程이었는데, 총계사의 경우 기무처 生計科 과장으
로 하여금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만 지출하도록 하였
다.170) 이러한 겸직 체제는 학당 교원의 임용에서도 많이 시행되었던 방식으로서, 
월급이 아닌 소정의 교통비로 인건비를 대체하여 경비를 절감하고자 한 데서 비롯

166) ｢吉林全省旗務處擬在津設立轉運所幷請發護照的呈文｣(宣1.6.17), 工業 pp.551-552.
167) ｢吉林全省旗務處爲工廠在津設立轉運所的札文｣(宣1.7.12), 吉林旗人生計 pp.355-356.
168) ｢吉林全省旗務處爲旗務工廠轉運所在津購辦軍裝原料請發免稅護照事給直隸天津海關道的咨文｣

(宣1.8.21), 吉林旗人生計 p.387.
169) ｢吉林全省旗務處爲裁撤旗務工廠在津轉運所給吉林行省的呈文｣(宣2.1.19), 吉林旗人生計

pp.361-362.
170) 창장은 월급 60량, 부창장은 월급 50량이 지급되었으며 총계사에게 지급된 거마비는 월 20량

이었다. ｢吉林全省旗務處爲請委工廠正副廠長總稽査及發給鈐記的呈文｣(宣1.3.29), 吉林旗人生
計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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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치이다. 
같은 해 10월에 2차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 기무처공장의 正廠長 苑貴齡이 근면

하기는 하나 때때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인물로 교체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正廠長의 자리는 해당 공장의 총계사이자 기무처 생
계과 과장인 楊則程이 겸직하게 되었다. 苑貴齡의 경우는 藝徒를 관리하는 데에는 
능력이 있어 파직시키기 아깝다는 이유로 해당 공장의 稽査로 임명하였고, 楊則程
의 경우는 여전히 생계과 과장이므로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생계
과 업무가 많으므로 항시 공장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고 공장의 일체 중요한 업무는 
부창장이 처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비어 있게 되는 총계사 자리는 그냥 
공석으로 남겨두도록 하였다.171) 즉 월급 60량씩을 지급하던 공장장 자리를 생계과 
과장이 겸직하게 함으로써 무급으로 대체해버리고 총계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기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1차 인사 이후 공장의 물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旗務處工廠分售所 설립
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번 2차 인사에서는 分售所의 正副所長 임명도 같이 
이루어졌다. 正소장의 자리는 기무처공장의 副창장인 孔廣麟이 겸직하도록 하여 월
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상주할 필요는 없게 하였으며, 부소장으로는 藍翎五品
頂戴試用縣丞 金桂芳을 임명하였다. 즉 선통원년 10월, 총 4명에 대한 인사가 이루
어진 셈인데, 이 가운데 기무처공장 총계사에서 공장장으로 옮긴 楊則程과 기무처
공장 부공장장 겸 분수소 소장을 맡게 된 孔廣麟, 그리고 기무처공장 공장장에서 
계사로 옮긴 苑貴齡에 대해선 傳見을 면하되, 金桂芳의 경우는 처음 委用된 것이라 
傳見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독무는 金桂芳도 길림에서 본 적이 있으므로 네 명 모
두 傳見을 면하고 鈐記를 즉시 발급하도록 하여 인사문제를 매듭지었다.172)

이러한 겸직 인사는 한동안 계속되었으나 선통2년 중반 이후 겸직 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한 차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선통2년 4월, 기
무처공장의 창장으로 있던 楊則程이 개인사정으로 해당 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
라, 分售所의 부소장으로 있던 金桂芳이 잠시 공장의 창장 역할까지 代理하게 된 
적이 있었다.173) 기무처공장의 부창장이었던 孔廣麟은 분수소의 소장을 겸직하고, 
분수소의 부소장이었던 金桂芳은 공장의 창장을 겸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겸직 
체제는 공장이나 분수소의 실제 주요 업무를 부창장이나 부소장이 맡아 오던 종전

171) ｢吉林全省旗務處爲委任旗務處工廠廠長及分售所正副所長的札移咨文｣(宣1.10.21), 吉林旗人
生計 pp.359-360.

172) 위와 같음.
173) ｢吉林全省旗務處爲飭派金桂芳暫行代理廠長的札文｣(宣2.4.17), 工業 pp.56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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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스템에서는 가능한 것이었으나 점차 공장의 성과가 드러나고 판로가 늘어나면
서 업무가 많아지자 현실적이지 못한 체제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결국 분수소의 부
소장이 잠시 겸하여 대리하던 공장의 창장 자리는, “업무가 번중하여 대리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2개월 만에 候選通判 劉元愷가 맡아 專理하게 되었
다.174)

工廠分售所의 소장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의 부창장인 孔廣麟이 겸직하고 있
었으나 일이 많아지면서 두루 살피기가 어려워지자 부창장 자리는 다른 사람을 임
명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다하게 하고, 孔廣麟은 분수소의 소장 자리를 전적으로 운
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기무처 생계과 과장으로 있던 富
崇阿가 공장의 부창장 직을 전임하게 되고, 생계과 과장 자리는 대신 서무과 收支
위원 裕英이 겸임하도록 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였
다.175) 孔廣麟의 경우는 공장의 부창장, 분수소의 정소장 외에 電燈處의 총무직까지 
담임하고 있던 터라 더더욱 분수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수소
의 부소장인 金桂芳은 천진에 가서 원료를 구매하고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관할하
느라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당년 겨울에 공급해야 할 각종 軍衣를 처리해
야 할 시기가 겹치면서 더 바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분수소의 정소장 직을 전임하게 
한다는 9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바로 電燈處 총무직까지 다른 사람에게 위
임하게 해 달라는 稟文을 올려 권업도의 승인을 받기에 이른다.176) 경비절감을 위
해 초기 겸직을 남발하여 운영하던 인사 시스템이 결국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이를 보충할 인사이동이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공장의 운
영이 일정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업무가 번중해졌기 때문인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장 운영의 성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책임지는 分售所의 설치는 기무처공장의 개설을 
준비하면서 일찍이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었다. 선통원년 5월, 기무처는 공장의 위치
가 교통이 편리한 곳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에는 적합하나 물건을 팔기
에는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계속 
적체될 것이므로 물품의 판매를 책임질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침 
기무처의 租戶인 天德堂藥房이 河南街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을 내놓으려 하
니 이곳을 인수하여 조금 고쳐서 공장의 물건을 파는 곳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독무의 비준을 거쳐 마침내 旗務處工廠分售所가 탄생하게 되었

174) ｢旗務處工廠正廠長劉元慨爲到差日期給省旗務處的呈文｣(宣2.6.29), 吉林旗人生計 p.362.
175) ｢吉林旗務處工廠副工廠長富崇阿爲交接任差的呈文｣(宣2.8.24), 工業 p.564.
176) ｢孔廣麟請開去電燈處總務職專司分售所正所長之差的稟文｣(宣2.9), 工業 p.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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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7) 
해당 분수소는 선통원년 10월에 설립되었는데, 앞서도 서술했듯이 정‧부 소장으로

는 孔廣麟과 金桂芳이 각각 임명되었다.178) 공장분수소가 설립된 선통원년 10월부
터 선통2년 12월까지의 회계보고를 보면 순이익이 총 23,446吊 572文으로 기록되
어 있다. 분수소 설립을 擬定하였던 당시, 이곳에서 나오는 이득의 7成은 歸公하고 
3成은 분수소 경비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가운데 3成에 해당하는 7,033吊 
971文을 분수소에 남겨두어 각종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였다.179) 액수의 고하를 떠
나서 공장 물품의 판매 실적은 일단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판로 확장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을 높여주게 된다. 

분수소의 설립으로 판로가 확대되어 나가면서 기무처공장은 商界와의 연계를 통
해 이러한 추세를 더더욱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추게 되었다. 선통2년 10
월, 기무처공장이 길림기무처에 이와 관련한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삼가 생각하건대 분수소 설립 이래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이 軍警學界 및 각 
衙署局所에서 매우 환영을 받아, 판로가 점점 더 확대되고 技藝 역시 이로 
인해 보다 정밀해졌으며 분수소의 籌劃도 세밀해졌는 바, 진실로 기술 발달
의 진보를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공장을 설치한 것은 원래 旗丁
을 교육시켜 각자 하나의 기술을 익혀 工師로 양성하여 전체 旗로 보급함으
로써 기인생계를 도모한다는 本旨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급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점차 확충하여야 하고 확충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반드시 商界와 연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보니 商界에서 잘 
팔리는 물건은 실로 보통용품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에 저희가 전에 조목조
목 진술하여 청하기를, 各科에 지시하여 생산을 늘리도록 해 주십사 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해 일찍이 윤허하시어 당시 工師와 상의하여 항목을 나누어 
생산하자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물품을 생산해 내는 것에서
부터 縫‧染 兩科의 手工 등의 항목을 도맡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商情에 밝
은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능히 商界와 교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擬定하건대 저희 공장에 通市員 1인을 초빙해 薪資를 주면서 通工易市
를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점차 기술 보급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비록 본 
공장이 이익을 도모하는 성격의 것과는 다르나, 여유 자금이 쌓이면 經常款
項에 조금이라도 보조가 될 것입니다.180) (밑줄은 필자)

177) ｢吉林全省旗務處爲設立旗務處工廠分售所的咨移文｣(宣1.5.7), 工業 pp.549-550.
178) ｢吉林全省旗務處爲派委分售所正副所長及刊發鈐記的呈文｣(宣1.10.30), 吉林旗人生計 p.413.
179) ｢旗務處工廠分售所爲報自本所開辦起至次年十二月底止所得紅利數目給省旗務處的呈文｣(宣

3.2.20), 吉林旗人生計 pp.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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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장에 通市員 한 명을 두어 商界와의 적극적 교섭을 이끌어 냄으로써 판로를 
확충하고 공장 설립의 애초 목적인 기술 보급에도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당시 시점
이 공장을 개설하고 분수소를 설립한 지 1년여 지난 시점이었고, 그때까지의 공장 
운영 성과에 대해 “진실로 기술 발달의 진보를 보게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공장
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워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기
존의 주요 판로였던 軍警學界 및 각 衙署局所뿐 아니라 商界에서도 잘 팔릴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이윤 창출을 도모하자는 것
이었다. 

이에 대한 기무처의 반응은 공장의 예상을 빗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무처
공장에서 통시원을 설치하여 판로를 개척하고자 한 것은 공장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장은 이름은 공장이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기능을 하는 곳인 데
다가, 이미 분수소에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또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
은 절약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吉省貧民習藝所에서 제조한 상품
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어찌 설명할 것인지 
추궁하고 있다. 기무처는 해당 인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공장을 제대로 정돈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결국 이에 따라 해당 木工師에 대해서는 반개월치 월급을 
감봉하고, 공장장인 劉元愷와 부공장장 富崇阿는 ‘大過 1次’를 기록하여 새로운 규
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일벌백계로 삼게 하였다.181) 

기무처가 기무처공장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판로 확장 및 商
界와의 연계를 강조한 공장 측의 제안에 제동을 건 반면, 일주일 뒤 전체 공장 사
무를 감독하고 바로잡을 감독 한 명을 설치하자는 요청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하였
던 것은, 공장 측에서 기무처가 앞서 보여준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공장 정돈에 대
한 의지를 먼저 내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선통2년 10월 21일, 기무처공장이 올
린 보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공장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사무가 매우 많아, 학식이 明通한 자가 전체 
공장 사무를 감독하지 않는다면 정돈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검토해보니 공
장 설립의 초기 의도는 원래 기인생계를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기술을 제창하
고 각항의 工師를 양성하여 전체 旗에 보급하는 것을 宗旨로 했었습니다. 공
장의 설치는 다른 영업과 성격이 달라서, 공장에서 藝徒를 모집하고 학당을 
부설한 것은 모두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擬定하건대 吉林實習工

180) ｢旗務處工廠爲請添派通市員聯絡商界銷售普通用品給省旗務處的呈文｣(宣2.10.9), 吉林旗人生
計 pp.363-364.

181) ｢吉林全省旗務處爲處罰工廠正副廠長及工師的札文｣(宣2.10.14), 吉林旗人生計 pp.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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廠의 예에 비추어 공장의 監督 1원을 추가 설치하여 전체 공장 사무를 통할
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부창장의 자리는 마땅히 裁撤하는 것이 실로 개설 당
시 원래 정하였던 장정 및 실습공장의 體例와도 상부합니다.182) (밑줄은 필
자)

기무처공장은 본 문건에서도 당시 공장의 성과가 자못 두드러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감독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 성과의 결과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수소를 
첨설하였다는 점, 木工科도 추가로 개설하여 전체 6개 科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생
산하는 물품도 나날이 많아지고 藝徒들도 원래의 정원을 넘기고 있으며, 선통2년 9
월 15일에는 수결지조 항목 전부를 공장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재가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이다.183) 

이렇게 공장이 승승장구하면서 처리해야 일이 계속 많아지고 있으니 유능한 자를 
감독으로 선임하여 공장 전체 사무를 통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어떻
게 보면 일주일 전 처벌을 받은 뒤 공장 정돈을 먼저 제안하면서 창장으로서의 책
임을 감독과 분담하고자 하는 계산일 수도 있다. 기무처가 주장했던 공장의 교육 측
면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부창장직에 대한 裁撤 방식을 통해 공장의 
吏治 정돈 및 경비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도 결국 기무처의 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장측의 제안을 기무처가 바로 받아들이고 劉晋藻를 감독으로 
임명함으로써 기무처공장은 감독과 창장이 관할하는 새로운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
다.184)

기인생계를 도모하라고 명시한 광서33년 8월의 諭旨 이후로, 각지에서는 그 곳 
사정에 맞추어 다각도로 기인생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0대 이하의 기
인자제를 위해 일반 학당교육과 기술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길림의 경우 길림기무
처공장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기술교육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이 곳 기무처공장이 
수행해야 할 두 가지 기능, 즉 교육의 측면과 생산 판매의 측면 사이에서, 기무처와 
해당 공장은 항시 그 조율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조율

182) ｢吉林旗務處工廠請添設監督裁撤副廠長的呈文｣(宣2.10.21), 工業 pp.568-569.
183) 위와 같음.
184) 선통3년 6월, 劉晋藻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공장 감독직이 공석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때 기무처는 해당 감독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다른 사람이 인계받지 않게 해 줄 것을 독무에 
요청하였다. 이는 당시 화재로 인해 기무처공장분수소가 불타면서 거액의 자본손실을 보았기 때
문으로서, 조금이라도 경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감독의 업무는 해당 공장장인 유
원개가 맡아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감독의 설치가 그다지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단지 선통2년 10월 공장 정돈이 필요하던 차에 그 명목으로 행해진 조치였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吉林全省旗務處爲工廠監督劉晋藻遺差廠長劉元凱接理的札文｣(宣3.6.13), 工業
p.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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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가치와 이념이라기보다는 경비 문제였을 
것이다. 전운소를 설치했다가 반년 만에 폐지해 버린 일이나, 기무처공장이 통시원
의 설치를 제안하면서 商界와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확장하려 하였으나 기무처에 
의해 제지당한 점, 공장에 감독을 두어 공장의 전체 사무를 관할하고 정돈한다고 했
으나 공석이 된 자리를 기회 삼아 더 이상 후임자를 앉히지 않은 것 등은 판로 확
장을 원하는 공장 측과 교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기무처 측의 입장 차이가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자, 초기의 시행착오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선통2년 말에 길림기무처공장은 생산한 물품을 南洋勸業會에 출품하여 최우등상
을 받기도 하였다.185) 이는 공장이 기술교육 측면에서 이루어낸 성과로서,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권업회에서의 판매 실
적은 저조했는데, 총 716元에 상당하는 61건의 물품을 보냈으나 10건의 물건을 팔
아 33元 8角을 얻는데 그쳤던 것이다.186) 기무처가 시종 교육을 강조한 결과, 공장
이 개설 후 2년 정도 된 시점에서 기무처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를, 기술은 
나날이 정밀해지고 예도들은 많아졌지만 판로는 넓지 않은 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本省의 육군 23鎭 및 內外城 軍‧警‧學界에 알려 구매할 물품은 모두 길림
기무처공장에서 사게 하면 좋겠다고 길림행성에 요청하였는데, “本省에서 모두 해결
하면 왕복의 노고를 줄일 수 있으며 本省의 실업을 진흥하고 本省의 이권을 회수하
며 本省의 官款을 유지하는 데 있어 모두 유익하다”는 이유에서였다.187) 반년 전 
공장 측이 商界에서 잘 팔리는 보통용품을 제조하여 판로를 확장하자고 주장하였을 
때 이것이 공장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기무처 역
시 경비 문제 측면에서 판로 확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를 軍
警學界에 한정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185) ｢旗務處工廠爲産品獲獎給省旗務處的呈文｣(宣2.12.25), 吉林旗人生計 p.391.
186) ｢吉林省出品協會爲旗務工廠運赴南洋參賽産品售出價款的移文｣(宣2.12.25), 吉林旗人生計

p.390.
187) ｢吉林全省旗務處爲請各界所需物品均向旗務工廠購買的呈文｣(宣3.3.18), 吉林旗人生計

pp.39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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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17세기 중반 만주족이 건립한 청조는 18세기 번영의 정점을 찍고 19세기부터 쇠

퇴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세기 중엽 이후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수차례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20세기 초 시행한 신축신정만큼 거국적이고 근본적인 
체제 개혁에 돌입한 적은 없었다. 청조가 신정을 단행한 것은, 열강의 침탈을 막고 
혁명파가 기도하는 체제 전복을 피해 청조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신정이 시작되었지만, 곧이어 러일전쟁이 발
발하면서 전쟁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만주는 당시 청조 내 어떤 지역보다 개혁 순
위에서 우선시되었다. 19세기 후반 본격화된 변강의 위기가 新疆 및 臺灣의 建省으
로 이어졌듯이, 20세기 초 연이은 열강의 침략 하에서 그 중심에 있던 만주는 建省
改制를 통해 內地化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당시 제국주의 열강 못지않게 청조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 혁명
파였다. 이들 혁명파가 공공연히 주장했던 불만이 만한차별 문제였고, 청조는 러일
전쟁 이후 예비입헌을 실시하면서 滿漢간의 구분을 폐지할 것을 공표하게 되는데, 
만주는 이러한 만한진역 해소를 위한 청조의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청조의 發祥地이자 京師 다음으로 기인 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줄곧 내지 
한인의 이주를 금지했던 봉금지역이었던 탓에, 이곳 만주에서 행해지는 팔기 관련 
각종 개혁은 전국의 귀감이 된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1907년과 
1908년, 서태후가 말년에 연이어 지시한 만한간 차별 철폐와 입헌 관련 조치들은 
때마침 동북신정을 실시하면서 만주를 민정체제로 이양시키고 초대총독으로 부임했
던 서세창에 의해 성실히 만주에 적용되어 나갔지만, 서태후 사망으로 재풍 정권이 
등장하면서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 입헌의 시기, 재풍 정권이 보여준 반동적 모습과
는 별개로 만주는 서세창과 석량이 집권했던 청조 말년에 팔기의 특권을 폐지하고 
‘만한융화’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본고는 만주 가운데 길림 지역을 무대로 하여, 이곳의 駐防과 八旗가 이러한 개
혁의 중심에서 어떠한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우선 러일전쟁 이후 
예비입헌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관제개혁이 만주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살펴보았다. 청조는 중앙관제개혁 이후 지방관제개혁을 실시하면서, 만주가 지방관
제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러일전쟁 이후에 만주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는 결국 기존의 八旗駐防을 폐지하고 內地와 동일한 州縣체
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260년 넘게 특별행정구역으로 있던 만주가 19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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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直省체제로 편입되면서, 이러한 駐防의 폐지와 州縣의 증설 작업이 본격화되기
에 이른다. 서태후는 광서33년 8월 20일(1907.9.27)의 上諭에서 기인들이 四民의 
생업을 익혀 각자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口糧을 줄여나가
고 주방 팔기를 폐지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후 실제로 주방의 폐지가 이루어진 곳
은 만주, 즉 동삼성이 유일하다. 만주가 이렇게 기존의 군정체제에서 민정체제로 재
빠르게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봉금체제 하에서도 꾸준히 내지 한인이 유입되어 이
미 19세기 후반 이후로 인구 구성면에서는 한인사회화 되어 있었다는 점에도 기인
한다. 러시아와 일본의 침탈 하에, 청조는 만주를 명실상부한 내지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실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인의 이러한 유입을 더욱 장려하였다. 

길림은 이러한 관제개혁의 분위기에서 17개 駐防의 정돈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40만 기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머지않은 장래에 駐防을 폐지하기로 
한 이상, 속히 기인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길림은 광서34년(1908) 3
월, 팔기 사무 전반을 책임지고 이러한 旗制개혁을 선도할 책임기구로 ‘吉林全省旗
務處’를 정식으로 설립하였다. 기무처는 民官과의 직권 중첩으로 ‘虛設’이 되어버린 
旗官과 旗署의 폐지를 가속화하였다. 이미 1907년 建省과 함께 省城에서는 길림장
군이 폐지되고, 곧이어 장군아문 내 4司와 길림부도통이 모두 裁撤되었던 반면, 外
城의 旗缺은 기무처 설립 이후 비로소 그 폐지 작업이 본격화되었는데, 선통원년 
五城부도통과 富克錦협령을 시작으로 선통2년에는 각 駐防의 長官이 裁撤되기에 이
른다. 대신 기존 駐防아문의 자리에는 대부분 旗務承辦處가 설치되었는데, 協‧佐 이
하의 관원을 旗務承辦處提調로 임명하여 旗兵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 
旗戶가 州縣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계 도모 문제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기무승판처를 설치하지 않은 駐防의 경우에는 인근 州縣이 해당 주방 기인을 관할
하도록 함으로써 駐防의 완전한 해체를 맞이하였다.

각 駐防아문이 폐지되면서 駐防 長官 및 이곳에 근무하던 筆帖式 등 旗員의 출
로도 새롭게 고민해야 할 문제였다. 대부분의 경우, 남아있는 旗兵의 관리를 목적으
로 기존 旗系의 관원으로 이동시켰지만, 農官을 신설하여 기인의 귀농을 돕게 한다
든지 법정학당에 들어가 수학하게 한 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였다. 筆
帖式들의 경우 해당 지역 기무승판처에서 유사한 업무를 맡아 자리를 이동하는 경
우가 드물지 않았다. 즉 다양한 형태로 이들 裁撤 관원을 위한 출로가 모색되었지
만, 여기에 적용되는 공통된 규정은 원래의 品에 맞추어 調用하되, 그 이전까지는 
原俸을 계속 지급하며, 升階가 필요한 경우 升階처리한다는 것이었다. 

팔기 병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신군내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신정기 군사개혁
을 통해 이루어졌다. 만주는 비적의 창궐로 악명이 높았던 지역인데, 20세기 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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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으로 추진했던 移民實邊과 간황 사업이 이들 비적떼로 인해 방해를 받고, 각종 
상업활동 및 인민의 일상생활도 곤경에 처하게 되자,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 당시 러시아군이 현지에서 비적떼를 
초모하고, 일본은 요동반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만주에 대한 압박을 행사하는 등 
열강의 침탈이 가시화되자, 이들 열강으로부터 만주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지 여
부가 중국 전체의 존망과 관계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즉 안으로는 비적떼가 횡
행하는 것을 막고 밖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주에 강력한 군대
가 필요했던 것인데, 구식 군대는 명칭과 편제 등 그 체계가 혼잡하였을 뿐 아니라 
낙후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나태하고 부패하였기에, 이를 철저히 개혁해 새롭게 군사
를 편성하고 새로이 군정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신정기 만주에서의 군사개혁은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었는데, 기인생계를 도모해
야 한다는 난제가 겹치면서 旗를 鎭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이 시기 군사개혁의 주
요 부분을 형성하였다. 이는 곧 팔기를 신군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길림에
서는 1906년 장군 達桂가 육군보대 1協을 편성하면서 길림성 旗營 내에서 5천명을 
선발하였는데, 동삼성 팔기병정 가운데 신군에 들어가게 된 자가 생긴 것은 이때가 
최초였다. 이렇게 기존 군대를 재편하여 신군을 편성하는 한편, 서세창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북양군 제3진 전체를 만주로 이동시키는 등, 만주에서의 군사력 보강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 신군의 편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
니었던 까닭에, 서세창은 신군편련과 동시에 기존의 營·隊를 기초로 조정을 가하여 
원래의 지방군대를 정돈하고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하였다. 즉 길림의 경우 기존 
포도대를 감축하여 前後左右中 5路로 나누어 吉林五路巡防隊를 성립시킨 것이 이
에 해당한다. 신정기 군사개혁의 최종 목적인 鎭의 편성은, 동삼성 제2대 총독인 석
량의 재임 시기에 와서 이루어졌다. 다른 省들에 비해 단기간에 鎭을 편성해야 했
던 만큼, 길림은 구래의 陸防 各軍을 토대로 하여 이를 鎭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
는데, 이는 前路를 제외한 순방대 4路와 육군보대 1協을 연동하여 鎭을 편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이렇게 하여 선통2년(1910) 봄, 길림에 드디어 육군 제23진이 
성립하기에 이른다.

서세창은 신군을 편련함에 있어 현지 토착인, 그 가운데서도 旗丁을 우선적으로 
징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먼저 기존 팔기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 선발 기준을 통과
하면 신군에 들어가 훈련을 받도록 하였는데, 문제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정원을 채
우는 일이 어려웠고 신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훈련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 낙오하
고 도망하는 등 대규모 缺額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旗兵에 국한시키지 않고 
西丹 및 한산기인까지 포함하여 기인 전체로 징발 대상을 확대하고, 결국 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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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징발에까지 나아갔으나 항시적인 空額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병사들의 도망
뿐 아니라 退伍도 缺額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 퇴오규정에서는 3년 후 퇴오시켜 
속비병으로 삼으면서 상비병의 절반에 해당하는 속비병향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
지만, 길림은 속비병향의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통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즉 퇴
오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퇴오 후 本省 각종 군대나 순경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
우 모두 원하는 대로 허용해 준 것이다. 만주는 초창기 육군 제3진을 비롯하여 외
지 군대의 이입이 많았던 까닭에 퇴오 후 回籍하도록 하는 규정은 만주 군사력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향후 토착인 징병을 강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퇴오병을 편성하여 둔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도망이나 퇴오로 인해 이렇게 항시적으로 空額이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병액 유지
가 어려웠다는 것은 군사력의 한계로 이어졌다. 애초 旗를 鎭으로 개편하려는 시도
에 대해, 이것이 신군편련과 기인생계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다분히 편의적 발상으
로서 國防의 차원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인생계 문
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기무처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旗丁이 
신군에 바로 편입되는 것이 문제라는 판단에서, 이들을 일단 교련영에서 뽑아 훈련
시킨 뒤 신군으로 편입시키자고 제의하는 등, 이들을 신군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지지하였다. 아울러 신식 군사학당에 팔기를 입학시켜 이들을 신군 장교로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되었는데, 이는 청조의 군권 장악에 이들 팔기를 든든
한 버팀목으로 이용하고자 한 측면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길림의 팔기 관병이 1만 수천 명 정도라면, 이들을 포함하여 길림 전체 40만 기
인들의 생계를 위해 길림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토지였다. 청조가 기인생계를 도모
하라는 유지를 내렸을 때에도 계구수전을 통한 기인의 귀농을 가장 강조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길림에서도 기인의 귀농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
게 된다. 길림 전역에 대한 荒地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三姓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
는 가난한 旗戶에게 분급할 토지가 남아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는 旗地가 民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점유되어있는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한 旗戶
에게 계구수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계획임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법을 전환한 것이 淸丈과 升科였다. 즉 이미 租를 거두고 있
던 官地에 대한 淸丈을 통해 租佃관계를 재차 확실히 하고 浮多地를 색출하여 지조 
수입을 증대시키려 하였으며, 그간 면세지로 분류되었던 사유 기지에 대해서도 광서
28년 升科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민인을 대상으로 숨어있는 재원을 찾아보려 하
였던 것인데, 주목할 것은 선통2년 말부터는 旗産 정돈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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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6旗馬廠官地부터 시작하여, 官兵隨缺地, 官莊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지가 매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기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기인생계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巨款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가를 
가지고 기인에게 나누어줄 황지를 구입하여 안치시킬 수도 있으며, 투자나 저축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다양한 경비지출에 보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전호로 있던 민인에게 토지 구입을 강
요함으로써 민인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인생계 도모를 위해 민인의 
희생이 뒤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재원은 기무처공장이라든지 학당, 순경, 심판청 등, 당시 각
종 신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충당되었는데, 그 활용방안을 두고 旗
署 측과 民署 측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旗署 쪽에서는 기인생계 비용이나 
종래의 旗制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였고, 民署 쪽에서는 새롭
게 착수하는 각종 신정경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물
론 이러한 갈등은 점차 융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는데, 이는 旗署쪽
의 양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이미 팔기의 점진적 해체가 전제된 이상 이러한 
양보는 자연스런 과정이기도 하였다. 기지의 매각을 비롯한 旗民간의 토지 매매 역
시 이러한 융화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토지라고 하는 재원을 확실하게 능동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토지로부터 거두어들이는 租賦에 대한 징수권을 포함한 온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지의 租賦 징수권까지 民署로 
이관하게 되면서 주현체제로 개편한 길림의 관제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보인다. 기지에 대한 징조권이 民署로 이양되었다는 것은, 건
성개제로 가속이 붙은 내지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기지 매매 및 징조권 
이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은 재원의 유실과 누락을 방지하는 것
이었고, 이를 위해 이관이 온전히 완료될 때까지 기무처는 아래로는 속하의 기무승
판처와 주현 사이에서 그 이양 과정을 조율하여 돕고 최종적으로는 탁지사와 그 경
과를 상의함으로써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즉 기무처는 팔기가 완전히 
폐지되기 이전까지 그 폐지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와 주현체제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만한융화’를 앞당기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농사의 길이 남녀노소를 不分한 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학당이나 기
술 교육은 주로 10대 이하의 기인 자제를 겨냥하여 이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 민인
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주현사회에 잘 적응하여 향후 자력으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무처는 1907년 宣講所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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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즉 “旗‧漢의 감정을 연합하고, 의존하는 근성을 제거
하고, 자강의 능력을 독려함으로써, 국민 자격을 양성하여 예비입헌의 기초로 삼는
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기인들을 開導하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효과
를 보게 되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기인을 위한 각종 학당과 공장이 조직되기
에 이른 것이다.

기인 자제를 위한 학당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省城에 세워진 十旗公立兩
等小學堂이었다. 해당 학당은 省城 十旗의 公款에서 경비를 마련하여 설립한 학교
로서, 十旗의 자제인 本籍人이 대부분을 구성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식비
가 면제되었다. 십기양등소학당은 정원 160명을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한 학기만에 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
게 된다. 십기학당의 학생은 학비와 식비를 면제받았으므로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십기학당이 실질적으로는 보통의 소학보다 수
준을 낮추어 蒙學 과정까지 포함시킨 蒙小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낙오는 
십기학당 수업의 절대적 수준이 높아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그간 누누이 지적되어 
온 기인들의 기존 습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입헌을 추진하면서 만한 구분 폐지의 분위기가 한창이던 당시 만
문과 몽문에 대한 교육 역시 강조되어 이를 전문적으로 수업하는 학당이 설립되었
다는 점이다. 길림기무처는 ‘만문은 國粹와 관계된 것일 뿐 아니라, 公文이나 入覲
에서 旗員의 경우 여전히 사용하는 例가 있으며, 몽문은 당시 몽고 및 러시아 등 
변경 문제와 겹쳐 더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이유로, 省城과 外城 각 주
방에 만문학당 또는 만몽문학당을 설립할 것을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省城에 만몽
문중학당과 만몽고등소학당이 건립되었으며, 外城에서도 각 駐防이 지방의 각종 旗
産을 활용하여 만몽문 전문학당 개판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들 만몽문 학당이 기
본적으로는 학부의 규정을 준수하여 필수 교과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신정기 근대화
된 학당의 일부로 기능하면서도, 기인 자제들을 대상으로 만문에 수업시수를 많이 
할당하였다는 점은, 기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고려가 컸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향촌 단위에서는 전국적 개혁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기존 私塾을 몽소학당으로 개
편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몽소학당을 세워 기초교육을 확대한다고 하
는 것은 기민 불문하고 신정기 교육개혁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특히 旗戶의 경우 
향촌을 떠나 城內에 있는 관립 소학에 자제를 입학시키는 것이 거리상으로나 비용
상 어려운 일이었기에 더더욱 향촌 단위의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각 
鄕屯村鎭에 인원을 파견하여 그 지역 유력 가문들로 하여금 捐辦을 통해 기존 私塾
을 신식 몽소학당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각 주방에서 학당 경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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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다. 捐辦 또는 관병의 俸餉에서 추렴하는 방식, 각종 旗地와 
街基를 토대로 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發商生息의 방식 등 그 방법은 다양하
였고, 이들 여러 방식을 조합하여 비용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종래 滿官學의 토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만몽학당의 건립이 유리하듯이, 지역의 상황에 따라 만몽문학당이 
건립되든지 일반 소학당이 건립되든지 하였으나, 각 학당의 공통점은 주로 몽소학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省城에 만몽문중학당이 설립되어 신정기 
길림 전체 학당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일반 기인 자제를 위한 교육은 대부분 
초등소학당이 담당하였고, 실질적인 수업의 질은 몽소학 위주였다.

학당 교육 외에, 기술을 익혀 생산에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기인 자제를 위
한 실업 교육도 이루어졌는데, 길림에서 이러한 실업 교육 및 이와 연계한 물품의 
생산, 판매를 담당하였던 대표적 기업이 바로 길림기무처공장이었다. 길림기무처공
장은 길림기무처가 직접 관할하는 관판기업으로서, 길림 全省을 대상으로 省城과 
外城에서 기인 자제들을 藝徒로 모집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생산 작업에 투입하였으
며, 작업 시간 이후에는 기초 학당 교육도 병행하였다. 정원은 160명이었지만 단지 
이들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함은 아니었고, 이들에서 시작하여 기술을 全旗에 전파함
으로써 많은 기인들이 입헌의 시기에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기도 
하였다. 

기무처공장이 길림의 기인 자제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중심적 기능
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동시에 전문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기도 
하였던 까닭에 공장 본연의 생산 업무,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상품의 판매 등을 
통한 이익의 창출 역시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개업한 지 1년여 만에 공장 측에서
는 공장의 성과로서 ‘분수소를 첨설하였다는 점, 木工科도 추가로 개설하여 전체 6
개 科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생산하는 물품도 나날이 많아지고 예도들도 원액을 넘
기고 있으며, 선통2년 9월 15일에는 수결지조 항목 전부를 공장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재가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는 등, 기무처공장은 단기간에 
상당한 진보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경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
장 측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商界와의 연계를 통한 판로 확장을 기도하였던 반면, 
기무처는 기무처공장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성격을 강조하여 이에 제동을 걸면서 
판로를 軍警學界에 한정하려 하였던 것을 보면, 양자 사이에는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총체적 위기 속에서 청조는 신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였다. 
헌정의 실시가 당위가 되면서 만주족의 청조는 ‘滿漢간의 진역을 허물어 함께 國民
을 만들 것’을 공표하고 팔기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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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청조의 최후 5년간 신정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만주는 이러한 작업의 
중심에 있었다. 청초에는 封禁을 통해 만주를 보전하려 하였던 반면, 청말에는 解禁
을 통해 關內 한인을 대거 이주시킴으로써 만주를 보전하려 하였던 것을 보면, 청
조는 외세로부터 만주, 더 나아가 왕조를 지킬 수 있는 내재적 힘이 한인과 함께 만
들어갈 중국 ‘國民’에 있다고 본 것 같다. 1906년 예비입헌을 공포하고 1907년에는 
旗餉과 주방 팔기의 점진적 폐지와 만한간 관습적, 법률적 평등을 지시하였으며, 
1908년에는 ‘헌법대강’과 ‘九年籌備立憲’을 발표하는 등 헌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청 정부가 돌연 滿漢 문제의 해결에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정
권 교체와 관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풍 정권은 1908년 12월 변통기제처를 설
립한 것 말고는, 旗制개혁과 관련해서 전혀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旗餉을 종전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주방 폐지 논의는 보류하는 등, 旗制개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후
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만주는 서세창을 위시한 북양집단이 동삼성총독과 三省의 순무 자리를 독
점하면서 서태후와 원세개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정체제로의 이행과 旗制개혁에 박
차를 가할 수 있었다.188) 이러한 흐름은 1909년 중순, 몽고 鑲藍旗 출신의 錫良이 
제2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석량은 일본의 세력 확장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왕권을 보전하고 청조를 지키기 위한 방도로서 입헌과 개혁에 적극적이었
다. 그 결과, 길림에서는 17개 駐防 장관이 모두 裁撤되었고, 팔기 관련 업무 역시 
점차 인근 民署로 이관되는 등, 내지와 비교했을 때 ‘만한융화’의 작업이 비교적 순
조롭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동삼성의 독무들이 만주를 내지화하고 민정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면서 팔기를 
민인사회에 흡수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청조가 내세웠던 ‘만한차별의 철폐’
가 만주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주에서 기인들이 기존의 특권 또는 혜택을 전부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駐
防의 장관 및 필첩식들만 재철되었을 뿐, ‘기무승판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된 
채 駐防은 사실상 계속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協‧佐 이하의 관원이 속하의 기병
들을 계속 관할하였고, 旗餉은 계속 지급되었으며, 재철된 관원들은 모두 품에 맞추

188) 高月은 청말 최고통치자가 동북개제를 통해 왕조의 만주 민족성을 제거했던 반면, 중앙정권 
측면에서는 자신의 위기감에서 오히려 만주 민족성을 강화하였다고 보았다. 高月, 淸末東北新
政硏究, 黑龍江敎育出版社, 2012, p.319. 하지만 재풍 정권이 동북에서만은 만주 민족성을 제
거하려 하였다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이를 광서에서 선통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생한 
정권의 개혁 의지 변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서태후 시기 추진력을 동북은 
그대로 가진 채 독무 권력이 이를 계속 추동하였고 재풍 정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만주에서의 
이러한 개혁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 227 -

어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이직하기 전까지 原俸을 지급받았다. 
광활한 기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내지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하고 

있었던 만주의 기인들에게도 ‘주방 팔기의 폐지’는 내지 각 주방의 기인들과 마찬가
지로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인들의 반발과 개혁 의지가 결여되
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도 있었던 데 비해, 만주가 그나마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독무의 의지도 있었지만, 개혁의 과정에서 기인들이 현
실적으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만주 기인들의 입
장에서는 독무가 주도하는 旗制 변통의 과정은 자신의 공식 직책 또는 직무에서의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뿐,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반 민인과 동일
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길림성은 裁撤된 팔기 관원에게는 새로운 관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찾아주려 노력하였고, 기병에게는 우선적으로 신군이나 경찰에 들어갈 수 있
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일반 기인들을 위해서는 토지를 분급하거나 토지를 이용하
여 얻은 자금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기인 자
제를 교육하기 위한 학당이나 공장 설립에도 적극적이었다. 

청말 신정 시기에 추구했던 ‘만한 구분 철폐’의 정책은 청조에서 의도했든 의도하
지 않았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동질적인 ‘국민’을 만들어냄으로써 근대적인 국민국
가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만주족과 한족의 구분 또는 차별을 폐지한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동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
무에서의 차이를 제거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당시 청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입
헌의 맥락에서 보아도, 만주족은 더 이상 국가권력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존
재가 아니었다. 1908년에 반포된 <欽定憲法大綱>에서는 ‘臣民’이라는 개념 아래 민
족적 구분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조는 결과적으로 滿漢의 구분을 없애는 데 실패하였다. 주방팔기의 해
체와 민정체제로의 이양을 위한 여러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기존 기인들
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유의하였기 때문이다. 旗餉의 지급이 끝내 중단되
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단적인 사례이다. 旗餉의 지급은 민국 초기에도 이어졌고, 
1924년에 이르러서야 북경에서 旗餉 지급이 정지되고 만주족 황실에 대한 지원도 
중지됨으로써 팔기제도가 해체되었다.189) 특히, 길림성 정부는 1929년에 이르러서
야 旗餉 지급의 중단을 선포하였다.190) 기인들에 대한 국가의 특별 관리는 ‘滿漢 차
별의 폐지’를 통한 균질적인 ‘국민’의 창출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189) Rhoads, Edward J.M., Manchus and Han, pp.258-259.
190) ｢吉林省政府布告第七號｣, 琿春史志(上), p.153. 



- 228 -

아울러, 청조에서 기인의 한인사회 적응을 위하여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시간과 재원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주의 산업은 이제 막 발걸음
을 뗀 시점이라 그로부터 새로운 이윤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
서 길림성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토지였다. 기인들의 생계 문제 해결에서 
전국적으로 만주가 가장 성과를 거둔 곳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토지 자산에 기
인하는 바가 컸다. 그러나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길림성에서도 토지 분배를 통한 
귀농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토지 자산을 활용한 기인생계 지원 정도에서만 
약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길림에서는 한정된 토지 자산을 기반으로 ‘滿漢 
차별의 폐지’를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일정한 성과
를 올릴 수 있었다. 비록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육군의 신군 편제 계획
에 맞추어 鎭을 구성하고 旗兵을 흡수하였으며, 각종 학당과 공장을 건설하여 기인
을 교육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성과를 드러내기까
지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260년간 ‘앉아서 口糧을 소모’하던 기인들이 그들의 
기존 관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청조가 이 시기 줄곧 내세웠던 것이 ‘만한 융화’를 통해 ‘국민’을 만들어가는 것이었
지만, 20세기 초의 긴박한 정세에서 ‘국민’의 창출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는 확보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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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forms of 

Banner System in Jilin Province, 

1907~1911

Lee, Jiyoung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reforms of banner system and the harmony 
between Manchus and Han in Late Qing China. The Qing Dynasty 
attempted to make a breakthrough through the New Deal in the overall 
crisis of the early 20th century. Because it was time to enforce the 
constitutional reform, the Qing dynasty announced that “We must build a 
Chinese nation by encouraging the harmony between Manchus and Han” 
and started to get ready for abolishing banner system. These works 
constituted the last five years of the New Deal in the Qing Dynasty and 
Manchuria was the center of these works. Manchuria was the origin 
region of Qing Dynasty and had the largest bannermen population after 
Beijing. In addition, Manchuria was a prohibited a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Qing Dynasty. All these facts made Manchuria the national example 
of various reforms in banner system. This thesis focuses on the changes 
brought about in the process of the reform of the banner system in Jilin 
province which was the geographical and geopolitical cent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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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uria, where provincial regime were established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1907. 

First, the changes that the administrative reform brought to Jilin were 
examined in this thes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reform in 
Manchuria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Qing Dynasty incorporated 
Manchuria which had been a special administrative area for over 260 
years into the provincia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interior in 1907. 
This meant abolishing the existing banner system and converting into the 
same system of the inland provincial regime. However, the Jilin provincial 
government had to arrange measures for the banner soldiers and men 
who had to be dismissed in the process of the conversion. The Jilin 
government established Jilin Quansheng Qiwuchu(吉林全省旗務處, 
abbreviated below as Qiwuchu) in 1908 as the leading authority to do 
such work. Qiwuchu accelerated the abolition of the banner bureaus and 
bureaucrats in the region that were inefficient in function. By 1910, the 
task of abolishing the banner garrison was completed in Jilin province. 
New institutions such as Qiwuchengbanchu(旗務承辦處) were established, 
and officials of the banner garrisons who had been dismissed in the 
conversion process were reassigned to it. Qiwuchengbanchu was to 
manage the problems of protecting the livelihood of the dismissed 
banner-men. Where Qiwuchengbanchu was not established, adjacent civil 
administration offices had to take care of the dimissed banner-men. Also, 
officials who had worked in the old banner garrisons were introduced to 
new posts. They were able to maintain the original ranks and wage, and 
some were successful enough to get promotion.

Regarding banner soldiers, attempts were made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new army through military reforms. This was promoted in the 
idea of trying to solve the issue of building new army and guaranteeing 
the livelihood of banner-men by reorganizing banners(旗) into Zhen(鎭). 
Therefore, the provincial government emphasized recruiting soldiers from 
the local indigenous people, and among them, banner-men were the 
mostly favored in organizing the new army. If they met certain criteria, 
the existing banner soldiers were the first ones to be deployed to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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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 troop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ll the full quota of the army 
even in the recruitment stage, and even if banner-men had applied for 
the new army, many of them could not endure the training and ran 
away. Since joining the new army was not an obligation for the 
banner-men, and though lower than the new army soldiers wage, 
subsidies were continuously supplied to the banner-men, they did not 
have any desperate needs to join the new army. Although there were 
many problems in converting banner soldiers into new army soldiers, 
Qiwuchu implemented diverse measures in order to use the military 
reform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livelihood of banner-men. Also, by 
training banner-men into modernized new army officers, the Qing 
government tried to use them as a means to control military power.

It was land that Jilin province relied on for the livelihood of 400 
thousand banner-men. In carrying out the banner system reform, Jilin 
province focused on enabling banner-men to rely on themselves by 
settling them down on land. The Qing dynasty also emphasized giving out 
equal amount of land to each banner-men since 1907. However, except 
for the San-xing(三姓) area, there were few places in Jilin where there 
were enough land to be distributed. Since much of the banner-land in 
Jilin were already occupied by the Han people, it was close to impossible 
to distribute land to banner men in every part of the region. As a result, 
the Jilin province changed their policy from distributing banner-land itself 
to banner-men to providing banner-men with the cost of living, using the 
fund raised from the banner-land. In the early phase of the reform,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on measuring land and imposing land tax, but 
from the end of 1910, they preferred earning big amount of money by 
selling out banner-land. Although conflicts between the banner 
administration bureau and the civil administration bureau have been 
caused by the utiliza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but these conflicts 
were gradually resolved. Land transaction between banner-men and Han 
people also contributed to shortening the process of the resolution. The 
conversion from banner system to provincial administration system was 
accelerated ad the right to impose tax on banner-land was transfe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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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vil administration bureau.
Education of the children of banner-men was also promoted as part of 

the banner system reform. The purpose of the education policy was to 
enable banner-men to rely on themselves and successfully adapt to the 
new circumstances by reducing the educational gap between Han people 
and banner-men. Each local banner administration bureau established 
schools for banner-men by utilizing various assets of the banner 
organization.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 education of Manchu and 
Mongol language was also emphasized and professional schools for its 
purpose were established at the time when the abolition of division 
between Manchu and Han people was in full swing. Although whether 
professional schools for Manchu and Mongol language education or 
general schools had been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region, most of the schools gave elementary educations and many of the 
students had dropped out in the process. Industry and labor education 
were also conducted. In Jilin, the factory run by Qiwuchu was the most 
leading institution for the labor education of banner-men and production 
of goods related with the education. The factory was run by the Qiwuchu 
itself and the tax collected from the banner land was put into the factory.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recruit banner-men from all of Jilin to 
teach them techniques and to put them into production work, so as to 
enable banner-men to stand up for themselves during the constitutional 
reform period.

As seen from above, the Qing dynasty tried in many ways to absorb 
banner-men into the Han society in the process of the conversion to civil 
administration system since 1907. As a result, it is true that Manchu 
provinces has made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compared to the 
interior provinces. However, even in Manchu, the reform did not lead to 
the abandonment of Manchu privilege and concentrated on protecting the 
livelihood of banner-men, and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e abolition of 
division between Manchu and Han people was not fulfilled. The Qing 
dynasty strived to protect the privilege of the banner-men and did not 
quit to grant subsidies to them until the end. Although the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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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endeavored to form the identity of modern Chinese nation by 
encouraging harmony between Manchus and Han, the time necessary for 
it could not be secured in the urgent situation of the early 20th century.

Keywords: Dongbei Xinzheng, Manchuria, Jilin Province, Reform of Banner 
System, Bannermen, Harmony between Manchus and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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