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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왕조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앙집권 국가로 고도의 료주의를 

통해 지방 조직까지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지속 으로 추진하 다. 지방은 국가

라는 구조 속에서 공 인 하부 행정조직과 향 을 심으로 지방의 지배세력들

이 구성하는 향청과 같은 자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은 앙과 지속 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왕

의 통치를 받았다.

지방사회 연구의 부분은 향 사회사의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다. 1960년  

이후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향 사회의 변화 과정을 

추 하 다. 향 사회는 군 제로 편제되어 수령의 통치를 받았다. 당시 수령권

은 향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사족의 도움과 견제 속에서 행사되었다. 따라서 수

* 경성 학교 인문문화학부 사학 공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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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심의 官權, 사족 심의 鄕權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방사회의 구조를 이해

할 수 있었다. 여기에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이서층 심의 吏鄕은  다른 축

을 담당하 다.1)1)

권, 향권, 이향을 심으로 하는 지방사회의 지배세력을 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의 은 오히려 국가와의 계를 소홀히 한 채 지방 내부의 질서와 운  

체계를 하나의 완결 인 구도로 이해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었다.2)2)지방사회 

내부의 모습을 구체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조선후기 내내 추진된 앙정부

의 지방사회 정책에 한 이해 속에서 지방사회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성도 제

기된다.3)3)

지방사회 에서도 제도  에서 수령제의 정비, 수령의 업무, 지방통제 제

도 등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수령제의 법  규정과 변화상, 국

가가 요구하는 수령의 임무 내용, 감사와 수령의 상, 인사시스템에 한 다양

한 제도  변화상들이 연구되었다.4)4)이외에도 수령의 개인 일기를 통해서 당시 

수령의 일상생활을 구체 으로 악하여 제도  측면과 당시의 실상을 세 하게 

이해한 연구들도 있다.5)5) 

한편 앙정부의 정책에 한 지방의 책으로 구체화된 형태의 지방의 행정

조직인 民庫에 한 다양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민고는 추가 부세 압력과 지방 

1) 정진 , 1998 �조선시  향 사회사�, 한길사; 김인걸, 1991 �조선후기 향 사회 변동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고석규, 1998 �19세기 조선의 향 사회연구�, 서울

학교 출 부; 김 , 1999 �朝鮮時代의 兩班과 鄕村社 �, 집문당.

2) 권내 , 2000 ｢조선후기 지방사의 모색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3)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 토의식�, 경세원;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  연구�, 일조각; 권내 , 2004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연구�, 지식산업사; 문 균, 

2019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 연구�, 민속원.

4) 김무진, 1988 ｢조선 기 군 통치와 수령 향약의 성격｣ �손보기박사정년기념 한국사학논

총�; 이존희, 1990 �조선시  지방행정제도사�, 일지사; 구완회, 1992 �조선후기의 수령제

운 과 군 지배의 성격�, 경북 학교 박사학 논문; 이희권, 1999 �조선후기 지방통치행

정 연구�, 집문당.

5) 이선희, 2004 �17~18世紀 忠淸地域 守令의 日常業務 硏究�, 앙 학교 박사학 논문; 노

혜경, 2006 �朝鮮後期 守令 行政의 實際�,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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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응이라는 에서 지방 행정조직이 어떠한 역사성을 갖는지 잘 보여주

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6)6)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앙집권국가 체제 내

에서 당시 지방사회의 제도가 어떻게 용되었는가를 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사회를 주도하는 주체  하나인 

수령을 심으로 지방행정이 어떻게 지방사회의 안정화에 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그들이 합의한 지방행정 체계가 어떠한 과정에서 구조화되어 운 되었는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특히 19세기 반 지방사회 내에

서 그동안 이해되어 왔던 부민 동원의 한계나 이향의 동요, 사회  갈등의 심화 

등이 결국 민의 항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반 지방행정이 주도의 지방사회를 통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성격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주부를 상으로 지방행정의 체계와 구조를 살

펴보려 한다. 의주부는 변경지역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당시 지방행정 체

계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읍지가 남아 있다. 18세기 후반, 19세기 반, 19

세기 반에 간행된 �용만지�가 남아 있으며, 다른 군 의 읍지와는 다르게 읍

지가 邑事例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서 각 시기별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지역 경제 조건의 변화

의주부는 다른 군 과는 달리 외국과 교류가 가능한 몇 안되는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재정구조도 여느 군 과는 조  다른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특히 청무역의 조건 변화에 따른 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곳이었

6) 김용섭, 1980 ｢朝鮮後期의 民庫와 民庫田｣ �동방학지� 23‧24; 장동표, 1999 �朝鮮後期 地

方財政硏究�, 국학자료원; 김덕진, 1999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국학자료원; 김덕

진, 2002 �朝鮮後期 經濟史硏究�, 선인; 김 구, 2007 ｢18‧19세기 거제부의 해세운 과 민

고｣ �부 사학� 19; 송양섭, 2011 ｢18~19세기 공주목의 재정구조와 민역청의 운 ｣ �동

방학지�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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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의주부의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청무역의 변화상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무역은 크게 두 번의 변화 과정이 있었다. 하나는 모자 무역의 성장과 쇠

락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포삼 무역의 신설과 성장이 있었다. 모자 무역은 사행

에서 필요로 하는 公用銀을 마련하기 하여 시행한 제도 다. 이를 官帽制(후

에는 稅帽法)라고 불 다.7)7)公用銀을 마련하는 의주부의 지방행정기구로 運餉庫

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자 무역을 통한 재정 수입은 운향고의 주된 수입

원이었다.8)8)

문제는 모자 무역의 실 이 나빠지면서 나타났다. 정조 연간이 되면서 모자 

수입이 차 어들었다. 수입된 모자에 세 을 거두어 공용은을 마련하고 있던 

운향고나, 사행단의 출입에서 각종 세 을 징수하고 있던 의주부 입장에서는 난

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앙정부 입장에서는 모자 무역을 통해서 사행단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앙정부 차원의 책이 필요한 

시 이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包蔘制 다.

포삼제 시행 이 에는 八包라고 하여 사행단 1명당 2~3천 냥의 銀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銀을 마련할 길이 사라지자, 정부에서는 銀 신 紅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소지 물품을 변경했다. 이를 包蔘制라고 불 다. 그리고 앙정부

의 정책에 따라 의주부에서는 包蔘에 일정한 세 을 물리고 재정 수입으로 삼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의주부와 運餉庫는 앙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방재정 수입의 경로를 환하 다.

본래 의주부는 백성들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은 아니었다. 17세기 

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의주부의 반 인 경제구조는 좋지 않았

다. 募民이 목 인 둔 의 운 도 의주부에서 불가능했던 것은 募民조차도 의주

부의 경작 조건에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9)9) 기 의주부의 가장 큰 문제

는 인구부족이었다. 17세기 반 경상도 지역의 農軍이 番上을 통해 의주부의 

7) 이철성, 1999 �朝鮮後期 淸貿易史 硏究�, 국학자료원.

8) 박범, 2011 ｢17~18세기 의주부의 경제상황과 재정운 의 변화｣ �조선시 사학보� 58.

9) �승정원일기� 63책, 인조 16년 1월 16일.



19세기 전반 의주부의 행정조직과 부윤의 역할 변화·243

둔 을 경작하고,10)10)평안도와 황해도 防軍이 의주부에 番上하여 守直을 했던 것

도 모두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11)11)

의주부의 지역사회가 조 씩 활기를 나타내게 된 것은 청무역의 상황이 좋

아지면서부터 다. 17세기 후반 청국의 조선 감시가 조 씩 풀어지고 사행단의 

규모와 횟수가 늘어나면서 차 상업을 통해 이익을 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

주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들었던 인구도 17세기 후반이 되면 차 늘어났

다. 17세기 말 의주부의 호수는 13,846호, 구수는 79,266명에 이르 다. 당시 평

안도 체 인구의 7%를 넘게 차지했다.12)12)그리고 邑治인 주내면의 戶口는 이미 

3,119戶, 10,837口 다.13)13)당시 1만이 넘는 도회지가 8곳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도시 인 특징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14)14)19세기 반까지 의주부의 가호와 

인구는 이 수 을 꾸 하게 유지했다.

의주부는 ‘防稅給代’를 시행하고 있었다. 募民에 한 책으로 토지세를 거두

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의주부는 築垌田畓의 수입을 통해 모든 세 을 給代하

다. 그러나 18세기 답 後 의 참여 지 정책으로 의주부가 재정 곤란에 빠

지게 되자 의주부는 公債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자 했다. 이 한 오래가지 못

했다. 결국 1746년( 조 22) 평안감사 이종성은 漏田 3,500여 결의 出稅로 이 문

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당시 의주부는 원장부 상의 결(元田)보다 락된 토지

가 더 많은 상황이었다.15)15)

감 과 정부의 출세 조처에도 불구하고 의주부의 ‘防稅給代’ 정책은 변하지 않

았다. 18세기 반까지 여 히 의주의 府民들은 ‘토착이 약하고 恒産이 없어’ 농

업에 힘쓰지 못하는 실이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주부는 防稅를 유

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았다.16)16)결국 元田만 하던 의주부는 漏田의 出稅 

조치로 漏田 한 給代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해결책은 의주부

10) �승정원일기� 53책, 인조 14년 9월 4일.

11) �승정원일기� 53책, 인조 14년 7월 23일.

12) 하동호, 1980 ｢17세기말(숙종 ) 국호구 인구의 조사정리｣ �한국학보� 20.

13) �승정원일기� 694책, 조 5년 9월 28일.

14) 정치 , 2004 ｢조선후기 인구의 지역별 특성｣ �민족문화연구� 40.

15) 박범, 2013 ｢조선후기 의주부의 정 운 과 방세 ｣ �한국사학보� 50.

16) �승정원일기� 742책, 조 8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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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築垌을 늘리는 방법 이외는 다른 것이 없었다.

1746년 의주부윤 권일형이 양하면에 見一垌을 축조한 이래 1808년 부윤 윤익

렬이 양서면에 신한성동을 축조하기까지 략 반세기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은 의

주부윤이 築垌 사업에 참여하 다. 축동답을 조성한 의주부윤은 모두 18명으로 

확인되며 체 22곳의 築垌處를 조성하 다. 18명의 의주부윤이 築垌한 답은 

합하여 3,445여 石落에 이르는 규모의 토지 다.17)17)이들 답은 부분 양하

면, 성면, 미라산면, 양서면에 축조되었는데 이곳이 부분 압록강변에 치하

여 축조하기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1>은 축동답의 성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압록강변에 치한 의주부 築垌田畓

* 출처 : 평북의주군도(국립 앙박물  본 10046)

17) 박범, 2011 앞의 논문, 125면, 표3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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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축동답의 수입은 의주부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다. 

1809년 의주부 재정 수입 49,377냥 에서 屯田稅가 17,250냥으로 체 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農軍과 防軍의 身役 수입이 10,200냥으로 21%, 

結役錢 수입이 7,629냥으로 15% 다.18)18)그러므로 18세기 후반 내내 이루어진 의

주부윤 심의 築垌田畓의 築造는 의주부 재정에 상당한 향을 미쳤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문제는 압록강변에 축조된 답이 유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불리한 조건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이었다. 범람으로 인한 답의 유실의 가능성도 함께 

안고 있었다. 압록강의 범람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반 내내 빈번하게 나

타났다. 특히 1790년 부터 1820년 까지 범람으로 인한 의주부의 피해는 상당

히 컸다. 30년 사이에 水災 피해는 10여 차례 이상 발생하 다. 특히 둔 이 개

설된 압록강 하구의 섬과 築垌田畓이 있던 하구 강변의 피해가 컸다. 잦은 범람

은 결국 농사를 어렵게 만들었고 의주부 재정 수입의 부족을 래하게 된 원인

이 되었다.

앙정부에서는 압록강 범람으로 인한 규모의 水災가 발생할 때마다 慰諭御

史를 견했다. 1796년(정조 20)에는 直閣 李始源을 의주부 유어사로 견했

고19)
19)1810년(순조 10)에는 趙鍾永이 유어사가 되었다.20)20)1834년(순조 34)에는 

유어사로 이 우가 견되었는데 당시 이 우는 변부사 다.21)21)1845년(헌종 

11)에는 의주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진강이 범람하여 청북 유어사로 김공

이 견되었다.22)22)

�龍灣誌�에도 당시의 상황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다. 1796년 8월 3일, 남북으

로 강이 범람하여 표류한 가호만 1,800여 호 고, 사망한 사람은 330여 구 다. 

1810년 6월에도 南北으로 강이 범람하여 표류한 가호는 1,000여 호 고 사망한 

사람도 1,000여 구가 넘었다. 1834년에도 南北으로 범람하여 표류한 가호가 

18) 박범, 2013 앞의 논문, 91면, 표2를 정리.

19) �승정원일기� 1766책, 정조 20년 8월 20일.

20) �승정원일기� 1986책, 순조 10년 7월 15일.

21) �승정원일기� 2304책, 순조 34년 7월 13일.

22) �승정원일기� 2441책, 헌종 11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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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여 호 지만, 다행이 사망한 사람은 70여 구 다. 특히 섬에 거주하던 사람

들이 화도 土墩으로 올라가 많은 인명을 구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845

년에는 산성의 붕괴로 330여 호가 표류하고 20여 구가 사망했다.23)23)

범람으로 인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자 둔 도 정상 인 경작이 불가능했

고, 아울러 재정수입에도 큰 향을 미쳤다. 19세기  �龍灣誌�를 보면 체 축

동 둔답 에서 674여 石落이 강의 침식(江落)과 둔 의 황폐화(覆沙)로 더 이

상 경작이 불가능하 다. 물론 이 에서는 일부 改築되거나 복구한 경우도 있

으나 부분의 둔 은 복구하지 못했다. 둔  이외에 섬도 피해가 컸다. 난자도

와 어 도에 소재한 둔 도 覆沙의 피해를 입었다.24)24)

심지어 행정조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養武庫는 武士를 양성하기 하

여 1753년( 조 29) 부윤 남태기가 창설한 청이었다. 백마산성 外城에 두고 

무사에게 試賞과 료를 지 했다. 남태기는 養軍垌 124석락을 축조하여 양무고

의 재원으로 삼았다. 양군동에서 거둔 세입 麥租 996石은 양무고의 수입의 부

다. 그런데 양군동이 모두 江落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땅이 되어버리자 결국 

양무고 운 은 불가능해졌다. 1809년(순조 9) 양무고는 되었다.25)25)

이처럼 19세기  의주부의 지방행정을 통한 지역사회는 크게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하나는 청무역의 변화상이었다. 모자무역에서 포삼무

역으로 변해감에 따라서 지방의 행정조직도 청무역의 변화에 맞추어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축동 답을 통해 재정 수입의 확보와 거기에 

향을 받는 압록강 범람에 한 책이 있었다. 지방행정은 압록강의 범람에 

큰 향을 받고 있었고, 의주부 지방행정을 유지하기 해서는 일정한 제도 보

완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의주부윤의 역할이 지방행정과 재정을 유지

하는데 지 않았다는 을 말해 다.

23) �용만지�(1849) 卷之下, 歷代古事.

24) �七郡圖經� 권4, 義州上.

25) �七郡圖經� 권4, 義州上 倉庫 養武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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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직과 재정 구조의 특징

의주부의 지방행정 구조는 6房의 체제를 갖추고 있거나 公庫와 私庫가 뚜렷하

게 구분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군 의 행정조직

을 이원 으로 설명하 다. 하나는 6房을 심으로 吏胥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군 의 표 인 조직으로 民庫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

나 이서조직과 민고는 모두 군  행정조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 

조직을 동등한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방과 구분되는 民庫를 설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용해 볼 수 있다. 1735년

( 조 11) 1월, 行副司直 宋眞明은 평안도 詳定을 논하는 자리에서 평안도 군

의 公庫와 私庫의 분류가 불분명한 을 지 하 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勅 , 大同, 雇馬의 3庫는 ‘爲民公庫’이고, 官廳, 工房의 2庫는 ‘爲官私庫’이니 별

도로 應捧하여 減削하는 일은 없고 단지 公私의 用度로 나  뿐입니다. 公庫는 營門

에서 勘을 하고 私庫는 用을 排朔하는 일은 이미 定式으로 啓聞하 습니다.”26)26)

의 내용을 보면 公庫는 백성을 하여 설립된 청이며, 私庫는 지방 을 

하여 설립된 청이라는 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公庫와 私庫의 구분은 그 

명칭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출에서 평안감 의 勘 상 여부에 따라서 나 어지

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일반  의미에서 民庫라고 지칭되는 公庫는 문의 

회감을 받아야 하는 상이지만, 私庫는 그 지 않아서 지방에서 사용하는 排朔

만 운용하고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의주부의 경우는 公庫와 私庫로 단순하게 구분하기에 더 많은 여러 행정조직

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의주부의 倉庫條에 기록된 청들을 정리한 

것이다.

26) �승정원일기� 793책, 조 1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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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세기 반 의주부의 창고 청

창고 私庫(爲官) 公庫(爲民) 還穀倉庫 還穀分給地

司倉 ○ 주내면, 수진면

평창 ○ 청수면

옥상창 ○ 옥상면, 가산면

고령삭창 ○ 고령삭면

원창 ○ 월화리면

소곶창 ○ 리면, 소곶면

동창 ○ 원면, 화면

서창 ○ 진리면, 양상면

비창 ○ 비 면

고읍창 ○ 고읍면

좌창 ○ 고군면, 양하방민

양둔창 ○ 양하둔민

방목둔창 ○ 미라산면

軍器庫 ○

산성군기고 ○

運餉庫 ○

都工房 ○

營工房 ○

官廳 ○

站官廳 ○

州司 ○

站州司 ○

大同庫 ○ 송장면

常平庫 ○ 고성면

安民庫 ○

防軍庫 ○ 군병, 소통사, 任島와 新島 居住民

吏奴庫 ○

察眉庫 ○(둔 ) 양하면 견일동

軍 庫 ○ 성면

養武庫 ○ 양하면 안심리, 양상면 산두리

白巖屯倉 ○(둔 ) 양하면 안심리, 용천 백암리

海屯倉 ○(둔 ) 신화평리

補餉庫 ○(둔 )

勅 庫 ○

灣 庫 ○

惠民庫 ○

平 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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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부의 창고 조직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송진명의 구분법으로 

公庫와 私庫로 구분되지 않은 여러 창고 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 爲官私庫에 해

당하는 조직으로는 司倉, 官廳, 州司 등이 있으며 軍器를 다루는 軍器庫, 木을 

취 하는 都工房이 있다. 이외에도 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運餉庫와 

惠民庫도 私庫라고 볼 수 있다.

爲民公庫는 다시 두 부류로 나  수 있다. 하나는 민고 형태의 창고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둔 만을 리하는 창고조직이다. 자의 표 인 로는 大同庫, 

常平庫, 安民庫, 防軍庫, 養武庫, 勅 庫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창고는 모두 백

성들의 賦役을 해결하고자 각기 목 을 가지고 설립된 청이다. 후자에는 찰미

고, 백암둔창, 해둔창, 보향고가 있다. 이들 창고는 별도의 목 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자와의 차이 이다. 오로지 둔 을 리하고 그 수입을 다른 청에 배

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 民庫와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還穀의 分給을 목 으로 하는 창고조직이 있다(이하 還穀倉庫라

고 부른다). 환곡 창고는 1~2개 面에 1곳씩 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 창고

는 面의 명칭을 창고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하 다. 백마산성 주변의 면들은 

환곡창고가 백마산성 내에 치하고 있었으며 읍치와 백마산성과 거리가 먼 곳

에서는 면의 심지에 환곡창고가 치했다. 특이한 은 환곡창고가 아닌 民庫

도 환곡 분 이 이루어졌다는 이다. 동고는 송장면에, 상평고는 고성면에, 

군수고는 성면에 환곡을 분 해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민고와 환곡창고가 명

확하게 구분된 것도 아니라는 을 말해주고 있다.

의주부의 창고와 행정조직은 기능과 역할이 그 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러한 변화상은 民庫에서 많이 나타났다. 民庫

는 필요에 따라서 창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이 되거나 기능이 쇠퇴하거나 

심지어 폐지되는 경우도 많았다.

첫째, 창고와 행정조직이 통폐합되는 경우이다. 동고와 상평고는 여러 통폐

합의 과정을 거쳤다. 大同庫는 1662년에 설립된 刷馬廳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당시에는 民戶에게서 米 3두를 거두어 이를 殖利하여 勅使의 卜馬價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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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1684년 감사 유상운이 雇役庫를 설치하 다. 칙사가 올 때 淸國馬를 

리하는 것이 목 이었다. 그래서 淸南의 軍兵을 使喚하여 이들로 하여  청국

마를 리하도록 하고 나 에는 雇立하여 고역고에서 고립가를 마련하 다. 결

국 말을 雇立하는 기능이 동일했기 때문에 1746년 부윤 권일형은 두 민고를 통

합하여 大同庫를 설립하게 되었다.27)27)

<그림 2> 19세기 지도에서 확인되는 의주부의 지방 청

* 출처 : 평북의주군도(국립 앙박물  본 10046)

常平庫는 接待庫와 賑恤廳, 常平庫의 3개 民庫를 합하여 설립한 창고 조직이

었다. 接待庫는 1687년 부윤 소두산이 창설하 고, 진휼청은 1720년 부윤 이정주

가 건립하 다. 별도의 설명이 없어서 각 民庫가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명칭을 통해 유추해 볼 뿐이다. 상평고는 1708년 부윤 

27) �龍灣誌�(1767) 倉庫 大同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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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택이 칙사가 왕래할 때 支待를 하여 설립된 민고 다. 그런데 동고와 동

일하게 부윤 권일형이 1746년 진휼청과 고를 하고 상평고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했다.28)28)

灣上廳은 灣 庫에 통합되었다.29)29)만상청은 부윤 이사 이 1759년( 조 35)에 

창설한 청이었다. 당시 만상군 과 운향별장이 의주부의 큰 폐단이었기 때문

에 의주부 내외에서 10인을 모집하여 次第로 行任하도록 하 다. 그리고 평안감

의 향고 별장과 해서감 의 해서고 별장도 모두 만상청에 속하도록 하

다.30)30)당시 이사 의 만상청 설치는 民弊를 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 다.31)31) 

그러나 순조 연간에 들어서자 도리어 만상청이 문제의 행정조직으로 떠올랐

다. 1805년(순조 5) 10월 의주부윤 홍의호는 만상군 이 소속된 만상청의 운  

실태를 문제삼았다. 사행이 북경에 들어갈 때의 草料 放下와 館의 定待를 만

상군 이 담당하 다. 그런데 만상청에 소속된 10여 명의 군 들이 錢穀을 운

하는데 불과 1년 1사행의 要를 매년 引用하고 倍入이 되면서 재정 지출이 부

족한 지경이 된 것이다.32)32)

1806년(순조 6) 2월 홍의호가 지 한 만상청 운 의 문제는 만상군 에게 포

삼 10근을 지 해 주어서 해결하는 방도가 논의되기도 하 으나 그 게 될 경우 

역 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지 않고 근수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비변사에서는 그 로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33)33)그리고 오래지 않

아 만상청은 만수고에 흡수되었다.

이외에도 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되어 통합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

다. 知印廳은 衙前廳에 합속되었고, 土官廳은 鎭撫廳에 통합되었다.34)34)정부에서 

吏額을 감액하는 정책의 향이었다. 1808년(순조 8) 6월 라우도암행어사 서

28) �龍灣誌�(1767) 倉庫 常平庫.

29) �용만지�(1849) 館廨 灣上廳.

30) �칠군도경� 4책, 義州上 館廨 灣上廳.

31) �屐園遺稿� 권10, 謚狀 左議政韓山李公謚狀 “設灣上廳以蠲民弊”

32) �承政院日記� 1901책, 순조 5년 10월 7일.

33) �備邊司謄 � 197책, 순조 6년 2월 24일.

34) �칠군도경� 4책, 義州上 館廨 知印廳; �칠군도경� 4책, 義州上 館廨 土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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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과 11월 경상우도 암행어사 여동식의 별단에서 동일하게 吏額이 法外로 加

設되어 過多하다는 이 문제시 되었다.35)35)그 결과 1809년(순조 9) 4월 좌의정 

金載瓚은 京外의 아  액수는 법 에 정해져 있는데 이액의 大 가 무 다르다

는 을 지 하 다. 그래서 감사로 하여  주부군 의 제도를 참작하여 원액을 

정하도록 하 다.36)36)이 결정에 따라 의주부의 지인청과 토 청의 이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창고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安民庫는 1670년

( 종 11) 부윤 황 구가 설립한 민고로 부윤이 부임하고 물러날 때 필요한 刷

馬價를 마련하기 한 창고 다. 1731년( 조 7) 부윤 유만 이 여기에 藏氷의 

防役도 포함시키면서 서로 다른 기능이 한 민고 안에 포함되었다.37)37)그런데 19

세기 반이 되면서 나머지는 모두 폐지되고 藏氷防役의 기능만 남았다. 19세기 

반 안민고의 지출 내역을 보면 戶長肅拜路資, 氷藏契 出給, 工房別監 出給만 

확인할 수 있다.38)38)심지어 동고의 경우에는 모든 명색이 없어져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 다.39)39)

여러 창고 조직 에서 기능이 몰락한 표 인 청은 둔  창고 다. 찰미

고와 해둔창을 들 수 있다. 찰미고는 1746년에 권일형이 설립한 창고로 둔 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한 의주부 최 의 둔  리 담 창고 다. 그러므로 

찰미고의 상징성은 매우 높았다. 1762년( 조 38) 5월 동부승지 이기경이 의주

부에 수 지를 요청하면서 찰미고를 언 했던 것도 찰미고 운 이 의주부 

체와 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40)40)

찰미고는 처음에 소미, 맥조, 정목 등으로 이자를 거두어 民結을 添補하 다가 

이후에 築垌하여 結錢을 防給하 다. 축동답의 麥租가 5,208석에 이르 다. 그러

나 1810년(순조 10) 압록강의 범람으로 부분의 축동답이 무 졌다. 결국 1813

35) �승정원일기� 1950책, 순조 8년 6월 20일; �承政院日記� 1957책, 순조 8년 11월 12일.

36) �備邊司謄 � 199책, 순조 9년 4월 17일.

37) �龍灣誌�(1767) 倉庫, 安民庫.

38) �龍灣誌�(1849) 倉庫, 安民庫.

39) �龍灣誌�(1849) 倉庫, 大同庫.

40) �승정원일기� 1205책, 조 38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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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순조 13) 부윤 오한원은 찰미고 수입을 官 에 넣어서 鄕校支放의 資金으로 

삼았다. 나머지 增結排朔麥租 28석은 京主人에게 例給하는 몫이 되었다. 찰미고

와 더불어 표 인 둔  창고 던 해둔창도 마찬가지 다. 처음에는 둔세곡의 

수입을 산성 군수고에 납부하 으나 1779년(정조 3) 부윤 구익이 해둔창을 설립

하여 둔  세입 창고로 만들었다. 그러나 찰미고와 더불어 1810년 둔답이 부

분 무 지면서 둔  수입을 다른 행정조직을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되었다.

셋째, 된 창고와 행정조직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吏奴庫는 1721년에 창

설되었으나 19세기 반이 되면 거의  직 에 이르 다. 결국 錢木은 都工

房으로, 穀物은 司倉으로 각각 이 되었다.41)41)본래는 매달 吏奴를 作隊하고 試

와 放砲를 한 給料를 하여 창설되었다. 그리고 공무 왕래하는 사람에게 

糧費와 馬貰를 지 해주기도 하 다.42)42)그러나 吏奴의 作隊가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자 후자의 역할만 남겨 놓은채 행정조직의 기능은 완 히 사라지고 말

았다.

社倉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사창은 1761년 부윤 이기경이 米 800석을 덜

어내어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흉년의 구황을 한 목 으로 사용하다가 뒤에는 

養兵을 한 자 으로 사용되기도 하 다.43)43)留庫 米가 1,152여 석까지 이르

으나 후에 차 지출하고 남은 재원은 모두 軍 庫로 보내면서 倉 는 훼철되었

다.44)44)社倉 운 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졌다. 흉년의 구황을 구제하는 것이 목

이었으나 의주부의 환곡 분  제도는 면별로 체계화되었으며 창고 내 환곡도 많

았기 때문에 社倉 운 의 필요성이 었다.

넷째, 조건의 변화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증 된 조직도 있었다. 표 으로 

管稅廳과 灣 庫를 들 수 있다. 세청은 1813년 부윤 오한원이 사행에서 사용

하는 公用 4만 냥을 마련하기 하여 비변사에 보고하고 설립된 청이었다. 公

用銀의 마련은 1641년 설립된 운향고에서 담당하던 기능이었다. 본래 심양 의 

41) �용만지�(1849) 倉庫 吏奴庫.

42) �칠군도경� 4책, 義州上 倉庫 吏奴庫.

43) �칠군도경� 4책, 義州上 倉庫 社倉.

44) �용만지�(1849) 倉庫 社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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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待를 한 청이었으나 심양 이 폐쇄된 이후에는 사행의 支待를 담당하

다. 운향고의 주된 수입은 모자무역과 련되었으나 무역이 쇠퇴하자 공용은 마

련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운향고의 公用銀 마련 기능은 세청으로 이 되었고 

收斂窠를 설치하여 포삼무역에서 收稅를 담당하 다.45)45)

灣 庫는 1781년(정조 5) 부윤 이재학이 무역물종을 조달하기 하여 설립한 

청이었다. 물품 조달은 운향고 별장이 담당하던 역할이었는데 이것을 떼어내

어 별도로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개시물종을 담당하던 만상청의 폐

단이 발생하면서 결국 만상청이 灣 庫에 흡수되었고 19세기 반에는 都工房에

서 지출하던 紙筆墨과 南草 등의 물종의 지출도 모두 만수고로 이 되었다.46)46) 

결국 만상청 체와 도공방의 일부 기능이 灣 庫로 이 되면서 무역 물종과 

련된 모든 업무는 灣 庫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의주부의 창고 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인  구성도 행정 조직의 기본 구성 요

소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반 의주부 행정 조직의 인  구성을 보면 

크게 몇 가지 부류로 나 어 볼 수 있다. 官職, 任班과 鄕任, 軍任, 校任과 院任, 

吏屬이 있다. 19세기  �용만지�까지는 이러한 분류를 하지 않았으나, 19세기 

반 �용만지�부터는 이 게 의주부의 인  구성을 구분하고 있다.

官職은 앙에서 의주부의 원으로 임명되어 부임한 사람을 말한다.47)47)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府尹, 判官, 敎授, 訓 , 譯學, 幕裨가 있다. 부윤은 의주부윤

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주진병마 제사와 양서운향사를 겸하고 있었다. 과 교

수는 각각 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남기기 하여 명목상으로 기재해 두었다.

훈도와 역학은 각각 1員으로 명칭은 달라도 모두 사역원에서 差 하는 역 이

었다. 훈도는 淸學이었고 譯學은 漢學이었다. 품계가 있는 원이 아니었기 때문

에 이들에게는 매달 의주부에서 朔料를 지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幕裨 10員이 있었다. 이들은 의주부와는 련이 없던 인물로 의주

45) 이항 , 1999 ｢19세기 ․후반 세청에 한 정책과 그 성격｣, 서울여  석사학 논문.

46) �칠군도경� 4책, 義州上 倉庫 都工房.

47) 이들은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읍지에 기록된 그 로 ‘官職’이라고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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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윤이 啓請하여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다. 즉 의주부윤과 하게 련되어 있

는 측근이었다고 단된다. 19세기 반까지 읍지에서는 이들을 軍官이라고 지

칭하 으나 반 이후부터는 幕裨로 기재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령의 측근들은 부분 연 계나 주종 계에 있는 사

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령의 수족이 되면서 수령의 천거를 받아 료로 나아

갈 수 있는 자리 다고 한다. 이들은 수령이 지방에 부임하면 수령의 공  업무

를 행하거나 사 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했다고 한다.48)48)그런데 다른 

군 과는 다르게 의주부의 수령 측근들은 幕裨라는 공직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幕裨 10員은 크게 두 부류 다. 하나는 운향사 소속의 幕裨로 모두 2員이었고 

다른 하나는 府尹 소속의 幕裨로 모두 8員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좌우병방, 

방, 도공방, 공방, 회계, 司倉, 主司, 軍器, 방군고, 군수고, 운향고, 동고, 상

평고, 안민고, 이노고, 찰미고, 약고, 지통고 등을 房掌하는 일이었다. 즉 의주부

의 여러 청들을 리 감독하는 임무를 의주부윤이 데리고 온 측근들에 의해 

맡겨졌던 셈이다. 19세기 반이 되면 이 과는 달리 여기에 더하여 해둔창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해둔창은 의주부의 둔 을 리하는 민고 다. 막비에게

는 軍牢, 通引, 房子, 使令과 같은 청 하인들이 지 되었다.

幕裨의 존재는 �용만지�에 기록된 홍경래 난 당시 의주부의 官屬 명단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 명단에는 內幕, 鄕廳, 吏屬 등으로 구분되어 각기 직책과 성명

이 기록되어 있다. 幕裨인 內幕을 보면 郎廳 조능진, 이 기, 홍득운, 이면인, 조

운탁, 한석증, 이운장과 嘉善 김경, 훈도 응원, 역학 박재문으로 총 10인이 기

재되어 있다. 이 에서 훈도와 역학을 제외한 8명이 수령의 측근인 幕裨 을 

것으로 단된다.49)49)당시 의주부윤은 조흥진이었기 때문에 조능진은 姻戚 계

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인물은 특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인  조직에는 任班과 鄕任이 있었다. 여기에는 좌수와 별감, 도감, 

각 청의 감 과 별감이 포함되어 있다. 김수항이 언 한 의주부의 양반에 해

당하는 인물들이 주로 참여한 직책으로 보인다.50)50)좌수와 별감을 우선 살펴보면 

48) 이장희, 2010 ｢수령의 내 한 측근들｣ �수령의 사생활�, 경북 학교 출 부.

49) �용만지�(1849) 卷之下, 鄕訓校各廳各鎭堡任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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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는 1員이고 別監은 3員, 站別監 1員이었다. 좌수가 어떠한 임무를 맡고 있었

는지는 구체 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군 의 좌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뿐이다.

별감은 3員으로 祭享, 조 , 교량, 도로, 館廨, 梁, 禁松, 藏氷, 削草, 房簟, 호

, 刑獄, 統點, 喂養 등을 맡았다. 19세기 반까지는 별도로 3명의 별감 직임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19세기 반이 되면 3명의 별감 직임을 구별하 다. 그래서 

戶監, 禮監, 工監으로 역할과 임무가 분화되었다.

① 戶監 : 詞訟, 賦役, 戶口, 糶糴, 禁松

② 禮監 : 祭享, 氷藏, 統點, 禮單馬, 箋文, 咨文, 迎

③ 工監 : 津船, 橋梁, 道路, 館廨, 梁, 削草, 房簟, 刑獄, 形具, 鋪陳, 屛帳, 殺檢, 

監獄

참별감 1員은 소곶참에 치한 站官廳을 兼掌하는 직책이었다. 참별감은 별감 

3원보다 업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給料를 비교하면 별감보다 참별감이 

지 받는 물품과 액수가 더 많다.

다음으로 任班과 鄕任 조직 내에 都監, 監官, 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명칭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都監 : 勅庫 1員, 司倉 1員, 찰미고 1員, 해둔창 1員 

② 監官 : 운향고 1員, 도공방 1員, 官廳 1員, 州司 1員, 大同庫 1員, 常平庫 1員, 

安民庫 1員, 옥상창 1員, 평창 1員, 고령삭창 1員, 가산창 1員, 원창 1

員, 동창 1員, 서창 1員, 고읍창 1員, 비창 1員, 좌창 1員, 객사 1人, 木

物 1人, 站州司 1人, 고진강교량 1人, 玉江站淸城站板幕站鍮沙器次知 1

人, 견일동 1人, 겸제동, 장구동 1人 박선도둔 1人

③ 別  : 軍器庫 1員, 城軍器庫 1員, 楊屯倉 1員, 백암둔창 1員, 방목둔 1員, 楊下

場 1人, 替馬場 1人, 灣庫 2員, 關稅廳 1員

④ 戶房 : 軍 庫 1員

⑤ 軍官 : 啓書所 2員

50) 18세기 반 김수항은 의주부의 향소에 들어가거나 업유가 되는 양반이 있어서 이들이 

여러 가지 執事를 담당한다고 하 다. 그 다음으로 校輩, 마지막으로 商賈輩가 있다고 

했다(�승정원일기� 707책, 조 6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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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의 인  구성을 보면 도감, 감 , 별장, 호방, 군 의 상하 계를 확인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직명이 동일 직 내에서 복되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  구성은 명칭에 따라서 조직을 구분해 볼 수 있다. 都監의 명칭을 

사용하는 청은 칙고, 사창, 찰미고, 해둔창으로 칙고와 사창은 의주부의 요 

행정 직의 하나이며, 찰미고와 해둔창은 의주부의 둔  수입을 의주부 재정으

로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都監이라는 명칭은 의주부의 

요 청의 직책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주부에서 청의 책임자로 가장 많이 사용된 직책 명칭은 監官이었다. 감

은 다시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員으로 통칭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人

으로 통칭되는 것이다. 운향고부터 좌창까지는 員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객사

부터 박선도둔까지는 人으로 기재하 다. 員人의 구분은 신분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 人으로 표기된 청의 별감은 員으로 표기된 것에 비하여 체로 비 이 

낮은 청의 직책이기 때문에 요성에 따라서 구분된 것으로 생각된다.

좌수와 별감, 도감과 감 이 구분되었던 것은 좌수와 별감이 군 의 일반 이

서 조직인 6房의 행정 업무를 감독하는 반면, 도감과 감 은 특정 행정 조직의 

체계 내에 치하고 있어서 청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기존 연구에서 도

감과 감 이 임시 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좌수와 별감처럼 상설직으로서 

각 청의 色吏와 庫子 등을 감독하도록 했다.51)51)

좌수, 별감, 도감, 감  등은 모두 ‘鄕訓校各廳各鎭堡任斑’에서 鄕廳의 명목 아

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좌수와 3별감을 비롯하여, 칙고 이하의 도감, 군기고 

이하의 별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몇 명의 嘉善과 折衝, 出身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52)52)

1845년(헌종 11)에 작성된 鄕任秩을 보면 의주부 향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

다. 아래의 표를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이다.

51) 노혜경, 2006 앞의 책, 146면.

52) �용만지�(1849) 卷之下, 鄕訓校各廳各鎭堡任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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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845년 의주부 향임 명단

직책 성명 임명 사유

座首 김석우

別監 임윤목 裨  김노황에게 膳物價 50냥

別監 김흥국 官門下人

別監 백윤목 分付

別監 최익 裨  이장서 錢 200냥

別監 김시정 官同宗人

別監 백환두 錢 100냥

司倉都監 김숙 酬勞

司倉都監 김 원 酬勞

官廳都監 김 채 酬勞

官廳都監 백윤목 酬勞

常平庫都監 장정윤 酬勞

運餉庫都監 김지성 分付

運餉庫都監 한효주 分付

州司監官 이주석 代差

古寧朔倉監官 이최화 裨  한홍건 錢 100냥

西倉監官 최 엽 分付 平洞 李承旨鼎在請

白岩屯別 이재우 分付 以千摠相換

* 출처 : ｢乙巳年座首金錫祐｣(천안박물  소장)

 표는 1846년(헌종 12) 청북암행어사 던 박 보가 평안도 북부 지역을 암

행하면서 의주부에 남겨진 문서를 록하여 남긴 자료를 토 로 정리한 것이

다. 이를 통해 1845년 당시 향임의 재임 실태와 임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직

책과 성명 이외에 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들의 신분은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임명 사유는 명단 아래에 기록되어 있다. 부분의 경우에는 酬勞와 分付 다. 

酬勞는 일에 한 보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分付는 의주부윤의 명령에 따른 

인사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외에 다양한 임명 사유가 확인된다. 특히 裨 에

게 돈을 건네고 임명된 경우가 3차례 확인된다. 별감 임윤목은 비장 김노황에게, 

별감 최익 은 비장 이장서에게 고령삭창감  이최화는 비장 한홍건에게 각각 

錢文 50냥에서 많게는 200냥을 지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裨 은 바로 幕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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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킨다.

의주부윤의 개인 인 친목에 따라 임명된 경우도 있다. 별감 김흥국과 별감 

김시정은 각각 의주부윤이 다른 청에 있을 때 알던 門下人이거나 同宗人이었

다. 심지어 청탁에 따른 임명도 확인된다. 서창감  최 엽은 分付에 따라 임명

이 되었는데 그 분부는 평동에 거주하던 승지 이정재의 청탁에 따른 결과 다. 

당시 이정재는 헌종 즉 부터 승지에 임명되어 헌종 7년까지 꽤 오래 승정원에 

재직하고 있었다.53)53) 

청북암행어사 박 보가 의주를 암찰하던 당시 의주부의 좌수는 林尙沃이었

다.54)54)당시 임상옥은 여러 직을 거친 뒤 다. 순조 연간 의주부의 수재를 수습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물을 내어 그 공로를 인정받아 1831년(순조 31) 8월 처음

으로 五衛 에 임명되었고,55)55)1832년(순조 32) 6월에는 라도 군,56)56)이어 그해 

12월에는 곽산군수를 제수 받아 실제로 부임하기도 하 다.57)57)1835년(헌종 1)에

는 구성부사로 제수되었으나 비변사의 반 로 개차되었다.58)58)이미 실직과 높은 

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 의주부로 돌아와 좌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의

주부의 지역사회를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인  구성으로 吏屬을 들 수 있다. 이속을 두 부류로 나 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상층집단) : 戶長 1인, 由吏 1인, 衙前吏房 2인, 戶房吏 6인, 營吏 6인, 禮房 6인, 

兵房 6인, 刑房 6인, 工房 1인, 承發 6인, 鎭撫吏房 2인, 壯兵房 6인, 

軍兵房 6인, 鎭工房 6인, 회계색리, 군기색리, 운향고색리, 도공방색

리, 사창색리 ( 략) 

(하층집단) : 館日守 17명, 陪牌 69명, 軍牢 68명, 吹手 26명, 羅  12명, 官首奴 2

명, 운향고자 2명, 도공방고자 2명 ( 략) 

53) �승정원일기� 2311책, 헌종 1년 1월 6일.

54) ｢丙午三月座首林尙沃｣(천안박물  소장).

55) �승정원일기� 2268책, 순조 31년 8월 30일.

56) �승정원일기� 2278책, 순조 32년 6월 25일.

57) �승정원일기� 2285책, 순조 32년 12월 7일.

58) �승정원일기� 2317책, 헌종 1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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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845년 의주부 향임 명단

* 출처 : ｢乙巳年座首金錫祐｣(천안박물  소장)

상층집단으로는 호장 이하 6방의 직임을 들 수 있다. 각 직책에는 해당 업무

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군 하고는 달리 의주부의 6방은 차별 으로 구

성되었다. 우선 吏房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아 이방과 진무이방이 그것이

다. 아 이방은 吏胥조직 체를 리하는 책임이었고, 진무이방은 진무청에 소

속된 이방을 가리켰다. 진무청은 邊事  軍兵과 련된 업무를 담하는 청

으로 지방 에서도 경주, 주, 주, 의주에만 있는 명칭이라고 �용만지�에서

는 강조하고 있다.59)59)즉 별도의 이방을 두었던 것은 변경지역의 특성을 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변경지역의 요성은 병방에서 더 잘 나타났다. 진무청 소속의 이속은 진무이

방 2인과 병방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방 12인은 에 보이는 장병방 6인

과 군병방 6인을 가리킨다. 병방이 단마의 리, 역참, 발 등을 리한 반면 

장병방은 검찰과 수, 軍番을 책임졌고, 군병방은 수, 순라, 陪牌, 番料 등을 

59) �용만지�(1849) 卷之上, 館廨 鎭撫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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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았다. 그러므로 의주부이 경우에는 병방의 업무 범 가 그만큼 컸고 세분화되

어 있다는 을 말해 다.

상층집단의  다른 부분으로 각 청 소속의 色吏를 들 수 있다. 이들 색리

는 일반 으로 각 청마다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요 청의 경우 2인, 업

무가 잡다한 청 같은 경우에는 3인을 두도록 편제되었다. 하층집단으로는 일

수, 군뢰, 취수, 나장 등을 비롯하여 각 청의 하인들이었던 庫子와 다양한 종

류의 官奴婢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양한 행정  창고 조직과 방 한 인  조직을 유지하기 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재정 구조와 료 체계가 운 되어야 한다. 인  구성의 경우 官職이 13

명, 任班과 鄕任이 51명, 軍任이 166명, 校任과 院任이 41명, 吏屬이 478명으로 

의주부의 행정 체계 내의 공  인원은 749명으로 이들에게 朔料 내지는 番料를 

지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給料 지  구조가 안정 으로 형성되어야 행정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給料를 지 하는 표 인 청으로는 司倉, 官廳, 州司, 都工房, 軍 庫, 防軍

庫를 들 수 있다. 사창의 지출 규모는 米 3,156석이었다. 이 에서 1,450석은 

放料, 935석은 戌卒添料로 2,385석이 給料의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므로 사

창 체 지출에서 給料가 차지하는 비 은 75%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司倉은 

給料를 지출하기 하여 운 된 청이라고 볼 수 있다. 

도공방에서는 木을 취 하면서 평안감 과 평안병 에서 받은 農軍木과 防

軍木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다. 이 에서 두 문에서 받아오는 木은 모두 

102同이었다. 이 에서 朔下木으로 34여 동, 衣資木으로 16여 동이 지출되었다. 

給料로 지 되는 木은 모두 50여 동에 달하 다. 도공방 체 수입 에서 반 

이상이 給料木으로 지출되었던 셈이다.

官廳에서도 給料가 지출되었다. 청의 米 지출 규모는 1,164석 규모 다. 

이 에서 朔例料米로 지출되는 것이 786여 석이었고, 各鎭의 例給米로 지 된 

것이 131석, 압록강의 汲水軍 料米로 3석이 지출되었다. 이들 給料를 모두 합하

면 920석으로 체 官廳 지출의 79%를 차지했다. 여기에 站官廳에서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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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料 지출분 140석까지 합하면 官廳 지출의 거의 부분은 결국 給料 지출이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防軍庫는 把守하는 卒에게 給料를 지 하기 해서 설립된 給料 청이었

다. 米 지출은 1,049석으로 이 에서 三班羅卒의 朔料 317석, 把守 卒의 料

米 401석, 소통사 料米 25석, 烽烟監料 16석, 館日守料 25석, 番 羅卒料 67석, 

把守軍料 78석, 監官添料 5석 등이 지출되었다. 료로 지출된 총액은 934석으로 

방군고 米 지출의 거의 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州司는 이서들의 雜物을 

지 해 주고, 軍 庫는 백마산성 군병들의 삭료를 지 하 다.

이처럼 의주부의 행정조직은 복잡 다기했으며 그 구성원은 매우 다양하게 이

루어져 있었다. 규모는 매우 방 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 한 지속 인 변

화의 과정을 거쳤다. 爲民을 한 특수 목 의 民庫도 여러 차례 설립되었으나 

결국 의주부의 행정조직을 유지하기 한 청은 료를 지 하는 청이 행정

조직의 심을 차지했다. 방 한 규모의 인  구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안정

으로 료를 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民庫 내지 公庫를 이

러한 바탕 에서 창설할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 내내 지속 으로 축동의 방식

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행정조직의 유지가 근본 인 목

이었다.

4. 부윤의 별비 마련과 행정조직 안정화

행정조직을 유지하기 한 의주부윤의 노력은 �용만지�에 기록된 선생안에 잘 

나타나 있다. 선생안에 기록된 흔 이 무엇인가를 추 하다 보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반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19세기 반 선생

안에 기재된 의주부윤의 업 을 정리한 것이다.



19세기 전반 의주부의 행정조직과 부윤의 역할 변화·263

<표 3> 19세기 반 의주부윤의 업  내역

재임 부윤 내역

1812년(순조12) 오한원 補結米 1,000석 별비

1815년(순조15) 서유문 籍米 1,300석 별비, 取耗防民斂

1827년(순조27) 서기수 商稅 10,000냥을 감축

1831년(순조31) 남이형 別備錢 30,000냥, 各樣救弊

1835년(헌종 1) 박래겸 管稅錢 10,000냥과 勅錢 2,000냥을 別備, 隱逋 10,000석 收刷

1837년(헌종 3) 이조 管稅錢 10,000냥과 勅錢 2,000냥을 別備

1838년(헌종 4) 홍열모 管稅錢 10,000냥과 勅錢 2,000냥을 別備

1840년(헌종 6) 이규방 補勅穀을 劃付

1841년(헌종 7) 이근우 화도의 세 을 매행 2두5승 감축

1843년(헌종 9) 윤치정 俸廩을 덜어내어 50,000여 냥으로 救弊, 邑人이 生廟를 建立

1845년(헌종11) 김덕희 勅錢 2,000냥 別備

1846년(헌종12) 윤치수 勅 垌 축조(稅租 70석), 화도의 세 을 劃定

1848년(헌종14) 이유원

* 출처 : �龍灣誌�(1849) 卷之下, 先生案.

18세기 후반 의주부윤의 표 인 업 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築垌이었다. 그

런데 19세기 반이 되면 築垌을 기재한 업 은 거의 사라졌다. 1846년(헌종 

12) 부윤 윤치수가 칙수동을 축조한 사실 외에는 築垌을 확인할 수 없다. 재정

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築垌을 더 이상 의주부 차원

에서 진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19세기 반 몇 차례 발생한 규모

의 범람이 미친 향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築垌 신 기재된 의주부윤의 업 은 바로 別備의 마련이었다. <표 3>에서 제

시된 別備의 기록 이외에도 �龍灣誌�의 여러 곳에서 別備의 흔 을 확인할 수 

있다. 1810년(순조 10) 부윤 류경은 군기고에 소미 300석을 별비하고 存本取耗

하여 군기 수리 비용을 마련하 다.60)60)1814년(순조 14) 부윤 오한원은 別接所를 

향교 내에 창설하면서 별비  100냥을 내어 재원으로 삼도록 하 다.61)61)

60) �용만지�(1849) 倉庫 軍器庫.

61) �용만지�(1849) 校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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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備의 마련에서 가장 에 띄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別備의 마

련이 세청과 칙수고에 집 되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의주부윤 윤치정이 

俸廩을 덜어내어 50,000냥에 이르는 재원을 別備했다는 사실이다.

세청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814년(순조 14) 부윤 오한원이 公用銀의 마련

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해서 帽稅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던 운향고를 신하고

자 설립한 의주부의 청이었다. 운향고가 정부의 주도로 설립된 청이라면 

세청은 의주부에서 설립한 청이었다. 기 세청은 出柵物貨에서 斂窠收捧하

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세청의 재원 조달 상황은 

여의치 않게 되었다. 

1833년(순조 33) 부윤 남이형이 별비  1,000냥을 마련하는데 이어 1835년(헌

종 1)부터 1838년(헌종 4)까지 거의 매년 10,000냥이 별비를 확보되었다.62)62)이 

시기에 의주부윤으로 임명된 박래겸, 이조 , 홍열모는 모두 한결같이 세청의 

재원을 別備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던 셈이다.

1824년(순조 24) 1월 청북암행어사 金鏴는 서계별단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지

한 이 있다. 의주부의 세청 收稅 액수를 官에서 확인하지 않고 모두 灣商

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상인들이 偸食하는 자 이 되었다고 보고했

던 것이다. 당시 10년간 稅入錢은 625,239냥이었고 10년간 公用과 세청 잡비로 

지출한 것은 454,036냥이었다. 그러므로 171,103냥이 남아 도리어 이것이 상인들

이 偸食하는 배경이 된다고 본 것이다.63)63)1827년(순조 27) 부윤 서기수가 商稅 

10,000냥을 감축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부윤 윤치정의 50,000냥 별비는 다른 부윤이 별비한 사례에 비해 두

드러졌다. �용만지�를 보면 여러 곳에서 50,000냥을 어떠한 곳에 사용했는지 확

인할 수 있다. 우선 一兩齋의 補學生 納米半減條를 지 하기 하여 米 30석 

10두를 別備하고 司倉에서 推來하 다.64)64)산성의 校卒에게 給料를 지 하는 군

수고의 재원을 마련하기 하여 太 48석, 鹽時斗 350斗, 土瓮 23坐, 瓮盖 5立, 沉

62) �용만지�(1849) 館廨 官稅廳.

63) �승정원일기� 2174책, 순조 24년 1월 10일.

64) �용만지�(1849) 校院 一兩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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醬 50瓮을 별비하 다.65)65)군기고에 城堞修築穀을 劃下하고 특별히 1,000석을 作

還하여 1845년부터 1854년까지 耗上加耗한 2,543여 석  처음 取耗를 用下하

다.66)66)별무사청의 公用은 별무사의 제번 을 책징하여 마련하는데 부윤 윤치정

은 錢文 30,000냥을 마련하여 耗條  매년 350냥을 司倉에서 推來하고 防給해 

주었다.67)67)백일원의 入格武士에게 지 하기 하여 出米 103석을 加下하 다.68)68) 

이방 이하 각 색목의 添料를 지 하기 하여 別備條 2,000석의 耗條 200석을 

안민고에서 推來하여 아 청의 放下로 사용했다.69)69)별비 80석의 耗條 8석을 番

料로 포청의 집사에게 지 하고 廳事를 구 하도록 하 다.70)70)

이상과 같이 윤치정의 50,000냥은 일부는 해당 청에 직  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司倉에서 리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얻은 耗條를 지 하여 필요 

청에 분 해 주기도 하 다. 자의 경우에는 해당 청의 재원을 마련하기 

한 것도 있으나 부분의 경우에는 료와 련이 깊은 것들이었다. 捕廳의 

경우에는 番料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통해 番料를 지 해 주었고, 백

일원의 경우에는 添料해 주었으며, 별무사청의 경우에는 번 의 징수를 防給해

주기도 하 다. 윤치정의 별비  운 은 료를 안정화시키는 방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윤치정의 노력은 다른 부윤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당시 의주부민들

도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선생안에 따르면 ‘邑人들이 生廟를 건립’했다고 기록

하고 있다. 碑記條를 보면 윤치정의 선정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름하여 ‘府尹尹

公致定 學勸武救弊善政永世不忘碑’라고 불 고 한 곳도 아니고 향교, 백일원, 

그리고 21개 각면에 모두 건립했다.71)71)선정비 명칭에 救弊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것을 보면 그의 업 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65) �용만지�(1849) 倉庫 軍 庫.

66) �용만지�(1849) 倉庫 軍器庫.

67) �용만지�(1849) 館廨 別武士廳.

68) �용만지�(1849) 館廨 百一院.

69) �용만지�(1849) 館廨 衙前廳.

70) �용만지�(1849) 館廨 捕廳.

71) �용만지�(1849) 卷之下, 碑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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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備 활동은 부윤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1846년(헌종 12) 청북지역 암행어사했던 박 보는 암행 활동 이외에도 지방

행정의 변화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 암행 기간 동안 360냥을 大同庫에 劃付하

기도 하고 50냥을 본 으로 삼아 支待契와 散料契를 창설하기도 하 다. 두 계는 

모두 官廳 소속으로 편제되어 각각 員役과 驛卒에게 供饋하는 기능을 맡았다. 

한 100냥을 氷庫에 획부하여 해당 契民들이 被害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72)72)

別備 내역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인물은 �龍灣誌�를 편찬할 당시에 부윤이

었던 이유원이었다. 이유원은 다른 부윤과는 달리 ‘府尹李裕元各樣救弊繕修條’라

는 별도의 항목으로 別備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 4> 1848년(헌종 14) 의주부윤 이유원의 업  내역

72) �용만지�(1849) 館廨, 氷庫.

청  상 ‘別備’ ‘損廩’ 기타

內外三門 100냥

檢餉庫 積年爲弊, 革罷

勅 庫 富民給債, 給債 차단

運餉庫 7,000냥 貿銀放債積弊, 債弊 차단

灣 庫 8人契의 豫下放債(2년→1년)

儒武試賞錢 500냥 利條 100냥

大聖殿 수백 냥 重修

衙前廳 200냥 取殖, 廳費를 보충

鎭撫廳 200냥 取殖, 廳費를 보충

營吏廳 100냥 取殖, 廳費를 보충

通引廳 100냥 取殖, 廳費를 보충

金剛寺 500냥 改建

來宣閣 4,000냥 改建

州城軍器 1,300냥 軍器 重修, 軍服 製作

山城北 臺 200냥 改建

一兩齋 行營 100냥 改建

城西門 수백 냥 改建

訓鍊廳 300냥 改建

鴨江靜沙亭 500냥 改建

城南民
1,000냥

100석
겨울 화재, 화재민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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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용만지�(1849) 卷之下, 府尹李裕元各樣救弊繕修條.

부윤 이유원의 ‘別備’와 ‘損廩’에 해서는 꽤 구체 으로 �용만지�에 기록되어 

있다.73)73)別備의 경우에는 총 錢文 9,600냥과 米 100석이 지출되었고, 損廩의 경

우에는 7,600냥과 수백냥의 錢文이 들어갔다. 그러므로 이유원의 경우에는 의주

부 행정조직의 운 을 해 총 錢文 17,200냥 이상이 필요했던 셈이다.

당시 別備錢 혹은 損廩錢을 활용하는 표 인 방식은 利條를 획득할 수 있는 

재정 기 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표 으로 세청과 운향고를 들 수 있다. 

1808년(순조 8) 부윤 윤익렬은 各庫의 記錢  1,000냥을 운향고에 속하게 하고 

斂散取殖하여 얻은 利條 140여 냥을 아 청에서 지출하는 각 행차시 馬貰와 路

資로 사용하 다.74)74)1833년(순조 33) 부윤 남이형은 陪持廳의 假差軍官 糧料를 

마련하기 하여 別備米 200석의 本錢 600냥과 別備錢 400냥을 합하여 1,000냥

을 세청에 지 하고 그 이자를 청의 지출에 補充하 다.75)75) 

1832년(순조 32) 부윤 남이형은 소통사청의 료를 마련하기 하여 錢文 

4,000냥을 획 하여 소통사 50人의 料條로 만들었다. 4,000냥은 세청에 지 하

여 存本取利하고 이자 800냥을 도공방의 排朔條에 넣은 뒤에 그 신 防軍庫에

서 每人에게 米 4석씩 모두 200석을 出給하도록 하 다.76)76)

百一院에서는 1847년(헌종 13) 부윤 윤치수의 별비 250냥, 出身勸善錢 750냥

을 합하여 1,000냥을 세청에 지 하고 取殖하며 每朔 朔試 의 비용으로 삼았

73) 이유원은 의주부윤 시 뿐만 아니라 이후 라감사와 황해감사에 재직할 때에도 지방

으로서 많은 지방재정 책을 제시하 다. 이유원의 경세론에 해서는 다음에 자세하다. 

김태웅, 2017 ｢李裕元의 經世論과 國際情勢認識｣ �진단학보� 128.

74) �용만지�(1849) 館廨 衙前廳.

75) �용만지�(1849) 館廨 陪持廳.

76) �용만지�(1849) 館廨 通事廳.

來薰樓 800냥 重修

統軍亭 300냥 重修

百一院 300냥 利條 60냥

兩城城堞 500냥 重修

陪持廳 200냥

합 9,600냥 100석 7,600냥+수백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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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1845년(헌종 11)에는 감사 조병 이 錢文 350냥을 別備하고 세청에 

주어서 매년 4월 8일의 營別試 의 비용으로 삼았다.77)77)이상과 같이 別備한 

재원으로 이자를 확보하여 給料를 매년 지 하기 해서는 利子를 안정 으로 

수취할 수 있는 세청과 운향고가 가장 합했던 것이다. 이러한 別備의 운  

방식은 이유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반 의주부윤의 재원 마련 노력은 18세기 후반과는 조  

다르게 나타났다. 18세기 반이 築垌의 방식이라면 19세기 반은 別備를 통해 

마련되었다. 그것은 부분 지방행정을 유지하기 한 목 이 컸다. 屯田을 확

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청의 경비와 료 체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別備와 損廩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 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세기 반의 이러한 방식의 개선책은 

일정하게 유효할 수 있었다는 이다. 이러한 모습은 부윤 윤치정과 부윤 이유

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5. 맺음말

19세기 반의 지방사회는 차 주도의 행정이 강화되면서 수령-이향의 지

배가 공고해지고 민의 항이 차 드러나는 시기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반 의주부의 지방행정을 통해서 본 지방사회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나름 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그 체계를 지속 으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체계가 개선되기도 하 다.

19세기 반까지 의주부의 지역사회는 외부의 조건에 많은 향을 받고 있었

다. 하나는 청무역이라는 외국과의 계 고 다른 하나는 재정 수입 확보에 

큰 향을 미치는 범람에 한 책이었다. 의주부는 지방행정을 유지하게 해 

일정한 제도의 보완을 필요로 했고, 18세기 후반까지 의주부윤은 그 역할에 충

실했다고 볼 수 있다.

77) �용만지�(1849) 館廨 百一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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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부의 행정조직은 복잡 다기했고, 그 구성원 한 매우 다양하며 인원 

한 많았다. 그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기 해서는 지속 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

야 했다. 民庫의 변화상도 여기에서 다를 수 없었다. 의주부는 행정조직을 유지

하기 해 나름의 안정 인 료 체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18세기 후반 

내내 진행된 築垌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행정조직의 유지가 가장 요한 

과제 던 것이다.

19세기 반이 되면 의주부윤의 재원 마련 방안은 築垌에서 別備로 환되었

다. 변화된 조건에 맞추어 의주부윤의 역할 한 변하게 된 것으로 단된다. 別

備를 통한 행정조직의 유지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 으로 유지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19세기 반까지 홍경래 난을 거치면서도 의주부는 나름 로 이

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다수의 인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하고 있었고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이 지역사회가 움직인 것도 모

두 이러한 이유 다고 본다.

주제어 : 지방행정, 의주부, 제방축조, 별비, 박 보, 이유원

투고일(2019. 7. 30),  심사시작일(2019. 8. 13),  심사완료일(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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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ijubu(義州府)’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changing roles of 

local government officer in the early 19th century

Park, Beom *

78)

In local society of the early 19th century, administration ruled by government(官) was 

gradually strengthened and governance of suryung and hyangri became strengthened, so 

the period was understood that resistance of people was gradually appeared. However 

local society considered by Uijubu’s local administration in the early 19th century was 

not like that certainly. It had its own system and administrative system was improved to 

maintain the system continuously. 

Until the early 19th century, Uijubu’s local society was much influenced by external 

condition. One was the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called Daecheong trade, and 

another one was the measures for flooding influencing the securement of finance and 

income so much. Uijubu needed to supplement a certain system so as to maintain local 

administration and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roles of uijubuyun had been played 

faithfully in the latter 18th centur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uijubu was complicated and there were lots of very 

diverse members. To maintain the scale, the process of continual changes should be 

gone through. Changes of mingo(民庫) could not be treated in here. Uijubu needed to 

maintain stable wage system so as to mainta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of dike, proceeded throughout the latter 18th century, was one of the 

efforts and the most important assignment was to mainta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 early 19th century, the role of uijubuyun was changed from the grasping of 

farmland through dike establishment to preparation(別備) of separate finance. For the 

changed condition, roles of uijubuyun were changed. It cannot be known if the 

maintenanc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rough preparation(別備) was continuously 

* Professor, School of Human Civilization, Kyungs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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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ed until the latter 19th century. However, in spite of the Hong Kyung Rate 

rebellion, Uijubu maintained the method and led local society until the early 19th 

century. Therefore, lots of people participated in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society 

was operated without a big problem. 

As with most provinces, Uijubu did not actually change in local society. However, 

efforts to maintain a local administrative system centered on local government officer are 

confirmed.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in the late 19th century feels necessary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n the meantime, the 19th century 

was described as a period. But from now on, it needs to be shared.

Key Words : Local administration, Uijubu(義州府), dike establishment, preparation(別備), 

local government officer, Park Youngbo, Lee Yu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