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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明淸交替期 조선에 들어와 정착한 明 遺民 가운데에는 濟南 王氏가 있었는데 

그들은 山東省 濟南府 章丘縣 사람인 王以文(初名 鳳崗)의 후손들이었다.1)1)후손

들에 따르면 王以文은 명나라의 庠生, 즉 生員이었다. 1636년 流賊이 고향을 침

범하자 왕이문은 가족과 함께 조선의 椵島로 피난을 떠났으나 1637년 명의 叛  

孔有德이 가도를 함락시킬 때 청의 포로로 잡  심양으로 압송되었다. 이후 심

양에 인질로 있던 鳳林大君, 즉 훗날의 효종이 1645년 석방되어 조선으로 귀환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건국 학교의 연구년 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 학교 사학과 부교수.

1) 王德一, �庠生公年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4655-10) 卷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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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楊福吉, 馮三仕, 王文祥, 裵三生, 王美承, 鄭先甲, 黃功, 柳溪山 등 다른 漢

人들과 함께 군을 따라 조선으로 들어왔고 훗날 이들은 隨龍八姓 혹은 九義士

라 불리게 되었다. 

이들 九義士 후손들은 조선 후기 국왕  조정의 우 책에 힘입어 직  군

직에 진출하 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왕이문의 후손인 濟南 王氏 성원들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직진출의 구체  양상과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2)2)조선

후기 文臣인 成大中(1732-1809)은 왕 강 등 8인의 漢人을 거론한 뒤 그 후손들

이 조선에서 모두 委巷人, 즉 中人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왕 강의 후손들이 가

장 번성하 다고 평하 다.3)3)조선에 들어온 명 유민들이 모두 인 신분으로 정

착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에는 임진왜란에 참 했던 명나라 장군인 이여

송, 이여매의 후손인 隴西 李氏, 명나라 말기 병부상서의 후손으로 알려진 廣平 

田氏처럼 조∼정조연간 국왕의 극  후원으로 고  무 직에 계속 진출하여 

양반 신분으로 상승한 성원들 한 존재했다.4)4)즉 조선 사회에 정착한 명 유민

들에게는 신분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구의사 후손

들의 경우 조선 사회에서 인신분으로 정착한 명 유민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남 왕씨 가문이 구의사 후손 가운데 가장 번성하 다는 것은 명 황제에 

해 英祖年間 이래 거행한 禮에 참석한 명 유민의 명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하다. 이 의례로는 大報壇 春享과 望拜禮를 표 으로 들 수 있는데 춘향은 매

년 3월 순, 망배례는 명나라 洪武帝, 萬曆帝, 崇禎帝의 忌辰日(각기 5월 10일, 

7월 21일, 3월 19일)에 행하 다. 명 유민 자손들이 조선의 충신 자손과 함께 망

배례에 참반하게 된 것은 1771년에 常例로 정해진 것이었다.5)5)성 이 제남 왕

2) 명 유민에 한 국내외 연구성과에 해서는 한승 , 2018 ｢19세기 반기 明 遺民의 정체

성과 구별짓기: 濟南 王氏 王德一, 德九의 사례를 심으로｣ �역사교육� 146, 326면 참조. 

3) 成大中, �靑城雜記� 권3, 醒 .

4) Seunghyun Han, 2019 “The Descendants of Ming Émigrés and the Late Chosŏn 

Military Examination: A Case Study of the Nongsŏ Yi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2019년 3월 미국 Colorado 주 Boulder 개최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 annual conference 발표문. 이하 Seunghyun Han, 2019a로 약칭).

5) �承政院日記� 조 47년 5월 9일 己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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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번성을 언 한 18세기말의 상황을 보면 1796년 3월 보단 춘향에 참석한 

명 유민 가운데 王楫(王以文의 선조로서 명말 按察使를 역임했다고 알려짐)의 

후손이 43인으로 압도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구의사의 후손들로는 黃功의 

후손이 6인, 鄭文謙(鄭先甲의 선조로서 명말 吏部左侍郞을 역임했다고 알려짐)

의 후손이 6인, 裵三生의 후손이 3인, 馮三仕의 후손이 2인, 王文祥의 후손이 2

인, 楊福吉의 후손이 1인 참석하 다.6)6)즉 18세기말 왕이문의 후손들이 구의사 

후손 가운데 가장 번성했다고 한 成大中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남 왕씨 가문에 한 사례 연구는 명 유민들에 한 국왕  조정 우

책의 변화가 그 후손들의 직 진출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특히 인 신

분으로 조선 사회에 편입된 명 유민 집단의 직 진출이 어떠했는지에 해 보

다 자세한 면모를 밝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조정이 명 유민들을 武職에 등용하 다는 사실 자체는 기존 연구에서 언

한 바이나7)
7)구체 으로 그들이 어떤 직에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직

진출이 시 별로 어떤 변화 양상을 보 는지에 해서는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명 유민의 직진출은 국왕과 조정의 명의리론 창 노력의 정도를 가

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에 명 유민의 직진출 분석을 통해 명의리론의 시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하 제남 왕씨의 직 진출을 

英祖∼正祖 시기, 純祖∼哲宗 시기, 그리고 高宗 年間으로 나 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정조 시기는 국왕이 제남 왕씨 성원의 직 등용을 극 후원한 시기

로 특징지을 수 있고 순조∼철종 연간은 그러한 후원이 약화된 시기이며 고종연

간은 이들에 한 등용 노력이 다시 두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1790년 

大報壇守直官, 漢旅 제도 창설 이래 정조연간의 마지막 해인 1800년까지 제남 

왕씨 성원이 보단수직 , 한려에 진출한 상황은 편의상 순조∼철종 시기에 포

함시켜 서술하기로 한다. 

6) �日省 �, 정조 20년 3월 2일 戊申. 

7) 노혜경, 2009 ｢英祖代 皇朝人에 한 인식｣ �동양고 연구� 37, 146-147면; 우경섭, 2013 

�조선 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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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英祖∼正祖 연간 九義士 후손 우 책과 직 등용

구의사 후손들에 한 조선 국왕의 심과 직 등용 시도가 본격 으로 두

한 것은 명의리론이 한층 강화된 조연간이었다. 1751년 이래 명나라 홍무제, 

만력제, 숭정제 기일에 궁궐에서 망배례를 실시하는 것이 정례화되었고 명 유민

들의 망배례 참반 역시 차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왕이 명 유민들을 召見

하는 기회도 차 빈번해졌으며 소견은 명 유민의 직 등용으로 연결되는 경우

가 많았다. 명 유민의 직 등용이 반드시 망배례 날 실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조∼정조연간 국왕들은 망배례를 이용하여 명 유민의 직 등용에 극 개입

하 고 이를 통해 망배례의 상징성을 제고하며 명의리를 창하는 기회로 삼

으려 하 다.8)8)이에 따라 1750년 부터 국왕의 후원에 힘입은 명 유민들의 직 

진출이 보다 활성화되게 되었다.9)9)구의사의 후손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외

가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낭야 정씨(정선갑의 후손), 제남 왕씨, 항

주 황씨(황공의 후손) 성원들이 조정의 주목을 받았다. 이 세 가문에서는 조

∼정조연간 국왕의 후원으로 당상 에 오른 사람들이 처음으로 출 했는데 鄭翊

周, 王漢禎, 黃世中이 그들이었다. 본고의 심인 제남 왕씨의 왕한정에 해서

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특히 정익주, 황세 을 심으로 

․정조 시기 구의사 후손 등용책에 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정익주에 한 국왕의 심이 최 로 나타난 것은 조 20년(1744)이었다. 

이 해 8월 조는 좌승지 趙明履와의 화에서 정선갑의 鄭氏 가문이 본래 국

의 華閥이었지만 조선에서 인이 된 이유가 혼인 계로 인한 것이 아닌지 물었

고 그 후손인 정익주의 僉使 혹은 萬戶 직 등용 가능성에 해 조명리의 의견

을 구하 다.10)10)정익주는 1737년 훈련도감에 소속된 漢人牙兵의 을 지낸 바 

8) 이에 해서는 Seunghyun Han, 2019 “Descendants of Ming Émigrés and the Ming 

Loyalist Court Rituals in Chosŏn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2019년 4월 이탈리아 Roma 개최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KSE] 

Conference 발표문. 이하 Seunghyun Han, 2019b로 약칭)에서 자세히 분석하 다. 

9) 농서 이씨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조선 후기 국왕의 농서 이씨 직 진출 후원과 

그들의 구체  직 진출 양상에 해서는 Seunghyun Han,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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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11)
11)1744년에 이르러 조의 심을 받게 된 것이었다. 다음 달에 정선

갑의 戶籍을 살펴 본 조는 정선갑 선조들이 명 조정의 고 직을 지낸 것에 놀

라움을 표시하며 정씨 가문이 명나라의 명문가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정익

주를 각별히 등용하도록 병조에 명하 다.12)12)1749년 조는 황조인 자손 試才를 

거행하여 입격한 사람들을 加資하거나 直赴殿試를 수여하 는데, 당시 哨官(종9

품)을 지내던 정익주의 경우 보다 상  직에 등용하도록 지시하 다.13)13)이에 

정익주는 아직 무과에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1750년 僉使(종3품)에 격 발탁

되었으며14)
14)1756년 시행된 科를 통해 비로소 무과에 합격하게 되었다.15)15) 

1759년 정익주를 소견한 조는 그가 이제 나이 70세가 되었으므로 특별히 加

資하도록 명하 다.16)16)1765년 조는 1764년 忠良科에 합격하여 軍門의 官으

로 근무하던 정익주의 아들 鄭昌仁을 6품으로 승진시켜 특별히 武臣 兼 宣傳官

에 임명하도록 하 다.17)17)1767년 조는 정익주를 五衛 에 임명하려는 뜻을 피

력하 다. 이에 해 병조 서가 “이미 資憲大夫 (정2품 하계)가 되었는데 知事

에 제수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라 답하자 정익주를 知中樞府事에 임

명하 다.18)18)지 추부사는 고 리를 우하기 한 명 직이었지만 정2품의 

고  직이었다. 이 때 조가 교한 내용을 보면 정익주 등용에 담긴 국왕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資憲(大夫) 정익주는 中朝人 후손으로 그의 曾祖 이상은 모두 中朝의 名宦인데 

(그가) 登科한 이후 여러 차례 은혜를 베풀어 그 자 이 이에 이르 으니 평범한 武

臣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어  匪風․下泉의 義이겠는가? 知中樞府事의 자리를 특

별히 만들어 제수하고 그로 하여  당일로 謝恩하도록 하라.19)19)

10) �承政院日記� 조 20년 8월 4일 戊申.

11) �承政院日記� 조 13년 12월 10일 癸巳.

12) �承政院日記� 조 20년 9월 5일 己卯.

13) �承政院日記� 조 25년 3월 28일 丙子.

14) �承政院日記� 조 26년 8월 10일 庚辰.

15) �承政院日記� 조 35년 7월 18일 丙寅.

16) �承政院日記� 조 35년 7월 18일 丙寅.

17) �承政院日記� 조 41년 윤2월 12일 丁巳.

18) �承政院日記� 조 43년 4월 14일 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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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가 정익주의 과거 제 이후 그에게 여러 차례 加資를 해  결과 그

는 정2품 자헌 부라는 고  품계를 보유하게 된 것이며 이에 조는 특별히 그

에게 지 추부사라는 고  직을 하사해 주었던 것이다. 정익주에 한 조의 

특별 우 는 그의 가문이 명나라의 명문가라 평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문의 후

손을 고 직에 임명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명의리 선양에 도움이 되

는 방도라 조가 인식했음을 보여 다.

1769년 7월 조는 황조인 후손이 참여하는 試 를 진행하 고 이 자리에서 

이제 80세 고령이 된 정익주를 소견하고 그에게 특별히 다시 加資해 주도록 명

하 다.20)20)1772년 7월 망배례에 참반한 인원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조는 정익

주의 아들에 해 兵曹  軍門에 명하여 한 자리가 있을 경우 당일 즉시 

임명하도록 하 고 그 지 않더라도 향후 그를 추천할 때 정익주의 아들임을 註

로 표시하여 우선 으로 등용하도록 하 다.21)21) 

정익주의 후손 등용에 한 조의 심은 계속되었다. 1773년 2월 조는 정

익주의 아들 鄭昌禧에 해 , 어 청, 수어청, 총융청의 자리에 당일로 임

명하도록 명하 다.22)22)이러한 조의 명령이 제 로 집행되지 않자 그 해 3월 

조는 아직도 군문에 자리를 만들지 못한 五軍門 大 을 從重推 하도록 하

다.23)23) 한 1773년 6월 조는 당시 이미 작고한 정익주의 복상 기간이 끝나기

를 기다려 그 직계 자손들을 직에 등용하도록 지시하 다.24)24)1774년 5월에는 

망배례에 참반한 정익주의 아들 5인을 소견하고 鄭昌大에 해 정익주 아들임을 

주를 달아 추천하여 한 자리에 신속히 등용하도록 하 다.25)25) 

조는 항주 황씨 성원들의 직 등용에도 심을 기울 다. 1758년 조는 

명 유민들을 소견하 는데 이 가운데에는 黃功의 증손으로서 무과 제 후 당시 

19) �承政院日記� 조 43년 4월 14일 丁未.

20) �承政院日記� 조 45년 7월 24일 甲辰.

21) �承政院日記� 조 48년 7월 21일 甲寅.

22) �承政院日記� 조 49년 2월 10일 己巳.

23) �承政院日記� 조 49년 3월 6일 乙未. 

24) �承政院日記� 조 49년 6월 4일 壬辰.

25) �承政院日記� 조 50년 5월 10일 壬戌.



朝鮮 後期 明 遺民 우대책과 濟南 王氏의 관직진출·203

哨官을 지내고 있던 黃世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황세 은 조에게 

과거 림 군이 심양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던 도  압록강 변에서 황공에게 주

었다는 手札의 謄本을 진상하 고 이를 본 조는 무신 겸 선  자리가 나는 

로 황세 을 즉시 임명하도록 명하 다.26)26)1773년 3월 조는 당시 哨官을 지

내고 있던 黃世中에 해 특별히 당상 인 營  자리를 만들어 임명하도록 하

고27)
27)황세 은 이 날 慶州營 에 제수되었다.28)28)鎭의 營 이란 정3품 당상 이

자 지방 무직 가운데 요직으로 꼽히는 직이었다. 황세 은 종9품 하  무 인 

哨官에서 당상 인 營 으로 고속 승진한 것이며 이는 조의 극 인 개입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정조 역시 수룡팔성 가문에 한 조의 심을 계승하 다. 1788년 보단에

서 를 행한 정조는 이어 명 유민 자손들을 소견하 다. 이 자리에서 정조는 

구의사 자손들의 이름을 언 한 뒤 이들을 직에 복직시키거나 軍門 哨官에 임

명하도록 하는 명을 내렸다.29)29) 

황세 의 경우 정조의 지속  심과 후원 하에 고  무 직을 이어갈 수 있

었다. 1788년 황세 은 정조의 명으로 五衛 에 임명되었고30)
30)1790년에는 충청 

감  中軍(정3품), 1796년에는 天營 에 오르게 되었다.31)31)1796년 황세 을 

장에 임명한 후 며칠 뒤 정조는 그를 소견하 으며32)
32)1797년 3월 망배례에 황세

이 불참하자 황공의 다른 자손에게 황세 의 불참 연유를 물어보며 심을 표

명하 다.33)33)1798년 정조는 다시 황세 을 입시  하여 황공의 奉祀孫이 구인

지를 물어보았고 그가 상세히 알지 못하자 리에게 황공 후손의 派系를 조사하

고 奉祀孫을 찾아 보고하도록 지시하 다.34)34) 사손에 한 보고를 받은 정조는 

26) �承政院日記� 조 34년 6월 5일 己未; 木村拓, 2017 ｢朝鮮後期にぉける‘九義士’成立の經

緯: 明義理論の展開に卽して｣ �東洋文化硏究� 19, 75-76면. 

27) �承政院日記� 조 49년 3월 6일 乙未. 

28) �承政院日記� 조 49년 3월 6일 乙未.

29) �承政院日記� 정조 12년 1월 12일 乙亥.

30) �承政院日記� 정조 12년 1월 12일 乙亥.

31) �承政院日記� 정조 14년 12월 20일 丙寅; 정조 20년 6월 11일 乙酉.

32) �承政院日記� 정조 20년 6월 19일 癸巳.

33)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3월 19일 己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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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내려, 명말 국에서 조선으로 건 온 한인들 가운데 황공이 가장 두드

러진 인물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35)
35)황공의 祀孫이 시골에 거주하며 녹 을 받

지 못하고 있으므로 御營大 에게 명하여 御營廳의 勸武軍官으로 삼도록 하

다.36)36) 한 황세 의 아들인 무과 제자 黃胤도 禁軍에 배속시켜 녹 을 주도

록 배려해 주었다.37)37)  

이상에서 살펴 본 로 조와 정조는 明義理 창을 해 구의사 자손들의 

직 등용에 극 노력하 던 것이며 그 결과 이 시기 각 가문 최 로 정익주, 

왕한정, 황세  같은 당상 이 배출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제남 왕씨에 을 

맞추어 보다 구체 으로 제남 왕씨의 직 진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 英祖∼正祖 연간 濟南 王氏의 무과 제와 직진출

濟南 王氏 성원들의 직진출이 �朝鮮王朝實 �, �承政院日記�, �日省 � 같은 

찬 자료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조연간에 들어서이다. 한 이때부터 그들 

가운데 무과 제자가 다수 배출되기 시작하 다. 이하 각종 찬 자료를 통하

여 무과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남 왕씨 성원들의 명단  합격 연도를 정리

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제남 왕씨 무과 합격자 명단  합격 연도

34) �承政院日記� 정조 22년 7월 27일 己丑.

35) �承政院日記� 정조 22년 7월 27일 己丑.

36) �承政院日記� 정조 22년 8월 14일 乙巳. 

37) �承政院日記� 정조 22년 7월 27일 己丑.

성명 무과합격 연도 비고

1 王始命 1717

2 王斗輝  1750 1749년 황조인 자손 시재에 한인아병으로 참석, 직부 시 획득

3 王命錫 1750

4 王漢禎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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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 �承政院日記�, �日省 �, �大明遺民史�(明義  編, 1989 보경문화사), 무과 방목

5 王漢佑    1758(?) 1758년 試 에서 직부 시 획득

6 王世    1761(?) 1761년 보단 守僕으로 내시사에서 직부 시 획득

7 王道平 1763 1762년 扈衛軍官으로 中日試 에서 직부 시 획득

8 王漢章    1763 경 1763년 及第로 충장군 加資

9 王喜善 1765

10 王道源 1774 1834년 回榜, 1779년 武科 出身 

11 王道弘 1775 1775년 별군직 시사에서 직부 시 획득

12 王道成  1777 경 1777년 武科 出身 

13 王義昌 1784 이
1784년 아들 왕일선 무과 합격 시 방목에 父 왕의창을 及第

로 표시

14 王日善 1784 직부 시

15 王義進 1784   

16 王廷哲 1787

17 王道常 1789  

18 王再弘 1790  

19 王道 1792 직부 시

20 王道吉 1792 이 1792년 壯勇營 冬等 試 에서 壯勇衛 出身으로 참석 

21 王道恒 1795 장용 로 직부 시, 식년시 갑과 1 로 무과 장원 제 

22 王致善 1796 경 1796년 武科 出身으로 등장

23 王道春 1804 경 1804년 武科 出身으로 등장

24 王東說 1829

25 王啓疇 1830

26 王宗鎬 1841
1840년 3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서 한량으로 직부회시 

획득

27 王道林 1844-1846

1842년 7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서 한려 한량으로 직부

회시 획득. 1844년 3월 망배례에 한려 한량으로 등장. 1846

년 한려 出身

28 王錫疇 1846-1857 
1846년 7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취에서 한량으로 직부 시 

획득. 1857년 출신으로 별군직 임명

29 王箕疇 1852

1830년 3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서 직부회시 획득. 1852

년 3월  황단춘향 참반 무사 시사에서 한려 한량으로 직부

시 획득

30 王德聖  1853?
1853년 3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서 한량으로 직부 시 

획득

31 王濟勛 1860

32 王萬疇 1862
1862년 3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서 한량으로 직부 시 

획득

33 王昌鎬 1867

34

王濟運 

(1839-1870 

활동)

?
� 명유민사� 하권, 286쪽 ｢ 州賈氏大同譜序, 皇壇參班忠良

子孫 ｣에서 出身 濟運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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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을 보면 제남 왕씨 무과 합격자 34인 가운데 18세기에 합격한 인원이 

22명(64.7%), 19세기에 합격한 인원이 12명(35.3%)으로 18세기 합격자가 압도

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합격자 22명 가운데 숙종 때 합격한 왕시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21인이 모두 1750∼1800년의 50년 사이에 합격하 다. 이 

시기 조와 정조는 명의리론 고취의 일환으로 명 유민의 직 진출을 극 

후원하 고 이에 따라 구의사 후손들 스스로도 극 으로 무과에 합격함으로써 

직 진출의 활로를 모색하려 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 유민 후원에 

한 국왕의 심이 감소한 19세기에 들어 합격자 수는 12명으로 폭 감소하 다. 

왕이문의 증손인 왕시명은 제남 왕씨 가운데 처음으로 직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왕시명은 숙종 43년(1717) 무과에 합격하고38)
38)1740년에는 守門 , 

1743년에는 兎城僉使를 역임했던 인물이었다.39)39) 조 25년(1749) 3월 조가 

보단을 증수하고 홍무제와 숭정제를 기존의 만력제와 더불어 竝享하기로 했을 

때 왕이문의 손자인 王斗瑞와 증손 왕시명에게 壇役을 감독하도록 하고 이들을 

邊 에 제수하도록 하 는데40)
40)이 명령에도 불구, 각종 찬기록에 더 이상 왕두

서와 왕시명에 한 기록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제남 왕씨  최 로 확인되는 

무과 제자인 왕시명이었지만 첨사 이상의 직까지는 진출하지 못했던 듯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제남 왕씨 성원들 가운데 두 번째 무과 합격자는 왕

이문의 손자인 王斗輝 다. 그는 1749년 황조인 자손 試才 때 漢人牙兵으로 참

석하여 鳥銃 시험을 통해 直赴殿試를 얻었고,41)41)이듬해(1750)에 무과에 제하

다.42)42)그러나 무과 합격에도 불구, 왕두휘의 직은 찬기록에서 확인되지 않

는다. 왕이문의  다른 손자인 王命錫 역시 1750년 무과에 제하 지만43)
43)그 

38) �丁酉式年文武科殿試榜�(국사편찬 원회, MF0000005282).

39) �承政院日記� 조 16년 7월 14일 壬午; 조 19년 9월 27일 丙午.

40) 왕덕일, �상생공연보� 권2, 력 103년 기사 익문 왕 25년 3월; �承政院日記� 조 25년 

4월 12일 己丑.

41) �承政院日記� 조 25년 3월 28일 丙子. 조선후기 무과 직부 시의 성립과 운 에 해

서는 정해은, 1995 ｢朝鮮後期 武科의 直赴殿試｣ �군사� 31 참조.

42) �庚午式年文武科榜目�(국립 앙도서 , 古朝 26-28-37). 

43) �庚午式年文武科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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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찬 기록에서 직을 확인할 수 없다.  

제남 왕씨 성원들의 직 진출은 王漢禎에 이르러 하나의 기를 맞게 되었

다. 왕한정은 1755년 무과에 합격하 고44)
44)같은 해 조의 하교에 따라 別軍職

에 임명되었는데45)
45)당시 조는 왕의 신변보호 강화를 해 국왕의 친병인 별군

직을 각별히 우 하고 있었다.46)46)구의사 가문에서 별군직에 임명된 사람은 왕한

정이 최 다. 왕한정은 이어 訓鍊主簿(종6품), 僉知(정3품), 僉使의 직을 거

쳤고 折衝 軍(정3품), 嘉善大夫(종2품) 품계를 加資받은 끝에47)
47)1766년 명 직

이긴 하나 종2품의 고 직인 同知中樞府事를 제수받았다.48)48)1767년 왕한정은 平

海郡守로 임명되어 외직으로 나갔는데,49)49)還穀 련 비 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별군직에서도 汰去되었다.50)50)그러나 그는 1770년 석방되었고 조는 그 해 7월 망

배례 날 왕한정을 다시 별군직에 임명하여 그에 한 신뢰를 다시 보여 주었다.51)51) 

1771년 4월, 王漢禎은 漢人 冒姓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왕한정과 마찬가지

로 같은 산동성 출신 漢人으로서 구의사의 일원인 王文祥의 후손이었던 靑州 王

氏 王漢吉은 銃科로 1771년 무과에 제한 뒤52)
52) 조의 傳敎로 그 해 3월 별군

직에 임명된 바 있었다.53)53)그러자 왕한정은 왕한길이 본래 金氏 성을 가진 조선

인으로서 왕씨를 冒姓한 것이니 왕한길의 본성인 김씨를 회복하게 해 주도록 

조에게 건의하 다. 조는 이를 표면상 왕한길을 해 復姓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왕한길이 본래 명 유민이 아님을 자신에게 고발하는 행 로 

44) �別軍職廳先生案�(규장각, 9757-1), �感戴廳先生案�(규장각, 3793-2-1), �別軍職先生案�

(규장각, 9756-1).

45) �承政院日記� 조 31년 11월 14일 癸未; 조 31년 12월 3일 壬寅.  

46) 장필기, 1989 ｢조선후기 별군직의 조직과 그 활동｣ �사학연구� 40, 285-286면.

47) �承政院日記� 조 32년 11월 9일 壬寅; 조 32년 11월 16일 己酉; 조 35년 5월 28일 

丁未; 조 40년 2월 18일 庚子; 조 42년 5월 19일 丁亥.

48) �承政院日記� 조 42년 6월 18일 丙辰.

49) �承政院日記� 조 43년 6월 30일 壬戌.

50) �承政院日記� 조 46년 윤5월 19일 甲子.

51) �承政院日記� 조 46년 7월 21일 乙丑.

52) �崇禎三辛卯式年殿試文武科榜目�(국립 앙도서 , 의산 古6024-111), 36면.

53) �承政院日記� 조 47년 3월 11일 壬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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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했고 련자들을 친히 심문하 다. 결국 조는 그 고발이 실체 없는 傳聞

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이에 왕한정 등을 유배 보내 充軍하도록 하

다.54)54)왕한길이 별군직에 임명되자 마찬가지로 별군직이었던 왕한정이 그를 시

기하여 벌인 일로 조는 악했던 것이다.55)55) 조에 따르면 근래 명 유민인 田

得雨가 양반이 된 것을 부러워 한 왕한정이 자신도 양반이 되려는 마음에 경쟁

자를 제거하고자 이러한 고발을 하 다는 것이다.56)56) 득우는 명말 병부상서 田

應揚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던 廣平 田氏 가문의 일원으로 조의 각별한 후원에 

힘입어 1767년 慶尙左水使라는 閫帥職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57)57)1753년 조

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평 씨를 양반 가문으로 만들었음을 과시한 도 있

었다.58)58)   

왕한정이 서울 어의동의 漢人村에서 이사나간 것도 문제가 되었다. 제남 왕씨

등 구의사 후손들은 모두 漢村에 거주하는 中人 집안이었는데 양반이 되고자 하

는 왕한정이 득우 집안이 漢村에 살지 않는 것을 모방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

해 나간 것이라고 조는 질책했다. 조는 “조선에 와서 양반이 되는 것이 모

두 쉽겠는가?”라며 왕한정을 비 했다.59)59)사실 평 씨 이외에도 당시 명 유

민으로서 조선에서 양반 신분을 획득한 가문으로는 농서 이씨도 존재했다. 조

는 1750년 이래 농서 이씨 성원들을 양반직이라 할 수 있는 內乘, 宣傳官과 같

은 무 직에 임명하기 시작하 고 그 결과 이여매의 후손인 李薰은 1764년 정3

품 당상 인 營 , 1765년에는 정2품의 兼司僕 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60)60) 조

가 漢人들의 직 등용을 극 추진하자 그들 가운데 양반이 된 가문이 출 하

고 이에 따라 한인들 사이에 출세를 한 경쟁이 고조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54) �承政院日記� 조 47년 4월 3일 癸酉.

55) �承政院日記� 조 47년 4월 4일 甲戌,

56) �承政院日記� 조 47년 4월 3일 癸酉.

57) �承政院日記� 조 43년 6월 30일 壬戌; �英祖實 �, 조 43년 6월 30일 壬戌.

58) Seunghyun Han, 2019a.

59) �承政院日記� 조 47년 4월 3일 癸酉.

60) Seunghyun Han,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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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한정이 冒姓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는 그에 한 후원을 거

두지 않았다. 조는 1771년 7월 망배례 날 충군되었던 왕한정을 특별 석방해 

주었고,61)61)1773년에는 泰安郡守에 임명해 주기까지 하 다.62)62)우여곡 을 겪긴 

했지만 왕한정은 다시 직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정조 에 들어서는 국왕의 

후원에 힘입어 더욱 로가 열리게 되었다. 

정조는 즉  부터 왕한정에 해 좋은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1777년 정조

는 別軍職廳이 雜廳이 되었다고 비 하고 그 구성원 가운데 士族과 내력이 분명

한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태시키도록 명하 다.63)63)왕한정 역시 본래 도태 

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조는 그가 비리 발 능력이 뛰어나고 순수하며 재

간이 있다는 이유로 태거 상에서 제외시켜 주었다.64)64)이후 왕한정은 縣監을 

거쳐65)
65)1780년에는 豊德府使(종3품)로 승진하 다.66)66) 

1781년 12월 21일 禁衛營 大  李敬懋는 왕한정을  騎士 에 추천하여 

정조의 낙 을 받았는데67)
67)기사장은 과 어 청에 둔 정3품 당상 무 직이

었다. 정조는 왕한정을 기사장으로 추천한 이경무를 칭찬하 는데68)
68)이를 보면 

이경무의 추천이 정조의 의 을 반 한 것이었음이 분명할 것이다. 왕한정의 기

사장 추천에 해 의정 徐命善은 이미 명나라 장수 李如松의 후손인 李萱이 

營 이 된 바 있으므로69)
69)왕한정의 기사장 제수 역시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정조

에 말했는데 이는 명 유민이 요 당상 인 장에 오른 례가 존재하므로 왕

한정을  다른 당상 인 기사장에 임명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왕한정이 이미 종2품 동지에 임명된 바 있긴 하나 이는 명

61) �承政院日記� 조 47년 7월 21일 己未.

62) �承政院日記� 조 49년 4월 10일 戊戌.

63) 조 연간 양성된 별군직의 폐해와 기강 해이에 따른 정조 원년의 별군직 정리에 해서

는 장필기, 1989 앞의 논문, 287-288면 참조.

64) �承政院日記� 정조 1년 7월 16일 己卯.

65) �承政院日記� 정조 2년 7월 1일 戊子.

66) �承政院日記� 정조 4년 6월 22일 己巳.

67) �承政院日記� 정조 5년 12월 21일 己丑.

68) �承政院日記� 정조 5년 12월 15일 癸未.

69) 李萱은 1770년 무렵 淸州營 에 임명되었다. �承政院日記� 조 46년 윤5월 19일 甲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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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한 직이었기에 이와 달리 실질  권력이 부여되는 기사장이라는 당

상직에 명 유민을 임명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  부담이 수반되는 행 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사실 왕한정은 이 때 기사장에 부임하지 못했다. 이경무가 왕한정을 기사장에 

추천한 그 날 좌승지 徐有防이 왕한정은 이  경력 상의 일로 재 告身을 박탈

당한 상태인데 이경무가 기사장 후보로 잘못 추천하여 낙 까지 받게 되었음을 

지 하고 그 불찰의 죄를 물어 이경무를 追 하도록 정조에게 건의하 기 때문

이었다. 이에 정조는 이경무의 추고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으며 신 왕한정을 기

사장에 임명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 다.70)70)왕한정은 기사장에 

임명되지 못했으나 1782년 同知를 거쳐71)
71)德源府使가 되었고72)

72)1784년 12월에는 

다시 同知에 임명되었다.73)73)1809년 병조 서리 林仁默이 편찬한 무반 원의 

인사행정 범례집인 �銓注纂要�에서는 1784년 4월 병조 서의 건의에 따라 中人 

출신 별군직의 경우 더 이상 처럼 당상직인 同知나 僉知까지 승진시키지 않

고 僉正(종4품)까지만 승진시키도록 하여 士族 별군직의 승진과 구별 짓는 조치

가 취해졌음을 밝히고,74)74) 한 中人 별군직 왕한정이 비록 1品의 資級을 가지고 

있었으나 同知에 그쳤다고 특기하고 있다.75)75)1784년 당시 1품이었던 왕한정의 

품계로 보아 同知 이상의 고 직 임명이 가능했지만 中人인 까닭에 종2품 同知

에 임명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1785년 3월 망배례에 참석한 왕한정은 여 히 同知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 해 

9월에는  기사장이었던 것이 확인되니,76)76)결국 1785년에 이르러서야 마침

내 기사장 직에 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왕한정의 기사장 임명 과정에 해서

70) �承政院日記� 정조 5년 12월 21일 己丑.

71) �承政院日記� 정조 6년 9월 5일 己亥.

72) �承政院日記� 정조 6년 11월 8일 辛丑.

73) �承政院日記� 정조 8년 12월 25일 丙午.

74) 장필기, 1989 앞의 논문, 290면.

75) �銓注纂要� 西銓攷 上(1984 아세아문화사, 108면). 장필기, 1989 앞의 논문, 290면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여 왕한정, 왕도상을 언 하고 있다. 

76) �承政院日記� 정조 9년 9월 17일 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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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세기말 成大中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정조가 왕한정을 기사장 자리에 임명하려 하자 병조가 난색을 표명하 는데 이

에 정조는 “ 국 名臣의 후손이 어  외국의 大 이 될 수 없겠는가. 더구나 직

가 낮은 기사장이 될 수 없단 말인가”라 반박하고 마침내 임명을 강행하 다

는 것이다.77)77)이를 통해 본다면 병조에서는 中人 왕한정 가문의 한미함을 이유

로 그의 기사장 임명을 꺼렸고 이에 정조가 왕한정의 가문이 본래 명나라 顯閥

임을 강조함으로써 임명을 철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91년 정조는 기사

장이 청요직이 아닌 한직인데도 근래 왕한정  평안도 출신 한 두 명을 제외하

고는 으로 사족  무벌 가문만 그 자리를 독 하고 있다고 비 하고 향후

에는 인, 서얼 가운데에서도 임명하도록 지시했다.78)78)다시 말해 기사장이란 사

족  무반 벌열 가문이 독 하고 있던 직이었고 中人 왕한정은 외 으로 

임명된 경우 으며 정조의 극  개입이 이를 가능  하 던 것이다. 왕한정은 

1787년 南陽府使를 거친 이후 郡守,79)79)兵虞侯(종3품)를 끝으로 직 경력을 끝

마쳤다. 

조∼정조연간 제남 왕씨 가운데 가장 화려한 직 경력을 자랑한 사람은 왕

한정이었지만 그 외에도 당상 직 혹은 품계를 지니게 된 다른 성원들이 존재

했다. 王道源은 1774년경 무과에 합격하 고,80)80)萬戶,81)81)僉使를 거쳐82)
82)1797년 

품계가 嘉善大夫(종2품 하계)에 이르 으며83)
83)1798년에는 空闕衛 인 慶熙 을 

거쳐 同知에 올랐다.84)84)왕도원은 1802년 잠시 오 장을 지낸 뒤 같은 해 同知에 

다시 임명되었다.85)85)이후 왕도원은 1832년 老職으로 嘉義大夫(종2품 상계)의 품

계를 하사받았으며 1834년 오 의 遞兒職인 大護軍(종3품)에 임명된 것을 끝으

77) 成大中, �靑城雜記� 卷3, 醒 . 

78) �承政院日記� 정조 15년 6월 4일 丁未.

79) �承政院日記� 정조 13년 12월 20일 辛未.

80) �承政院日記� 순조 34년 2월 14일 己酉.

81) �承政院日記� 정조 5년 11월 7일 乙巳.

82) �日省 � 정조 16년 윤4월 11일 己卯.

83) �日省 � 정조 21년 정사년 8월 27일 癸亥.

84) �承政院日記� 정조 22년 4월 21일 乙卯; 정조 22년 4월 29일 癸亥.

85) �承政院日記� 순조 2년 6월 9일 戊申; 순조 2년 6월 14일 癸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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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이상 직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86)86) 

정조연간 同知에 오른  다른 제남 왕씨 성원에는 王道平과 王天樑이 있었

다. 왕도평은 1763년 무과에 제하 는데87)
87)1769년 嘉善大夫 품계를 지니고 있

었고88)
88)1776년 공궐 장인 昌慶 을 거쳐89)

89)같은 해 5월 同知에 올랐다.90)90)이후 

왕도평은 1785년 景福 을 거쳐 그 해 11월 다시 同知에 임명되었고91)
91)1789년 7

월 망배례에 참석하 을 때에는 嘉義大夫 품계를 지니고 있었다.92)92)이후 왕도평

은 1795년 僉使 직을 끝으로 직 생활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93)93) 

王天樑의 경우 무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758년 萬戶94)에94)임명되

었고 1770년 윤5월 망배례에 참석하기도 하 다.95)95)이어 왕천량은 1790년 僉知

를 거쳐96)
96)1794년 老人職으로 加設 동지 추부사에 오른 것을 끝으로 직 경력

을 마쳤다.97)97)

비록 당상 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당상 품계를 지녔던 것이 확인되는 제남 

왕씨 성원들도 ․정조연간 존재했다. 王漢章은 1763년 及第 신분으로 서반 정

3품 折衝 軍을 加資받은 기록이 있음을 볼 때 무과에 합격했고 당상 품계를 하

사받은 것을 알 수 있다.98)98)그는 1772년 첨사에 임명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직은 확인되지 않는다.99)99)王喜善은 조 41년(1765) 무과에 제했는데100)
100) 

 86) �承政院日記� 순조 34년 2월 24일 己未.

 87) �癸未大增廣別試文武科榜目�(국립 앙도서 , 일산 古6024-75).

 88) �承政院日記� 조 45년 7월 24일 甲辰.

 89) �承政院日記� 정조즉 년 4월 21일 癸亥.

 90) �承政院日記� 정조즉 년 5월 19일 己丑.

 91) �承政院日記� 정조 9년 7월 2일 己酉; 정조 9년 11월 22일 戊辰.

 92) �承政院日記� 정조 14년 3월 19일 己亥.

 93) �承政院日記� 정조 19년 8월 9일 丁亥; 정조 19년 8월 10일 戊子.

 94) �承政院日記� 조 34년 2월 5일 辛酉.

 95) �承政院日記� 조 46년 윤5월 10일 乙卯.

 96) �承政院日記� 정조 14년 6월 28일 丁丑. 

 97)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2월 11일 己巳; �日省 �, 정조 18년 2월 11일 己巳.

 98) �承政院日記� 조 39년 8월 21일 乙巳.

 99) �承政院日記� 조 48년 7월 1일 甲午.

100) �乙酉式年文武科榜目�(국립 앙도서 , 한古朝2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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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충장군 품계를 지니고 있던 것이 확인되며101)
101) 직은 1797년경 漢旅를 

지냈다.102)102)王道成은 1777년 出身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무과에 제한 

상태 다.103)103)1783년 정조는 한인아병 哨官이었던 왕도성에게 加資하도록 명하

는데 훈련도감은 아병 이 上일 경우 牙兵 으로 칭하도록 하는 규정을 

인용하여 왕도성을 牙兵 으로 칭할 것을 요청하 다.104)104)당시 왕도성은 하  

무 인 에 불과했지만 당상 품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791년 왕도성

은 충장군의 품계를 지니고 있었고105)
105)1796년 3월 보단 春享 때에는 巡

으로 참석하 다.106)106)순장은 궁궐과 도성의 야간 경계를 지휘하는 임시직 군

이었지만 체로 知事, 同知, 僉知 같은 당상  에서 선발하여 임명하던 자리

다.107)107)왕도성은 1800년과 1803년의 망배례 참석 시에는 漢旅로 등장한다.108)108)

王廷哲은 정조 11년(1787) 무과에 제하여109)
109)그 해 萬戶에 임명되며110)

110)1795

년에는 충장군 품계를 지니고 있었다.111)111)왕정철은 1803년 7월 망배례에 한려

로 참석한 것112)을112)끝으로 더 이상 직이 확인되지 않는다. 王道吉은 1755년 

조가 황조인 자손을 소견했을 때 이름을 특별히 언 하며 장성한 이후 직에 

등용하도록 명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113)113)이후 왕도길은 1762년 山城別 (종9

품),114)114)1771년 訓練院習讀(종9품)115)을115)거쳐 정조연간인 1778년에는 萬戶로 승

101) �日省 � 정조 18년 1월 19일 丁未.

102) �日省 � 정조 21년 3월 6일 丙午. 

103) �承政院日記� 정조 1년 8월 19일 壬子.

104) �承政院日記� 정조 7년 2월 24일 乙酉.

105) �承政院日記� 정조 15년 7월 22일 乙未.

106) �日省 � 정조 20년 3월 2일 戊申.

107) 1807년 순조는 왕도성에 해 “왕도성은 이미 登科한 上이며 일 이 巡 을 역임한 

자이다”라 언 한 바 있다. �承政院日記� 순조 7년 3월 19일 辛酉.

108) �日省 � 정조 24년 5월 10일 辛卯; �承政院日記� 순조 3년 7월 21일 癸丑.

109) �崇禎三丁未春合慶庭試文武榜目�.

110) �承政院日記� 정조 11년 12월 22일 乙卯.

111) �日省 � 정조 19년 12월 17일 甲午.

112) �承政院日記� 순조 3년 7월 21일 癸丑.

113) �承政院日記� 조 31년 12월 3일 壬寅.

114) �承政院日記� 조 38년 7월 11일 己未.



214·한국문화 86

진하 다.116)116)1786년 兼司僕을 지낸 뒤117)
117)그는 1792년 壯勇營의 冬等 試 에서 

出身 신분으로 입격하 는데 이 당시 무과에 합격한 상태 음을 알 수 있다.118)118) 

이후 왕도길은 장용  試 를 통해 연이어 加資를 받았고 1797년 품계가 正憲大

夫(정2품 상계)에 이르게 되었다.119)119)1799년 왕도길은 첨사에 임명되었으며120)
120) 

이후 1808년 춘향과 1811년 5월 망배례에는 한려로 참반하 다.121)121)  

이 시기 무과에 합격하여 직에 진출한 제남 왕씨 가운데에는 당상 은 아니

더라도  정도의 직에 진출했던 성원들 역시 존재했다.122)122)王道恒과 王道弘

이 그러한 경우이다. 왕도항은 1790년 보단수직 에 임명되었고123)
123)장용  소

속으로 직부 시를 획득한 후 1795년 3월 식년시 갑과 1 로 무과에 장원 제

하 다.124)124)이후 왕도항은 氷庫別提(종6품),125)125)內贍寺主簿(종6품)126)를126)거쳐 1811

년에는 평안도 宣沙浦僉使를 마지막으로 지냈다.127)127)왕도홍은 왕한정의 아들이었

는데 1773년 조는 당시 閑良이었던 그에게 특별히 別軍職을 하사하기도 하

다.128)128)왕도홍은 1775년 별군직 試 에서 직부 시를 얻었고129)
129)그 해 무과에 합

115) �承政院日記� 조 47년 5월 10일 庚戌.

116) �承政院日記� 정조 2년 12월 24일 庚辰.

117) �日省 � 정조 10년 7월 5일 丙午.

118) �日省 � 정조 16년 9월 27일 癸亥.

119) �日省 � 정조 21년 3월 24일 癸亥.

120) �承政院日記� 정조 23년 12월 20일 癸卯.

121) �日省 � 순조 8년 3월 7일 癸卯; 순조 11년 5월 10일 丁亥.

122) 무과 합격에도 불구하고 직이  확인되지 않는 인물도 존재한다. 王義昌, 王日善 

父子가 그러한 경우이다.

123) �承政院日記� 정조 14년 4월 9일 己未.

124) �崇禎三乙卯式文武龍虎榜目�(규장각, 奎 747); �武科總要� 卷3(아세아문화사 인본, 

418면); �正祖實 � 권42, 정조 19년 3월 13일 甲子.

125) �日省 � 정조 19년 3월 13일 甲子; �承政院日記� 정조 19년 3월 13일 甲子. 무과 장원 

제자는 제와 동시에 동반 6품의 正職에 임용되는 우 를 받았다. 정해은, 2003 ｢조

선후기 무과 장원 제자의 직진출｣ �조선시 의 과거와 벼슬�(성고이성무교수정년기

념논총간행 원회 편), 집문당, 233면.

126) �日省 � 정조 21년 3월 6일 丙午.

127) �承政院日記� 순조 11년 8월 10일 丙辰.

128) �承政院日記� 조 49년 3월 6일 乙未; �感戴廳先生案�; �別軍職廳先生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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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 다.130)130)종5품 判官을 역임한 것이 왕도홍의 최고 직이었다.131)131)

王道常의 경우는 정조의 심 하에 직 경력을 충실히 쌓고 이를 바탕으로 

순조연간 고 직 진출에 성공한 경우이다. 그는 왕한정의 아들로서 1789년 무과

에 합격했고 1792년 長 庫主簿(종6품)를 거쳐 별군직에 임명되었다.132)132)정조연

간 별군직은 무반 요직으로 자리를 굳  가고 있었는데 심지어 무반 청요직인 

선 보다도 시된다는 말조차 존재할 정도 다.133)133)왕도상의 별군직 임명은 

왕한정, 왕도홍에 이어 제남 왕씨 가운데 세 번째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18세

기 별군직에 임명된 제남 왕씨 성원들은 모두 왕한정  그의 아들들이었다. 그 

후 그는 訓練主簿,134)134)訓練判官(종5품)135)을135)거쳐 草溪, 高陽 지역의 군수를 지냈

다.136)136)1797년 3월 망배례 거행 시 고양군수 왕도상은 使行  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정조는 그의 불참 이유를 물을 정도로 그에게 심을 가지고 있었

다.137)137)왕도상은 그 후 縣監,138)138)郡守,139)139)訓鍊僉正(종4품)140)140)같은 내․외직을 거

쳤으며 1810년에는 충장군을 加資받았다.141)141)왕도상은 계속해서 縣監, 郡守, 僉

知, 五衛 의 직을 역임하다가 1823년에는 禁軍 의 하나인 內禁衛 (정3품 

당상 )에 임명되었고142)
142)이어 1832년에는 天營 에도 제수되었다.143)143)왕도상

이 순조연간 당상 인 내 장과 장 자리에 오르게 된 데에는 왕한정과 왕도

129) �承政院日記� 조 51년 4월 10일 丁亥.

130) �感戴廳先生案�.

131) �別軍職廳先生案�.

132) �別軍職廳先生案�; �感戴廳先生案�.

133) 장필기, 1989 앞의 논문, 292-293면, 300면.

134) �承政院日記� 정조 16년 11월 22일 丁巳.

135) �承政院日記� 정조 17년 10월 4일 甲子.

136)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6월 20일 乙亥.

137)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3월 19일 己未.

138) �承政院日記� 순조 2년 7월 29일 丁酉; 순조 7년 12월 30일 丁酉.

139)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8월 7일 癸卯.

140) �承政院日記� 순조 4년 12월 22일 丁丑.

141) �承政院日記� 순조 10년 12월 2일 壬午.

142) �承政院日記� 순조 23년 12월 22일 丙辰.

143) �承政院日記� 순조 32년 12월 20일 壬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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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자에 한 정조의 심과 후원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서술한 로 조∼정조연간 제남 왕씨 성원들의 직 진출은 이  시기

와 달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동시에 인 신분으로서의 

한계를 지닌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는 양반으로 신분 상승에 성공한 명 유

민 집단인 농서 이씨와 비교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농서 이씨의 경우 조∼

정조연간 국왕의 극  개입으로 李薰이 營 . 兼司僕 에, 李宗胤이 營 , 兼

司僕 , 防禦使(종2품)에 올랐으며,  李萱은 營 , 內禁衛 (정3품), 兵使(종2

품), 知中樞府事(정2품), 都摠管(정2품)에, 李孝承이 兼司僕 , 水使(정3품)에 임

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144)144)조선 국왕의 명 유민 후원에는 그 가문의 배경을 고

려한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4. 純祖∼哲宗 연간 제남 왕씨의 직진출과 그 한계

구의사의 후손들은 효종연간 이래 한인아병에 편성되어 있었다. 정조는 고기

잡이와 훈련 시 왜병 역할로 고충을 겪고 있던 한인아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하여 1790년 이를 漢旅로 개편하 고  보단수직  제도를 창설하여 漢人들

로 하여  수직 을 담당  하 다.145)145)1790년 제정된 漢旅節目을 보면 보단수

직 은 구의사의 후손 가운데에서 漢旅, 閑良, 前銜이 있는 자를 막론하고 임

자를 선발하여 추천하되, 임자가 없으면 向化人(여진, 일본 출신 귀화인) 자손 

에서 선발하며, 3人을 정원으로 하고 임기는 45개월을 만기로 하는 것이었다. 

參上 수직 으로 임명할 경우 司果 벼슬을 주고 임기가 찬 뒤에는 한 자 을 올

려주며, 參下 수직 에 임명할 경우에는 司勇 벼슬을 주어 20개월이 찬 뒤 6품

으로 승진시키며,  다시 25개월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한 자 을 올려주도록 

144) Seunghyun Han, 2009a.

145) 우경섭, 앞의 책, 120면. 아병은 17세기 새로이 만들어진 병종으로서 지방 감   요 

군문에 배치되었는데 流民과 公私賤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송양섭, 2003 ｢17․18

세기 아병(牙兵)의 창설 기능｣ �조선시 의 과거와 벼슬�(성고이성무교수정년기념논총

간행 원회 편), 집문당, 353면, 362면. 한 木村拓, 앞의 논문, 73면, 77-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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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한 한인아병은 漢旅로 명칭을 고치고 정원은 30인으로 정하 다.146)146) 

漢旅는 장교직으로서 한인아병처럼 일반 군졸이 아니었으므로147)
147)한인아병의 한

려 개편은 漢人들을 한 우 책이었음이 분명하다. 한려 자체는 품계가 부여된 

官은 아니었지만 觀武才, 中旬試 등의 試 에 응시할 수 있었기에148)
148)직부 시

를 얻어 무과에 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1796년 정조는 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 리인 邢玠와 楊鎬를 제향하는 사당인 宣武祠에 해서

도 수직  제도를 창설하여 한려 가운데 3인을 선발하여 충원하도록 하 다.149)149) 

순조∼철종연간에는 조∼정조연간과 달리 국왕이 구의사 후손들의 등용을 

해 주도 으로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명 유민 등용의 기

회로 작용하던 춘향  망배례 시 명 유민과의 소견도 1810년을 끝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150)150)그러나 1790년에 이루어진 수직   한려의 창설은 찬 

기록에 등장하는 제남 왕씨 성원의 수 인 팽창을 가져왔다. 19세기는 그들 가

운데 무과 제자의 수가 감소되던 시기이기 는데 그 배경에는 국왕의 심 감

소와 더불어 한려, 수직  제도 창설이 그들에게 무과 제 없이도 군직, 직에 

진출할 수 있는 독  기회를 제공한 것이 놓여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지만 

후술하듯 한려, 수직 에 진출하더라도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

으며 설령 승진한다 하더라도 간 단계의 직에 그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이하 1790년 한려, 보단수직  창설 이래 제남 왕씨의 직, 군직 진출을 보다 

구체 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漢旅

먼  漢旅를 역임한 인물들의 향후 직 진출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표 2>로 

정리해 보았다.  

146) �日省 � 정조 14년 4월 8일 戊午.

147) �承政院日記� 정조 14년 3월 19일 己亥.

148) �日省 � 정조 14년 4월 8일 戊午.

149) �承政院日記� 정조 20년 9월 8일 庚戌. 우경섭, 2017 ｢17-18세기 임진왜란 참  명군에 

한 기억｣ �한국학연구� 46, 347면.

150) Seunghyun Han,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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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漢旅에 임명된 제남 왕씨 성원들의 직 진출 

성명 경력

1 王大成 1790년 漢旅, 1793년 漢旅 閑良, 1796년 漢旅,  1803년 漢旅 

2 王再弘 1790년 漢旅, 1790년 武科 합격, 1796년 漢旅, 1803년 漢旅

3 王道信
1794년 漢旅閑良, 1796년 大報壇守直官, 1797년 大報壇守直官에서 漢旅로 강등, 

1803년 漢旅, 1808년 漢旅閑良  

4 王道義 1795년 漢旅, 1796년 漢旅  

5 王大顯 1796년 漢旅, 1803년 漢旅 

6 王道明 1796년 漢旅, 1803년 漢旅 

7 王道任 1796년 漢旅, 1803년 漢旅   

8 王道豊 1796년 漢旅 

9 王道赫 1796년 漢旅, 1803년 漢旅

10 王道舜 1796년 漢旅 

11 王道哲 1796년 漢旅 

12 王道善 1796년 漢旅, 1803년 守直官

13 王道協 1796년 漢旅, 1803년 守直官

14 王道承
1796년 漢旅, 1799년 보단수직 , 1799년 훈련도감 敎鍊官, 1807년 훈련도감 哨

官, 1808년 훈련도감 哨官, 1833년 司果

15 王道洽 1796년 漢旅, 1832∼1833년 보단수직 , 1834년 충장군 加資, 1838년 五衛

16 王喜善 1765년 무과 합격, 1793년 出身으로 加資, 1794년 충장군, 1797년 漢旅 충장군

17 王義進 1784년 武科 합격, 1796년 漢旅, 1803년 守直官, 1808년 守直官

18 王道成
1777년 出身, 1783년 한인아병 哨官으로 加資받아 당상 품계, 1791년 충장군, 

1796년 巡 , 1800년 漢旅, 1803년 漢旅 

19 王道膺 1803년 漢旅 

20 王道賢 1803 漢旅, 1815년 大報壇守直官 

21 王廷哲 1787년 무과 제, 1787년 萬戶, 1795년 壯勇營 소속 충장군, 1803년 漢旅

22 王道吉
1762년 山城別 , 1771년 習讀, 1778년 萬戶, 1786년 兼司僕, 1792년 出身, 1797년 

正憲大夫, 1799년 僉使, 1808년 漢旅, 1809년 大護軍, 1811년 漢旅  

23 王德健 1827년 漢旅閑良 

24 王德聖
1827년 漢旅閑良, 1830년 漢旅閑良, 1853년 漢旅閑良으로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

서 直赴殿試 획득

25 王左說 1824∼1827년 보단수직 , 1830년 한려 충장군, 1864년 이  參奉

26 王道林
1833년 이  守直官, 1842년 漢旅閑良으로 直赴 試, 1844년 漢旅閑良, 1846년 漢

旅出身, 1851년 大報壇守直官 임기 마치고 折衝 軍 加資, 1854년 五衛 , 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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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典據: �日省 �, �承政院日記�, �崇禎三庚戌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국립 앙도서 , 일
산 古6024-64), �乙酉式年文武科榜目�(국립 앙도서 , 한 古朝26-28-41), �甲辰王世子冊
慶龍虎榜�(국립 앙도서 , 古朝 26-28-65), �宣傳官廳薦案�(규장각, 奎9758)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790년 이래 한려를 역임한 제남 왕씨 성원은 모

두 28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려 이외 다른 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단지 한려만을 

역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왕 성, 왕재홍, 왕도의, 왕 , 왕도명, 왕도임, 

왕도풍, 왕도 , 왕도순, 왕도철, 왕희선, 왕도응, 왕덕건, 왕덕성, 왕제훈, 왕기

주로 모두 16명이다. 즉 장교인 한려를 지낸 뒤 직으로 진출하는 것은 용이

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이 16명 가운데 王再弘, 王喜善, 王德聖은 무과 

제자 다.  

한려에서 보단수직 으로 승진한 경우도 존재했는데 왕도신, 왕도선, 왕도

, 왕도승, 왕도흡, 왕의진, 왕도 이 그러하 다. 이 가운데 왕도신의 경우 본

래 한려에서 보단수직 으로 승진하 으나 1797년 3월 망배례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정조가 다시 한려로 강등시켰고151)
151)1808년까지 한려를 지내다 기록

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왕도선, 왕도 , 왕의진, 왕도 의 경우는 한려에서 보

단수직 으로 승진하긴 했으나 더 이상의 직은 확인할 수 없다. 

한려를 지낸 제남 왕씨 성원들 가운데 보단수직  이외의 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에는 왕도승, 왕도흡, 왕도성, 왕정철, 왕도길, 왕좌열, 왕도림이 있는데 이 

가운데 왕도성, 왕정철, 왕도길은 술한 로 정조연간 巡 , 萬戶, 僉使등 직

에 오른 뒤 직 생활의 마지막을 한려로 마친 사람들이었다. 즉 이들은 기존의 

직을 발 으로 하여 보다 상  무 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직인 한

려를 지내게 된 것이었다. 王道承은 한려에서 보단수직 으로 승진했고, 1799

년 군직인 훈련도감 敎鍊官,152)152)1807년과 1808년에는 하  무 직인 훈련도감 哨

官을 거쳤다.153)153)이후 그는 1833년 五衛의 체아직인 司果(정6품)를 지낸 것을 끝

151)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3월 19일 己未.

152) �日省 � 정조 23년 9월 18일 癸酉.

27 王濟勛 1843년 漢旅, 1860년 무과 제, 1864년 宣薦

28 王箕疇
1830년 망배례 참반 무사 시취에서 閑良으로 직부회시, 1852년 춘향 참반 무사 시

취에서 漢旅閑良으로 직부 시, 1852년 무과 합격, 1863년 宣薦, 1864년 削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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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 이상 직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154)154)王道洽은 1796년 한려 는데 

1832∼1834년 보단수직 을 지냈으며155)
155)1834년 충장군의 품계를 加資받았

고156)
156)1838년 오 장에 임명된 것157)을157)끝으로 직 경력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오 장은 오  소속 정3품 당상 이었는데 조선후기 오군 이 오 를 

체함에 따라 오 는 유명무실해졌고 오 장 역시 입직, 순찰, 시  정도의 역

할만 담당하는 직으로 변모했다. 물론 오 장이 특히 인이나 부유한 상민들에

게 명 로운 직책으로 인식되었긴 하지만 정치 으로 요한 실권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으며 19세기 조정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남발하고 있던 직이었다.158)158)  

王左說은 1824∼1827년 보단수직 이었는데159)
159)근무상의 과오로 처벌을 받

았고 1830년에는 충장군 품계를 지닌 한려로 등장한다.160)160)그 후 왕좌열은 

1860년 이  어느 시 에 參奉(종9품)을 지냈던 것만이 확인된다.161)161)王道林은 

1833년 7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 前守直官으로 참석하 는데162)
162)이후 1842

년 7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 한려 한량으로 참석하여 直赴 試를 부여받았

다.163)163)1844년에도 그는 한려 한량으로 나오는데164)
164)1846년 3월 망배례 참반 무

사 시사에는 한려 出身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아165)
165)1844∼1846년 사이 무과에 

합격하 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그는 다시 보단수직 에 제수되어 1851년 

153) �日省 � 순조 7년 3월 19일 辛酉; 순조 8년 3월 7일 癸卯.

154) �日省 � 순조 33년 4월 20일 庚申.

155) �承政院日記� 순조 32년 6월 25일 庚子; 순조 33년 7월 15일 癸未.

156) �承政院日記� 순조 34년 11월 1일 壬戌; 순조 34년 11월 3일 甲子.

157) �承政院日記� 헌종 4년 6월 20일 己丑.

158) Eugene Y. Park, 2008 “Status and ‘Defunct’ Offices in Early Modern Korea: The 

Case of Five Guards Generals (Owijang), 1864-1910,”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41, No. 3, p.738, p.742. 

159) �承政院日記� 순조 24년 8월 27일 丁亥; 순조 27년 3월 7일 壬午.

160) �日省 � 순조 30년 3월 19일 丁未.

161) �宣傳官廳薦案� 3책, 48a. 

162) �日省 � 순조 33년 7월 21일 己丑.

163) �日省 � 헌종 8년 7월 21일 丁卯.

164) �日省 � 헌종 10년 3월 19일 丙戌.

165) �日省 � 헌종 12년 3월 19일 甲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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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충장군을 가자받았으며166)
166)1854년에는 五衛 , 僉知에 임명되었다.167)167)첨지

는 비록 정3품 당상 이긴 했지만 특별한 직무가 없는 명 직이었다. 정리하면 

왕도승, 왕도흡, 왕좌열, 왕도림은 한려를 거쳐 19세기 반기 哨官, 參奉, 司果

와 같은 ․하  직을 지내거나 오 장, 첨지처럼 비록 당상 이긴 했지만 

명 직 성격이 강한 직을 지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려를 지낸 제남 왕씨 가운데에는 무과에 합격한 뒤 1863, 1864

년 각기 宣傳官으로 추천된 王箕疇, 王濟勛이 있었다. 본래 선 이란 서반의 

청요직으로서 고 직 진출의 발 이 되는 직이었다. 무과 제자 혹은 閑良을 

선 에 추천(宣薦)하 는데 선천은 무과 제자의 7% 정도만이 들 수 있었

다.168)168)따라서 선천되는 것만으로도 향후 직 진출에 유리한 거 을 마련할 수 

있었고 가문의 배경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었다.169)169)물론 후술하듯이 제

남 왕씨 가운데 이미 왕한정의 손자인 王啓疇가 1831년, 증손자인 王宗鎬가 1841

년 선천된 바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엽 憲宗연간부터  선천에서 배제되었

던 평안도, 함경도 무과 합격자에 한 통청이 이루어졌고170)
170)철종즉   中人

들 역시 承文院, 宣薦에 한 통청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 으며,171)171)1851년 

서얼의 宣薦 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헌종, 철종 에 연평균 선천 선발인원이 

이 에 비해 비약 으로 증가하 다.172)172)이는 한 선천 자격 조건의 완화를 의

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860년  왕기주, 왕제훈이 선천되었던 

것이며 후술하듯 왕만주도 1862년에 선천되었다. 인 가문인 제남 왕씨 성원들

166) �承政院日記� 헌종 13년 11월 4일 庚辰; 헌종 15년 윤4월 13일 庚辰; 철종 2년 5월 6일 

壬辰.

167) �承政院日記� 철종 5년 8월 5일 辛丑; 철종 5년 8월 12일 戊申.

168) 정해은, 2001 ｢조선후기 宣薦의 운 과 선천인의 서반직 진출 양상｣ �역사와 실� 39, 

145면.

169) 장필기, 2001 ｢朝鮮後期 宣傳官出身 家門의 武班閥族化 過程｣ �軍史� 42, 257-266면. 

170) 정해은, 2001 앞의 논문, 140-141면.

171) 철종 2년(1851) 인들의 승문원, 선 에 한 통청운동에 해서는 한 우, 1986 ｢조

선후기 인에 하여: 철종조 인 통청운동 자료를 심으로｣ �한국학보� 45, 68면, 

71면, 86면.  

172) 정해은, 2001 앞의 논문, 141면,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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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세기 엽에 들어 비로소 宣薦되기 시작한 것은 양반 신분을 획득한 명 유

민 집단인 농서 이씨 가문에서 1750년 부터 宣薦되고  선 을 배출하기 시

작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늦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73)173)

왕기주, 왕제훈이 비록 선천되기는 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별다른 직 진출에 

성공하지는 못한 듯하다. 왕제훈은 한려를 거쳐 1860년 무과에 제하 고 1864

년 선천되었지만174)
174)그 후의 직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왕기주는 왕한정의 

손자로서 아버지는 오 장을 지낸 왕도림이었다. 그는 1830년 3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서 직부회시를 획득하 고175)
175)1852년 3월 황단 춘향 참반 무사 시취

에서 직부 시를 획득했다.176)176)왕기주는 그 해에 무과에 합격하 으며 1863년 선

천되었지만 이듬해인 1864년 削薦되었다.177)177)선천된 인물 가운데 문벌이 타당하

지 않은데도 부 하게 혼입된 부류를 薦案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1864년 취해

졌는데 왕기주 역시 삭제 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178)178)왕기주는 삭천된 이후 

찬자료에 더 이상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2) 大報壇 守直官

다음으로는 보단 수직 을 거친 제남 왕씨 성원들의 직 경력을 검토해 보

기로 하되 수직 과 더불어 한려를 거친 사람들은 복을 피해 제외하기로 한

다. 이하 <표 3>은 이들의 직 경력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보단 수직 에 임명된 제남 왕씨 성원의 직 경력

173) Seunghyun Han, 2019a.

174) �宣傳官廳薦案� 3책, 48a.

175) �日省 � 순조 30년 3월 19일 丁未.

176) �日省 � 철종 3년 3월 6일 丙辰.

177) �宣傳官廳薦案� 3책, 46a.

178) �承政院日記� 고종 1년 12월 29일 丙申.

성명 경력

1 王道默 1788년 閑良, 1795년 보단수직

2 王胤錫 1799∼1800년 보단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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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王景進 1796년 한량, 1803∼1804년 보단수직

4 王道敬
1793년 장용  假監官 閑良, 1795년 假監官 閑良, 1796년 한량, 1797년 한량, 

1803년 수직  

5 王德一 1803년 보단수직

6 王道榮 1796년 보단 守僕, 1803년 수직

7 王德熙 1796년 한량, 1808년 보단수직

8 王德九
1808년 보단수직 , 1811년 掌苑署別提, 1813년 活人署別提, 1816∼1817년 氷

庫別提

9 王孝疇 1814년 보단수직

10 王德五 1808년 한량, 1815∼1816년 보단수직

11 王德修
1818년 副司果, 1829년 오 장, 첨지, 1842년 오 장. 1840년  후반까지 오 장 

임명, 교체 반복, 1865년 오 장

12 王相說 1815년 보단 수직

13 王啓疇
1816∼1818년 보단수직 , 1830년 무과 제, 1831년 宣薦, 1834년 加設 別軍

職 部 , 1835년 加設 訓鍊主簿, 1836년 訓鍊判官, 高敞縣監, 1877년 오 장  

14 王夢說 1822년 副司果 

15 王德欽 1827년 보단수직

16 王德元
1827년 보단수직 , 1831년에서 1879년 사이 오 장, 첨지 임명 뒤 교체를 무

수 반복. 1880년 護軍  嘉善大夫

17 王景說

1832년 보단수직 , 1860년 義盈庫主簿, 1862년 通禮院引 , 禮賓寺主簿, 1863

년 禁府都事, 引 , 禁府都事, 1867년 氷庫別提, 1869년 司 寺主簿, 1870년 감, 

1874년 군수, 1875년 宣武祠守直官, 1876년 감, 1880년 군수, 1883년 군수, 

1884년 령, 1885년 敦寧都正, 通政大夫, 1889년 敦寧都正 혹 同敦寧

18 王範疇 1839년 보단수직

19 王俶說

보단수직  근무 기간 試 에서 직부 시 획득, 1841년 신병으로 무과 시에 

응시 안하고 이어 同年 신병으로 보단수직 에서 물러남. 신병으로 시 응시 

안하여 1844년 응시자격 취소. 1883년 보단수직

20 王殷疇
 1841년 보단수직 , 副護軍, 오 장, 첨지. 이후 1880년까지 오 장, 첨지 임

명 뒤 교체 무수 반복. 1880년 忠淸道 中軍, 1881년 함경북도 兵馬虞候

21 王濟運
1842년 보단수직 으로 충장군 加資. 1842년 오 장, 1843년 오 장, 첨지, 

1869년 五衛 . 出身

22 王學說
1844년 보단수직 , 1846∼1847년 보단수직 , 1851년 閑良으로 別軍職 加設 

部 , 1851년 加設 訓鍊主簿, 1851년 縣監   

23 王錫疇

1845∼1848년 보단수직 , 1845년 副司勇, 1847년 副司果, 1846년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서 직부 시, 1857년 出身으로 가설 部 , 1858년 가설 훈련주부, 

1859년 가설 훈련 , 1860년 감, 1862년 가설 훈련 , 1862년 첨지, 오

장, 1864년 군수, 1867년 가설 첨지, 1875년 營 , 1876년 五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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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典據: �日省 �, �承政院日記�, 별군직자료

<표 3>을 보면 1790년부터 19세기 말까지 보단수직 을 지낸 것이 확인되는 

제남 왕씨 성원은 모두 35명인데 이 가운데 수직  이외의 직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가 19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하 보단수직  이외의 직을 지낸 

나머지 16인의 직 경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   정도의 직에 나아가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 王德九는 

1808년 보단수직 이었는데,179)179)이후 掌苑署別提(종6품),180)180)活人署別提를 거쳐 

1816∼1817년 氷庫別提 경력을 끝으로 직 생활을 마쳤다.181)181)王濟萬은 1851년 

보단수직 에 임명되었는데182)
182)1854년 충장군 품계를 加資받았고183)

183)1881년 

尙衣院主簿(종6품)로 등장한 것이 직의 부이다.184)184) 

179) �承政院日記� 순조 8년 윤5월 26일 辛卯.

180) �承政院日記� 순조 11년 8월 13일 己未.

181) �承政院日記� 순조 13년 12월 14일 丁未; 순조 16년 2월 19일 己巳.

182) �承政院日記� 철종 2년 5월 5일 辛卯.

183) �承政院日記� 철종 5년 12월 3일 丁酉. 

24 王濟穆 1845년 보단수직

25 王濟萬 1851년 보단수직 , 1854년 충장군 加資, 1881년 尙衣院主簿

26 王錫範 1852년 보단수직

27 王斌說 1852년 보단수직

28 王濟完 1862년 보단수직

29 王昌鎬

1864년 보단수직 , 1867년 閑良으로 南行加設別軍職, 1867년 武科 합격, 1868

년 가설 훈련주부, 가설 훈련 , 1869년 가설 훈련첨정, 1873년 가설 훈련첨정, 

1877년 군수, 1880년 가설 훈련첨정, 1884년 通政大夫 加資, 副護軍

30 王縉說 1867∼1870년 보단수직 , 1892년 典獄主簿, 機器局 司事, 礦務 主事

31 王濟稸 1869년 보단수직

32 王瑾植 1881∼1882년 보단수직 , 1901년 中樞院議官

33 王瑗植 1884년 보단수직 , 1887년 機器局 司事

34 王瑜植
1887년 보단수직 ,  1895년 조정의 명으로 일본 유학, 귀국 후 순종즉 년 陸

軍步兵副令 

35 王  植 1892년 보단수직 , 1894년 懿寧園令, 1904년 軍器廠 技師王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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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단수직 을 마친 뒤 당상 품인 충장군을 加資받고 이어 오 장을 하

는 것이 19세기 들어 나타난 새로운 상이었다. 앞서 언 했듯이 왕도림, 왕도

흡이 그러하 다. 그 외에도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왕덕수, 왕덕원, 왕제운, 

왕은주 역시 보단수직  근무 후 오 장이 된 경우 다. 이 게 19세기 제남 

왕씨 가운데 오 장이 늘어난 배경에는 1827년 조정이 취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

인다. 이 해 병조 서 金魯敬은 황공의 후손들이 직 진출을 하지 못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하고 이후 황조인 후손들에 해 무과 제를 하지 못했더

라도 資級을 올려  뒤 오 장에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定式으로 삼게 되

었던 것이다.185)185)이에 무과에 제하지 못했지만 보단수직  임기를 마치고 加

資를 받아 오 장에 임명된 제남 왕씨의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 생각된다. 

王德修는 1818년 보단수직 으로 근무했고 1829년에는 오 장, 첨지에 임명

되었다.186)186)1842년에도 그는 오 장에 임명되었는데187)
187)이후 1840년  후반까지 

오 장 임명, 교체를 반복하 고 1865년 마지막 오 장 임명을 끝으로 더 이상 

직이 확인되지 않는다.188)188)王德元은 1827년 보단수직 이었는데189)
189)1831년 

이후 오 장, 첨지에 임명된 뒤 병을 이유로 교체되었다가 다시 오 장에 임명

되는 패턴을 1879년까지 약 50년간 무수히 반복하 다. 그는 1880년 五衛의 정4

품 체아직인 護軍에 임명됨과 동시에 80세 고령을 이유로 嘉善大夫(종2품) 품계

를 하사받은 것을 끝으로 직 생활을 종료하 다.190)190)王濟運은 1842년 보단수

직 으로 근무하다 충장군을 加資받았는데191)
191)1842년 말 오 장에 임명되었으

며192)
192)1843년에도 오 장, 첨지를 지내다가 그 해 말 병으로 교체되었다.193)193)그 

184)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7월 12일 壬申.

185) �承政院日記� 순조 27년 3월 10일 乙酉.

186) �承政院日記� 순조 29년 6월 24일 丙戌.

187) �承政院日記� 헌종 8년 12월 25일 己亥.

188) �承政院日記� 고종 2년 6월 22일 乙卯.

189) �承政院日記� 순조 27년 3월 7일 壬午.

190)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1월 3일 辛未; �日省 � 고종 17년 1월 3일 辛未.

191) �承政院日記� 헌종 8년 10월 26일 辛丑.

192) �承政院日記� 헌종 8년 12월 25일 己亥.

193) �承政院日記� 헌종 9년 4월 23일 丙申; 헌종 9년 10월 17일 丙辰; 헌종 9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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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869년 다시 오 장에 임명되었고194)
194)1870년 병으로 교체된 것195)을195)끝으로 

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王殷疇는 1841년 보단수직  임기를 마치고 

加資를 받았고196)
196)같은 해 오 장, 첨지에 임명되었다.197)197)이후 왕은주의 직 경

력은 오 장, 첨지에 임명되었다가 교체되고 재임명되는 과정을 1880년까지 무

수히 반복하게 된다. 이 게 오 장으로 끝날 듯 보이던 그의 경력에 새로운 

기가 도래한 것은 1880년인데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 하기로 한다. 여

기서 강조할 은 19세기 들어 보단수직 을 거쳐 오 장을 지내는 경우가 다

수 출 했고 왕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결국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오 장에

서 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단수직 을 거쳐 縣監, 郡守 정도의 지방 을 지낸 사람들이 있

었는데 왕학열, 왕계주, 왕창호가 그러한 경우이다. 왕경열과 왕석주 역시 19세

기 후반 감, 군수를 지냈지만 고종연간 그들의 직 경력에 요한 변화가 나

타났으므로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王學說은 1847년 보단수직 에서 

교체되었으며198)
198)1851년에는 加設別軍職部 , 加設訓鍊主簿를 거쳐199)

199)縣監에 제

수되었다.200)200)그러나 그는 1852년 비리로 인하여 감 자리에서 직되어 직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201)201)王啓疇는 왕한정의 손자 고 아버지는 보단수직 을 

지낸 왕도묵이었다.  19세기 반기 내 장, 순천 장을 지낸 왕도상이 그의 

숙부 다. 왕계주는 1816∼1818년 보단수직 이었고202)
202)1830년 무과에 제했

으며203)
203)1831년에는 선천되었다.204)204)  1834년 숙부인 왕도상이 별군직에서 減下

癸卯.

194) �承政院日記� 고종 6년 12월 21일 戊午.

195) �承政院日記� 고종 7년 1월 17일 癸未.  

196) �承政院日記� 헌종 7년 2월 9일 甲子.

197) �承政院日記� 헌종 7년 윤3월 22일 丙子; 헌종 7년 윤3월 24일 戊寅.

198) �承政院日記� 헌종 13년 10월 19일 乙丑.

199) �承政院日記� 철종 2년 2월 2일 己未. �感戴廳先生案�에서 한량으로 별군직에 임명되었

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무과에 합격하지 못하 다. �承政院日記� 철종 2년 10월 19일 辛丑.

200) �承政院日記� 철종 2년 12월 27일 戊申.

201) �承政院日記� 철종 3년 12월 3일 戊寅.

202) �承政院日記� 순조 16년 6월 17일 乙丑; 순조 18년 9월 30일 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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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그 자리를 이어 받아 加設別軍職部 에 임명되었고205)
205)이어 加設訓鍊主簿,206)206)

加設訓鍊判官을 거쳐207)
207)1836년 高敞縣監(종6품)에 임명되었다.208)208)그 후 1877년 

오 장에 임명된 것이 그의 마지막이자 최고 직 경력이다.209)209)王昌鎬는 왕한정

의 후손으로서 군수, 장을 지낸 왕도상의 손자이자, 마찬가지로 장, 군수를 

지낸 왕석주의 아들이었다. 왕창호는 1864년 보단수직 에 임명되었다.210)210) 

1867년 한량으로 南行別軍職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무과에 합격하 으며211)
211)  

加設訓鍊主簿,212)212)加設訓鍊判官,213)213)加設訓鍊僉正을 거쳐214)
214)1877년 昆陽郡守를 지

내게 되었다.215)215)1884년 그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 입격하여 通政大夫(정3품 

상계)에 加資되고 오 의 체아직인 副護軍에 임명된 것을 끝으로 직 경력이 

보이지 않는다.216)216) 

보단수직 에서 출발하여 수직  이외의 직을 지낸 16인 가운데 나머지 5

인은 모두 19세기 후반기 수직 을 지낸 사람들이며 機器局司事, 礦務主事, 中樞

院議官, 신식 陸軍, 軍器廠 技師 등 19세기 후반 이래 새로 신설된 근  국가 

기 으로 진출한 공통 이 있다. 

19세기 직으로 나아가거나 무과에 합격한 제남 왕씨 성원들이 모두 한려나 

보단수직 을 거쳐 간 것은 물론 아니었다. 왕도춘, 왕동열, 왕만주의 경우 모

203) �感戴廳先生案�.

204) �宣傳官廳薦案� 1책, 97a.

205) �承政院日記� 순조 34년 4월 17일 壬子; �武譜�(규장각, 상백고 923.5-m88).

206) �承政院日記� 헌종 1년 5월 30일 戊子.

207) �承政院日記� 헌종 2년 6월 19일 辛未.

208) �承政院日記� 헌종 2년 12월 26일 乙亥.

209)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6월 20일 甲辰.

210) �承政院日記� 고종 1년 6월 21일 庚寅.

211) �承政院日記� 고종 4년 4월 7일 庚寅; 고종 4년 9월 20일 庚午; �武譜�(한국학 앙연구

원 장서각, K2-1741) 太原王氏; �別軍職廳先生案�.

212) �承政院日記� 고종 4년 9월 29일 己卯.

213) �承政院日記� 고종 5년 10월 1일 甲辰.

214) �承政院日記� 고종 6년 12월 11일 戊申; 고종 10년 12월 2일 丙子.

215)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6월 20일 甲辰.

216)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윤5월 13일 丙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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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무과에 합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직 경력은 한려나 보단수직 과 

무 했다. 王道春은 1807년 唐浦萬戶에 임명되는데217)
217)그것이 그의 직 기록의 

부이며 王東說은 찬자료에서 그의 직을  확인할 수 없다.218)218)王萬疇는 

1862년 무과 합격 후 그 해 12월 선천되었지만 1864년의 선천 명단 정리의 여

로 1865년 삭천되었고219)
219)이후 그의 직경력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순조∼철종연간 제남 왕씨 직 진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790년 보단수직   한려 제도의 창설은 구의사 후손들에

게 군직, 직에 진출할 수 있는 독  기회를 제공하 고 이에 찬기록에 등

장하는 제남 왕씨 성원의 수 인 팽창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 한려, 보단

수직 을 거쳐 다른 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19세기 ․ 기

에는 제남 왕씨 가운데 5인이 정3품 충장군을 가자 받았고 2품 이상의 품계를 

수여받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19세기  왕도상은 정3품 당상 인 內禁衛 , 

營 에 올랐는데 그는 정조의 각별한 심과 후원 하에 성장한 인물로서 외

인 경우 다. 그를 제외하고는 19세기 남발되고 명 직 성격이 강한 당상 인 

오 장에 오른 4인이 최고 직에 오른 인물들이었으며 ․정조연간처럼 동지

추부사와 같은 종2품 이상의 직에 오른 성원은 배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직, 군직에 진출한 성원의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남 왕씨 가문의 고 직 

진출은 오히려 18세기에 비해 쇠퇴했던 것이며 이는 국왕의 명의리론 고취 노

력 감소에 따른 명 유민 집단에 한 심의 하에 기인한 것이었다.220)220)19세기 

반기 구의사 후손들 가운데에서는 자신들이야말로 화문화의 진정한 계승자

임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상징  지 를 제고하고221)
221)동시에 명 유민 상호간의 

217) �承政院日記� 순조 7년 6월 22일 壬辰.

218) 왕동열의 무과 합격 사실은 �崇禎四己丑慶科庭試文武科榜目�(한국학 앙연구원 장서

각, K2-3544) 참조.

219) �宣傳官廳薦案� 3책, 45a.

220) 19세기 반기 망배례 의례의 변화에 해서는 Seunghyun Han, 2019b에서 다루었다. 

19세기 반기 명 유민 집단의 직 진출 쇠퇴는 인 가문인 제남 왕씨뿐만이 아니라 

양반으로 상승한 농서 이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상이었다. 이에 해서

는 Seunghyun Han, 2019a. 

221) 한승 , 2018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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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혼을 통해 명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는데222)
222)이

는 명 유민에 한 심과 후원의 감소, 그들의 상징  요성  고 직 진출

의 쇠퇴라는 상에 응하기 해 그들이 취한 하나의 략이었다고 생각된다. 

 

5. 高宗 연간 제남 왕씨의 고 직 진출

고종연간 제남 왕씨의 직 진출에 요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19세기 

들어 1870년  이 에는 직 진출자의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남 왕씨 성원

이 오 장 같은 명 성이 강한 당상 이 아니라 실질  권력이 수반된 요 당

상 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왕도상을 제외하곤  없었다. 그러나 왕도상은 정

조의 특별한 심 하에 성장한 외  사례 다. 1870년 에 시작된 제남 왕씨 

성원의 요 당상 직 진출은 1880년 에 들어 가속화되었다. 이하 이 시기에 

등장한 그들의 직진출의 변화상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王錫疇는 왕한정의 손자로서, 장을 지낸 왕도상의 아들이었다. 그는 1845년

경 보단수직 에 임명되었는데223)
223)1846년 7월 망배례 참반 무사 시사에서 직

부 시를 획득하 다.224)224)그가 언제 무과에 합격했는지 구체 으로 알 수는 없지

만 1857년 11월 出身 왕석주를 가설 별군직 部 에 임명한 기록을 보면 그가 

1846∼1857년 사이 무과에 합격하 음은 확실하다.225)225)이어 그는 가설훈련주부,226)226)

가설훈련 227)을227)거쳐 1860년 利原縣監에 제수되었다.228)228)이 게 간 단계의 

직을 역임하던 그는 이어 첨지,229)229)오 장에 임명되었고230)
230)1864년에는 郭山郡守

222) Seunghyun Han, 2018 “Ming Loyalist Families and the Changing Meanings of 

Chojong’am in Early Nineteenth Century Chosŏn,” Acta Koreana 21.1, pp.197-198 참조.

223) �承政院日記� 헌종 11년 4월 1일 辛卯.

224) �헌종실록� 권13, 헌종 12년 7월 21일 甲辰; �日省 � 헌종 12년 7월 21일 甲辰.

225) �承政院日記� 철종 8년 11월 13일 庚寅.

226) �承政院日記� 철종 9년 6월 4일 戊申.

227) �承政院日記� 철종 11년 6월 25일 丁亥.

228) �承政院日記� 철종 11년 6월 25일 丁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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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시 수령직에 나아가게 되었다.231)231)1867년 그는 가설첨지에 임명되었지만232)
232) 

그 해 4월 별군직에서 감하되었으며233)
233)곽산군수 시 의 일로 처벌까지 받게 되

었다. 이 게 19세기 ․ 기 다른 제남 왕씨 성원들과 유사하게 직 경력을 

마치는 듯했던 왕석주는 1875년 3월 갑자기 三陟營 에 임명되었다.234)234) 장 임

명은 제남 왕씨 가운데에서는 1832년 왕도상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王殷疇는 앞장에서도 언 했듯이 1841년 보단수직  임기를 마친 뒤 오 장 

임명과 교체를 1880년까지 무수히 반복하 다. 그런데 그는 1880년 7월 갑자기 

충청도 中軍이라는 요직에 깜짝 발탁되었다.235)235)정3품 당상 인 中軍은 왕은주가 

이 에 지낸 오 장이나 첨지에 비해 실질  권한이 부여된 직이었다. 무과에

도 합격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그가 1880년 갑자기 고  무 직에 격 발탁된 

것은 매우 이례 인 경우라 할 수 있다. 

王景說은 1832년 보단수직 으로 근무하다가 병으로 교체되었으며236)
236)이후 

1860년에 이르러서야 義盈庫主簿(종6품)에 임명되었다.237)237)1860년  그는 通禮院

引 (정6품),238)238)禮賓寺主簿(종6품),239)239)禁府都事(종6품),240)240)氷庫別提(종6품),241)241) 

司 寺主簿(종6품)를 두루 거쳤고242)
242)이후 1870년 新昌縣監(종6품),243)243)1874년 

雲山郡守(종4품)같은 수령직에 근무하 다.244)244)1875년 잠시 선무사수직 을 지

229) �承政院日記� 철종 13년 4월 19일 辛未.

230) �承政院日記� 고종 1년 12월 20일 丁亥.

231) �承政院日記� 고종 1년 12월 27일 甲午.

232) �承政院日記� 고종 4년 1월 12일 丁卯.

233) �承政院日記� 고종 4년 4월 7일 庚寅.

234)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3월 17일 甲寅.

235)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7월 29일 乙未.

236) �承政院日記� 순조 32년 9월 25일 戊辰.

237) �承政院日記� 철종 11년 12월 20일 己卯.

238) �承政院日記� 철종 13년 9월 12일 辛酉.

239) �承政院日記� 철종 13년 9월 19일 戊辰.

240) �承政院日記� 철종 14년 2월 25일 庚子; 철종 14년 7월 3일 丁未.

241) �承政院日記� 고종 4년 12월 25일 甲辰.

242) �承政院日記� 고종 6년 3월 21일 癸巳.

243) �承政院日記� 고종 7년 12월 24일 乙酉.



朝鮮 後期 明 遺民 우대책과 濟南 王氏의 관직진출·231

낸245)
245)그는 1884년까지 歙谷縣監,246)246)麻田郡守,247)247)楊根郡守,248)248)始 縣令249)을 차

례로249)역임하 다. 그런데 왕경열은 1885년 6월 동반 정3품 상계 품인 通政大

夫를 하사받음과 동시에250)
250)王親, 外戚 사무를 처리하던 敦寧府의 정3품 당상

인 都正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251)251)�承政院日記�에 따르면 1889년 1월 30일 왕경

열은 다시 敦寧都正에 제수되었다고 하는데252)
252)�日省 �에서는 이날 기록에 왕

경열이 同敦寧(종2품)에 올랐다고 하 다.253)253) 

王宗鎬는 왕한정의 증손자 으며 그의 아버지는 감을 지낸 왕계주 다. 그

는 1841년 무과에 합격한 뒤 그 해 12월 선천되었고254)
254)1849년에는 사직으로 

함경도 同仁 權管에 임명되었다.255)255)왕종호는 1856년 副司果를 끝으로256)
256)더 이

상 직이 보이지 않지만 이는 그가 모종의 이유로 王謹鎬로 개명하 기 때문이

다.257)257)왕종호는 1876년 왕근호라는 이름으로 무신 겸 선 에 임명되었고,258)258) 

244)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4월 21일 癸巳.

245) �承政院日記� 고종 12년 1월 3일 丙寅.

246)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7월 16일 甲戌.

247)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1월 30일 戊戌.

248)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10월 30일 丁丑.

249)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10월 29일 庚子.

250) �承政院日記� 고종 22년 6월 27일 甲午.

251) �承政院日記� 고종 22년 6월 27일 甲午.

252) �承政院日記� 고종 26년 1월 30일 丙子.

253) �日省 � 고종 26년 1월 30일 丙子.

254) �宣傳官廳薦案� 제1책, 115b; �門蔭縉紳譜�(1984 박주태 편 ) 嶺宗契, 587면.

255) �承政院日記� 철종 즉 년 7월 25일 庚申; �門蔭縉紳譜� 587면. �門蔭縉紳譜�에서는 왕

종호가 개성 왕씨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왕계주 다고 하고 그가 辛丑年(1841) 정시

에 합격하 다고 한 것을 보면 제남 왕씨 왕종호임이 분명하다. 다만 여기에서 그가 을

유년 同仁이 직이라 하 지만 련 기록을 참조할 때 이는 己酉年(1849)의 오류일 것

이다.

256) �承政院日記� 철종 7년 4월 18일 甲辰.

257) �皇明遺民濟南王氏族譜�(1998 皇明遺民濟南王氏大宗中 )에서는 왕종호의 字를 謹鎬라 

하 는데(101면 뒤) 이는 字가 아니라 개명하 을 가능성이 높다. 왕종호는 �武譜�(한

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K2-1741)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太原 王氏 王謹鎬라는 이

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 지만 �武譜�의 기록에 따르면 왕근호의 직이 己酉년

(1849) 同仁이고 1841년 정시 무과 제라 하여 왕종호와 동일할 뿐만이 아니라 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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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訓鍊主簿,259)259)訓練判官,260)260)禁府都事,261)261)右捕盜廳 종사 (종6품)262)262)등 앙 

직을 차례로 역임하 으며 1881년에는 縣令에 제수되었다.263)263)그런데 1883년 

그는 兵虞侯(종3품)로 승진하 고264)
264)이어 1884년에는 兼司僕 에 임명되었다.265)265)

兼司僕 이란 정 친   하나인 兼司僕의 지휘 으로 종2품의 요직이었다. 

즉 왕근호는  직을 역임하다 1884년에 갑자기 兼司僕 으로 승진했던 것

이다. 한 왕근호는 1887년 三陟營 에 임명되기도 하 다.266)266)

1880년  이후 명 유민 후손들이 갑자기 고  무 직에 진출하는 상은 다른 

九義士 가문에서도 확인된다. 瑯琊 鄭氏의 경우 鄭羲淳이 1887년 정3품 당상

인 羽林衛 , 1892년 咸 中軍, 1893년에는 摠禦營 騎士 , 1894년에는 甲山府使

에 임명되었으며267)
267)大同 裵氏 裵宗漢도 1880년  당상 인 御營廳 騎士 , 全

羅中軍을 역임하 다.268)268) 

한 제남 왕씨는 1880년 에 이르러 구의사 가문 가운데 최 로 문과 합격자

를 배출하게 되었다. 王濟肯은 고종 20년(1883) 3월 황단 망배례 참반 유생 應

製에서 구의사 가문 최 로 직부 시를 획득하 다.269)269)이 날 고종은 왕제 이 

황조인의 후 이기에 특별히 賜 할 것을 명하 다.270)270)왕제 은 그 해 문과에 

의 아버지를 감 왕계주, 조부를 왕도묵, 증조부를 왕한정이라 한 것을 보면 왕근호와 

왕종호는 완 히 동일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258)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2월 7일 癸巳.

259)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2월 20일 丙午.

260) �承政院日記� 고종 15년 6월 30일 戊申.

261) �承政院日記� 고종 16년 3월 29일 癸酉.

262) �承政院日記� 고종 16년 4월 23일 丙寅.

263)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7월 12일 壬申.

264)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12월 29일 乙亥.

265)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11월 4일 甲辰.

266) �承政院日記� 고종 24년 8월 19일 癸卯.

267) �承政院日記� 고종 24년 8월 16일 庚子; 고종 29년 3월 8일 丙寅; 고종 30년 5월 3일 

甲申; 고종 31년 11월 20일 壬辰.

268)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3월 16일 壬寅; 고종 19년 9월 5일 戊子; 고종 22년 3월 24일 

癸亥.

269) �高宗實 � 권20, 고종 20년 3월 19일 己亥;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3월 19일 己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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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여271)
271)成均館 典籍에 임명되었다.272)272)1884년 고종은 왕제 이 황조인 후

라는 이유로 弘文館의 정6품 직인 修撰에 임명하도록 특별히 명하 다.273)273)이

후 왕제 은 비록 당상 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1893년까지 弘文館, 司諫院, 司憲

府의 여러 직을 두루 역임하 다. 

1885년 이번에는 항주 황씨 가문의 黃鍾岐가 구의사 가문 가운데 두 번째로 

문과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는 1884년 3월 춘향 참반 유생 응제에서 직부 시를 

획득한 이후274)
274)1885년 문과에 합격하 다.275)275)1883년까지 단 한 명의 문과 합격

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구의사 가문이 1883년과 1884년 연이어 망배례 참반 유생 

응제에서 직부 시자를 배출하 고 이들이 문과에 제하 던 것이다. 

고종연간, 특히 1880년  들어 제남 왕씨를 비롯하여 구의사 가문의 고  

직 진출이 약진한 것은 고종의 극  황조인 등용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

각된다. 순조 이래 19세기의 조선 국왕들은 주도 으로 황조인의 직 등용에 

심을 기울이거나 개입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물론 순조연간부터 都目政事 때

마다 皇朝人, 忠臣․淸白吏 子孫, 西北․松都人에 한 각별 등용 교가 례

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인사상의 두드러진 가시  성과로 이어

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고종은 1870년  친정을 시작한 이래 황조인의 등용에 

해 주도 으로 심을 표명하곤 하 다. 1876년 11월 고종은 무과 합격 이후 

오랫동안 사직에 나아가지 못하던 이여송 후손에 한 직 임명 요청을 수용

하 고 나아가 만력제 外孫의 奉祀孫으로 알려진 陳芳의 복직 문제에 해서도 

주도 으로 신경을 써  끝에 部  자리에 임명하도록 하 다.276)276)1880년 고종

은 황조인 자손에 해 문과 제 후 청요직인 승문원 분 , 무과 합격 후 선

270) �高宗實 � 권20, 고종 20년 3월 19일 己亥.

271) �國朝榜目�(규장각, 奎貴 11655). 한편 국립 앙도서  소장의 �國朝榜目�(한고조 26- 

47)에서는 왕제 의 본 을 개성으로 기록하 는데 오류라 할 수 있다. 규장각본에서는 

본 을 제남으로 기록하 다.

272)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6월 25일 癸酉.

273)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3월 20일 乙未.

274) �高宗實 � 권21, 고종 21년 3월 1일 丙子.

275) �國朝榜目� 47b.

276) �承政院日記� 고종 13년 11월 20일 丁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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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시 가문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명하 다.277)277) 한 1883년 

春享 齋宿을 해 보단을 방문한 고종은 과거 조정에서 황조인 자손들을 직

에 극 등용하 던 것에 비해 근래 그들의 직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고 한탄

하고 그들을 각별히 등용하도록 兩銓에 명하기도 하 다.278)278)이러한 고종의 모습

들은 18세기 , 정조 시기의 황조인 우 책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한 연구에

서 지 하 듯이 1880년  반기는 임오군란 이래 청의 조선 내정 간섭이 강화

되고 조선이 미국, 러시아 등 서양 국가들과 수교를 맺던 시기 으며 이에 따라 

고종의 보단 의례 친행 빈도가 증하는 등 존명의리가 다시 강조되던 시기

다.279)279)이러한 시  상황이 구의사 가문 성원들에 한 극  직 등용의 동

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조선에 거주하던 漢人 후손에 한 조선 국왕의 직 등용 시도가 본격화되는 

것은 조연간이었는데 구의사 후손 가운데에서는 특히 제남 왕씨, 낭야 정씨, 

항주 황씨 성원들이 주목을 받았다. 인 신분이었던 이 세 가문에서는 조∼

정조연간 국왕의 후원으로 上官에 오른 사람들이 처음으로 출 했다. 조∼

정조연간 제남 왕씨 가운데에서는 1품에 오른 왕한정을 비롯하여 당상품계를 지

닌 성원이 모두 8명 있었으며 이 가운데 2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성원도 4명이

나 존재했다. 한 당상 인 騎士 , 同知에 오른 왕한정 이외에도 종2품 동지

추부사에 오른 3인이 배출되었다.

순조∼철종연간에는 국왕이 구의사 후손의 등용을 장려하기 해 인사에 개입

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1790년 보단수직   한려 제도의 창설

277)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1월 14일 壬午.

278)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3월 2일 壬午.

279)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 조선의 보단과 근 의 문턱�, 서강 학교 출 부, 

205-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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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의사 후손들에게 군직, 직에 진출할 수 있는 독  기회를 제공하 고 

이에 찬기록에 등장하는 제남 왕씨 성원의 수 인 팽창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 한려, 보단수직 을 거쳐 다른 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

다. 19세기 ․ 기에는 제남 왕씨 가운데 5인이 정3품 충장군을 가자 받았

고 2품 이상의 품계를 수여받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19세기  왕도상은 정

3품 당상 인 內禁衛 , 營 에 올랐는데 그는 정조의 각별한 심과 후원 하에 

성장한 인물로서 외 인 경우 다. 그를 제외하고는 19세기 남발되고 명 직 

성격이 강한 당상 인 오 장에 오른 4인이 최고 직에 오른 인물들이었으며 동

지 추부사와 같은 종2품 이상의 직에 오른 성원은 배출되지 않았다. 

19세기 제남 왕씨 가운데 지방 수령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18세기에 비해 분

명 증가하 는데 이는 이 시기 中人들의 지방  진출이 보다 활발해진 반  

경향과 일치한다.280)280)18세기 왕한정은 府使까지 지냈지만 이후로 府使를 지낸 인

물은 다시 나오지 않았으며 신 군수, 감 의 수령직으로 진출한 사람은 18

세기말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지속 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19세기 후반기에 증가

하는 추세를 보 다. 

18세기에 별군직에 오른 사람은 왕한정, 왕도홍, 왕도상 3인이 있었고 19세기

에는 왕학열, 왕계주, 왕창호 3인이 있어 지속 으로 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천의 경우 18세기에는 추천된 사람이 없었지만 19세기에 들어 왕한정

의 후손을 심으로 여러 명 등장하 다. 이는 인 가문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지속 인 료 배출로 가문의 지 를 제고시킨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선천 기 의 완화에도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천되었다 하더라도 

부분은 이를 고 직 진출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고종연간 들어 특히 1880년 에 제남 왕씨 후손들의 직 진출에 요한 변화

가 보이기 시작한다. 19세기를 볼 때 1870년  이 에는 오 장처럼 명 성이 

강한 당상 이 아니라 실질  권력이 부여되는 당상 에 진출하는 인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특히 1880년 에 들어 요 당상 직에 진출하는 제남 왕씨 성

280) 김양수, 1998 ｢조선후기 인의 경기지방  진출: 守令案과 內鍼醫, 議藥同先生案을 

심으로｣ �한국 통과학기술학회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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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갑자기 거 출 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 시기 조선의 외  기상황이 

심화되면서 明 의식이 다시 강조된 상과 련이 있을 것이다.

주제어 : 明遺民, 大報壇守直官, 漢旅, 武科, 明義理, 濟南王氏, 九義士

투고일(2019. 4. 29),  심사시작일(2019. 5. 7),  심사완료일(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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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cies Toward the Ming Loyalist Descent Groups and the 

Bureaucratic Advancement of the Chenam Wang in the Late 

Chosŏn Period
281)

Seunghyun Han *

This paper analyzes the bureaucratic advancement of the Chenam Wang, a Ming 

descent group which had migrated to Chosŏn from China after the fall of the Ming. 

The group belonged to the “middle people” (chungin) class in Chosŏn society while a 

few other Ming descent groups with more prestigious family backgrounds boasted 

membership in aristocracy (yangban). As Chosŏn monarchs promoted Ming loyalism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in an effort to consolidate royal power and to elevate the 

status of Chosŏn as the legitimate inheritor of the Chinese civilization, they actively 

recruited members of the Ming descent groups into the military officialdom. This paper 

examines closely the bureaucratic vicissitude of the Chenam Wang from the eigh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using the bureaucratic success of the Chenam Wang as a 

barometer of the degree to which monarchs’ efforts to promote Ming loyalism were 

mad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members of the Chenam Wang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their bureaucratic advancement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due to active 

royal sponsorship of their careers. A number of the Chenam Wang members acquired 

high-level offices during this period, such as the second rank, albeit largely honorary, 

positions. During the same period, Chosŏn monarchs appointed the members of a few 

other Ming descent groups with more prestigious pedigree to offices reserved for the 

aristocracy, trying to elevate them to yangban class. Although the royal patronage toward 

the Chenam Wang differed in degree from that toward these yangban Ming families, the 

bureaucratic success of the Chenam Wang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was still 

remarkable. Their official fortune, however, experienced a downturn from the early- to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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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nineteenth century as a series of weak monarchs ascended the throne and their 

patronage of the Ming descent groups substantially diminished. The number of the 

Chenam Wang members who obtained bureaucratic or military offices increased during 

this period as their members consistently occupied the offices of Taebodan Guard and 

Chinese Brigade created in 1790 and monopolized by some Ming descent groups 

including the Chenam Wang. These posts, however, were relatively insignificant offices, 

and, for many of the members, the only posts they assumed. Some managed to move 

higher in the bureaucracy, but hardly above the offices at the middle level. It was 

during the reign of King Kojo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at the careers of the 

Chenam Wang suddenly flourished again, as the ruler re-emphasized Ming loyalism in 

an age of accelerated foreign and domestic crises. Some members attained powerful 

military offices at the rank of third and even above. The Chenam Wang even produced 

a civil examination graduate in this period who acquired the degree by receiving the 

royal favor of “directly advancing to the palace examination” during a literary test for 

the Ming loyalist ritual attendees.

Key Words : Ming Loyalists, Taebodan Guard, Chinese Brigade, Military Examination, 

Ming Loyalism, the Chenam Wang, Nine Righteous Litera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