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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연구는 19세기 반의 평안도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지

역을 변화시켜갈 망이 앙정부와 지방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비되고 있

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근본 목 이 있다. 17․18세기에 평안도 사회는 란의 

후유증과 정치  차별 속에서도 목할 만한 변화와 발 을 이룩하 다. 특히 

국가 재정에서는 팔도 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다. 19세기 말과 20

세기 에 평안도 사회는 당시 한국의 여러 지방 에서 가장 활력 있는 모

습을 보 으며, 문화․정치․경제의 지도자들을 다수 배출하 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세기  홍경래의 난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평안도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 되고 있었는가에 해서는 알려져 있는 바가 별로 없다. 17․18

세기까지의 평안도의 사회상과 19세기 말 이후 그 지역의 사회  역량이 어떻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 

041-A00023)”



126 韓 國 文 化 36 ․

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를 악하는 것은 한국 근 사의 반 인 개 방

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한 작업이다.

19세기 반에 평안도의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운 의 망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인물들로 이 연구에서 검토의 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평안도의 

평민지식인과 士人層, 앙의 인으로서 勢道權力家와 평안도 찰사이다. 평

안도 주민의 인식과 소망, 그리고 정부 리들의 문제 진단과 정책을 문헌자

료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그것들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로 한다. 그리고 네 수 의 인식  어떤 부분들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

며 그 합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후기에 새로운 성격의 지식인과 무사로 입신하고자 하던 인물들이 

국 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국제무역과 지역 상업을 바탕으로 경제 인 번성

을 리면서도 정치  진출로는 막  있던 평안도에서 ‘ 항지식인’과 ‘壯士層’

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 고, 결국 1811년 洪景來의 난을 통해 자신들의 역

량을 드러냈다.1)1)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 인 반향을 불러왔다. 평

안도에서는 한층 요한 사회  유산으로 계승되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반란을 지휘한 洪景來를 평민지식인이라고 범주화하 는데 그것은 그의 신분

과 사회  처지를 다른 검토 상 인물들과 비하기 해서이다. 한편 청천강 

이북 지역의 토착 지배세력이 상당수 홍경래의 난에 내응세력으로 참여하

지만, 반란이 끝난 후에도 그들 세력의 향  지배력에 근본 인 변화는 없었

다. 반란에 참여했던 지방의 지배세력과, 의병을 일으켜 진압에 나서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후 향  지배력을 강화해간 세력의 사회 ․경제  기반에 근본

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2)그 지방의 토착 지배세력은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도 여 히 그 지역을 이끌어 가면서 사회문제를 자신들 입장에서 해결

할 것을 모색하고 있었다. 평안도 정주의 엘리트 士人 白時源은 그들을 표

하는 인물이었다.

19세기 반 정부와 국가를 운 하는 힘과 논리는 국왕과 왕실의 권 를 

배경으로 실질 으로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勢道家’에게 집 되어 있었

1) 吳洙彰, 2002 朝鮮後期 平安道社 發展 硏究, 一潮閣, 252-305면.

2) 고석규, 1998 19세기 조선의 향 사회연구, 서울 학교 출 부, 109-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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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평안도의 지역 문제가 국가 운  차원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으

며, 정부에서 그 지방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 는가 하는 을 알아보기 

한 첩경은 당시 세도권력가의 인식과 정책을 알아보는 것이다. 홍경래의 난 

이후 시기에 권력을 잡고 있던 인물은 金祖淳이었다. 한편 평안도 지역사회에 

한 정책을 가장 많이 제안하고  집행한 정부 리는 찰사 다. 인민을 

상으로 행정을 직  수행하는 리는 수령들이었으나, 지역사정에 입각한 

정책의 제안과 추진은 부분 찰사의 몫이었다. 홍경래의 난 에 평안도 

찰사로 부임한 鄭晩錫은 3년 반에 달하는 긴 기간동안 재임하면서 반란 후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평안도 사회를 잘 이끌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송을 받는 치 을 쌓았다. 김조순과 정만석을 통해 정부 인의 시각을 검

토하기로 한다. 이밖에 정부의 일반 인, 그리고 다른 지방 재야 지식인들도 

평안도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그 지역사회의 운 방안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평안도 지역문제에 한 당사자들의 생각과 정책만을 

검토하고, 외부 찰자의 평안도 인식에 해서는 따로 검토할 기회를 가지려 

한다. 

한 지역사회의 변화에 한 이해는 종합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변화

는 명료한 논리와 의식  노력뿐 아니라 실로 존재하는 ‘힘’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과 정부 인들이 평안도 지

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려 했는가를 악하

는 것은 19세기 반 평안도 사회를 이해하는 출발 이 된다. 여기서 설명되

는 인식과 정책들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만난

다 하더라도 그 의미에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 

평안도 사회의 실상을 악하기 한 지도와 나침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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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안도 지방민의 사회문제 인식과 정치  소망

1) 평민지식인의 민본의식과 신비주의

19세기 평안도 평민의 사회인식을 그곳에서 일어난 반란의 지도자, 특히 

‘洪景來의 난’을 지도한 홍경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기 해서는 먼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홍경래가 과연 홍경래의 난을 지도한 인물

이었는가, 둘째, 그 주도 인물들이 과연 평민층 출신이었는가, 셋째, 홍경래의 

난에서 표출된 다양한 사회의식 가운데 그 어느 것이 주도세력의 성격을 그

로 반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다.

첫째, 홍경래의 난을 지도한 최고지휘자는 구 는가? 개인의 활동보다는 

사회계층을 심으로 반란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연구경향이 강화되면서, 과거

의 한 유력한 연구에서는 홍경래가 반란의 상징 인 의미를 지니는 데 그쳤

을 뿐이라고 지 된 도 있다.3)3)홍경래․김사용․우군칙 등의 ‘유랑지식인’이 

난을 계획 주도한 층이었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구분되는 ‘경형 부농층’이 반

란의 ‘담당층’이었다고 지 하고 그들 경 형부농층을 통해 반란의 역사  의

미를 설명하려는 데서 비롯된 설명이었다.4)4)‘홍경래의 난’을 조직하고 이끄는 

데 앞장선 인물로 홍경래를 지목하면서도, 홍경래보다는 주로 鄕武層, 新鄕層

에 을 맞추어 그 반란을 주도한 인물들의 활동과 성격을 설명한 연구도 

있다.5)
5)

그러나 기 참가자들을 규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농성 지 인 정주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는 반란의 체 과정을 볼 때, 이념, 조직활동, 무술실력, 지휘

력, 투쟁의지의 어느 측면에서나 홍경래는 기와 투쟁의 심인물이었으며, 

일반 참여자들도 그를 가장 요한 지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6)

6)앞선 연구에

3) 鄭奭鍾, 1979 ｢關西平亂  解題｣ 關西平亂 제1책, 亞細亞文化社.

4) 鄭奭鍾, 1972 ｢홍경래의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7 (정석종, 1994 조선후기의 정

치와 사상, 한길사, 265-266면).

5) 고석규, 앞의 책, 111-119면.

6) 吳洙彰, 앞의 책, 270-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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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란의 담당층이었다고 강조된 인물들, 즉 ‘경 형부농층’ 는 ‘鄕武中富

戶’라고 지 된 참여자들은 주로 평안도 사회에서 鄕人이라고 불리던 계층에 

속한 吏屬들이었다. 그들은 지방의 지배층이었으므로 반란 당시 많은 사람들

의 주목을 끌었으며, 련 사료에 기록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  그들이 반란

에서 수행한 표 인 역할이 기군이 령한 지역에서 留鎭 을 맡아 수령

의 직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던 만큼 정부측에서 보기에 그 요성이 매우 두

드러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기의 핵심 주체와 구분

되는 내응세력 는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은 기에 참여했지만 홍경래․金士

用 등 기의 최고지휘부로부터 일방 으로 지휘를 받았으며, 군이 승기를 

잡은 후에는 항쟁을 포기한 경우가 부분이어서 정주성 농성에 끝까지 극

으로 참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7)7)홍경래가 맡았던 “大元帥”는 반란에

서 행했던 최고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그 로 드러내는 직책이었다.

다음 문제는 홍경래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이다. 지 까지의 연구

에서는 홍경래가 ‘몰락양반’이었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하여 

재 나와 있는 한국사 개설서에서는 거의 외 없이 같은 설명이 되풀이되

고 있다. 외 으로, 일 이 文一平의 작에서 홍경래의 신분이 평민이라고 

서술된 이 있으나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조선 사가 홍경래

를 양반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그를 평민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8)

8)

홍경래의 신분은 당 의 권세가 金祖淳의 설명을 통해 좀더 구체 으로 짐

작해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홍경래는 군포를 내지 않는 ‘大民’에 비되는 

‘寒賤한 匹夫’ 다. 평안도의 민이라 하더라도 남방의 士夫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 다고 설명하고, 홍경래는 그 민과도 비되는 하층신분이었음을 지

한 것이다.9)9)이러한 상황이 밝 짐에 따라 최근에는 홍경래의 신분이 양반이

나 토호 다는 설명을 되풀이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홍경래의 신분에 해 결론을 맺기보다는, 홍경래가 교육을 받아 지식을 쌓은 

사실, 그리고 그것이 경제  여유 에서 가능했을 가능성을 들어 그의 사회

 7) 같은 책, 306-311면.

 8) 같은 책, 261-262면.

 9)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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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를 여 히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10)10)

하지만 홍경래의 신분이 평민이었음은 白慶楷(1765-1842)의 문집을 통해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는 난의 말을 담은 ｢滄桑日記｣를 술하면서 홍

경래는 ‘용강의 평민’이었다고 기록하 다.
11)11)백경해는 평안도 정주의 유력가

문 출신으로서 홍경래의 난을 후하여 평안도 도사, 태천 감을 지냈던 만큼 

그 지역사정과 홍경래의 난에 정통하 을 것이다. 더구나 백경해의 서술이 

에서 소개한 홍경래의 신분에 한 여러 정황과 일치하므로 홍경래가 평민이

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홍경래가 반란을 이끌어간 이념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세 번째 요소

는, 그 반란에서 내세운 이념들이 여러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홍경래의 난의 이념을 이해하는 데는 기가 시작될 

때 주변에 배포된 격문이 가장 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격문에서 단연 두

드러진 의식은 평안도 지배층에 한 앙 정부의 정치  차별에 한 반감

이다. 그 지역차별에 한 반감이 기군의 사회의식을 설명하는 데 요한 

비 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격문에서는 반란의 궁극 인 지도자로 

설정된 鄭眞人이 거느리고 오는 군사들을 ‘황제국 明나라의 후 '들이라고 하

다. 이것은 홍경래의 난이 ‘明의 정통성에 의존하려 하 다’고 설명되는 결

정 인 기 이 되기도 하 다.12)
12)

하지만 그런 의식들은 실제 반란의 개과정에서 홍경래가 보인 사회의식

과는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서로 반 되는 내용도 있었다. 그 이유는 홍

경래 등 기군 최고 지휘부의 다른 구성원과는 사회  지 와 생각에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던 사람이 격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격문의 작성자인 

金昌始는 반란의 지도자  유일하게 진사시에 합격하 으며, 그 후 곧 

직을 얻기 해 노력하던 상층민으로서, 반란이 일어난 후에는 어떤 지도력도 

보이지 못하고 기회주의 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배신자로13)죽어갔다.
13)
 따라서 

10) Anders Karllson, 2000 The Hong Kyôngnae Rebellion 1811-1812, Stockholm 

University ; Stockholm, 98-99면.

11) 白慶楷, 守窩集권3 ｢滄桑日記｣, “十二月十八日 嘉山․郭山等地 盜起 其魁洪景

來  龍岡常漢也” ; 같은 책에 실려 있는 백경해의 家狀에도 동일한 서술이 있다.

12) 鶴園裕, 1984 ｢平安道農民戰爭における檄文｣, 朝鮮史硏究 論文集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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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문에 나타난 이념을 기계 으로 홍경래에게 용하거나, 반란의 체 인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실상과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

홍경래가 포섭하여 반란의 핵심 세력으로 삼은 인물들은 ‘지식’과 ‘무 ’  

어느 하나, 혹은 그 둘 모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19세기  평안도에서는 신분이나 경제력이 어떠했든 체제로부터 용납받을 수 

없는 성격의 지식인들이 늘어났는데 이  일부가 극 인 항의 길로 나서

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을 ‘ 항지식인’이라 부를 수 있다. 한 경제 으로 매

우 가난하지만 무술 실력을 앞세운 인물들이 기층민의 불만을 업고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홍경래의 난에서 ‘壯士’ 는 ‘力士’들이라고 지칭

되면서 최고지휘부에 참여하고 留鎭 ․장수로 활발한 활동을 보 다. 그와 

같은 인물들을 ‘壯士層’이라고 부를 수 있다.14)14)홍경래는 이와 같이 ‘ 항지식

인’과 ‘장사층’을 표하는 인물이었고, 홍경래의 난은 지방권력을 나 어가지

고 있던 향 의 상층 세력가들이 주도한 반란이라기보다 이들 항지식인과 

장사층이 핵심이 되었던 반란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앙과 지방의 여러 층

의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지역인식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목 이므로 홍

경래의 신분이 평민이라는 사실에 을 두어 ‘평민 지식인’이라 지칭하 다.

홍경래는 기의 정당성을 기본 으로 일반 인민의 처지에서 찾았다. 우군

칙 등 핵심인물들과 함께 반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그는 ‘일식과 지진’이라는 

재난과 함께, 백성이 굶주리는 사회 실을 들어 기의 필연성을 지 하 던 

것이다. 통 으로 재이는 백성의 억울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빚어진다

고 설명되었기 때문에 일식과 지진은 백성의 굶주림과 서로 통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홍경래의 사상은 ‘유교 인 교양’에 입각하고 있다고15)설명되었다.
15)
 

 홍경래의 난이 민본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설명은 기본 으로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16)16)홍경래가 농민을 항쟁의 주체로 뚜렷이 의식하지 못하 다

13) 오수창, 앞의 책, 281-284면 참조.

14) 같은 책, 257-305면 참조.

15) 鶴園裕, 1979 ｢平安道農民戰爭における參加層 -その重層した性格をめぐって-｣ 朝
鮮史叢2, 靑丘文庫, 日本 神戶 (변태섭 외, 1981 傳統時代의 民衆運動上, 풀빛, 

252-253면).

16) 정창열. 1983, ｢조선후기 농민 기의 정치의식｣ 한국인의 생활의식과 민 술 
성균 학교 동문화연구원, 21-22면. 단 이 술에서 ‘세도정치를 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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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반란의 지도자들 에서 직  하층민을 상 하면서 항

쟁의 길로 설득하여 이끈 노력은 항지식인, 특히 홍경래에게서만 유일하게 

확인된다.17)
17)

한편 그들이 기층민의 열망에 호소하기 해 가장 강조한 것은, ‘鄭眞人’이

라는 웅이 찾아와 자신들을 지도하고 나라를 바로잡는다는18)주장이었다.18) 

홍경래는 우군칙을 포섭할 때 이미 유교  교양과 함께 정진인설을 내세웠으

며, 처음 출진할 때 홍경래가 한 연설이나 박천 송림에 진을 쳤을 때 그곳 인

민들을 선동한 내용은 모두 정진인설을 심 내용으로 하 다. 때로는 홍경래

의 형제들이 선천, 함경도 등 곳곳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선 하는 등 그 

자신을 신비화하기도 하 다. 그밖에 민을 기에 끌어들이기 해 국 인 

반란, 심지어 ‘南倭’가 일어나리라고 하 는데, 이러한 것들도 정진인의 출 에 

부수되는 내용들이었다.

조선후기의 지배이념에 한 홍경래의 도 은 사족들의 통  세계 이었

던 ‘華夷觀’의 극복에서 가장 극 으로 드러난다. 앞에서 언 했듯이 김창시가 

작성하여 기 반에 살포된 격문에서는 鄭眞人이 ‘황제국 明의 로 내려

온 신하들의 후손들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鐵騎 10만으로 부정부패를 숙청할 

뜻을 가졌다’고 선 하 다. 하지만, 반란 장의 사정은 ‘황제국 명’의 후손을 

내세운 격문의 내용과 정반 다. 정주성에서 농성하고 있는 동안 홍경래를 

비롯한 지휘부는 ‘胡兵’, 즉 오랑캐 군사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다고 선

하 다. 정진인이 국에서 함께 어울린 자들도 호병으로 설정되어19)있었다.19)

이때의 호병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 명을 멸망시킨 淸 세력을 지칭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한 연구에서는 이 호병이 압록강 건 편의 ‘亡叛人’들을 가리

키며 홍경래는 그들의 내원을 약속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설명된 도 있지

부정부패가 없는 질서를 수립한다’는 좁은 의미의 정치  목 을 심으로 홍경

래난의 핵심이념을 설명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17) 오수창, 앞의 책, 289-290면.

18) 이에 한 최근의 종합 인 설명은 Sun Joo Kim, Practices of Exclusion and 
Strategies of Integration, Regional Elite and Culture in the Hong Kyógnae 

Rebellion of 1812 (간행 정)  ｢Prophetic Beliefs in the Hong Kyóngnae 

Rebellion｣ 부분 참조.

19) 오수창, 앞의 책, 284-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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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20) 기군의 일방 인 공작활동 외에 반란 원조 세력으로서의 호병의 존재

를 확인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호병을 내세운 기군의 이념이 통 인 화이 을 부정했다는 것은 호병

의 실재 여부에 계없이 사실이다. 정주에 기군 지휘부가 자리잡은 가운데 

장수들이 머리에 쓴 을 노란 개[黃狗]의 가죽으로 장식하고 옷차림을 오랑

캐 모양으로 하고 있었다는 장면도, 사족들의 정제된 과 명에 한 사

를 노골 으로 뒤집어엎은 그들의 이념  지향을 뚜렷이 반 하고 있다.
21)21)화

이 의 부정은 箕子가 국 문화를 들여와 시킨 고장이 평안도라고 내세

우면서 자기 지역의 통  권 를 강조하던 상투 인 논리까지 부정하는 것

이 된다.

격문이 평안도 지배층에 한 정부의 정치  차별을 비 하는 것으로 시작

된 것과는 달리, 홍경래가 지역차별이나 향  권력에 해 언 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가 정치 으로 차별받는 지역을 배경으

로 성장하 음에도 불구하고, 어도 그 사회의식은 평안도 사회의 지역  특

성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보여 다. 반란의 지휘자들이 국에서 기가 일어

날 것이라든가, 정진인이 함경도․강원도․경상도를 통해 거사할 것이라고 선

한 것도 그들이 평안도의 구체  사회상보다 나라의 일반 인 사정을 시야

에 두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평안도의 평민 지식인 홍경래는 사상 으로 종래 이해되어 왔던 것보다 훨

씬 요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었다. 반란의 군사  기반은 농민들이었으며, 홍

경래는 구보다도 일반 농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22)22) 한 화이 의 극복

이라는 사상사  난제를 실제 행동으로 풀어냈다. 

하지만 그의 이념은 반란 지역의 구체 인 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

었다. 흉년과 민의 고통은 국 인 것이었으며, 상층민의 심사 던 지역차

별에 해서도 언 이 없었다. 그가 구체 인 사회 실에 뿌리내린 사회운  

이념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신비주의에 바탕을 두고 “새 세상”이 올 것이라

20) 鄭奭鍾, 1985 ｢｢洪景來亂｣과 내응세력｣ 嶠南史學 창간호 (정석종, 앞의 책, 282 

-284면). 

21) 趙鍾永編, 關西平亂 제17책 壬申 3월 7일 (亞細亞文化社 인본 제5책 89면).

22) 홍경래난에서의 농민의 상은 오수창, 앞의 책, 319-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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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는 데 그쳤다는 지 은 여 히 유효하다.
23)23)스스로 자신들의 이념을 

리 선 하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배신의 길을 걷는 기존 지배층 

인물 김창시에게 변자 역할을 맡김으로써 자신들의 이념을 후 에 오랫동

안 오해받도록 한 것부터가 지식인으로서는 치명 인 약 이었다.

2) 士人層의 앙진출 노력

조선후기 평안도 지배층이 사회에 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요한 의식은 

자신들이 앙정부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는 실에 한 인식이었다. 그럼에

도 거기에 정면으로 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들은 箕子와 檀君의 고장에 

산다는 자부심을 내세우면서도, 남방과 비교했을 때의 객 인 문화  열세 

속에서 변방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감출 수 없었다. 평안도 인물들 스스로가 

흔히 자기 지역 자체가 신분상의 하자가 된다고 표 하 던 것이다. 물론, 극

심한 차별 우에 해 항 의식을 표출한 이 없지 않지만, 지역  정체성

을 재인식하고 자신감을 앙 정부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에 들어가

서야 가능했던 일이다.

1806년 교서  교 柳楨은 서북민 문과 제자의 승문원 分館과 무과 

제자의 宣傳官薦을 요구하 는데, 요한 것은 통청을 요청하는 그의 자세

다. 그는 함경도는 태조가 일어난 땅이고 평안도는 기자가 교화를 베푼 곳으

로서 문무과 제자들이 승문원 분 과 선천에 막힐 만큼 지역이 천한 바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 다. 나아가 서북인의 인품과 재주가 다른 지방에 뒤떨

어지지 않는다는 을 당당히 주장하고 그 지역의 문벌이 뛰어난 자들을 

요 직에 임용해  것[許通]을 요청하 다.24)24)이러한 주장은 그 이  구보

다도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균등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는 에서 의미가 

크다.

평안도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논리가 정립된 것은 더 이른 시기의 일이었다. 

정주 출신 인 白慶楷는 1802년(순조 2)에 평안도의 다른 사람을 신하여 

23) 정석종, 앞의 책, 263-164면 ; 정석종, 앞의 논문, 22-23면.

24) 오수창, 앞의 책, 174-175․184-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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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들의 정치  진출이 막 있음을 조목조목 비

하고 평안도 사람들로 하여  다른 도의 사람들과 나란히 설 수 있게 해달라

고 요청하 다.25)25)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국왕과 앙정부를 향하여 정면으로 

제기한 인물은 지 까지 확인되기로는 의 유정이 처음이다.

1819년, 정주가 고향인 지평 趙永傑은 ‘홍경래의 난’ 때 공을 세우려고 평민

을 학살하 다는 죄를 들어 변 부사 柳鼎養을 탄핵하 다. 반란 당시 태천

군수 던 유정양이 기군이 들어올 때 맞서 싸우지 못하고 도망했던 잘못에 

해서는 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가 양민을 학살한 죄는 공식 으로 논의

된 바 없었다. 이때 와서 조 걸은 자기가 평안도인임을 면에 내세우고 

변․태천 인민의 여론을 앞세워가며 유정양을 비 하여 처벌받게 하 다. 이

것은 비록 한 개인의 정치 활동이었지만 그 동안 성장해온 평안도 상층민의 

정치  역량을 내비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26)
26)

와 같은 맥락 에서 19세기 반의 평안도 상층민의 지역문제 인식을 

정주 출신 인 白時源(1776-1839)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백시원의 가문인 

평안도 정주의 水原 白氏는 고려말 조선 에 仁州府使 던 白繹이 황해도 황

주에서 옮겨옴으로써 정주에 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들 가문은 조선후기 

정주에서 작성된 4개의 鄕案에 세 번째로 많은 인물을 올린 성 이었다. 즉, 

수원 백씨 인물은 白川 趙氏와 동일하게 10명이 올랐는데, 15명을 입록시킨 

延安 金氏, 11명을 입록시킨 延日 承氏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 다.
27)27)이

듯 정주의 수원 백씨 가문은 18세기 말 19세기 에 를 이어가며 그 지방

의 학문과 향 운 을 주도하 을 뿐 아니라, 지 않은 문집을 남기기도 하

다. 그들  백시원이 앞에서 본 홍경래나 뒤에서 다룰 鄭晩錫․金祖淳과 

활동 시기가 겹친다.

백시원은 정주에 거주하기 시작한 先祖 白繹의 17 손으로서, 아버지를 宗

鸛으로 하여 1776년( 조 52)에 외가인 寧邊府 延山坊 大成里의 慶州 金氏 본

25) Sun Joo Kim, 2004, 백경해 련 미간행 논문 ; 白慶楷, 守窩集권4 ｢代關西諸

人呈政府書｣

26) 오수창, 앞의 책, 177면.

27) 金善珠, 2005 ｢조선후기 평안도 정주의 향안 운 과 양반문화｣ 역사학보185,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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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태어났다. 이듬해에 宗鶴에게 출계되었는데, 그의 연보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양부보다는 宋潭 白仁煥을 할아버지로 잇게 되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두어졌던 것 같다.28)28)백인환은 문과에 제하여 그 지역의 학문을 주도하던 

인물이다. 백시원은 자를 而華, 호를 老圃라 하 다. 24세 때인 1799년 경기도 

여주의 李直輔를 찾아가 스승으로 모셨다. 그의 문집에서 中洲 李先生으로 지

칭된 이직보는 金亮行의 제자로서, 정조-순조 연간에 山林으로 활동한 인물이

다. 백시원은 36세 때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자 이듬해 정월에 의병을 모아 

군사 32명을 거느리고 진압에 나섰다. 반란이 진압된 후 당상 인 折衝 軍의 

품계가 내려졌으나, 비변사에 청원하여 받지 않았다. 난 후에 무 직이나 무반 

품계를 받은 인물  많은 숫자가 유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해, 혹은 문

으로 진출하기 해 그 상을 받지 않았는데 백시원 역시 유생으로서 문과

에 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武班 품계를 사양하 다.29)29)1813년 崇靈殿 

참 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그해 생원시를 통과하 다. 1814년 39

세의 나이로 식년문과에 乙科로 제하여 성균 에 分館되었다. 1820년에는 

군가 자기 先塋에 偸葬한 것을 서 옮겼다가 수개월간 황해도 兎山과 長

連에 유배되었다.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생활하던 , 제 후 10년이 된 1823

년에 에 따라 6품으로 올랐고, 2년 후에 경상도 도사로 나갔다. 이듬해에 大

臣 李相璜의 건의로 승문원에 들어갔고, 이후 사헌부 지평과 濟原道 察訪에 

임명되었다. 1839년, 64세 때 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사망하

다.30)30)그 아들 愼菴 白愈行은 제자들이 文和라는 시호를 올릴 만큼 활발한 학

문 활동을 하 다.

그의 작 에서 가장 큰 무게를 지니는 은 유일한 상소문으로 1823년

(순조 23)에 올린 ｢本道文武疏｣이다.31)31)백시원은 이 상소문에서 조선의 팔도

가 한 집안의 여덟 아들과도 같아야 한다면서, 평안도의 문과 제자가 성균

으로 진출하는 데 그치고, 무과 제자는 守門 이나 部 으로 나가는 데 국한

되며, 음직으로 진출하는 자는 土官職에 그치는 상을 지 하고 개선책을 제

28) 白景濟 편, 1930, 三賢集選, ｢三賢年譜略｣

29) 白時源, 老圃先生文集권9, ｢呈籌司文｣

30) 같은 책, ｢附 ｣권1, ｢年譜｣

31) 같은 책, 권4, ｢本道文武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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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32)32)앞 시기로부터 서북의 문과 제자를 승문원에 들어가도록 하는 

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졌지만, 실제 집행을 맡은 자에 의해 무시됨으로써 

서인의 억울한 마음이 그 명령이 있기 보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 

그의 비 이었다. 

평안도 출신 인사의 정치  진출로를 뚫어 달라[許通]는 백시원의 주장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 조정의 엘리트 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로인 문

과 제자의 承文院 分館, 무과 제자의 宣傳官 추천을 서북 인사들에 하

여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게 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미 오래 부터 

계속되어온 일이기 때문이다. 백시원의 상소가 앞 시기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은, 앞으로의 조처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이미 과거에 제해 있

는 평안도 인물들에 해서도 실질 으로 그 혜택을 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있다. 그는 평안도의 인사가 문과 는 무과를 통과하여 6품에 올

라 있는 경우 그 가문의 높고 낮음을 헤아려 승문원과 선 의 직에 임명

해 달라고 하 다. 방  제하여 아직 分館의 조치와 장수로의 추천을 받지 

않은 인물들에 해서도 승문  분 과 선  추천을 요구하 다. 

평안도의 인사가 과거에 제하지 않고 蔭敍를 통해 앙 직으로 달할 

수 있는 길도 모색되었다. 백시원은 단군을 섬기는 평양의 崇靈殿의 殿郞에 

임명된 사람이 30개월의 재직 기한을 채우면 앙 직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 다. 일 이 1753년( 조 29) 우의정 金尙魯의 요청에 의해, 평양

의 숭령  소속의 참  자리에 청천강 이남 평안남도와 강 이북인 평안북도

의 인물을 한 사람씩 앉혔다가 60개월을 채우면 앙 직의 참 으로 옮겨주

도록 결정된 바 있다.
33)33)하지만 백시원에 의하면 이 명령 역시 실제로는 시행

되지 않았다. 60개월을 채우더라도 앙 직으로 진출할 길은 여 히 열리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에 해 백시원은 숭

령  원이 앙 직으로 옮겨갈 자격을 받게 되는 근무 기한을 종래의 60

일에서 그 반을 여, 과거의 시책을 다시 요청한 것이다. 

32) 평안도민에 한 정치  차별의 상황과 의미에 해서는 오수창, 앞의 책, 27-36

면 참조.

33) 英祖實  英祖 29년 2월 壬子, ( 인본 제43책 481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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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시원의 상소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앞선 인물들이 올린 상소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평안도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한 자신감이다. 문무 

제자의 許通을 요구하는 목에서 그는 “ 서의 인재로 논하자면, 경 을 

담론하고 문필에 종사하는 것이 팔도의 府庫가 되며, 무 를 닦는 것은 나머

지 일곱 도의 비길 바가 아니다”라고 하 다.34)34)평안도 인사들은 19세기 에 

이르러 그곳의 문무 인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에 힘

들게 도달하 다.
35) 

그 에서35)1823년 백시원의 상소에 이르러 그 지역의 文

武 인재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 더욱 뛰어나다고 극 으로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하게 표출된 지역  자부심은 평안도에 지역  권 를 부여하던 상투  

논리를 의심하기에 이르 다. 통 으로 평안도는 앙 리에 의해서나 지

역민들에 의해서나 ‘檀君이 국가를 열고 箕子가 敎化를 펼친 땅’이라는 구 로 

장식되어 왔다. 하지만 단군과 기자의 권 를 내세우는 것은 실 으로 몇 

백년 동안 평안도민에 한 차별과 공존해왔고, 따라서 그것은 앙정부와 그 

인들로 하여  평안도에 한 인식을 새로이 하도록 하는 논리가 될 수 없

었다. 백시원은 이제 평안도가 단군과 기자의 땅이라는 문구를 기계 으로 반

복하기보다는, 그런 권 로 치장되는 평안도 사람들이 왜 이 나라 사람들로부

터 심한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게 되었다.36)36)자기 지

역에 한 허울만의 찬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백시원은 지역  자부심을 새로이 하고 평안도에 한 상투  찬사를 극복

할 단 를 마련하 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선후기 앙 집권층의 국가운

 논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기 힘들다. 백시원의 논리

인 한계는 다른 방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평안도 출신 기존 제자에

게 승문원 분 과 선 천의 자격을 허락하자고 할 때, 그 기 으로 삼은 것

34) 白時源, 앞의 책, ｢本道文武疏｣ “試以關西人才論之 談經操觚 可 府庫於八域 而

弓馬鍊閑 又非餘七道比也”

35) 오수창, 앞의 책, 183-186면.

36) 白時源, 앞의 책, ｢本道文武疏｣ “且使我東之人 出而 天下士大夫 曰 我檀君鄕․

箕子 之人也云爾 則天下之人 擧皆敬之禮之 又從以 榮之 而今以檀鄕箕 之人 

乃反見侮於國中 一何甚耶 此又不可曉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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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地處’ 는 ‘門閥’, 즉 제자가 속한 가문의 상이었다. 가문이 아닌 개인

의 능력을 내세워야만 分館과 武  추천의 제도를 운 하던 조선 직 운

의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었으나, 백시원은 그런 근본 인 문제의식은 표출

하지 못하 다. 한 정치  차별은 그 실상이나 논리가 평안도와 함경도에 

같이 용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에 한 근본 인 비 은 논리 으로 

함경도와 평안도 공동의 입장을 반 하여야만 했다. 그럼에도 백시원을 비롯

한 평안도 인사들은, 실 으로 정치 , 경제  세력이 떨어지는 함경도에 

해서는  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고장 평안도의 실  역량

만을 강조함으로써, 논리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 다. 

논리  한계에도 불구하고, 백시원의 요구는 앞 시기보다 훨씬 구체 으로 

제기되었으며,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 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평안도민에게 완강하게 거부되던 승문원 분 이 허락된 것은 순조  

후반에 이르러서 다. 어도 1825년(순조 25)을 오래 넘기지 않은 어느 시

에 안주 출신인 安允沆이 순조로운 차를 거쳐 승문원에 분 되었다. 평안도 

무과 제자들에 한 선 천 허락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1837년 이 의 어느 시 에서 평안도인 한두 사람에게 선  추천이 

허락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도 그 문제가 아주 오랜 시기에 걸쳐 논의되었

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백시원의 상소에 근 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37)37)더 나아가, 1826년에는 좌의정 李相璜의 건의에 의해 백시원 자신이 승

문원 분 에 해당하는 자격을 인정받았다. 자신이 3년 앞서 상소에서 건의한 

내용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 뒤에서 검토할 바와 같이 평양

의 숭령  참 으로 하여  앙 직에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곧 채

택되었다.

백시원의 심과 활동이 오로지 평안도민의 정치  진출에만 집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방에서 민폐를 해결하고 경제  부를 늘리는 일에 나서기도 

했다. 그가 정주 군수에게 아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규정 로 해달라고 요구

한 것은 향  권력에 해 지방민의 공통 인 이익을 변하는 행동이었다. 

즉, 還穀을 나 어  때는 작은 용기를 쓰고 거두어들일 때는 큰 용기를 사용

37) 오수창, 앞의 책, 194-195․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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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인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 규정 로 만든 용기를 이용하라고 

요구한 것이다.38)38)  홍경래의 난 후 수령이 이식사업의 항목을 늘린 데 하

여 그 피해가 邑民에게 돌아온다고 거듭 항의하 다.39)39)백시원은 과거에 제

한 뒤인 1818년 松川에 교량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그 비용을 거두는 데 앞

장섰다. 그 다리는 국으로 통하는 로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상업  이익에 

연결된다는 의미가 컸다.40)40)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으나, 1832년에는 비변사에 

건의하여 어떤 답을 정주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받아냈다.
41)41)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기존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개별 인 사안에 그쳤을 뿐, 그가 

새로운 논리를 세워 자기 지역의 실에 한 종합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흔 은 찾기 어렵다. 

다수의 문과 제자를 배출한 지역의 지식인이자 리 던 백시원의 향  

활동은 무엇보다 통 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 맞추어졌다. 그가 홍경

래의 난 이후 시 한 과제로 수령에게 제시한 사업은 읍 단 에서 선비들에

게 시험을 보여 인재를 뽑자는 것이었다.42)42)그밖에 書院, 鄕校․贍學庫 등 교

육에 련된 기 의 정비와 운 에 정열을 쏟았다. 42․43세때는 향약의 敎長

을 맡아 자기 面과 里의 鄕約禮를 자주 주재했다. 그리고 孝烈 등 통 가치

에 충실한 인물들을 표창하는 일, 하층민으로부터 士人 계층의 권 를 지키는 

일, 여러 가문의 족보 간행 등에 여하 다.43)
43)

백시원의 사회  발언 에서 가장 체계 이고 무게 있는 주장은 자기 지

역의 권 를 강조하고 주요 직에 진출할 자격을 평안도 주민들에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자기 지역의 정체성과 자신감은 앞시기의 지역민들이 주장

하던 것에 비해 한층 당당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상 인 활동은 

개 통 인 질서 내에서 자기 계층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이 있었으

며, 체계 으로 자기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종합 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38) 白時源, 앞의 책, 권9 ｢倉斛事呈文｣

39) 같은 책, 권9 ｢補整債錢事呈文｣ ｢再度｣

40) 같은 책, 권8 ｢松川橋重脩物力請求文｣ “惟彼一帶 松川之橋 在五山葛池之境 接山

海之大路 誰能行不由斯 通魚鹽之利關是 果刱之”

41) 같은 책, ｢附 ｣의 ｢家狀｣

42) 같은 책, 권8 ｢賊變後請試士取才｣

43) 같은 책, ｢附 ｣권1, ｢年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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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3. 앙 인의 평안도 인식과 통치정책

1) 최고 권력가의 평안도 지배층 포섭정책

19세기 반 조선 정부를 표하는 권력가는 인조  斥和臣 金尙憲의 명분

과 명성을 후 으로 삼아 조선후기 정치와 사상에서 큰 비 을 차지해 온 안

동 김씨의 일원 金祖淳(1765-1832)이었다.44)44)그의 세도정치가 본 궤도가 오른 

것은 홍경래의 난이 진압되고, 풍양 조씨 趙得永의 도움으로 경쟁세력인 박종

경 가문을 어낸 다음이었다. 김조순은 국왕의 장인이었을 뿐 아니라, 규장각

의 우두머리로서 학문과 이념을 이끌었으며, 훈련 장으로서 최정 부 를 거

느리고 있었다. 한 국왕이 통행하도록 배를 이용한 한강의 다리를 설치하는 

청인 舟橋司의 책임자로서, 한강을 무 로 하는 상인들을 통제하고 있었

다. 왕실의 권 를 나 어 가졌을 뿐 아니라, 학문 , 군사 , 경제  권력을 

한 몸에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45)45)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 직은 다른 사람

에게 넘어가기도 하 지만, 그것은 직 없이도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시 을 따름이다. 그의 권력은 1827년부터 시작되

어 4년에 걸쳐 계속된 孝明世子의 리청정기에 세자의 견제에 의해 기에 

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1832년,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사후에는 

아들 金逌根이 그 권력의 부분을 계승할 수 있었다.

그동안 김조순은 탈법 이고 시 를 거스른 권력가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

인 경향이었지만, 그가 주도한 ‘勢道政治’는 어도 형식 으로는 당시 지배

체제에서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 게 볼 가장 요한 근거는, 그들 외척 

권세가의 권력이 임 의 공식 인 동의를 바탕으로, 국왕과 왕실의 권 를 

면에 내세운 상태에서 행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세도정치기 반을 단

44) 김조순의 생애와 사상 일반에 해서는 유 학, 1997 ｢楓皐 金祖淳 연구｣ 한국

문화19, 서울  한국문화연구소 참조.

45)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1990 조선정치사 1800-1863, 청년사, 상 

84면; 하 596-6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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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정 으로 본 김택 도 김조순이 사 부의 지지를 크게 잃은 것은 아니

라고 하 으며, 조선왕조의 말기상황을 강렬히 비 한 황 도 김조순의 능력

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망국을 래하게 된 책임은 그 자손에게46)돌렸다.46) 

김조순의 세도정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평안도 인식

과 정책도 명실상부하게 19세기 반기의 앙정부를 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조순의 평안도 인식은 그 지방의 지배층을 북돋우고 그들의 에 지를 

앙으로 포섭하는 데 집 되었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김조순은 1812년 당

시 戶 法을 시행한다고 해진 평안도 찰사 정만석의 정책에 반 하는 편

지를 의정 김재찬에게 보냈다. 그는 먼 , 당시 평안도가 당면하고 있던 

선무를 ‘백성의 식량을 확보하고 인민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 두었다. 근

본 이고 심각한 조처는 그 과제가 해결된 다음에 따져보아야 한다는 뜻이었

다. 그는 평안도에는 진정한 士夫가 없고 군역을 부담하는 자들과 부담하지 

않는 자들로 나뉘는데, 그동안 부담을 지지 않았던 상층민[大民]들에게 부담

을 지워 民, 즉 하층민들과의 구분을 없애버린다면 大民들의 원망이 심해질 

것이라고 하여 정만석의 정책을 비 하 다. 나아가, 홍경래와 같이 寒賤의 필

부에 지나지 않는 자도 향리․장교와 연결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 도의 

大民들이 원망과 독을 품으면 그 이상의 환란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 다. 

새로운 제도는 평안도의 지역사정이 안정된 다음에 앙 정부와 고  료를 

통해 방법을 강구한 후 팔도에서 균등히 시행한다면, 결국 民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어구를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평안도에 해 상층민과 하층

민을 뚜렷이 가르고 정부가 상층민 쪽에 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 그 

편지의 핵심이었다.47)
47)

46) 같은 책, 602-604면 참조.

47) 金祖淳, 楓皐集권10, ｢上金領相載瓚書｣ “仄聞箕伯欲行戶  已爲發令於道內云 

然否⋯⋯今日西土之急務 在於裕民食鎭民心⋯⋯而若此事 已安已治之後 方可議

也⋯⋯蓋西土無眞正有根基之士夫 只是不納 納  稍有別焉 今若混同責納 

則 民無別 此輩安得不抑菀感懟乎⋯⋯ 民不知爲實惠 大民擧懷其羞苦 則設

使有 利益於其間 則何補矣⋯⋯雖以前鑒觀之 景來不過寒賤之匹夫 而締結吏校 

尙稔滔天之惡 今使一道之大民 盡生怨毒之心 則其虞憂之可畏 豈啻於若而邑吏校之

締結耶 此尤凜然心寒處也⋯⋯幸而天心悔禍 豐年屢降 民業稍復 人心底定然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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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인식은 그 이후로 계속되었다. 그는 1824년 직  평안도 지방을 돌

아보고 그 지역에 한 정책을 몇 가지 실행하 다.48)48)첫째, 백성들에게 부

하여 이자를 받는 사실상의 부세제도 던 환곡의 액수를 반 이하로 여 주

민의 부담을 다. 총액이 69,300여 석이었는데, 그  流亡한 戶에 배정되

어 있던 39,000여 석을 탕감하기로 한 것이다. 김조순은 이 조처가 비변사나 

평안도 찰사로서도 갑자기 거론할 수 없는 한 일이므로 국왕이 에서 

특별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 지만, 바로 그 진술을 통해 이 

탕감조처가 최고 권력자 김조순만이 시행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평안도 감 에서 운 하는 各庫, 즉 각종 재정기 의 상황을 

새로 조사하여, 감 의 吏屬들이나 상인[ 民]들이 납부해야 하는 채무 에

서 그들의 직  책임으로 빚어진 액수가 아니고 도 히 납부할 수 없는 부분

은 면제해 주도록 하 다. 셋째는 기자 사당 崇仁殿과 단군 사당 崇靈殿의 

직을 평안도 사람으로 임명하여 임기가 차면 앙의 직을 주어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넷째, 각 군 별로 조세 행정을 담당하던 기구의 하나인 大同庫의 

운 에 원칙이 서있지 않은 데다가 지역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까닭에 부유

한 자로서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산하기도 하므로, 체 으로 조사하여 

일만한 것은 이고 없앨 것은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 정책들은 還穀을 탕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최고 실력자 김

조순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격 이었다. 그 내용은 개 평

안도 상층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것이었다. 환곡의 총액을 인 데서 발

생한 이득이 어디로 갔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없으나, 監營 소속의 기 을 빌

려다 쓰고는 갚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채를 탕감해  것은 분명 상층민

들이 수혜자들이었을 것이다. 동고의 개  역시 건의 내용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그 운 을 책임지면서 과도한 부담을 져야 했던 그 지역 富民들의 이익

을 변하 던 것으로 단된다.
49)49)

⋯推而行之 則豈惟西土 則八路可使均也 如此則 民必蒙其澤 大民亦無其怨 公私

之間 有利而無害” (정석종, 앞의 책, 277-278면에서 재인용)

48) 日省 , 純祖 24년 9월 7일 丙申 (서울 학교 奎章閣 인본 제45책 266- 

267면)

49) 와 같은 조, (제45책 267면 다) “又其監任之差 必以邑中之饒實  使之擔當 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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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崇仁殿, 崇靈殿의 직에 임명된 평안도 인물들에게 앙 직을 주자

는 주장은 두 말할 나 가 없다. 김조순은 그때까지 있었던 숭인  殿監 한 

자리를 참  두 자리로 바꾸고, 숭령  참  두 자리  한 자리를 令으로 바

꾼 후, 숭인  참  한 자리는 기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평안도의 鮮于

氏 집안 사람을 임명하고, 숭령  令은 문과 출신의 리와 과거를 거치지 않

은 蔭官으로 임명하되 역시 평안도 인사로 하자고 하 다. 요한 것은 그 나

머지 숭인 ․숭령 의 참  한 자리씩을 각기 청천강 남북 인사들로 임명한 

후 임기가 차면 앙의 서로 올라오게 하자는 것이었다. 숭인  숭령  

리에 한 건의의 요성은, 日省 에 해지는 이때의 건의  이것만이 

김조순의 문집에 실렸을 뿐 다른 세 가지는 문집에 수록되지도 않았다는 사

실에 잘 나타난다. 이 건의는 정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그 로 시행되었

다.50)
50)

평안도 인사들은 김조순 정책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가 살아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유생 崔聖周를 필두로 

212인이 공동으로 상소하여 국왕이 을 내려  것을 요청하 다. 이때 김

조순에게서 받은 혜택의 핵심은 역시 蔭官의 활로를 마련해주었다는 데 있었

다.51)51)평양의 紹賢書院은 김조순을 제향하기 해 세워진 서원이었다.52)52)평안

도민의 그러한 노력은 김조순에 한 순수한 보답이라기보다는, 최고 권력자

를 높이는 데 앞장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 가문의 권 를 빌려 정치

․경제  이익을 도모하려는 실  목 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단된다. 그 더라도, 평안도민들의 정치  진출로 확보가 당시 평안도 문제

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을 그 로 해 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김조순은 평안도 인식과 정책을 단히 보수 인 것이었다. 그는 찰사 鄭

晩錫의 戶 法 시행 노력을 비 한 편지에 잘 나타나듯, 미천한 계층 출신인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킨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一經其任 家産蕩析 今則至於公私並竭 上下俱困 苟求弊源 蔽一 曰 營邑式例之無

所準定也”

50) 日省 , 純祖 24년 10월 26일 을유 ( 인본 제45책 321면 라)

51) 日省 , 純祖 34년 7월 5일 무진 ( 인본 제49책 665면 나)

52) 平壤續誌, ｢學校｣ (韓國人文科學院 인본, 朝鮮時代 私撰邑誌 제46책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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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그럴수록 정부는 大民들에 의지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

다. 한 평안도 蔭官 인사들의 앙 진출을 도왔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 역

시 최소한의 내용이었다. 당시는 평안도 무과 제자의 승문원분 과 무과 제

자의 선 천이 활발히 논의되고 실제 시행되는 단계 으나 김조순은 그 

에 해서는 별다른 언 을 하지 않았다. 물론 그 시기에 평안도민의 승문원

분  등이 실행되는 데 김조순의 뜻이 반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평

안도 인물들을 향해 인사정책을 논하는  건의에서는 그에 한 논의를 찾

아볼 수 없다.

김조순은 평안도민에 한 인사정책을 그 내력도 잘못 악하고 있었다. 그

는 숭령 의 참 은 평안도민이 직을 보유하는 천이 될 뿐 기한이 찬 후 

다른 직으로 옮겨가게 하는 규정은 원래 없다고 하 다.53)53)정주 출신의 

인 백시원의 상소에서 본 바와 같이, 일 이 1753년( 조 29)에 숭령  참

으로 하여  60개월을 채운 후 앙 직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진 

바 있었지만, 김조순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김조순의 보수 인 실 을 지 하는 데 평안도 지역과 그 

수령들에 한 그의 태도가 시되기도 하 다. 1824년 평안도 지역을 유람하

고 쓴 에서 그는, 아를 비워두고 경치좋은 각(황학루)에 머물며 정사를 

처리하고, 독서하거나 활 쏘다가 때로는 바둑 잘 두는 자와 기생을 데리고서 

손님과 노닌다는 식의 희망을 표 하 다는 것이다. 에 설명한 서 지역 

환곡과 동고의 폐단에 한 책도 지방의 실과 유리된 념 인 것이었

다고 평가되었다.54)
54)

김조순의 견해는 당시 세도가들과 그들에 의해 주도되던 정부의 보수성을 

반 한다. 비단 그뿐 아니라, 19세기 반기의 집권자들은 개 개 정책에 

해서 소극 이었다. 김조순은 실록에서 공식 으로 “평범한 것을 따랐으며, 공

로를 자기의 일로 삼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으며, 그를 이어 가문을 이끌었던 

그의 아들 김유근 역시 “국가의 사무와 경륜은 그가 잘하는 바가 아니었다”라

53) 日省 , 純祖 24년 9월 7일 병신 ( 인본 제45책 267면 다) “崇靈殿有二參

奉 崇仁殿有一殿監 殿監則鮮于氏世襲 參奉則不過爲本道人借啣之資 而元無遷轉之

規”

54) 유 학, 앞의 논문, 274-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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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되었다. 김조순과 그 후계자들을 도와 정부를 주도한 정승들인 李相璜

이나 鄭元容도 “성품이 更張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모두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그러한 평가는 그들을 비 하기 한 것이 아니라 그

들에게 좋은 평으로서 붙여진 것들이었다.
55)55)

그러나 김조순의 사회인식이 보수 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비 실 이었다

는 뜻은 아니다. 그는 조선후기 정국을 주도해온 가장 유력한 가문 의 하나

를 이끌고 있었으며, 정조에 의해 어린 국왕을 도와 나라를 경 할 인물로 선

택되었다. 방향이 어 되었든 그는 여러 세 에 걸쳐 자기 자손들이 권력을 

독 하고 국가를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 다. 철 히 京華士族으로서 일생을 

보낸 그가 평안도로 흔치 않은 여행을 하고, 거기서 돌아온 후 여러 책을 

건의한 사실이 그가 얼마나 평안도를 시하 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평

안도민들이 그 사당의 사액을 청한 상소문에서도 김조순의 평안도 여행이 지

니는 의미가 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김조순이 보인 평안도 인식과 

그가 제안한 평안도 정책은 그 지역의 실에 정통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권

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합리 으로 선택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

안도는 그 부유함으로 인해 이른 시기부터 정부에서 깊은 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이었기에 특히 그러하다.

2) 평안도 찰사의 民弊 개 방안 

조선후기 평안도지역에 새로 나타난 사회경제질서들은 향 사회에서 자생

으로 제도의 변화를 모색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 지역의 찰사에 의해 

실 이고 체계 인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를 들어 1681

년(숙종 7)에 군정에 한 면  개 안이 모색될 때 평안도 찰사 柳尙運

이 병사 李世華와 함께 평안도에 그 제도의 시행을 건의하 다.56)56)호포제는 

신분에 계없이 家戶마다 군역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 극복에도 요한 단계가 될 수 있는 

55)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1990 조선정치사 1800-1863하, 642-643면.

56) 鄭演植, 1993 조선후기 ‘役摠’의 운 과 良役 變通,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26-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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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다. 그것은 실제로 지 주민들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하기도 하 거니

와, 정부 료들도 士族이 존재하지 않는 평안도 지방에서 새로운 질서로 수

립될 가능성을 읽고 있었다.

그 은 평안도에서 먼  나타나고 있었던 民庫 운 에서도 마찬가지 다. 

민고의 설치와 운 이 지니는 의미는 달리 따져 야 하겠지만, 그 수입과 지

출의 조건과 액수를 규정으로 확립한 것은 평안도 찰사들이었다. 1732년(

조 8)년 찰사 宋眞明을 비롯하여 이후 찰사 李宗城 등에 의해서 운 규정

이 마련되었고 그것이 후 로 이어졌다. 그 원칙들은 정조․순조 에 차 

국으로 확  보 되어 나감으로써, 조선후기 민고의 운 질서가 평안도 지역

에서 선도되었음을 해주고 있다.
57)57)

병자호란 이후 淸의 감시 속에서 평안도의 군사시설들은 힘들게 정비되어 

왔는데, 그  평양의 내성과 성은 조 에 이르러 일단 정비가 끝난 것으

로 단된다. 평양성 정비는 수비태세의 확립과 짝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1728년( 조 4)에 평양 방어의 군사 훈련은 그 지역의 매우 요한 

변화를 반 한다고 단된다. 그 훈련을 계기로 평양의 軍과 民이 수비체제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방의 요한 요새지로 평가되던 평양에 그 이 까지 

수비체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때의 변화는 방어체제의 개념

과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쟁이 일어날 경우 서울을 

끝까지 지키는 략을 내세운 18세기의 都城固守論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도성고수론은 당시 재산을 크게 늘려가던 서울 都城民의 

경제력에 기 를 걸고 그들을 동원하는 새로운 방어책으로 서울 방어체제를 

환하자고 한 것이다.
58)58)평양에서 새로운 방향의 방어 체제를 수립한 인물도 

역시 찰사 尹游 다.59)
59)

19세기 반 평안도에 한 종합 인 정책을 모색한 인물로 1812년(순조 

12) 1월에 평안도 찰사로 부임하여 1815년 5월까지 3년 반 가량 평안도 지

57) 오수창, 앞의 책, 242면.

58) 李泰鎭, 1977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 韓國軍制史―近世朝鮮 

後期篇, 육군본부, 176-177면.

59) 오수창, 2002 ｢조선후기 平壤과 그 認識의 변화｣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827․839-8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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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정을 담당한 鄭晩錫(1758-1834)을 들 수 있다. 정만석은 본 이 온양

이었으며, 1783년(정조 7)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증 문과에 병과로 

제하 다. 1794년 양근․가평어사, 호남․호서암행어사로 나가 명성을 떨쳤다

고 한다. 1807년 공충도 찰사를 거쳐 1811년 홍경래의 난이 터지자 關西慰撫

使로 임명되었다가 곧 이어 평안도 찰사가 되었다. 찰사로 있으면서 홍경

래난에 참여한 사람들을 심문하여 보고서를 올리기도 하 다. 1815년 이후로

는 한성부 윤․호조 서 등을 거치며 청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1829

년에 우의정에 임명되었다. 그가 병조참 에서 서 무사로 임명되어 지에 

견된 것은 홍경래의 난이 터진 직후인 12월 23일의 일이었고, 이듬해 1월 

16일에는 평안도 찰사로 임명되어 반란이 진압된 후 호 상 인구의 1/3이 

어드는 상황에서 그 지역의 안정에 기여했다. 그는 1815년 5월 8일 후임 찰

사 李相璜이 임명될 때까지 3년 반 가량을 평안도 찰사로 일하 는데, 임기

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찰사가 3년이 훨씬 넘도록 한 지역을 통솔한 경

우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정만석은 찰사로 임명된 해 연말에, ‘법을 어기고 戶 法을 시행했다’는 

비 을 받았다. 최고 권력가 김조순이 직  움직 던 만큼 정치 장에서의 

공격은 더욱 더 격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 정만석은 상소하여 자

신의 입장을 밝혔다.60)60)그 상소에 의하면, 군포 징수에서 어떤 사람이 내지 

못한 액을 다른 사람에게서 신 거두는 것[黃白之徵]을 지하는 신, 거

두지 못한 액수를 채우기 해서 각 군 에서 사람들을 모아 의견을 청취하

게 한 후 그것을 수합하여 두 가지 방안  하나를 채택하게 하려 했다고 한

다. 한 방안은 그동안 뇌물을 써서 鄕任․ 校 는 校生․院生의 첩을 받아

낸 후 군포납부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내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천․구성․삭주․창성․벽동․ 산․ 원 등지에서 행

하고 있던 호포법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정만석의 설명에 의하면, 의견이 통일

되지 않아 논의하던 두 방식을 모두 폐기하고 각읍이나 락에서 자체 으로 

조정하여 부담하게 하는, 도내에서 일반화된 방식을 따랐다고 한다. 

정만석이 시행했다고 하는 ‘도내에서 일반화된 방식’은 里 단 로 군포를 

60) 日省 , 純祖 12년 12월 14일 계축 ( 인본 제38책 772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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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때, 비축된 軍錢이 있거나, 力田을 설치해 두었거나, 이식사업을 통해 

收稅할 수 있으면 그로써 군포 납부에 충당하게 하지만 그런 여유가 없을 때

는 大  民人을 가리지 않고 가호별로 균등하게 징수하는 것이었다. 정만석은 

‘軍丁은 아  따지지 않고 호마다 1필씩 거두는 것’이 호포법일 뿐, 자신이 시

행한 방식은 호포법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 하지만 민의 의견을 들어 호포법

을 정식화하려 했던 것을 끝내 포기했다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식은 

소 민인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군포를 징수했다는 의미에서 호포법의 기본 

원리가 용된 것이었다고 설명된다.61)
61)

여기서 드러나는 정만석의 軍政 수행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세종 의 貢法 시행이나, 조의 호포법 추진에서처럼 민의 여론을 

모으는 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찰사가 각 군 에서 민의 의견

을 물어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세 징수의 방안을 결정하려 했던 것은 역시 

격 인 제도 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평안도민들이 자체 으로 

추진해온 방안을 찰사로서 채택할 가능성을 인민에게 제시했다는 에서 

더욱 진보 인 의미를 지닌다. 사실, 18세기 말 양서 암행어사 李崑秀의 찰

에 의하면 평안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호포법이 운 되고 있었다. 정약용 

한 목민심서에서 서북 지역에서는 호포법과 다름없는 軍 契가 발달해 있

었음을 지 하 다.62)62)

정만석은 1814년(순조 14)에 다시 평안도의 민폐를 덜기 한 종합  정책

을 제시하 다.63)63)그는 홍경래의 난의 원인을 평안도민의 과 한 부담이라는 

객 인 상황에서 찾으려 하 고, 역으로 평안도 인민의 수가 어든 것도 

단순히 반란과 기근이 아니라 그 경제  부담 속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와 같

이, 반란의 원인으로 사회  근거를 제시하는 것부터가 군주체제하에서 쉬운 

61) 고석규, 앞의 책, 189-190면 ; 서북을 비롯한 향 사회에서 실질 으로 호포제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 가던 상황에 해서는 金容燮, 1982 ｢朝鮮後期 軍役制釐

正의 推移와 戶 法｣ 省谷論叢13, 21-23면.

62) 고석규, 같은 책, 188-189면.

63) 日省 , 純祖 14년 2월 26일 무오 ( 인본 제39책 539면 라) “向 淸北土賊之

變 豈無所因而起耶……戶口所減  幷過三分一有餘 此非獨兵革饑癘之所傷夷 而

其所由來  久矣.……就其切急 之 則曰軍政也 曰田役也 曰庫債也……臣故

曰 戶口之減縮 不獨由於兵荒饑癘 而實由此三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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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정만석이 이 상소를 올리고 ‘格式를 어겼다’는 이

유로 推 의 처분을 받은 것은 ‘상소 뒤에 늘어놓은 것’ 때문이라고 밝 져 있

으나 평안도민의 민생과 반란에 한 와 같은 시각과도 무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짐작된다.
64)64)

정만석은 군정과 토지 장, 이식사업의 운 에 한 개선책을 제시하 다. 

軍政에 한 방안은 평안도 상층민이 부담을 회피함으로써 재산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이 주거지를 떠나 흩어지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 사

안이었다.  토지 장에 한 것 역시, 지방의 권세 있는 자들이 겸병을 통

해 토지를 독차지하고 약삭빠른 자들이 비리행 를 지르는 데서 빚어진 부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되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구체 으로, 軍

政은 그 액수를 인 후 家戶와 人丁을 헤아려 里에서 부담할 액수를 정하고, 

田役은 세를 감한 후 토지 장을 제작하여 그 經界를 바로잡으며, 각종 기

의 이식사업은 그 기 을 인 후 운  규칙과 用度를 바로잡자는 의견이었

다. 이  정부 청이든 민간이든 이식사업은 거기에 련된 인물들이 상

으로 경제력이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문제가 다르지만, 軍政과 田案에 한 

앞 두 가지 개선안은 하층민들의 부담을 이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정만석이 추진한 모든 정책이 하층민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813년 

그는 감  장교의 자손들 에서 날래고 강건한 자들 352명을 뽑아 새 부 를 

만들자고 건의하 다. 상 으로 부유한 자들을 동원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정부 직을 받을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65)65)상층민에 해서 국가

의 동원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폈음을 보여 다. 하지만 이런 가 하층민의 

부담을 이고자 한 정만석 정책의 기본 방향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정만석은 오랜 기간 평안도 찰사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례를 쉽게 찾

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 으로 업무를 수행하 다. 에 소개한 그의 정책들

은 모두 국왕의 허락을 받아 실제로 시행되었다. 1813년의 암행어사도 그의 

정사를 칭송하고 백성들이 그가 오래 머물러 있기를 기 한다고 보고하 고, 

나 에 그 지역민들은 정만석에 하여 약 200년 앞선 名官이었던 李元翼과 

64) 와 같은 조 ( 인본 제39책 539면 다)

65) 純祖實 , 純祖 13년 9월 무진 ( 인본 제48책 51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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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뛰어난 행정을 수행한 인물이라고 평가하 다.
66)66)

홍경래의 난의 어지러움 속에서 부임하여 그 뒤처리를 담당했던 찰사 정

만석의 정책이 다른 사람들이  구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신 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戶 法과 같이 지역민들이 자발 으로 만들어내고 있

던 새로운 행정 수행 방식들을 법  제도로 정착시킬 가능성을 찾아보기도 

하 고,  실제 군정 운 에 용하기도 하 다. 그의 정책은 그 지역의 상층

민의 부담을 이고 그 활력을 국가에서 동원하기 한 것도 있었지만, 큰 부

담 속에 유리도산하고 있던 하층민들의 부담을 여 평안도 사회를 안정시키

기 한 매우 실 인 방안들에 집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하층민 보호 

정책은 상층민 심의 사회운 을 주장하던 최고 권력자  다른 료들의 

심한 비 을 받고 좌 되기도 하 다. 

4. 맺음말

19세기 평안도의 사회 상황과 그 변화 방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출발 으

로서, 그 시기 평안도 사회문제에 한 앙과 지방의 시각을 그 표 인 인

물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평안도의 평민지식인인 홍경래와 그의 동료들은 災

異論에 을 맞춘 보 단계의 유교  민본주의, 세상을 구원할 인  

웅을 내세운 신비주의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홍경래는 華夷觀과 같은 지배

층의 세계 을 반란의 장에서 행동으로 부정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실에 한 구체 인 문제의식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주로 白時源을 통해 살펴본 평안도 상층 지배층은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자

신들의 정치  권리를 확보하기 한 앞 시기의 논리를 더욱 발 시켰고, 

앙정부로 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도 하 다. 그러나 체

으로 보아 이들은, 지역차별을 일삼던 남방 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士族 

심의 사회질서를 뛰어넘는 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기존 사족 문화

와 질서를 자기 지역에 용하기 해 노력하 다. 사회경제  지역문제에 

66) 日省 , 純祖 13년 5월 12일 무인( 인본 제39책 17면 라) ｢關西暗行御史李垿 

書啓別單｣ ; 平壤續誌, ｢事績｣ ( 인본 조선시  사찬읍지 제46책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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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계 인 개 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 의 최고 실력자 金祖淳은 홍경래의 난의 주도세력이나 평안도의 경제

 어려움 등을 구체 으로 이해하고, 격 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기도 하

다. 그러나 하층민이나 새로운 질서에 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곳의 상층민

들을 보호하여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고 그 에 지를 앙으로 포섭하려 하

다. 그러나 상층민을 향한 그런 노력들은 앞시기의 논의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서북 출신의 인사들에게 가해지던 차별을 근본 으로 철폐하자는 

주장에는 이르지 못하 다. 

홍경래의 난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와 그 이후에 매우 오랫동안 평안도 운

을 책임졌던 찰사 鄭晩錫은 지역 사회의 실을 깊이 이해하고, 주로 하

층민에게 집 되던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요한 정책들을 추진하 다. 그의 능력과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지방민과 

정부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존 질서에 어 날 가능성이 있는 정

책들은 권력가와 다른 인들에 의해 곧 제지당했고, 후 로 이어질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앙과 지방의 시각을 표하는 의 다양한 주장과 정책들 사이에 서로 

합의를 이루고 실 으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것은 평안도 상층민의 

직 진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었다. 그 지역 과거 제자들에게 가해지던 차

별을 완화하고 그 지방 직을 맡은 지 주민에게 앙 직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데 평안도의 지배층과 앙 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동의하 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야말로 에서 소개한 여러 방향의 사회인식과 정책들 에

서, 앙정부에서든 향 사회에서든 기존체제를 지켜나가려는 의미가 가장 강

한, 가장 보수 인 정책이었다. 

그러한 결론 에서, 19세기말 이후 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다방면으

로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평안도민들과 그 배경으로서의 평안도 사회

를 이해하기 한 앞으로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볼 수 있다. 먼 , 실

으로 주류를 형성했던 보수  이념과 정책이 평안도 향 사회의 지배층이

나 그들의 사회운  실상과 어떤 련을 맺고 있으며,  논리 으로 어떤 변

화를 보이는가 하는 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 평민지식인이나 실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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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문제의식이 직 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후 로 

계승되거나 발 되어 나가고 있었는지의 여부, 혹은 그 잠재  가능성에 한 

탐구를 포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홍경래의 난 이후 평안도 지역사회의 

실 속에, 이후의 근 화 과정과 연결될  다른 논리와 잠재력이 당시 지식인

이나 정부 리의 시야에 명료하게 포착되지 않은 채 숨어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한림 학교 인문 학 사학과 교수)

주제어: 洪景來, 白時源, 金祖淳, 鄭晩錫, 平安道 

투고일(2005.11.10), 심사시작일(2005.11.14), 심사종료일(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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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ctations and Policies of Pyeongan Province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 Perspectives 

from the Local and the Center

Oh, Soo-chang*

67)

Early nineteenth century social perspectives of the Pyeongan Province 

from both local and center were studied through examination of key figures. 

Commoner intellectuals of Pyeongan Province like Hong Kyeongnae initially 

relied on a populist vision grounded in early Confucianism and a mysticism 

which taught that a superman-like hero would save the world. Members of 

the ruling class like Paek Siwon tried to make their interests felt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 most capable statesman at the time Kim Josun's 

primary interest was in stabilizing the region by protecting the power elites 

and focusing their energies towards the center. Jeong Manseok was the 

Governor of Pyeongan Province during and after the Hong Kyeongnae Rebellion. 

Although his ability and efforts reaped important results, his policies were 

suppressed by the power hol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because they had 

the potential to contradict the center’s own visions. 

The most powerful statesman and the Pyeongan elite agreed to grant 

Pyeongan Provice residents more seats in the central government. Its 

organizational framework was the most conservative in that it presupposed 

upholding the established social system.

Key Words : Hong Kyeongnae, Baek Siwon, Kim Josun, Jeong Manseok, 

Pyeongan Provinc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Hally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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