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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친정 기 지방  임용과 당  정치 
- 함경도 지방  임용에 한 사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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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고종은 1873년 친정과 더불어 원군의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친정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군의 지지기반이었던 

정치 세력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고종이 국왕에 오른 후 권력을 장악한 원군

은 벌열  외척 세력을 억제하기 하여 그 동안 소외된 당 들을 끌어들 는

데, 고종은 친정 선포 이후 원군이 지지를 끌어내려 한 당 들을 노골 으로 

배제하려 한 것이다. 

그 지만 고종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 다면 

왜 고종의 이러한 정치  행 는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을까? 고종은 어떠한 

당  정치를 펼쳤으며 그 구체 인 내용은 무엇일까? 이 연구는 고종의 친정 선

포 이후 당  정치에 한 일련의 물음과 련하여 지방  임용에서 작동하는 

* 부산가톨릭 학교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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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의 실상을 함경도 지방  임용 사례를 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이 연구는 새로 찾아낸 일련의 안들에 지방  임용자들과 련하여 소속 당

  출신 가계를 명기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關北官案�과 �道內官案�은 

각기 함경도와 경상도를 단 로 임용된 지방 의 명단을 수록한 것들이다. 안

을 작성하는 목 이나 주체는 차이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이조나 

병조에서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안이다.1)1)선행 연구에서 상이 된 지방

 련 자료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 을 맞춘 안은 앙정부에서 인사 

행정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지방  임용과 련

하여 이들의 소속 당   출신 가계를 인지하면서 추진한 역사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당 와 출신 가계가 기록된 이러한 유형의 안은 남아 있기 어렵다. 여러 요

인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출신 가문  당 가 임용의 요 지표라고 하는 사

실은 당시에 모두가 인지하는 것이었지만, 공식 으로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었

기에 그랬을 것이다. 따라서 이 안들은 외부로 유출될 수 없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여야 하는 일종의 존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 통치에서 지방 의 상과 련하여 이들을 임용 순서 로 수록한 선생

안을 활용한 연구들이 지 않다.2)2)지방 을 앙에서 견하는 제도는 유교 정

1)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 각 읍지에 안( 는 선생안)이라는 같은 제명의 항목에는 해

당 읍에 견한 지방 들을 모두 모아서 수록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특정 시기에 각 읍의 

이서들의 명단 등을 수록한 것도 안이라 불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앙정부의 직자

들의 명부도 안으로 불 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특정 시기에 도내 임용된 지방 들을 

수록한 안에 을 맞추고 있다.   

2) 조선왕조의 330개 군 에 견된 지방 은 직 임용자에게 선망의 상이었다. 법 으로 

막 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지방에서 행정, 사법, 군사 등 통치 반을 장했다. 지방 제

도는 �선생안�을 심으로 연구되었고 �여지도서�를 활용하여 지방 의 임용 성분을 분

석하고 조선후기 지방 제 변화 양상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지방 에 임용된 이들의 입

사로와 비율 등 임용 실태가 밝 졌고, 조선후기 지방 제도의 추이를 사회변동 속에서 

악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원균, 1979 ｢조선시 의 수령직 교체실태: 東萊府使의 경우｣ �역사와세계� 3, 61-86면; 

구완회, 1982 ｢선생안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수령｣ �복 사림� 4, 189-232면; 이존희, 

1982 ｢조선 기의 수령제도｣ �역사교육� 30․31, 29-85면; 임승표, 1993 ｢18,9세기 文․武․

蔭官邑制｣ �민족문화� 16, 197-234면; 이동희, 1989 ｢19세기 반 수령의 임용실태｣ �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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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앙집권  통치를 구 하기 한 것이었지만 한편 수령 임용에는 정치세

력의 역학 계  이해득실도 작동하 다. 따라서 지방  안은 그동안 악

되지 않은 19세기 후반 지방  임용과 정치세력의 역학 계의 상 계를 밝히

는 데 요한 사례가 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이에 한 내용을 천착한 연

구는 찾기 어렵다.3)3)지방  임용과 련된 구체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충분

히 검토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시기의 정치운 에서 당 의 역할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도 요인일 것이다. 

이 에서 새로 찾아낸 일련의 안들은 지방  임용에 정치  역학 계와 

당  안배를 고려한 사실을 잘 보여 다. 이 에서 지방 의 당색 기록과 출신 

가계를 註記한 �關北官案�은 당 를 의식한 정치운 과 인사 행정의 상 계를 

뒷받침하는 구체 인 거이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정치사 연구에서 당 를 정

치 운 의 요소로 포착하지 못한 것과는 구분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

구에서 당 가 정치 운 에 미치는 의미는 상실되었다는 단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4)4)

사학� 11, 211-236면; 박정민, 2018 ｢함경도 �觀察使先生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

북사학� 52, 63-96면.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지방에서 지방 의 역할과 일상에 한 연

구도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다. 오용원, 2009 ｢祈雨祭 를 통해 본 남 지방 의 일상과 

민의식｣ � 남학� 16, 125-160면; 채휘균, 2009 ｢지방 의 향력 행사와 이미지 형성: 

조선후기 수령의 개인기록을 심으로｣ � 남학� 15, 189-228면; 김성윤, 2010 ｢오횡묵을 

통해서 본 수령 군 통치의 과정과 략｣ �조선시 사학보� 53, 83-140면; 박동욱, 2013  

｢조선 지방 의 고단한 西北 체험: ｢북정고｣를 심으로｣ � 남학� 23, 37-61면; 김건우, 

2014 ｢조선후기 어느 지역민의 지방  인식: 구상덕의 �승총명록�을 심으로｣ �고문서

연구� 45, 77-93면. 

3) 선생안은 지방 의 기본 인 임용 정보와 개인 신상만을 제공한다. 통상 으로 이름(字), 

본 , 생년월일, 재임기간, 과거합격 여부, 제직과 이직 등의 내용이다. 지방 의 품과 

입사로별 지방 직 구분 악에는 �輿地圖書�가 주목된다. 여기에는 지역별 文窠, 武窠, 

蔭窠, 文武交差窠, 文蔭交差窠, 文武蔭交差窠 구분이 있어 지역별 지방 을 유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세한 내용은 구완회, 앞의 논문 참조. 

4) 친정 선포 후 고종은 풍양조씨, 안동김씨, 여흥민씨(외척), 주이씨(종친) 세력을 심으

로 친군주세력을 형성한다. 원군 집권기 남인 등용 정책에 의해 려난 노론의 재등장

인데, 친군주세력이 단순히 노론이었기 때문에 용되었다는 것은 안일한 해석이다. 고종

의 노론에 한 당  안배는 원군의 남인 등용 정책에 상응하는 정치  행 로 간주할 

수 있다. 고종은 친정 선포 이후 기반 형성과 개 정치를 해서 의도 으로 당  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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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서 필자는 19세기 후반 일련의 개 정치 속에서도 당 를 안배

한 인사가 지속되었다는 제 아래 그 구체 인 실상을 악하려 한다. 이것을 

해 먼  �關北官案�에 주목하면서 지방  명단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지방 의 

성분과 임용 배경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關北官案�의 당색 기록은 찬 연

기에 수록되지 않아 악할 수 없었던 인사행정과 당  정치의 구체 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더욱 주목된다.5)5)  

2. �關北官案�의 작성과 지방 의 임용 지표  

1) �關北官案�의 작성과 내용

안은 앙부서  지방 감 에 속한 원의 직과 이름을 은 일종의 명

부이다. 재 승되는 안은 형태와 내용이 다양한데 일반 으로 직 체계와 

품  인원 편재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감  차원에서 속을 

통해 세력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정치행 로서 당  안배는 주목되지 못

했다. 나아가 이 시기를 소수의 노론 벌열 가문을 심으로 정국이 운 된 세도정치기로 

규정하면서 정치 운 에서 당  요소가 약해진 것으로도 평가되었다. 그러나 �關北官案�

에서 확인되는 黨色 기록은 19세기 후반에도 당 가 지속 으로 정치운 에 고려되었음을 

보여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당 의 정치  역할과 그것을 활용한 정치 행 에 주목

하며 ‘당 정치’라는 용어로써 이 시기의 정치사를 해석하고자 한다. 고종 시기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糟谷憲一, 1990 ｢大院君政權の權力構造｣ �東洋史硏究� 49-2, 140-163

면; 은정태, 1998 ｢고종친정 이후 정치체제 개 과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사론� 40, 

159-214면; 안외순, 1996 ｢고종의 기(1864-1873) 외인식 변화와 친정｣ �한국정치학회

보� 30, 247-265면; 김병우, 2001 ｢고종의 친정체제 형성기 정치세력의 동향｣ � 구사학�

63, 109-160면; 장 숙, 2008 ｢고종의 정권운 과 민씨척족의 정치  역할｣ �정신문화연

구� 31, 183-212면; 김성혜, 2009 ｢고종 재  기 강 의 구성(1864-1876)｣ �한국문화�

46, 53-83면; 김성혜, 2010a ｢1873년 고종의 통치권 장악 과정에 한 일고찰｣ � 동문화

연구� 72, 343-389면; 김성혜, 2010b ｢고종 친정 직후 정치  기반 형성과 그 특징(1874 

~1876)｣ �한국근 사연구� 52, 7-48면.

5)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당  정치’라는 용어 사용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김덕헌, 

2019 ｢19세기 후반 당  정치와 당  기록물의 이 성｣ � 동문화연구� 105, 382면, 각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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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해 작성된 다양한 제명의 안도 남아있다.6)6)이 에서 지방 의 

명단을 수록한 지방  안은 지방통치체제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주

목된다. 

통상 으로 앙에서 활용되었던 안에는 임용과 련된 정보를 기록하여 해

당 인물의 官歷에 한 사항을 주기하 고, 그러한 이유로 새로 임용할 원의 

이력을 확인하거나 지방 을 뽑을 때 안은 주요 참고 자료로 자주 활용 되었

다.7)7)각별히 문무 은 이조와 병조에서 안을 작성하여 도목정사에 참고하 는

데 앙에서 견되는 지방 의 임용은 정치  논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앙에

서 작성한 � 안�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근래에 이조와 병조의 승 (承傳)에 한 일로 인하여 들으니, 양 (兩銓)에는 

아직도 정서한 책자가 없다고 한다. 앞으로는 연석의 하교에 따라 이조와 병조의 승

에 해서는 각각 하나씩의 책자를 만들어 안의 와 같이 첨지를 붙이고, 직명

과 성명, 승 한 날짜를 쓰며, 승 한 하교는 산삭(刪削)하여 소주( 註)로 써서 1책

은 내(大內)로 들여서 안궤(官案櫃)에 보 하고, 1책은 이조와 병조에 비치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하라.”8)8)

승정원은 도목정사의 결과를 하부 서에 달하 는데, 의 기사는 이조와 

병조의 承傳은 특별히 안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 할 것을 명시한다. 이때 

6) 재 다양한 형태와 제명의 안이 승되며 기록방식과 기본 정보  분량도 다양하다. 

체계 인 분류와 구분이 어려운데 필자는 국립 앙도서 , 장서각, 규장각에서 검토한 

안을 앙과 지방에 따라 분류하 고 지방은 지방 , 향리, 무임, 노비, 기타 등으로 분류

하 다. 이에 한 것은 부록 참조. 

7) �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17일 己亥 “이번에 특교(特敎)로 인하여 이력에 사용하는 사람

들은 안(官案)의 이름 아래에 모두 주(注)를 달도록 하라”(한국고 종합DB http:// 

db.itkc.or.kr/).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26일 丙午 “벼슬을 제수한 내력이 밝

게 안에 있사오니, 만약에 일일이 성상께서 보시면 진 가 명될 것입니다”; �단종실

록� 권3, 단종 즉 년 9월 27일 丙辰 “  사람을 쓸 때에는 자세하고 신 하게 살핌을 더

하고, 항상 안을 보아서 신의 성명을 알아야 하며” 

8) �일성록� 1785년(정조 9) 9월 16일, �목민심서�에서도 안의 형식을 엿볼 수 있는 

목이 있다. “진력(賑曆)을 안(官案) 양식과 같이 만들어 旗名 ․ 隊名을 책면에 쓰

고 패를 받는 사람의 성명을 따로 종잇조각에 써서 다른 데에 옮겨 붙일 때에 편리하

도록 한다.”(한국고 종합DB http://db.itk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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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첨지에 직명과 성명을 기록하고 승 에 한 註가 기록되는 형식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안에 인사 련 내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9)9)그러나 

의 기사에서 설명하는 형식의 안은 재 승되는 안에서 찾기 어렵다. 

이것은 안을 활용한 연구가 없는 이유와 무 하지 않다. 

�關北官案�은 함경도 지역 24개 군 에 임용된 41명의 지방 과 무반 료의 

명단이 수록된 안이다.10)10)고종 10년(1873) 12월부터 고종 15년(1878) 12월 사

이에 임용된 지방  명단이 있는데, 새로 지방 이 부임할 때마다 첨지에 

어서 � 안�을 보완했다. 따라서 �關北官案�은 1873년 12월부터 1878년 12월 

사이에 기록되어 활용했던 것으로 악된다.  

표지에 지역을 밝힌 것은 사소하지만 요한 단서이다. 통상 감 에서 작성한 

안은 �道內官案�이라는 제명으로 승되며 해당 지명은 속지의 첫 장에 기록

되어 있다. 반면 �關北官案�은 표지에 바로 지역을 명시하고 이어서 직과 이

름을 기록한다. 세부 으로는 상변에는 지역의 지명과 古지명, 한양까지 거리, 

社의 개수 등을 기록했고 하변에는 지역의 元戶, 軍摠, 元田, 折米을 악한 정

보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통상 앙에서 만든 안의 방식이다.  

 9) �세종실록� 권35, 세종 9년 2월 11일 己巳 “지 부터는 추고를 마친 후에 성 의 하등

(殿)․상등( )의 등 을 즉시 곧 아뢰어 올리고 안에 추가 기록시켜 후일의 상고에 

증빙하게 하소서” 한 이  경력도 기록되어 있었다. � 종실록� 권95, 종 36년 5월 

17일 壬寅 “김생해를 안(官案)에서 살펴보았더니, 생원이고 한성부에서 호조로 옮겼는데”

10) 20折37面, 26.6×10.3cm의 문서로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되어 있다(한古朝57-가451). �

북 안�에는 해당 감 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사무 원과 군사업무를 담당하던 무임 명

단도 수록되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방 만 상으로 한다. 함경도는 왕조의 발상지

라는 의미에서 豊沛之鄕으로 불렸지만 실질 인 우 는 거의 없었다. 지리 으로 앙과 

멀리 떨어져 문화 으로도 낙후된 지역이었다. 잦은 란을 겪으면서 극도로 황폐해졌고 

산지가 많고 기온도 낮아 농경에 합하지 않아 주민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군

사  요충지로서 주로 무과 출신 지방 들이 견되던 지역이다. 함경도  서북 지역의 

지리  상황과 인식  지역민의 어려움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강석화, 2000 �조

선후기 함경도와 북방 토의식�, 경세원; 오수창, 2005 ｢19세기  평안도 사회문제에 

한 지방민과 앙 리의 인식과 정책｣ �한국문화� 36, 125-156면; 오수창, 2008 ｢조선시

 평안도 출신 文臣에 한 차별과 通淸｣ �한국문화연구� 15, 45-78면; 강석화, 2016 ｢19

세기 함경도 지역의 還弊와 민의 동요｣ �역사학보� 232, 261-281면; 김백철, 2017 ｢조선

시  咸鏡道 지역사 試論｣ �규장각� 51,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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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와 양안에 기록된 논밭  미 악은 收稅를 한 기본 정보이며 군총

은 함경도 지역의 특성상 변방 방어를 한 요한 정보이다. 이처럼 지방을 통

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악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關北官案�은 앙

의 기 에서 작성한 기록물로 생각된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은 해당 

지방 의 除授 날짜 기록이다. �關北官案�에는 干支와 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승정원일기�의 도목정사가 시행된 月과 일치한다. 즉 이조나 병조에서 

지방 을 결정한 직후 첨지에 견될 지방 의 성명  배경을 기록하면서 임명 

날짜를 명시하 던 것이다. <그림 1>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關北官案�이다.

<그림 1> �關北官案�(국립 앙도서  소장, 한古朝57-가451)

2) �關北官案�의 특징

�關北官案�은 지방 의 임용과 련된 내용을 첨지에 기록하여 덧붙이는 방식

으로 작성했다. 첨지에는 지방 의 이름, 당색, 생년, 제수연월을 기록했고,11)11)이

11) 이름은 籤紙에 기록하여 새로운 지방 이 임용되면 새로 작성하여 기존의 첨지 에 덧

붙 다. 이에 해서는 꾸랑의 에서도 확인된다. “1책, 첩본, 높이 大 4 . 넓이 半 4

. 20장. 많이 기름먹인 종이. 필사본, 紙面의 한 면은 서울에서의 모든 공직인 內案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 여러 가지 제목들은 기름먹인 종이에 쓰여 있고 각각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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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아래에는 부계 8조와 외조, 처부의 이름을 고 이름 에 文, 武, 蔭  최

종 직을 注記하여 첨지를 완성했다.12)12)그러나 재 승되는 안은 부분 

직명과 이름만 기록되었으며 �關北官案�처럼 지방 의 가계 배경까지 상세하

게 기록한 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關北官案�의 특징은 통상 승되는 �道

內官案�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2> �關北官案�과 �道內官案�13)13)

는 공백난이 남겨져 직함자의 이름에 수록된 장방형의 종이를 풀로 붙이게 되어 있다. 

이 이름이 바뀔 때는 장방형의 종이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책의 높이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졌고, 각 장은 33개 제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게 해서 서울에서의 공직의 목록은 

660개를 수록했다. 두 번째 面은 마찬가지 형태로 지방 공직 660개를 수록했다(外案). 모

든 양반 가문은 비슷한 명부를 가지고 서로 조심스럽게 해보곤 한다.” Maurice Courant 

(이희재 옮김), 1994 �韓國書誌�, 일조각, 395면.

12) 개인의 조상을 기록하는 가계 기록 형식으로는 八高祖圖, 十六祖圖, 八世譜, 十世譜, 內外

譜 등이 있다. 官案은 十世譜의 형식으로 十世譜는 에서부터 아래로 11단으로 나뉘어

져 있다. 첫 번째 단은 제자  임용자를 기록한다.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 단까지 8

조까지의 父系 조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10번째 단에는 外祖父가 11번째 단에는 妻父가 

기록되어 있다. 팔세보 가계 기록 양식은 특수집단 가계기록 자료에 나타난다. 이건식, 

2006 ｢韓國 家系記 資料의 家系 데이터 모델에 한 硏究: 藏書閣 소장 자료를 심으

로｣ �장서각� 16, 200-201면. 

13) �道內官案�은 라도 감   道內에 소재하는 각 직임들의 명단을 안으로 1872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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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關北官案�은 첨지에 지방 의 이름과 당색  

가계 배경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반면 �道內官案�에는 상변에 지명과 직명

이  있고, 첨지에 이름과 제수년월, 下直 날짜와 到任 날짜, 그리고 文, 武, 

蔭  품계 등의 내용이 있지만 �關北官案�과 비교할 때 지방 의 개인 인 

배경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關北官案�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것은 당색 

기록이다. 앙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안에 개인의 당색을 명시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임용 련 문건인 안에 당색을 명시했다는 것은 당

색이 임용의 지표로서 고려되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關北官案�의 父系 8조와 外祖, 妻父 기록은 조선사회의 가문의 세와 그 지

속성의  다른 표 이다. 혼인을 통한 인  네트워크 형성은 가문의 세를 높

이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조선왕조의 문화를 드러낸다. 특히 家格은 과거에 제

하지 못한 이들도 유력한 벌열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다. �關北官案�이 八世譜의 형식으로 가계 배경을 기록하며 부계 조상의 

출사로와 직명까지 명시한 것은 지방 의 임용의 합성과 동시에 배타 인 

19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운 의 일면을 보여 다.14)14)지방 의 출신 가계와 부계 

조상  외조와 처부의 력은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첨지에 기록하여 보완했

다. 이것을 가계도 형식으로 작성하여 력을 추 하면 19세기 후반 특정 가문

을 심으로 권력이 지속된 양상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종 9)부터 1875년(고종 12)까지 지방 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

장(奎 27370).  

14) 차장섭은 조선후기 벌열을 악하는 기본 단 인 가문의 최소한의 범 를 父, 祖, 曾祖의 

3世代로 본다. 그러나 �關北官案�에서는 이를 넘어서 8祖와 外祖, 妻父까지 악하고 있

다. 차장섭, 1997 �조선후기 벌열연구�, 일조각, 29면. 조선사회의 혼인의 정치사회  의

미와 계승에 한 이해에는 도이힐러의 연구가 각별히 도움이 된다.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옮김), 2013 �한국의 유교화 과정�, 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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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부 李敏靖(武科)  

<그림 3> �關北官案� 內 지방 의 출신 배경에 한 수록 양식

<그림 3>은 경원부사로 임용되었던 具駿鉉의 사례이다. 능성구씨는 조선후기 

표 인 무반 벌열 가문이다. 첨지에도 무반 가문으로서의 상을 드러내는 기

록이 남아 있다. 로 무과 제자를 배출했으며 종2품 병마 도사와 추부

사를 배출한 무반 벌열 가문임을 명시해놓았다. 첨지에 선 의 과거 이력과 

직을 기록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벌열여부를 단하는 기 이 되

며, 특히 4祖 내에 자의 유무는 직 임용에 각별히 향을 미쳤던 요소이

기 때문이다.15)15)가문의 배경을 시했음은 1866년(고종 3) 6월 執義 金炳翊의 

상소도 뒷받침한다. 

“음로(蔭路)를 통하여 처음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세가(世家)들이 직에 진출하

는 첫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가감역 을 지낸 박 찬(朴榮瓚)은 먼 지방의 미천한 

신분이고  이미 체직시켰으므로 그 로 내버려 두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의 망단자(望單子)는 폐기하여 시행치 말아야 하며 해당 (銓

官)은 진상을 조사하여 추고해야지 그 로 놓아두어서는 로 안 됩니다.”16)16)

15) 차장섭의 벌열 연구에 의하면 벌열형성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官人的 기반이다. 한 가문

이 몇 명의 인을 배출했으며 어느 정도 지 에 있는 직자를 배출했느냐는 가장 요

한 요인이다. 특히 3세  이상에 걸쳐서 각 세 마다 당상  이상의 인을 배출하면서 

父, 祖, 曾祖 가운데 1인이 당상  이상의 인일 때, 그 가문은 벌열로 분류된다. 차장섭, 

앞의 책,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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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익은 배경을 갖지 못한 이들이 천거된 것을 비난하면서 蔭路를 통해 계

에 진입하는 것은 世家의 당연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17)17)�실록�에도 朴

榮瓚이 어떤 경로로 가감역에 임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계나 이력도 확

인되지 않는다. 임용에 문벌과 가문이 고려된 사실이 �실록�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오래 의 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문벌과 가문이 한미하다는 이

유로 遞差되거나 직되었던 사례는 19세기 후반에도 이어진 것이다.18)18) 지방  

임용은 문벌과 가문, 外系 등의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었다. 이조에

서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關北官案�은 그 구체 인 사례의 하나인데, 여기에 

수록된 지방 을 출신당 와 성분에 따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19)  

<표 1> �關北官案�에 수록된 지방  분석

16) �고종실록� 권3, 고종 3년 6월 11일 戊戌.

17) 世家는 가문의 지속 이고 세습 인 면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조선후기 집

권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용어가 복합 으로 사용되는데, 차장섭은 이들 용어의 

뜻이 동소이하지만 로 벼슬을 하면서 정치  사회  특권을 자손에게 세습하는 가문

을 나타내는 집단 개념의 용어로 閥閱이 가장 하다고 본다. 차장섭, 앞의 책, 17-21면. 

18)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16일 丁丑 “선  최 (崔澶)은 문벌이 한미하여 시

의 선(重選)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체차하소서”; �선조실록� 권128, 선조 33년 8월 27

일 丁酉 “兼宣傳官 임경문(林慶門)은 가문이 비천한데 그가 있는 고을은 호강(豪强)하

여 무변의 청선(淸選)에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 직 를 면하소서”; �선조실록� 권

131, 선조 33년 11월 23일 癸亥 “김천석의 외계(外系)가 미천하다는 것은 온 고을에 논

의가 다했고 처음 선 에 제수되던 날에 본청에서 한 벼슬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19) �關北官案�에 벌열 여부, 본 , 거주지 기록은 없다. 이에 한 내역은 �문과방목�, �무보�, 

�음안� 등을 참고하 고 �승정원일기� 등과도 교차 검하 다. ‘벌열’은 차장섭의 �조선

후기 벌열연구�에 수록된 벌열가계를 참고하여 벌열여부를 단하 고, �무보�의 경우 

필자가 장서각 아카이 에서 제공하는 본을 활용하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과 

제자 에서도 통 무반가계 출신이 아니면 무보에 수록될 수 없었다. 장필기, 1998 ｢조

선후기 �무보�의 자료  검토｣ �조선시 사학보� 7, 155면. 

당색 이름 벌열 본 거주지 제년도  初職 지역 임용 날짜 거

노론

李時夏 벌열 주 永同 ○ 1843년 文科 북청 1878.10 문과방목

金直淵 벌열 청풍 廣州 ○ 1846년 文科 부령 1878.6 문과방목

趙秉稷 벌열 양주 廣州 ○ 1863년 文科 북청 1876.4 문과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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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右 ․ 안동 ․ △ 1857년 參奉 함흥 1877.1 蔭案

鄭善始 ․ 온양 ․ △ 1859년 假監役 경성 1876.7 蔭案

李在敬 벌열 용인 ․ 종성 1878.2 文蔭譜

李秉武 ․ 주 ․
● 1846년 庭試 

1862년 宣傳官
온성 1876.5 武譜

鄭志鎔 벌열(무반) 연일 ․
● 1848년 增廣 

1848년 宣傳官
부령 1877.1 武譜

韓用昇 벌열(무반) 청주 ․
● 1850년 增廣

1856년 果
삼수 1876.7 武譜

洪圭 벌열(무반) 남양 ․
● 1851년 庭試 

1857년 宣傳官
길주 1878.9 武譜

徐珩淳 벌열(무반) 구 ․
● 1852년 式年 

1854년 守門
경흥 1876.12 武譜

李昌權 벌열(무반) 덕수 ․
● 1860년 庭試

1867년 宣傳官
명천 1878.10 武譜

李文欽 벌열(무반) 경주 ․
● 1862년 庭試

1862년 宣傳官
장진 1877.6 武譜

韓圭稷 벌열(무반) 청주 한양
● 1864년 南行 

1864년 宣傳官
길주 1877.5 武譜

李正弼 ․ 주 ․ ● 1866년 武科 문천 1878.1 진신무보

具永植 벌열(무반) 능성 ․
● 1867년 式年 

1867년 公事官
무산 1875.12 武譜

金翼濟 벌열(무반) 경주 ․
● 1871년 聖

1872년 宣傳官
단천 1876.7 武譜

閔泳國 벌열 여흥 ․
● 1873년 南行

1873년 部
단천 1878.10 武譜

申鳳均 벌열(무반) 평산 ․
● 1852년 武科

1876년 部
명천 1877.6 武譜

소론

李容佐 ․ 여주 수원 ○ 1845년 文科 안변 1876.7 문과방목

尹成鎭 벌열 평 한양 ○ 1860년 文科 종성 1877.6 문과방목

金昌熙 벌열 경주 한양 ○ 1864년 文科 흥 1876.1
蔭案

문과방목

李敎昌 벌열 의 한양
● 1848년 增廣 

1847년 別軍
회령 1878.2 武譜

吳憲秀 벌열(무반) 해주 ․ △ 1862년 參奉 고원 1873.12 蔭案

鄭斗源 벌열(무반) 연일 ․
● 1836년 庭試 

1842년 備
회령 1876.4 武譜

具駿鉉 벌열(무반) 능성 ․
● 1846년 式年 

1851년 宣傳官
경원 1877.9 武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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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 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지칭한다. ○는 文科, ●는 武科, △는 蔭敍이다. 

<표 1>은 �關北官案�에 수록된 지방 의 배경을 당색  벌열 등의 항목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당색별로 노론 19명, 소론 9명, 남인 1명, 북인 4명, 미기재 8

명으로 노론 출신 지방 이 더 많이 임용되었다. 벌열 가문에 속하는 지방 은 

22명으로 고종 친정 기 임용자는 조선시  지속 으로 인을 배출한 가문에 

의해 권력이 독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20)20) 

20) 벌열 여부는 차장섭의 �조선후기벌열연구�와 장필기의 ｢조선후기 무반가계의 구성과 벌

열화｣를 검토하여 활용하 다. 벌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19명도 새로운 가문 출신이라

기보다 벌열 가문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李敎七 벌열(무반) 의 ․
● 1848년 增廣

1856년 備
덕원 1876.7 武譜

具然承 벌열(무반) 능성 ․
● 1852년 式年

1854년 守門
갑산 1876.12 武譜

남인
張啓煥 벌열(무반) 인동 ․

● 1855년 庭試

1867년 武兼
이원 1874.7 武譜

柳進徽 벌열 풍산 안동 △ 1869년 參奉 고원 1878.12 蔭案

북인

任應準 벌열 풍천 한양 ○ 1848년 文科 경흥 1877.12 문과방목

朴孝容 벌열(무반) 양 ․ △ 1865년 參奉 문천 1874.12 蔭案

朴宗秉 벌열(무반) 양 ․
● 1862년 庭試

1866년 宣傳官
홍원 1877.6 武譜

柳曦東 벌열(무반) 진주 ․
● 1866년 聖

1869년 部
삼수 1878.10 武譜

南俊熙 벌열(무반) 의령 ․
● 1871년 聖

1871년 宣傳官
정평 1876.윤5 武譜

미기재

吳尙鉉 ․ 보성 靑安 ○ 1852년 文科 흥 1878.12 문과방목

張佑軫 벌열(무반) 인동 ․
● 1837년 式年

1862년 守門
이원 1878.12 武譜

鄭泰源 벌열(무반) 연일 ․
● 1855년 式年 

1858년 守門
무산 1878.3 武譜

趙載觀 벌열(무반) 평양 ․
● 1864년 南行 

1864년 宣傳官
온성 1878.12 武譜

權鍾悳 ․ 안동 ․
● 1866년 聖 

1867년 宣傳官
무산 1878.12 武譜

金鴻求 ․ 안동 ․
● 1872년 庭試

1871년 別軍
덕원 1878.12 武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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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 24개 군 에 임용된 지방  41명  문과 출신은 9명이며, 그  2명

은 음 으로 진출했으나 이후 문과에 제하 다. 무과 출신이 27명으로 �關北

官案�에 많은 비 을 차지하는데 沿邊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무과 출신 지

방 이 많이 견되었기 때문이다.21)21)그 지만 조선후기로 갈수록 무과 제자가 

증가하면서 이 까지 문과  음  출신 지방 이 견되던 지역에 무과 출신을 

견하는 사례가 증가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무과 출신 27명  12명이 입

사로 선 에 임명된 사실이 주목된다. 선 은 무반 청요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례 으나 천거를 통해 임용되기도 했으며 임기가 차기 에 지

방 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 무 들에게는 선망의 상이었다.22)22)  다른 요직인 

별군직과 부장 4명까지 포함하면 16명이 입사로 청요직에 임용된 셈이다. 

19세기 후반 무과 합격자의 격한 증가를 고려할 때 입사로 선 , 별군

직에 임용되는 이들이 특히 많은 것은 주목된다. 무반직의 주요 요직은 주로 宣

薦을 통해 자기 가문 출신자들을 선 에 추천했기에 배경에 없는 이들이 선

에 임용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23)23)41명의 지방 은 가문별로 연일정씨, 능성구

씨가 3명, 안동김씨, 경주김씨, 청주한씨, 의이씨, 주이씨, 양박씨, 인동장

씨가 각각 2명이다. 이들은 조선후기 무반 벌열 가계를 표하는 가계로써 선

을 많이 배출했다.24)24)19세기 후반 무과 제자를 지속 으로 배출하고 를 

21) 함경도는 평안도와 함께 표 인 상무지향으로 꼽히는 곳이다. 정부의 시책으로 함경도 

지역의 문풍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도 있었지만 19세기 함경도에 한 앙정부의 정

책은 무사층 주로 복귀하 다. 강석화, 1996 ｢조선후기 확 된 토의식과 북방지역 18

세기 함경도지역의 개발과 사족｣ �역사비평� 37, 366-378면. 

22) 당시 선 과 부장 등 무반 청요직에 임명된 이들은 부분 서울에 거주하는 문벌 출신

이었고, 이들은 임기가 만료되기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능성 구씨 가계의 경우 선

에 24명, 국왕의 친 조직인 별군직에 9명을 올렸고 장의 지 에 오른 인물을 기

록한 �登壇 �에 10명을 등단시켰다. 이처럼 무반직을 세습하면서 훈무세가로서 무반 벌

열의 지 를 유지했다. 차장섭, 2006 ｢능성 구씨 족보의 간행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22, 

308면. 

23) �선조실록� 권176, 선조 37년 7월 12일 辛酉 “선  벼슬은 무변(武 )의 극선(極選)이

므로 부터 반드시 문벌과 명망이 드러난 자를 선택하여 시 (侍衛)하게 했는데, 근래 무

겸선  가운데 문벌이 미천한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으며 노쇠한 자도 있습니다.”

24) 차장섭의 연구에 의하면 선 을 배출한 가문은 37성 79 으로 741명에 달한다. 이  

체 평균치 10명 이상을 배출한 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이씨 97명, 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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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  무 을 배출한 가계를 심으로 벌열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들은  

�武譜�에 유력 가문 출신자들의 계보를 정리하며 권력을 결집했는데 �關北官案�

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25)25) 

함경도 지역에 견된 수령  무과를 통해 입사한 이들은 조선후기 무반 벌

열가문 출신이다. 이들은 무과 제자를 지속 으로 배출했고 특히 병사, 수사, 

방어사, 통제사 등 서반 당상 을 꾸 히 배출해왔다. 가계 내에 무과 제자나 

뚜렷한 이력을 가진 선 가 없는 경우는 본인만 무과에 제하 고, 가문 구성

원은 주로 음서 출신이 많거나 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무과 제자를 배출

한 가문으로 볼 수 있다. 

�關北官案�에 수록된 지방   蔭職으로 계에 진출한 이들은 모두 5명이

다. 안동 김씨 金炳右(老), 온양 정씨 鄭善始(老), 해주 오씨 吳憲秀( ), 풍산 

류씨 柳進徽(南), 양 박씨 朴孝容(北)으로 모두 당색을 띠고 있다. 안동 김씨

는 �蔭案�에 96명, 온양 정씨는 13명, 해주 오씨는 16명, 양 박씨는 24명, 풍산 

류씨는 1명이다. �蔭案�에 등재된 이가 10명 이내인 본 이 체의 51%임을 고

려할 때, 어도 10명 이상이 �蔭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가문

도 조선후기 벌열 가문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26)26)지 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북지방에 임용된 지방 의 당색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덕수이씨 50명, 평양조씨 43명, 평산신씨 38명, 연일정씨 28명, 능성구씨 24명, 진주류

씨 23명, 해주오씨․청송심씨․여흥민씨 20명, 함안윤씨․수원백씨 19명, 경주이씨 18명, 

안동김씨 16명, 양천허씨 14명, 구서씨 13명, 함평이씨․청주한씨․풍천임씨 12명, 

산김씨․의령남씨 10명이다. 이들이 체의 76.5%에 속하며 조선후기 주요 무반 가문이

다. 차장섭, 앞의 논문, 270면.

25) 장필기에 의하면 무과 제자  장원 제자 부분이 특정한 세습 무반가문 출신이다. 

�무보� 등재자 3,743명  장원 제자는 70명이다. 이들은 주로 주 이씨, 덕수 이씨, 

의 이씨, 능성 구씨, 해주 오씨, 원주 원씨, 남양 홍씨, 평산 신씨, 수원 백씨, 안동 김씨, 

진주 류씨, 연일 정씨 등으로 특정 무반 가계에 집 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이 �關北官案�

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고 있음은 각별히 주목된다. 장필기, 2002 ｢조선후기 무반가계의 

구성과 벌열화｣ �민족문화논총� 25, 148면. 

26) 다음 표는 한국학 앙연구원에 소장된 �蔭案�을 활용하여 본 별로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224·한국문화 85

<그림 4> �關北官案� 지방 의 당색별 임용 비율

고종 친정 기 함경도에 견된 수령은 당색별로는 노론이 반 정도를 유

하고 있으며 원군 집권기에 용되었던 남인은 1명에 불과하다. 노론과 남인

의 극명한 조는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직후 친 원군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

서 단행된 앙의 인사 동향이 함경도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진행되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함경도 지방  인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무과 출신 지방 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무과 출신 27명 에서 21명이 무반벌열 가문 출

신이라는 은 19세기 후반 무반 벌열 가문의 두드러진 외 직 진출 상황을 보

여 과 동시에 함경도 지역의 특수성도 보여주고 있다.

3. 고종의 정치 개 과 당  안배

1873년 11월 고종은 친정을 선포하고 친군주 세력을 형성하여 권력을 집 시

키면서 국정 운 을 강화해갔다.27)27)친정 선포 이후 당면한 문제는 친 원군 세

력 처리 문제 는데 반 원군 세력이며 고종을 지지하 던 이들은 친 원군 세

력의 교체를 요구하며 이들의 정치  향력을 축시키기 한 상소를 올린다. 

원군의 입지가 약화되는 분 기는 고종으로 하여  정치세력 교체를 단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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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분 기를 만들었다.28)28)특히 원군에 의해 임용된 지방 을 자신의 세

력으로 교체하는 일은 고종의 통치권 장악에 있어 요한 요소 다. 

원군은 지방재정 확보와 권력기반을 확 하기 하여 지방에 자신의 인물을 

임용하 다.29)29)고종은 즉 와 더불어 으로 지방 을 교체했는데 이것은 

원군 세력을 억제하고 효율 인 통치기반을 다지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된

다.30)30)다음 <그림 5>는 �關北官案� 지방 의 당색별 비율과 고종 등극 직후 1864

년 12월 27일 �승정원일기( )�에서 확인되는 지방  당색 비율의 비교이다.31)31) 

    

蔭案 수록인원 본 비율 蔭案 수록인원 본 비율

10이하 58 51% 50 ~ 60 2 1.8%

10 ~ 20 18 16% 60 ~ 70 3 2.6%

20 ~ 30 10 8.7% 70 ~ 90 3 2.6%

30 ~ 40 10 8.7% 90 ~ 100 1 0.8%

40 ~ 50 8 7% 200 이상 1 0.8%

    �蔭案�(한국학 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K2-575) 

27) 원군은 내외 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응하여 지방사회를 보다 철 하게 악하

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도도 제작한다. 1872년 군 지도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

조. 김성희, 2014 ｢1872년 군 지도의 소장 황과 장황형태｣ �규장각� 46, 149-174면; 문

상명, 2016 ｢�1872년 지방지도�에 나타나는 조선 후기 지역사회의 특수성｣ �열상고 연

구� 50, 173-221면.

28) �承政院日記� 2795책 고종 10년 11월 12일(丁巳) 좌통례 장호근의 상소; 11월 14일(己

未) 오경리의 상소. 특히 오경리는 고종 친정 선포 이후 久任된 지방 과 방백의 폐단을 

언 하며 이들에 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원군 정권에 한 비 과 상소에 한 

구체 인 연구는 김성혜, 2010a 앞의 논문 참조.

29) 원군은 지방에 철 히 친 원군계 인물을 배치하 다. 특히 라도와 경상도는 상당기

간 동안 임기를 연장시켜 주기도 하 다. 이  라감사 이호 은 4년간, 경상감사 김세

호는 6년간 재직하 다. 이 과정에서 남 남인은 원군의 정치  기반이 되었다. 김병

우, 2001 ｢고종의 친정체제 형성기 정치세력의 동향｣ � 구사학� 63, 각주 53), 130) 참조. 

30) 이를 반 하듯이 고종 10년 12월에는 정규 인 인사(大政)이외에도 여러 차례 정사가 단

행되었다. 이는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이후 정치 세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단 으로 

드러낸다. �承政院日記� 2684책 고종 1년 12월 2일, 6일, 25일, 27일.

31) 1864년(고종 1) 12월 27일 �승정원일기( )�의 지방  임용 기록과 당색별 황은 다음

의 연구 참조. 김덕헌, 앞의 논문, 386-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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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군집권기와 고종 친정 기 당 별 비율(%)

<그림 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원군집권기와 고종 친정 선포 이후 시기 지

방  임용자의 당색 비율에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 원군집권기 당시 남인과 

북인의 등용이 각별히 주목되었다면,32)32)고종 친정 선포 이후 지방  임용자 

에는 노론이 거의 반을 하고 남인은 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원군에 

의해서 등용되었던 남인 출신 재상과 고 직 역임자들이 고종 친정 선포 이후 

교체되었기 때문이다.33)33) 

각별히 1873년 이후 지방  임용의 변화를 보여주는 �關北官案�은 다음과 같

은 상소와 결코 무 하지 않았다. 부사과 권인성은 治國平天下의 방도를 아뢰면

서 인재가 부족한 실의 원인으로 문벌이 우선되고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32) 원군 집권기 데이터는 고려 학교 도서  소장 �승정원일기( )�의 기사를 통해 추출

한 것이다. 1864년 12월 27일 정사 기록을 수록한 고에는 18곳의 지방 과 8곳의 능참

이 임용자 명단이 수록되어있다. 지역 으로는 積城, 金浦, 恩津, 提川, 熙川, 郭山, 報

恩, 懷德, 金化, 知禮, 德源, 吉州, 三和, 甲山, 長淵, 寧海, 延安, 龍岡으로 국 인 분포를 

보인다. 

33) 1872년 12월, 1873년 4월 민규호를 도승지에 임용했고, 1873년 7월에는 풍양조씨 조 하

를 도승지에 임명했다. 그해 10월 산김씨 김보 을 도승지에 임명했다.  1872년 10월

에는 민치상을 강로의 후임으로 병조 서에 임명했다. 김성혜, 앞의 논문, 351-353면 참

조. 이밖에도 고종 친정 직후 의정으로 활동한 이들은 경주이씨 이유원( ), 반남박씨 박

규수(老), 주이씨 이최응(종친), 안동김씨 김병국(老)이다. 김성혜, 2010b 앞의 논문,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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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을 언 한다. 특히 지방 제도의 요성을 언 하며 재 지방 들은 薦主

가 있어서 례 로 벼슬길에 이름이 올라 지방 으로 나아가는 사례를 언 하

며 지방 제도의 공정함과 지방 의 검열에 해서 아뢰고 있다.34)34)이 상소에는 

원군에 의해 임용에 불리한 을 받았던 이들의 불만과 고종 친정 선포 이

후 상황 변화를 꾀하는 의도도 반 되어 있다. 요컨  � 북 안�에는 원군의 

정치  향력을 상쇄하기 한 의도로 지방 을 교체하고자 했던 고종의 정치

 선택도 작용한 것이다. 

친정 선포 당시부터 고종은 친 원군 세력의 공공연한 도 을 받았는데,35)35)이

러한 정치  분 기는 원군 집권기와 다른 당  안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물론 <그림 4>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친정 선포 이후 노

론 지방 의 증가 추세에는 고종이 자신의 추  세력이었던 노론을 배려한 정치

 안배도 작용하고 있다. 1874년에서 1876년 사이에 이조 서와 병조 서에 남

인과 북인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이는 고종이 이조와 병조를 장악하는 한

편 원군에 의해 용된 세력을 권력의 심에서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36)36) 

�關北官案�의 지방 은 부분 친정 선포 이후 통치권을 장악한 1876년 이후 

임용되었다. 앙의 주요 서와 의정을 교체한 고종은 지방  교체를 통해 지

방 통치를 안정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지역에 포진해있던 원군 세력의 제거에도 

향력을 행사해야 했다. 이는 1874년 암행어사 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34) �承政院日記� 2788책 고종 10년 5월 7일 甲申.

35) 고종의 군주권 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고. 김성혜, 2010c ｢고종시  군주권 

에 한 일고찰｣ �한국문화연구� 18, 125-166면.

36) 이조와 병조 서에 남인과 북인이 배제되고 있는 상은 주목된다. 1876년~1878년 사

이에 함경도에 견된 지방 의 당색별 인원은 노론 18명, 소론 9명, 남인 2명, 북인 4명

이다. 이조, 병조 서에 남인과 북인이 임용되지 않은 1876년 이후 함경도 지방  에

서 남인과 북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문무 의 인사를 담당했던 이조와 

병조 서의 당색과 결코 무 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김성혜는 친정 선포 이후 정치

 기반이 되었던 6조 서를 이름, 본 , 당색 별로 악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권

력의 심인 이조, 호조, 병조 서에는 특정 가문의 인물이 집 으로 임명되고 있으며, 

3조 서에 남인과 북인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다. 김성혜는 그 이유를 

고종이 원군에 의해 용된 남인과 북인을 권력 심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다. 이에 해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조. 김성혜, 2010b 앞의 논문, 17-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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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종은 암행어사 견으로 지방 을 견제하고 지방통제를 강화하고자 하

다. 여기에는 친 원군 세력의 견제의 성격도 있다.37)37)1873년 12월 이후 지방  

임용 기록을 수록한 �關北官案�도 고종의 지방  견제의 실상을 보여 다고 생

각된다. 함경도에서 노론 지방 이 증가 추세인 것은 고종이 노론을 심으로 

정계를 개편하면서 원군에 의해 임용되었던 남인과 북인 등이 교체되어 나가

는 사례를 보여 다.

마지막으로 고종시기 �關北官案�의 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당색과 가계 

배경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이다. 거의 외 없이 지방 의 배경을 기록하면서 

왜 특정 인물에 해서는 이력을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 한 개인에 한 내용이 

충실할수록 개인의 명망과 임용의 정당성, 사회  세 등이 높아질 것임을 염

두에 두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사례는 주목된다. 통상 으로 당색은 양반됨

의 상징이며, 부분의 유력한 양반 가문은 특정한 당색을 표방했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다음 <그림 6>은 당색 기록이 없는 이들의 사례이다. 

<그림 6> � 북 안�의 지방   당색 기재가 없는 사례

37) 한철호, 1998 ｢고종 친정 (1874) 암행어사 견과 그 활동: 지방  징치를 심으로｣  

�사학지� 31, 193-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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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색 기록이 생략된 이유에 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4色 당 에 

속하는 이들과 구분하려는 정치  의도이다. 19세기 후반 사회  이동이 증가하

면서 지속 으로 제자를 배출하지 않았거나, 가문의 배경이 분명하지 않던 이

들도 계에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것이 기존 양반 세계의 질서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들과의 구별 짓기 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로 특정 당색을 표방하고 지속 으로 직자를 배출한 가문과 

구분하기 해 당색과 가계 배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사회  

이동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非양반 계층의 진출은 거의 불가능했고 다수의 알

려진 양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 가계의 세를 드러내려 했을 것이기에 당

색이 없던 양반의 계 진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조선시 에 무나 잘 알려진 가문이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

성이다. 양반 사회 내에서는 상 방의 가문과 부계 조상, 거주지, 본  등을 인

지하는 것은 상식과도 같았다. 특히 조선후기 벌열 가문 출신은 굳이 당색을 표

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 안�의 작성자도 유력 가문 출신자에 해서는 

당색과 가계 배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關北官案�에서 당색 기록이 락된 이들은 8명이다. 이들  필자는 2명의 

당색을 �南譜�와 �北譜�를 통해 확인하 고 柳進徽는 南人, 柳曦東은 北人임을 

확인하 다. � 안�에는 당색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당 보에서 당색을 확인함으

로써 지방 에 임용된 이들  당색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은 설득력이 부족함을 

확인하 다. 오히려 정치, 사회 으로 유력한 벌열 가문이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이것은 류진휘의 사례 분석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그림 7>은 �萬家譜�를 통해 추출한 류진휘의 가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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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柳進徽 가계도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류진휘는 바로 류성룡의 직계 후손이다. 하회 류

씨는 안동을 기반으로 한 표 인 조선후기 벌열가문으로 조선시  남 남인

을 표한다. �만가보�에는 류진휘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蔭案�에는 

류진휘의 가계 배경과 련해서 ‘故都正奎曾孫’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奎의 

이력은 찬사료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만가보�에서 그 이름이 확인된다.38)38) 

숙종 20년 갑술환국 이후 남인들은 권력에서 철 하게 소외되었고, 특히 안동 

김씨 등 서울의 노론 유력 가문들이 권력을 독 하던 19세기 반 세도정치 하

에서 남인이 직에 오르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다. 그러던  원군 집권기

에 柳厚祚가 재상 반열에 올라 류성룡 이후 270여 년 만에 재상을 배출한 사실

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류후조가 재상이 되었다는 것은 안동을 거 으로 한 

남인들에게 좋은 기회 다. 

이에 앞서 류진휘와 비슷한 시기의 인물로 柳進翰은 철종 에 승지를 역임했

고, 柳致睦은 문과 제 후 사간, 승지, 김해 부사 등을, 柳進翼은 음 으로 계

에 진출하여 감을 역임하는 등 조선후기 남인으로서 두드러진 가세 성장을 보

다. 이와 같은 뚜렷한 정치  진출로 인해 풍산류씨 가계의 당색이 알려졌음

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878년(고종 15) � 북 안�에 류진휘의 당색과 가

계 기록이 없는 것은 안동에 거주하는 남인계 풍산 류씨가 당시 구에게나 알

38) 하지만 이후 제자나 직자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후손의 기록이 없다. 그 지

만 분명한 것은 奎의 증손이며, 류성용의 후손이라는 사실이다. 

成龍 袽 元之 宜河 後常 聖和 澐 宗春 相祚 進翼

進翰

師春 台佐 祈睦

奭祚 進明

喆祚 章睦

友睦

奎 ○○ ○○ 進徽

聖三 澤

聖民 湸 程春 憲祚 致睦

聖魯 潑 春 厚祚 疇睦

重河 後章

萬河



고종 친정 초기 지방관 임용과 당파 정치·231

려진 유력가문이란 사실과 무 하지 않다. 

�關北官案�의 당색 기록은 고종 친정 선포 이후 당  정치의 실제를 보여 과 

동시에 19세기 후반 인 사회의 당색 인식의 실상을 드러낸다. 이 시기 지방

제도의 실제를 보여주는 �關北官案�은 앙의 주요 정치세력 악을 통해서만 

설명되었던 고종시기 정치세력 구성을 지방 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 

시기에 어들면서 당색 기록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음

을 보여 다.  

4. 맺음말

조선왕조는 330개 군 에 수령을 견하여 지방을 통치했고 수령은 지방 행정 

단 의 최고 권력자로서 각별한 상이 있었다. 지방 의 역할과 역량은 개인

인 업무 성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통치 이념과 앙의 개  정치를 지

방사회에 구 하는 것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지방  임용에 

각별한 심을 기울 고, 국 각 읍지에 수록된 안( 는 선생안)은 지방 의 

상과 임용 실태를 보여주는 요한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 에서 이 연구에서는 함경도를 단 로 하는 �關北官案�의 지방

 임용 사례에 주목하 다. �關北官案�은 지방  임용자와 련하여 첨지에 소

속 당 와 가계 배경을 기록하 는데, 이러한 내용은 정치  역학 계와 인사를 

둘러싼 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식 안에 기록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關北官案�의 당색  가계 배경 기록은 앙에서 지방 을 임용할 때 

당색과 출신 가계를 악하 고 당 를 안배하여 지방 을 임용했음을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다. 

필자는 19세기 후반 당  정치를 악하려는 거시 인 작업의 일환으로 먼  

당  기록물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그 후속 연구로 지방  임용에도 당 를 안

배한 정치행 가 있었음을 구체  사례로 입증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는 �關北

官案�에 수록된 지방 의 성분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고종 시기 정치 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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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하 고, 특히 친정을 선포한 이후 함경도 지방  

임용 실태를 보여주는 �關北官案�의 당색 황은 당  정치의 모습을 구체 으

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 정치사를 재조명하게 되었는데, 간

략하게 이 연구의 의미와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종은 친정 기 원군 세력을 제거하고 개  정치를 시행하면서 권

력 기반을 형성하 는데, �關北官案�은 앙에서 행해진 고종의 당  정치가 지

역에서 어떻게 구 되었는지 함경도를 사례로 하여 보여 다. 이 시기 함경도 

지방   노론의 비율이 높아지고 남인의 향력은 약화되어 가는데, 고종이 

지방에서도 통치력을 장악하기 하여 수령 임용에도 당색을 안배하 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19세기 후반 정치 운 에서 당 의 향력은 지속되었다. 통상 으로 고

종 시기를 세도정치기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서 19세기 후반 당 주의가 약해지

거나 사라진 것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특정 정치세력에만 주목했고 당 를 안배

하며 권력집단을 형성한 정치 행 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지만 �關

北官案�의 당색 기록은 19세기 후반 4색 당 에 속한 이들이 수령으로서 권력을 

지속했음을 보여 다. 

셋째, �關北官案�에는 당색 기록이 드러나지 않아 당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지방 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류진휘의 사례로 유력한 벌열 가문에 속한 

지방 일 경우 이미 당색이 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당색을 기록하지 않

았을 것이라고 해석하 다. 필자는 이와 련하여 19세기 후반 경상도를 단 로 

하는 �道內官案�에서 당색이 기록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했다. 아직 추론 단계이

지만,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지역 사회에서 당색을 인식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문화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 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주제어 : 벌열, 고종, 지방 , 당 , 정치, 정책

투고일(2019. 2. 13),  심사시작일(2019. 2. 22),  심사완료일(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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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and Politics on Personnel Administration

- A Case Study of Local official north-east area in the 19th century -

39)

Kim deok heon *

This study reveals that the faction arrangement worked on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local officials of the King Kojong's period through the north-east area's local 

officials, which shows the faction politics and policies.

King declared direct rule and tried to eliminate the political group that were the base 

of Daewongun, which explicitly excluded the political group that Daewongun exercies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ion.

However, the faction politics of King has hardly been discussed so far. So why has 

this policy not been noticed so far, and What kind of faction politics played and what 

was the specifics? 

Until now, researchers have figured out the period of King Kojong in the framework 

of the Sedo politics, and understood that the influence of the faction was weakened. In 

addition, there were not many data showing specific case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n 

consideration of factions.

However, the north-east area's register of officials to be examined in this study 

specifies local officials's faction and families of origin in relation to local officials.

It is presumed that the register of officials were made by the government, it is 

difficult to preserve which has recorded the official's faction and their families records. 

At that time, the fact that the family members and the factions were important indicators 

of the appointment were all recognized, but it should never have been officially 

revealed. Therefore, this study will focus on such records and discuss the faction politics 

in the appointment of local officials in north-east area.

First of all,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egister of officials, and then 

* Professor, Faculty of Humanities Liberal Art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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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d the data such as the mu-bo(武譜), and the um-an(蔭案)  in relation to the 

history of local officials to identify the complex background surrounding local officials 

employees. It is presumed that there was a complicated policies in the appointment of 

office, but this is not revealed in the officially.

In the register of officials which was not noted in the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re was a faction appointment in the office in the 19th century. Therefore, this register 

of official is an important source to understand of faction politics and policies of King.

The study could be a new starting point for discussing political history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late 19th century by capturing the faction politics which was revealed 

through the case of the register of official.

Key Words : Aristocratic(閥閱), Kingship, Local official, Faction, Politic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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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소장처별 안 내역

① 국립 앙도서 (30건)

   앙 부서 안 : 3건

   지방 안 27건 : 지방 (5건), 향리(8건), 무임(6건), 노비(2건), 기타(6건)

자료명 청구기호 연도 내용

官案

한古朝57-가474 1882년 향리와 직에 동원 가능한 이들의 명부

古6022-136-230 미상 앙  외 직의 직명과 작 품질 

古636-2-217 1833년 8도에 견된 지방  명단

古朝57-가824 1889년 臨陂縣 호장, 이방  노

古朝57-가823 1863~1907년 內外職員總數, 부처와 직명

한古朝31-51 미상 앙 부서와 하  부서의 직 황

한古朝57-가911 1863~1907년 종친부 이하 아문의 치와 품계 등

古6022-243 20세기 국팔도 각 지방 명단 수록 

한貴古朝31-213 哲宗年間 경 직  외 직의 청의 품질, 연

鎭吏通引官案 한古朝32-7 1890년 이방, 鎭吏, 通引 명단 수록

營人吏官案 한古朝57-가475 미상 기 , 通引 명단

營吏官案 한古朝57-가480 미상 기 , 通引, 啓書의 명단과 본

八吏 童使令官案 한古朝31-409 미상 호장, 부호장, 이하 사령 명단

各面元主人官案 한古朝51-다1 미상 ․

各面主人官案 古朝57-가828 1762년 ․

守令官案 한古朝57-가89 1889년 충청도의 군사 조직  인사행정 

朝鮮地圖及程里表外官案 古2700-73-1-3 1874년 각 청의 직명과 인명

原州牧吏以下都官案 古朝31-215 1873년 호장, 이방, 인리 명단

關北官案 한古朝57-가451 미상 ․

守令官案 한古朝51-다4 1896 사령 명단

道內官案 한古朝57-가452 미상 ․

書記官案 한古朝57-가949 미상 ․

守令官案 한古朝57-가479 미상 ․

在家軍官案 한古朝57-가477 미상 ․

官奴婢官案 한古朝51-다3 1896년 ․

三班官案 한古文古朝51-다2 1834년 ․

三班下八官案 한古朝32-14 1835년 호장으로부터 노비까지의 명단 수록

營下內外各處別 官案 한古朝57-가482 미상 별장 이름, 교체일, 거주지

咸平文廟祭官案 古1247-42 미상

侍衛大隊官案 한古朝76-35 1897년 군   병졸의 편성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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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18건)

   앙 부서 안 : 8건

     지방 안 10건 : 지방 (3건), 향임  무임(1건) 기타(6건)

자료명 청구기호 연도 내용

官案 k2-503 1897~1906년 宮內府 산하기 의 원 명단

官案 B9D^1 1868년 향임, 면임, 군 청, 변장 명단

官案 B9D^30 1871년 欽恤之 品官案

官案 B9D^31 1877~8884년 추원 이하 주사까지 명단

官案 k2-503 1897~1906년 宮內府 計院 명단

慶尙道地方官案 B9D^22 미상 경상도지방 직명

宮內府官案 K2-506 1905~1906년 궁내부의 할 리들의 명단

內外官案 B9D^32 미상 8도 지방  직명

內外官案 B9D^9 1863~1907년 앙부서와 지방  명단

下武臣官案 k2-517 미상 임 지방  명단, 등과일, 거주지

文官案 K2-532 미상 李憲植, 閔應植 등의 직 경력과 거주지

未通淸文臣官案 K2-537 미상 직에 올랐던 자로 다시 임용될 수 있을 자

承寧府官案 k2-553 1907년 소속 원의 명단, 생년, 본 , 임용일

吏曹參上窠官案(5책) k2-579 1890년 원 명단

一不經守令國子文臣官案 k2-581 미상 원 명단

中樞院官 B9D^23 1896~1898년 원 명단

八道內外職官案 B9D^11 1844년 원 명단

縣令縣監判官案 S08^04^1960 미상 지역명

  

 



고종 친정 초기 지방관 임용과 당파 정치·237

③ 규장각한국학연구원(43건)

   앙 부서 안 : 1건

   지방 안 42건 : 감   지방 아(16건), 향리  면임(14건), 노비(8건), 기타(4건)

자료명 청구기호 연도 내용

衙前官案 가람古351.2-Aj35 미상 황해도 감 의 아  명단

官案 奎18003-v.1-4 1907~1910년 국 각 기 에 직하는 리, 직원 명단

官案 奎18004-v.1-7 1863~1907년 국 각 기 에 직하는 리, 직원 명단

官案 奎26128 1863~1907년 품과 직별 리 명단 악을 한 책

官案 奎27501-v.1-2 1903~1904년 순창군 아의 人吏, 通引, 羅  명단

官案 南雲古 80 미상 서 설치 내력과 원의 직명  역할

監官案 奎20059 1903~1907년

八道守令方伯營

軍察訪官案
奎20321 1871년(고종 8) 각도의 감사, 지방 , 찰방, 첨사 등의 명단

全州府人吏貢生日守

官奴妓生官婢官案
奎21849 1885년(고종 22)

주부의 人吏, 貢生, 日守, 官奴, 妓生, 

官婢 등의 명단

馬頭官案 奎26154 1877년(고종 14) 驛道에 소속된 馬頭 명단

人吏替番官案 奎26180 1905년 의령군 청의 人吏 구성과 체번상황

砲手替番官案 奎26181 1905년 경상도 의령군 청 포수들의 체번상황

營奴妓婢官案 奎27147 1853년(철종 4) 강원도 감 의 노비 명단

道內官案 奎27370 1875년(고종 12) 라도 감   도내의 각 직임들의 명단

道內官案 奎27371 1873년(고종 10) 라도 감   도내의 각 직임들의 명단

人吏通引官案 奎27465 1856년(철종 7) 청도군에 소속된 人吏와 通引 명단

雇馬夫官案 奎27497 1854년(철종 5) 청도군 아에 소속된 고마부 명단

校奴婢官案 奎27498 미상 청도군 향교의 노비 명단

三鄕所外三倉都監官案 奎27502 1854년(철종 5) 청도군의 삼향소와 삼창도감의 명단

鎖匠官案 奎27503 1854년(철종 5) 청도군 소속 쇄장 명단

各面主人官案 奎27504 1854년(철종 5) 청도군 面主人 명단

各面面任官案 奎27505 1854년(철종 5) 청도군 面任 명단

日守使令官案 奎27507 1854년(철종 5) 청도군 노비와 일수사령 명단

本府使令官案 奎27531 미상 지방 아에 소속된 使令들의 명단

人吏以下官案 奎27532 미상 지방 아에 소속된 속 명단

官奴婢官案 奎27615 1875년(고종 12) 지방 아의 노와 수 비 명단

人吏官案 奎27616 1875년(고종 12) 지방 아의 人吏 명단

人吏官案 古4652-4 미상 지방 아의 人吏 명단

使令官案 古4652-7 미상 지방 아 사령들의 명단

使令官案 奎27617 1875년(고종 12) 지방 아의 사령 명단

守令官案 奎27691 1904년 경상북도 지역의 지방  名單

官奴婢官案 古4259-61A 미상 지방 아에 속한 노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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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監官案 古4650-107 1963~1907년 상감 원의 인사문제 련 계문

吏都官案 古4650-119 1705년(숙종 31) 지방 아의 人吏以下 직임 명단

京鄕各隊官案 古4652-1 1901년 元帥府와 소속 아,  부 원 기록

面主人官案 古4652-5 미상 천군 面主人 명단

官奴婢官案 古4652-8 1865년(고종 2) 지방 아에 속한 노비 명단

營奴婢官案 古4652-11 1750년( 조 26) 라도 감 의 노비 명단

營屬人吏貢生官案 古4652-12 1750년( 조 26) 라 감 의 속 명단

三班官案 古4652-18 1870년(고종 7) 三班 명단

馬頭官案 古4652-19 미상 강원도 각 역도의 마두 명단

官奴婢官案 想白古326-G994 미상 지방 아에 속한 노비 명단

通文館官案
想白

古920.051-T614
1883년(고종 20) 사역원 소속 각 직임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