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5 -

19세기 변란 참가층의 사회  계망과 

존재양태*

윤  원 **

1. 머리말

2. 변란 참가층의 사회  계망

  1) 해서․ 남인의 변란

  2) 이필제난

3. 변란 주도층의 사회  존재양태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 민 운동은 이 시기 사회변동 양상과 그 지향을 설정하는 요한 지

표 가운데 하나로서 일 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변란은 조선후기 

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정치 사회 으로 소외된 지식인들이 정감록류의 이단사

상을 이념  무기로 하여, 일개 군 의 범 를 넘어 병사를 일으켜 조선왕조 자

체를 복하려고 한 ‘역모사건’으로서 민란과 1894년 농민 쟁의 가교 역할을 했

다는 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1)

1)그러나 부분의 민 운동 연구가 경제결정론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조선후기 변란의 추이와 그 성격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한명기, 1992 ｢19세기 

반 반 건항쟁의 성격과 유형｣ �1894년 농민 쟁연구�2, 역사비평사 ; 裵亢燮, 1992 ｢19세

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 �1894년 농민 쟁연구�2, 역사비평사 ; 高成勳, 1993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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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계 환원론 이라는 시각과 함께 민  한 주어진 사회경제구조의 모순

의 담지자로 선언되었을 뿐 그들이 가진 고유한 생각이나 의식세계에 한 고민

은 차단되었다는 비 을 받아 왔다.2)2)이런 비 은 변란에 해서도 외가 아니

었다. 

조선후기 민 운동사 연구에 한 이런 비 이 민 운동사 연구의 의미를 폄

훼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도식  내지 목 의식

인 연구에서 벗어나 당시 다양한 얼굴을 한 민 의 삶 속에서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이를 해 기존 자료에 한 재해석은 물론 연구 시각과 방법론

에 한 새로운 모색의 요구일 것이다. 

사실 조선후기 민 운동은 거시 으로는 신분제  지주제로 상징되는 건  

모순과 당시 가혹한 수취체제로 상징되는 국가와 민의 갈등이 배경이 되었지만, 

민란과 변란이 발생하는 장은 향 사회 다. 당시 향 사회는 세도정권 이후 

큰 변화를 겪으면서 향권을 둘러싼 신구향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체 구성원 사

이에 신분과 조세로 상징되는 사회경제  문제로 다양한 갈등이 존재했고 그것

이 민 운동의 직 인 원인이 되었다. 물론 이와 련하여 그동안 민 운동의 

참가층 분석을 통해 당시 ‘寒儒’·‘貧士’로 상징되는 몰락양반을 심으로 민 운

동의 주체에 한 분석들이 있었지만 향 사회에서의 이들의 사회  존재양태는 

물론 변란 참가층의 내  연결 계에 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 발생한 변란 가운데 발생 지역의 역성과 운동의 연

속성에서 변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두 사건 즉 해서· 남인의 변란  이필제

난을 심으로 변란 참가층의 사회  계망  그 존재양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後記 變亂硏究�, 동국  박사학 논문 ; 裵惠淑, 1994 �朝鮮後期 社 抵抗集團과 社 變

動硏究�, 동국  박사학 논문 ; 高成勳, 1997 ｢朝鮮後記 ‘海島起兵說’ 련 變亂의 추이와 

성격｣ �朝鮮時代史學報�3 ; 하원호, 2004 ｢조선후기 變亂과 민 의식의 성장｣ �史學硏究�

75.

2) 한국사연구회 편, 2008 �새로운 한국사길잡이�上, 지식산업사, 4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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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란 참가층의 사회  계망

1) 해서․ 남인의 변란

해서· 남인의 변란이란 1851년의 ‘해서역옥사건(高成旭告變事件)’, 1853년의 

‘申錫範告變事件’ 그리고 1877년의 ‘金致浩․李奇執告變事件’을 가리킨다.
3)

3)세 사

건은 발생 시기와 지역은 다르지만 변란의 주도층이 상호 연 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서역옥사건에 연류되었던 경상도 永川의 金守禎은 1853년 서울의 ‘신석

범고변사건’의 주모자 고, 이 사건으로 유배되었던 김해의 崔鳳周는 1872년 안

동변란에 참여했다가 유배되었던 張赫晋과 함께 1877년 ‘김치호․이기집고변사

건’의 주모자가 되었다. 세 사건은 공간 으로는 황해도, 서울, 충청도, 경상도, 

라도 등지에 걸쳐있고, 시간 으로는 1851년에서 1877년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먼  해서역옥사건의 주도층이 언제 어떤 계로 형성 는지 보자. 1846년 문

화 월곡에 사는 柳 廉이 長壽山의 당에 있던 奇德佑을 찾아가 “지  시세를 

보면 민생이 도탄에 빠져 살기가 곤란한데 이때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모인과 장

차 擧兵을 모의하려고 한다.”라고 했듯이
4)

4)이 변란은 1846년 이 부터 모의되어 

왔다. 그런데 기덕우가 1845년 4월 이후 장수산 속에 당을 짓고 주역, 용, 

학 등 경서를 비롯하여 �麻衣相書�, 지리, 천문 등 술서를 섭력하고 있을 때 

원근의 術客이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고 한다.
5)

5)유흥렴이 그를 찾아간 것도 

바로 이때이다. 즉 유흥렴이 기덕우를 찾아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이때 그가 

언 한 거병을 모의한 ‘모모인’이란 문화의 蔡喜載, 평산의 金應道 등이었다.

3) 이들 변란에 한 상세한 내용은 배항섭, 2002 �朝鮮後記 民衆運動과 東學農民戰爭의 勃

發�, 景仁文化社, 63~67면과 고성훈, 2006 ｢1877년 張赫晉의 楸子島 공략 모의의 추이와 

성격｣ �실학사상연구�30, 참조. 

4) �捕盜廳謄 �上(1985, 保景文化社), 210면, 奇德佑(이하 �捕盜廳謄 � 上). “丙午年(1846-

필자)分 文化月谷居柳 廉 來訪矣身於草  之談話 討論易理 而 廉暗 于矣身曰 見今

時勢 倒懸民生 難保際  此時 吾輩某某人 有 議 擧兵之意 君可同參否 矣身曰 此何說也 

今若北伐人 則吾當不計死生 卽爲勇赴 而至於如君之 計 不欲同參 仍爲據理責是白乎旀.”

5) �捕盜廳謄 �上, 210면, 奇德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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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의 한계로 이들이 어떤 계를 통해서 연결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

만 지연 계가 계기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거주지를 보면 기덕우는 재

령, 채희재는 평안도 화에서 1834년 재령에 이주했다가 1849년에 문화에 이주

했다. 유흥렴은 문화, 그리고 김응도는 본래 金川에 살다가 연안으로 다시 1851

년 2월에 평산에 이주했다. 지리 으로 보면 네 명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

은 아니지만 채희재가 이들을 묶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채희재가 재

령에 거주할 때 친분이 있었던 우경수에 의하면 둘이 만날 때마다 그가 기덕우

의 뛰어난 재주를 칭찬했다고
6)

6)한데서 기덕우와 채희재의 계를 짐작할 수 있

다. 그런 채희재가 1849년 문화로 이사 간 뒤에는 이웃한 유흥렴과는 밤낮을 상

종하며 역리를 토론하고  술서를 열람하며 一動一靜을 같이한 사이 다.
7)

7)연

안에 있던 김응도와의 계 역시 뒤에서 언 하겠지만 채희재가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응도와 채희재가 서로 약속한 듯이 1849년과 1850년 차례

로 풍천 椒島의 李明燮을 방문한 사실은 1849년 이  둘 사이에 이미 변란 모의

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하여 문화의 채희재를 심으로 재령의 기덕우, 연안·평산의 김응

도, 문화의 유흥렴 등이 해서변란의 주도층이 되었다. 이들이 변란을 구체 으로 

계획하게 된 데는 당시 황해도의 삼정문란이 배경이 되었다. 채희재는 生民의 

困 가 팔도가 같은데 그 가운데 황해도에서 結弊, 還弊, 軍弊 등 삼정의 폐단이 

더욱 심함을 개탄하고 신문고를 울리려고 1848년 5월 서울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체포되어 석방된 일이 있었다.
8)

8)김응도도 황해도의 삼정폐단으로 민생이 지 보

다 더한 이 없다고 하며 上 을 할 계획이었으나 반드시 성사될 수 없다는 주

변의 만류로 포기했다.
9)

9)그리고는 김응도는 1849년 7월 소 세자의 후손으로 풍

천 도에 있던 이명섭을 찾아가 삼정문란으로 인해 “世事가 어지럽고 民情이 

태로운 이때 만약 사를 꾀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10)
하며10)그를 

 6) �捕盜廳謄 � 上, 219면, 禹敬獸.

 7) �捕盜廳謄 � 上, 220면, 蔡喜載 更推.

 8) �捕盜廳謄 � 上 220면, 蔡喜載. 

 9) �捕盜廳謄 � 上 244면, 李顯道 更推. 

10) �捕盜廳謄 � 上 253면, 申應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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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층 참가층(나이) 직역 거주지 계 일자 처결

奇德佑(載

寧, 33)

趙雲之(57) 船業 長淵 田橫島探査 선박 여 18500400 放

奇東仁(38) 農業 載寧 奇德佑의 兄 18500800 康津縣 古今島

金應道

(金川→延

李良元(66) 酒餠商 金川 居在比隣 18490900 康津縣 定配

李顯道(63) 米商 金川 同里人 18490700 長 府 定配

主로 추 하려 했다. 이처럼 김응도 등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삼정문란 문제

를 상언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으로 변란

을 모의했던 것이다.

1849년 7월 김응도는 풍천 도의 이명섭을 찾아가 ‘宗社의 策을 깊이 생각하

니 천리 인심이 소 세자의 伸雪에 있고 청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때 충의로서 

이들을 물리친다면 병자호란의 원수를 갚고 태조의 창업을 잇는 것이라고 한 뒤 

三句詩를 주며 내년 과 여름 사이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이 시를 주라고 하며 

돌아갔다.
11)

11)그리고 1년 뒤인 1850년 7월 김응도의 말 로 채희재가 도의 이

명섭을 찾아가 방 큰 일을 경 할 것인데 이명섭을 모주로, 지략을 가진 유흥

렴과 기덕우을 모사로 정했다며 그를 설득했다.
12)12)

김응도와 채희재의 잇따른 이명섭 방문은 우연을 가장한 듯하지만 계획 인 

것이었다. 이들은 소 세자의 신설과 병자호란의 복수를 의명분으로 내걸고 

소 세자의 후손인 이명섭을 내세워 변란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무렵부터 

이들은 자신들의 거사에 필요한 동조자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해서역옥사건과 

련하여 체포된 참가자 40명과 주도층과의 계를 악하면 아래 <도표 1>과 

같다.
13)13) 

<도표 1> 해서역옥사건의 주도층과 참가층

11) �捕盜廳謄 �上, 211면, 奇德佑 更推.

12) �捕盜廳謄 �上, 234면, 元僐 更推.

13) 참가자 40명은 신석범의 고변으로 포도청에 押 된 46명 가운데 변란 주도층인 채희재, 

기덕우, 김응도(이상 3명은 1851년 10월 11월 서소문에서 反大 不道罪로 능지처참됨

(�連坐案�(奎 15146 제4책)), 도망한 유흥렴, 압송 도  病死한 主 이명섭을 제외하고 

推鞫 결과 放  8명, 定配 28명 등 36명과 고변인 2명 그리고 포도청 명단에는 있으나 추

국 결과 명단에는 없는 구월산별장 崔致珏, 유흥렴의 父 柳喜均을 포함한 것이다. 최치

각, 유희균은 아마 推鞫  物故된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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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平山. 

51)

金伯三(32) 農業 延安 金賢浩의 子, 同理人 18500700 南海縣 定配

金賢浩(70) 前座首 延安 居在比隣, 金伯三의 父 18490700 放

宋廷元(60) 前軍校 農業 延安 自兒時相識, 作人 18480000 鏡城府 定配

趙明化(51) 賣酒商 延安 同居一里 18500800 光陽縣 定配

閔希顯(70) 儒業 平山 金應道 父와 親知, 占山 18490700 放

宋厚之(68) 傭賃 平山 18500700 海南縣 定配

申應元(27) 傭賃 平山 金應道와 親熟 18490700 樂安郡 定配

趙子祥(47) 前座首 平山 同里人 18510100 放

趙和瑞(52) 儒業 平山 占山 18510300 泗川縣 定配

柳 廉

(文化)

金載檍(56) 吏役 文化 金在益의 誤認 放

鄭得顯(38) 農業 文化 香徒軍 모집 18501000 昆陽郡 定配

柳廉臣(25) 讀書·農業 文化 柳 廉의 14寸 18501200 明川府 定配

金陽鼎(43) 商業 殷栗 占山 18501000 巨濟府 定配

鄭昌秀(43) 牟利資生 殷栗 18490700 機張縣 定配

崔致珏(31) 九月山城別長 義州 文談親分 18500500

高成旭(40) 兩班·醫術 長淵 親分 18501000 告變人

鄭述益(40) 農業 坡州 文化居時 同里人 告變人

柳祿均(50) 農業 文化 柳喜均의 弟 18501000 珍島郡 金甲島

柳喜均(56) 經學之士 文化 柳 廉의 父

權元晦(26) 儒業 松禾 柳喜均의 親族 18501000 靈光郡 荏子島

柳基均(27) 農業 文化 柳喜均의 親族 羅州牧 智島

李樂瞻(26) 農業 長連 柳基均과 査 間 18480000 康津縣 薪智島

朴斗瑞(22) 農業 長連 李樂瞻과 親分 18500700 茂山府 定配

李頤培(46) 鄕任 長連 李東稷의 父 18500700 放

尹行健(52) 前座首 船業 長連 術書 工夫 18500700 穩城府 定配

李東稷(22) 農業 長連 李樂瞻과 7寸 18500800 鍾城府 定配

郭東煥(56) 痘醫 黃州 李樂瞻과 術學 工夫 18500800 楸子島 定配

張日伯(41) 賤出 農業 白翎島 張風憲으로 誤認 放

蔡喜載

(中和→載

寧→文化, 

36)

李明赫(37) 農業資生 豊川 主 李明燮의 弟 18500700 端川府 定配

元  僐(64) 訓學 松禾 李明燮兄弟 訓學 18500700 熊川縣 定配

丁穉常(37) 海州營吏 海州 占山 18500200 陽縣 鹿島

林宗呂(48) 雇奴 文化 蔡喜載 子婚日 使喚雇賃 18501000 放

蔡錫淵(33) 農業 文化 4寸 弟 18500800 寧府 定配

金聖烈(27) 蔘圃業 儒業 松都 勝地說 18500300 固城縣 定配

趙士悅(40) 儒業·農業 安岳 蔡喜載 親査 18501200 陽縣 呂島

禹敬獸(48) 讀書·農業 載寧 親分 18490000 扶安縣 蝟島

참고 : ｢辛亥 9月이 海西獄事｣ �捕盜廳謄 �上, 207~262면 ;�日省 �, 哲宗 2年 11月 6․
8․13․18․20․21日.

의 <도표 1>에서 참가층의 ‘거주지’항을 보면 황해도의 문화, 장련, 은율, 재

령, 천, 연안, 평산 등 여러 군에 걸쳐있다. 이 가운데 송화, 장련, 송도, 은율 

등지를 제외하면 변란의 주도층이 거주했거나 거주하는 곳이다. 이는 변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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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동조자를 포섭하는데 마을 사람들과의 친분 계를 이용했다는 것을 뜻한

다.  <도표 1>의 ‘ 계’항을 보면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주도층과 친인척 즉 

연 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비 이 요구되는 변란의 성격상 연․지

연과 같은 일차  인간 계가 우선 고려 던 것이다. 

변란의 주도층은 이러한 연․지연 계 외에도 풍수나 피난설 등을 매개로 

계망을 확 했는데 민희 , 조화서, 김양정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김응

도는 민희 이 부모 묘지를 이장할 때 장지를 정해주었고
14)

14)조화서에게도 10년 

 죽은 어머니의 장지를 정해  것을 인연으로 계를 맺었다.
15)

15)유흥렴 역시 

은율의 김양정에게 죽은 아내의 장지를 정해  것이 인연이 되었다.
16)

16)이 게 

하여 김응도가 모은 자는 평산의 민희 , 조자상, 조화서, 신응원, 송후지, 천

의 이양원, 신 삼, 이 도, 연안의 김 호·김백삼 부자, 송정원, 임문여, 조명화 

등이었다.
17)17) 

한편 참가층의 계망은 부분 으로 연 계를 통해 확장되기도 했다. 장련

의 이낙첨, 박두서, 이이배, 이동직, 윤행건 등이 그 이다. 이곳은 변란의 주도

층과 지리  연고가 없는 곳이지만 유흥렴, 유기균, 이낙첨의 인척 계가 매개

가 되었다. 유흥렴은 유기균과 同種人이고 유기균은 이낙첨과 먼 사돈간이었다. 

이낙첨이 1849년 이 에 이미 유흥렴에게서 술서를 빌려 覽한 이 있듯이
18)

18) 

둘 사이는 서로 왕래하는 사이 다. 1850년 7월에는 이낙첨, 곽동한, 이동직, 박

두서 등이 구월산 아래에서 유흥렴에게 술서를 빌려 함께 공부한 도 있었

다.
19)

19)이런 계를 배경으로 유기균이 이낙첨에게 “장련인  걸출자가 몇인가? 

이이배, 윤행건의 사람됨이 可觀이라는데 과연 그런가?” 하자 이낙첨이 “두 사

람은 외양을 보면 不草草하다.” 라며 추천했다.
20)

20)이처럼 장련은 유기균을 매개

14) �捕盜廳謄 � 上, 250면, 閔希顯 更推.

15) �捕盜廳謄 � 上, 250면, 趙和瑞 更推.

16) �捕盜廳謄 � 上, 232면, 金陽鼎.

17) �捕盜廳謄 � 上, 229면, 金應道 更推.

18) �捕盜廳謄 � 上, 260면, 郭東煥.

19) �捕盜廳謄 � 上, 230면, 李樂瞻. 

20) �捕盜廳謄 � 上, 230면, 李樂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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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낙첨과 유흥렴이 연결되었고 이후 이낙첨이 이이배 등을 유흥렴에게 추천

한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해서역옥의 주도층이 계망을 ‘계’ 조직으로 진

화시키려고 한 이다. 이들은 1850년 10월 거사계획 때 향도꾼을 고용하여 군

사로 동원한 도 있지만
21)

21)이후 향도계와는 다른 형태의 계를 조직하려고 했

다. 1850년 11월 채희재는 이동직에게 “某某人과 함께 難逢契를 만들려고 하는

데  역시 참여치 않겠는가?” 하며
22)

22)난 계 가입을 권유했다.  1851년 1월 

유기균은 이낙첨에게 장련인 가운데 걸출자의 추천을 부탁하면서 “三聲 契는 

他·本官을 막론하고 쓸만한 사람을 뽑아 契를 만들려는 것이고 구월산 아래  

難逢契가 있는데 역시 聚黨을 한 것이며 이것은 모두 채희재와 유흥렴 등이 

사주한 것이다.” 라고 했다.
23)23) 

채희재, 유흥렴 등이 조직하려 한 난 계와 삼성당계는 자료상 명칭만 있어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계는 16세기 이래 재지사족이 향 사회

를 지배하는 수단이었던 洞契와는 달리 18, 19세기 그 목 과 주도세력의 성격, 

실시규모(지역단 , 계원수, 향력 등), 그리고 운 방식에 있어서 각양각색의 

모습을 띠고 변질, 발달되고 있던 계의 일종인 것이다.
24)

24)변란 주도층은 참가자

들을 효율 으로 조직하고 나아가 겉으로 모의 사실을 은폐하려고 당시 향 사

회에서 발달하고 있던 계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사실 이 에도 ‘계’가 변란에 

이용된 이 있다. 숙종 10년(1684)의 검계․살주계사건이 그 인데 이 계는 

士大夫家나 宮家의 비복들인 노비들이 조직한 비 결사인데 반해
25)

25)난 계나 삼

21) 1850년 10월 유흥렴은 향도계원인 정득 에게 ‘재령의 林哥가 文化地에 이장을 한다’는 

구실로 향도꾼 16명을 모아달라고 부탁했고, 정득 은 4兩을 받고 10월 25․26일 약속 

장소에 향도꾼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날 거사계획이 무산되면서 동원된 향도꾼은 모두 

흩어졌다(�捕盜廳謄 � 上, 215~216면, 鄭得顯).

22) �捕盜廳謄 � 上, 255면, 李東稷. “昨年(1850-필자)十一月 有何許人 來坐家前炭幕 李樂

瞻請見 故矣身往見之 問其姓名 卽蔡喜載也 矣身問曰 緣何事而來訪乎 喜載曰 欲 某某人 

作難逢契 汝亦欲參否 矣身曰 本里契  尙況他官乎 不許而歸是白乎旀.”

23) �捕盜廳謄 �上, 230면, 李樂瞻 更推. “基均 以三聲 契 毋論他本官 擇其可用之人 聚

作契是白如乎 秤九月山下 又有難逢契名色 亦爲聚黨 而此皆喜載 廉等之指使 也.”

24) 金仁杰, 1991 �조선후기 鄕村社  변동에 한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104~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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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계는 조선후기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된 향 사회의 공개조직이란 에서 차

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게 비되어 가던 변란은 1851년 8월 참가자인 고성욱이 고변함으로써 발

각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사건과 련하여 주목되는  하나의 인물이 남 永

川의 金漢斗 즉 이후 변성명한 김수정이다. 그가 해서역옥사건과 계를 맺게 

되는 과정은 당시 변란 주도층이 일개 지역을 월한 계망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었는지 그 일단을 보여 다.

김수정은 1848년 구 覆試를 보러 갔다가 科場에서 은률인 朴兮長을 만났다. 

그가 김수정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 돌아갈 때 김수정은 자신은 구월산을 유람

할 계획인데 그때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유흥렴이 천

으로 그를 찾아와 은률의 박혜장을 아느냐고 묻고 그날 경주로 갔다. 그리고 

1850년 4월 서울에 온 김수정은 5월에 구월산으로 가서 유흥렴집에 머물면서 채

희재 등을 만났고
26)

26)귀가하면서 “내년 을 기다려 거사가 있으면 나는 서울에

서 일어나 南下하면서 밖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27)

27)김수정이 구 科場에서 

은율인 박혜정을 만난 것은 우연이겠지만 이 만남에서 서로 변란의 의지를 나

었고 유흥렴은 이를 다시 확인하려고 계획 으로 김수정을 방문한 것으로 추측

된다. 즉 김수정은 당시 지배층이 말한 ‘思亂徒’ 즉 변란을 마음에 품은 자 다.

해서역옥사건에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 체포를 면한 김수정은 1853년 8월 상

경하여 前中軍 홍 근을 찾아갔다가 그 집에서 김해인 최 주를 만났다. 당시 홍

근은 최 주의 집에 임시로 同居하는 상태 다. 김수정은 천에 있으면서 觀

科를 구실로 서울을 왕래할 때마다 홍 근을 찾아가 만났다. 김수정이 홍 근을 

안지는 이미 17년이나 되었고 그 계기는 홍 근이 남 병 에 근무할 때 다.
28)

28)

25) 鄭奭鍾, 1983 �朝鮮後期社 變動硏究�, 一潮閣, 26면.

26) ｢癸丑 賊守禎等獄案｣ �推案及鞫案�28, 753~755면, 金守禎 更推(1978, 亞細亞文化社. 이

하 �推案及鞫案�28). 김수정은 구월산 방문 시기에 해 포청에서는 1850년 이라고 했

고(�捕盜廳謄 � 上, 265면, 金守禎 更推), 鞫廳에서는 1851년 5월이라고 했는데, 우경수

가 1850년 김수정이 문화를 방문했다는 증언(�捕盜廳謄 �上, 219면, 禹敬獸 更推) 등을 

볼 때 그가 구월산을 방문한 시기는 1850년 으로 단된다.

27) �捕盜廳謄 � 上, 211면, 奇德佑 更推. 

28) �推案及鞫案�28, 712면, 洪榮瑾 更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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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홍 근, 최 주 3인은 1853년 8, 9월 피서차 남산과 종로를 거닐면서 

‘世 不久之說’, ‘彗星之失’ 등의 참언과 함께 “재작년(1851년-필자) 구월산 도

와 작년 일월산 도가 경솔하게 앞질러 거사하여 스스로 일을 그르쳤다.”,
29)

29) 

“겨울에는 거사하기에 좋다. 거사할 때 싸 과 길가 인가에 방화할 수 있다.”며
30)

30) 

화공이 편리하다거나 구월산변란이 실패한 후 이명섭 형제  “이미 죽은 1인

(이명섭-필자)은 볼만한 것이 없고 살아있는 1인(이명 -필자)의 골격이 죽은 

자보다 낫다.”는
31)
등의31)이야기를 하며 서로 변란 의지를 확인했다. 이들은 해서

역옥사건 뒤 서수라로 도망간 유흥렴과 端川에 유배 인 이명섭의 동생 이명

을 내세워 서북지방의 別付料軍과 삼남지방의 차력사들을 규합하여 거사할 계획

이었다.
32)32)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김수정이 아내의 장지를 정해  것을 계기로 계를 맺

은 軍校 출신 申錫範이 고변함으로써 실패했다. 그 결과 김수정은 참수를 당하고 

최 주는 라도 추자도로 유배되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해서역옥사건의 연루

자인 김수정을 심으로 변란의 주도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경우이다.

그런데 추자도로 유배되었던 최 주가 련된 변란사건이 1877년 고변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은 최 주를 비롯하여 1872년 안동변란에 참여했던 장 진

과 李祐秀 그리고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해배된 宋持菊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과거 변란에 참여했다가 유배된 자들로서 유배지가 지리 으로 가깝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장 진은 1876년 윤 5월 유배지 신지도에서 라도 고흥의 陽으

로, 최 주는 추자도에서 綾州牧으로 이배되었고
33)

33)송지국은 진도에 유배되었다

가 해배된 뒤 흥양에 거주했다.
34)

34)  이 지역은 같은 시기 안동변란의 주모자인 

李士元이 金甲島에서 長 府로, 驗察이 고 도에서 순천으로, 金應淵이 荏子島에

서  곡성군의 玉果로 이배된 곳이기도 했다.
35)

35)이들이 변란을 주로 모의한 곳

29) �捕盜廳謄 � 上, 264면, 崔鳳周.

30) �推案及鞫案�28, 678면, 金守禎 更推.

31) �捕盜廳謄 � 上, 265면, 金守禎, 

32) �捕盜廳謄 � 上, 263면, 金守禎.

33) �日省 �, 高宗 13年 閏5月 22日.

34) �捕盜廳謄 � 下, 584면, 李奇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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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 진이 이배된 고흥의 흥양을 심으로 한 순천, 벌교, 장흥 등지로서 안동

변란의 주모자들이 이배된 곳이다. 장 진이 ‘유배 생활 6년간 마음이 오직 하나

의 일 즉 수백 명이 聚 하여 楸子島로 향하’는
36)

36)것이라고 했듯이 그는 유배지

를 심으로 최 주, 송기국 등과 함께 안동변란의 련자를 재결집하여 거사할 

계획이었다.

고변인 김치호가 장 진을 만나 변란 모의에 동참하게 된 때가 1877년 1월이

므로 이 변란이 본격 으로 모의된 때는 장 진이 흥양으로 이배된 1876년 윤 5

월 이후이다. 이들의 변란 계획은 추자도를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 제주도를 

공략한 뒤 육지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37)

37)이 계획은 장 진이 유배지 추자도에서 

楸王으로 불릴 만큼 주민들의 추앙을 받았고 추자도의 습과 형편에 익숙한
38)

38) 

최 주를 만나면서 모의된 것이다. 둘의 만남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장 진이 일행과 함께 화에서 순천으로 향하던  함양의 沙

斤驛에서 김치호에게 능주로 가서 ‘通情한 同 人’ 최 주를 순천으로 데려오라

고
39)

39)지시한데서 둘은 이미 서로 내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장 진 등이 어떻게 참가자들과 계를 맺었는지 보자. 먼  이들은 참

가자 포섭에 정감록을 이용했다. 장 진은 이기집을 포섭하면서 “남조선이 장차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다.”라고 했다.
40)

40)여기서 ‘남조선’이 어디를 뜻하는지 명

확하지 않지만 ‘鄭姓 眞人이 남면 바다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재의 왕조

를 무 뜨리고 새 세상을 이룩한다.’라는 정감록의 논리와 같다.
41)

41)이것은 그들

이 거사할 때 사용할 깃발에 “利在弓弓”이란 의미의 ‘弓字’를 그린 데서도 알 수 

있다.
42)42)

35) �日省 �, 高宗 13年 閏5月 22日.

36) �捕盜廳謄 �下, 586면, 金致浩.

37) �捕盜廳謄 �下, 587면, 金致浩.

38) �捕盜廳謄 �下, 588~589면, 金致浩.

39) �捕盜廳謄 �下, 588면, 金致浩.

40) �捕盜廳謄 �下, 584면, 李奇執.

41) 고성훈, 1997 ｢朝鮮後記 ‘海島起兵說’ 련 變亂의 추이와 성격｣ �朝鮮時代史學報�3, 123면.

42) �捕盜廳謄 �下, 587면, 金致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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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인인 김치성은 장 진이 자신을 포섭한 이유가 1876년 1월 일본 군함이 강

화에 왔을 때 별포수 10여 명을 이끌고 상경하다가 간에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

어 귀향했다는 풍설을 듣고 이런 나의 완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듯이
43)

43) 

포섭 상에 한 정보를 미리 악하고 근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추자도

로 가는데 필요한 배를 구하려고 진도에서 선업을 하던 이기집을 택한 것도 마

찬가지이다. 즉 이기집의 포섭에는 이곳에 유배된 이 있던 송지국을 보내 먼

 의사를 타진한 뒤 다시 박시화를 보내어 포섭했다. 이들은 이기집에게 동래

의 倭米 수백 석을 강진에 방매하고 만여 양을 추자도로 수송할 계획이라며 배

를 이용하자고 근했다.
44)

44)물론 왜미방매 운운은 지어낸 이야기이며 이에 따른 

이익을 미끼로 이기집을 포섭하려는 의도 다. 이와 같이 장 진 등은 포섭 

상에 한 사  정보를 바탕으로 계망을 확 해 나갔던 것이다.

장 진 등은 1877년 1월에서 6월 사이 경상도 화에서 거창, 순천, 흥양, 보

성, 암 등지를 6개월에 걸쳐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안읍 주 , 화역 사, 

김산의 장터, 고흥의 炭浦店, 보성의 軍頭店, 흥양의 南 浦店, 보성의 鳥城

장터, 암의 松 場 주막 등 주로 장터와 주막을 이용했다. 이와 련하여 고변

인인 이기집이 이런 한 일을 장터와 같은 번화한 곳에서 하느냐고 묻자 장

진은 “수천 명이 모이니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람들이 숨기에는 반드시 장

시가 좋다.  우리 무리들이 혹시 불행히 붙잡히더라도 상인 행색을 하면 어  

의심할 것이며 심이 소홀해질 것”이라고 했다.
45)

45)즉 이들은 장시를 심으로 

하여 그 근처의 주막 등에서 모 다 흩어졌다 하면서 동조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일을 논의했던 것이다.
46)

46)따라서 장터와 주변 주막은 이들에게 거사를 비하는 

과정에서 동지를 포섭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거사를 숨기고 장하는데 

유익한 공간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43) �捕盜廳謄 �下, 591면, 金致浩 三招.

44) �捕盜廳謄 �下, 584면, 李奇執.

45) �捕盜廳謄 �下, 585면, 李奇執. “仍曰 此等重大事 如此繁華之地 誤出此 乎 赫晋曰 一則

數千名聚 爲其擇人 一則人之隱伏必隱場 是如 又曰 吾儕縱或不幸入于捕捉是良置 商賈

行色 有何疑慮 勿關心 輸來於此 則當吐實情云.”

46) 고성훈, 2006 ｢1877년 張赫晉의 楸子島 공략 모의의 추이와 성격｣ �실학사상연구�30,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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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변란은 1877년 6월 암의 송시장터에서 추자도로 갈 배를 기

다리다가 이기집과 김치호가 에 고변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2) 이필제난 

이필제난은 충청도 홍주 출신의 선달 이필제가 1869년과 1870년 진천과 진주

에서 변란을 꾀하려다가 고변으로 실패하고 이듬해 3월 10일 해에서 병란을 

일으킨 뒤 다시 조령에서 변란을 꾀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47)

47)그럼 네 차례 

연이은 변란의 참가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연결되었는지 보자.

이필제가 처음 변란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 후이며 그 배경은, 榮

川 유배지에서 겪었다는 ‘神奇事’ 다. 

신기사란 내가 유배지에 있을 때 이곳에 에 許野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수년

에 죽으면서 그 처자에게 을 남겨 말하길, 이후에 이필제란 사람이 오면 이 

을 하라고 했고, 그 에는, 풍기는 勝地로 第一地, 第二地, 第三地가 있어 河圖星

으로 집을 지으면 三災가 不侵이며 원히 편안할 것이다. 한 弼濟의 弼字는 弓弓

이며 弼濟는 乙酉生인 까닭에 乙乙이 되어 壬辰松松說을 방불하며 한 선생이 있어 

역시 이필제를 돕는 사람은 곧 李用玄이다.48)48)

이필제가 말한 ‘신기사’는 당시 이단사상으로 리 퍼져있던 �정감록�의 일부 

내용을 변용한 것이다. 이필제가 정감록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가 유배지에서 풀

려난 직후인 1860년 자신의 심복인 金洛均과 함께 정감록에서 말한 10승지  

일곱 번째인 鎭木(진천과 목천-필자)으로 각각 이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

다.
49)

49)이때부터 이필제와 김낙균은 ‘신기사’를 퍼뜨리며 거사를 한 동조자 포

47) 이필제난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金義煥, 1981 ｢辛未年(1871) 李弼

濟亂｣ �傳統時代의 民衆運動�하, 풀빛 ; 尹大遠, 1987 ｢李弼濟亂의 硏究｣ �韓國史論�16 ; 

張永敏, 1987 ｢1871年 寧海 東學亂 硏究｣ �韓國學報�47 ; 연갑수, 2003 ｢이필제연구｣ �동

학학보�6.

48) �捕盜廳謄 � 中, 737면, 朴繪震. “吾(이필제-필자)之謫居時 聞此地前有許姓號野翁 數年

前已死 而遺書於其妻子云 後有李弼濟姓名人來 則以此書遺之 其書曰 豊基勝地 有第一地

第二地第三地 以河圖星數造屋 則云三災不侵 永永安過云 又曰 弼濟之弼字 爲弓弓 又曰 

弼濟乙酉生 故乙乙也 彷彿壬辰松松之說 又有先生亦助弼濟  卽李用玄也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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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에 나섰다.

이필제가 퍼뜨린 ‘신기사’는 실제 동조자를 포섭하는데 효력을 발휘했다. 海美

의 朴繪震은 이필제의 처남이자 자신의 친구인 金炳轅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

고 이필제를 직  5, 6차 방문한 뒤 이필제의 말을 듣고 그해 9월 가족을 데리

고 진천으로 이사했다.
50)

50)  공주의 沈弘澤 역시 이필제에 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 직  진천으로 갔다. 그는 이필제를 만나 그의 말을 듣고 “ 명정

의 論이 있고  충의 당당한 의지가 있고” 그의 “  풍채가 不草草하고 평생 

처음 본 奇男子”라며 이후 千金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었다.
51)51)

이필제는 심홍택의 도움으로 공주에 집을 마련하고 이곳을 심으로 인  지

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과객 행세를 하며 科場이나 

주변 주막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풍월을 읊거나 상과 地術을 논하고 때

로는 근처 詩樓書  등지를 다니며 장 행세를 했다.
52)

52)이 게 하여 그는 前刑

吏 출신인 공주의 梁柱東, 공주에서 약국을 경 하던 민 호와 하림을, 그리고 

김낙균은 충주, 괴산 등지를 심으로 崔應奎와 林德裕 등을 포섭했다. 

그러나 진천작변은 구체 인 변란 계획이 세워지기도 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병립이 1869년 4월 상경하여 포도청에 고변함으로써 실패했다.

진천에서의 변란 계획이 실패한 뒤 이필제는 경상좌도의 지리산 방면으로 향

했다. 그가 이곳으로 향한 데는 “ 남의 인재 가운데 반이 진주에 있다고 하고 

하물며 이곳은 지리산 아래로서 본래 피난인이 많아 반드시 힘과 술을 빌릴만

한 善文筆 가 있”다는
53)

53)속설 때문이었다.

이필제는 1869년 8월 남의 선산과 智禮를 거쳐 거창의 金永龜 집에 과객으

49) �捕盜廳謄 �中, 173면, 金炳繪. “沁曰 保身之地 有十處 一曰豊基禮泉 二曰安東華谷 三曰

開寧龍宮 四曰伽倻 五曰丹春 六曰公州定山深麻谷 七曰鎭木 八曰奉化 九曰雲峰頭流山 乃

永居之地 賢相良  繼繼而出 十曰太白(｢鑑訣｣ �鄭鑑 集成�(1981, 亞細亞文化社), 568

면).”

50) �捕盜廳謄 �中, 737면, 朴繪震.

51) �捕盜廳謄 �中, 734면, 沈相翯.

52) �捕盜廳謄 �中, 736면, 沈啓祖.

53) �慶尙監營啓 � 제2책(奎 15100), 鄭洪哲 七推(이하 �慶尙監營啓 � 제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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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머물다 우연히 楊永烈을 만났다. 둘은 서로 문담과 상을 주고받았고 이때 

양 렬은 이필제의 귀와 語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필제가 “지  민생이 

도탄에 빠져 걱정인데 만약 웅호걸이 있으면 민생을 구할 수 있”다고
54)

54)한 뒤 

“창의에 뜻이 있으나 사람을 얻은 후 가능하니 그 는 혹 합당한 인물을 아는

가?” 하자 양 렬은 成夏瞻과 鄭晩植을 천거했다.
55)

55)이필제는 곧바로 이들을 찾

아가 의기투합함으로써 진주작변의 주도층이 형성되었다.

그럼 어떻게 이필제와 이들이 쉽게 변란의 주체로 의기투합했을까? 사실 정만

식, 성하첨, 양 렬, 양성  등은 정감록류의 비기와 진인설을 매개로 이미 변란

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성하첨은 “성은 鄭, 이름은 必貴, 癸未生으로 신장은 8

척이며 손에는 異紋이 있고 배에는 七星이, 양 어깨에는 붉은 이 있어 天日의 

표시”라고 한 �古山子秘記�를 근거로
56)

56)정만식의 손바닥에는 불분명하나 복부에

는 검정사마귀가 있고 어릴 때 이름이 必貴라고 하며 그를 진인으로 간주했

다.
57)

57)  정만식은 상주에 살 때 알고 지냈던 靑山의 沈永澤에게 “지  民情이 

황 하여 내가 장차 大事를 일으켜 萬民을 구제하려고 하나 지낼만한 곳이 없어 

제주도나 울릉도로 들어가 方略을 경 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는 �尙州新都

秘記�에 “庚午年 북면의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兩西 천리에 시신이 산처럼 쌓이

고 漢南 백리에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룬다.” 하니 “ 는 섬에 가지 말고 오랑캐

를 막을 책을 비하여 큰 공을 세우면 軍國의 權이 자연히 의 손에 돌아올 

것이니 그런 연후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라고 하며 정만식을 말렸다고 

한다.
58)58)

이처럼 정만식이 이곳으로 이사 온 1864년 이후 성하첨, 정만식, 양성 , 양

렬은 변란에 한 서로 의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성하첨은 정만식이 경성에 살 

때부터 여러 번 面分이 있던 사이 고
59)

59)정만식과 양성 은 서로 기호지방에서 

54) ｢辛未晋州罪人等鞫案｣ �推案及鞠案�29, 278면, 楊永烈.

55) �慶尙監營啓 � 제2책, 楊永烈 更推.

56) �慶尙監營啓 � 제2책, 楊永烈 三推.

57) �慶尙監營啓 � 제2책, 楊聖仲 供招.

58) �慶尙監營啓 � 제2책, 沈永澤 三推.

59) �慶尙監營啓 � 제2책, 成夏瞻 六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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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층(나이) 참가층(나이) 직역 거주지 계 일시 처결

楊聖仲(陜川, 

幼學, 44)
朴士允(66) 幼學, 掛藥 陜川 楊聖仲의 親査 馬島定配

楊永烈(居昌, 

幼學, 42)

朴叔介(29) 私奴, 傭雇 居昌 同里人, 雇軍應行 18691200

魚致元(41) 幼學, 家貧 居昌 同里人, 雇軍應行 18691200 鹿島定配

崔鳳 (49) 幼學, 前面執綱 居昌 魚致允 소개 呂島定配

鄭奎永(47) 幼學, 採樵 居昌 同里人, 雇軍應行 18691200

鄭仁 (22) 童蒙, 雇賃 居昌 同里人, 雇軍應行 18691200

鄭在永(46) 幼學, 至貧 居昌 同里人, 雇軍應行 18691200 蛇島定配

梁正云(27) 幼學, 家貧傭賃 居昌 同里人, 雇軍應行 18691100

林景春(44) 幼學, 家貧賣傭 安義 雇軍應行 18691100

李致奎(16) 幼學 陜川 楊永烈에게 受學 18690700

李致相(17) 幼學 陜川 楊永烈에게 受學 18690700

韓處仲(24) 幼學 陜川 楊永烈에게 受學 18690700

吳士進(47) 幼學 陜川 楊永烈과 面分 18691100

鄭東烈(30) 童蒙, 耕樵 居昌 同里居, 雇軍應行 18691200

崔洛漢(33) 御保, 常賤 居昌 同里居, 雇軍應行 18691200

金永龜(49) 幼學 居昌 楊永烈과 面分 18691100

朴性元(39) 幼學 三嘉 吳士進과 面分 18691000

裴文五(44) 幼學, 家貧 耕 山淸 吳士進과 面分 18691000

李弼濟(43)
張慶老(48) 幼學, 耕樵 晉州 鄭弘哲 소개 18700200 古今島定配

鄭弘哲(51) 閑良(前軍校) 晉州 18700100 蝟島定配

남으로 와서 情誼가 각별한 사이 다.
60)

60)이들은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정감록

류와 같은 비기류를 이용하여 변란을 꿈꾸던 ‘사란도’ 던 것이다. 이들 ‘사란도’

와 이필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변란 모의로 발 했던 것이다. 이때가 1869년 

10월 무렵이었다.
61)61)

이들은 1869년 12월 1차 ‘남해거사’를 계획했고 이 거사가 실패하자 1870년 2

월 진주의 ‘덕산거사’를 계획했다가 참가자의 고변으로 실패했다. 아래 <도표 2>

는 경상감 에서 체포해 심문한 진주작변 련자 총 41명  주도층과 그 계

가 확인된 28명을 조사한 것이다. 

<도표 2> 진주작변 변란의 주도층과 참가층

60) �慶尙監營啓 � 제2책, 楊聖仲 四推.

61) �慶尙監營啓 � 제2책, 鄭晩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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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鍾宣(36) 幼學 利川 鄭弘哲 소개

金洛雲(45) 晉州營鎭撫 晉州 18700200

趙鏞周(46) 幼學 晉州 18691200

鄭晩植(高靈, 

出身, 48)

朴晩原(67) 幼學 高靈 鄭晩植의 親査 智島定配

金熙國 前正 玄風 朴晩原의 5寸叔 18691000

金明元(40) 幼學 玄風 金熙國의 三從第 18691000

金學汝(40) 幼學 玄風 18691000

沈永澤(67) 幼學 善山 18650000 荏子島定配

참고 : �慶尙監營啓 � 제2책(奎 15100) ; �慶尙右兵營査事罪人囚徒成冊�(奎 17163) ; �日
省 �, 高宗 7年 9月 10日.  

먼  <도표 2>의 ‘ 계’항을 보면 ‘雇軍應行’한 자들이 많고 이들의 ‘직역’항을 

보면 경제 으로 열악한 품팔이 내지는 耕樵로 생활하던 樵軍이다. 참가자 에 

고군이 많은 것은 이필제 등이 군사 동원의 방법으로 “재력이 있으면 募軍이 어

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62)

62)고군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양 렬이 주도했

다. 양 렬은 자신이 평양에서 올 때 통 에 환  추심조 수천 냥이 있어 이를 

운반할 장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어내어 고군을 모았다. 

양 렬은 이들을 포섭하면서 安義 임경춘에게는 후 사정을 모두 말하고 이

웃 어치원, 정규 은 개 通情하고 합천 한처 은 섬에 가 피난처를 구한다고 

유혹하고 이치규, 이치상은 바다 을 구실로 모집하고 정재 에게는 일의 

강을 말한 뒤 사람들을 모으게 했다.
63)

63)이 가운데 이치규, 이치상, 한처 은 양

렬이 三嘉 漆枝書齊에서 訓學한 제자 다.
64)

64)정재 은 양 렬의 지시에 따라 

雇價 30냥을 주기로 하고 정덕원, 최원이, 박숙개, 최낙한, 양정운, 최 손, 정동

렬, 김 이, 정인택 등 9명을 모집했다.
65)

65) 한 정만식과 연결된 풍의 前正  

김희국 등은, 이필제가 고군 모집 등에 필요한 자 을 마련하려고 정만식의 사

62) �慶尙監營啓 � 제2책, 楊永烈. 

63) 와 같음. 이때 김 구는 겁을 먹고 거 했고 오사진은 피난의 뜻이 없다며 거 했다고 

한다.

64) �慶尙監營啓 � 제2책, 李致奎.

65) �慶尙監營啓 � 제2책, 鄭在永. �慶尙右兵營査事罪人囚徒成冊�(奎 17163)에 崔元伊, 崔判

孫,, 金大伊, 鄭仁 의 명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도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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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자 김희국과 인척 계인 박만원을 이용하여 포섭하려한 경우이다. 이처럼 

진주작변의 주체들은 동조자 포섭에 고군의 고용과 함께 지연․ 연 계를 이용

했다.

남해거사가 실패한 뒤 곧바로 덕산거사를 다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이필

제는 먼  진주의 덕산장터에서 주막을 하던  군교 정홍철에게 근하여 “장

차 貴人이 될” 상이라며 포섭한 뒤
66)

66)이곳을 덕산거사의 모의 장소로 삼았다. 

이필제는 정홍철로부터 장경노와 홍종선을 소개받은 뒤 장경노에게는 “龍腦鳳晴

이니 극히 貴人의 格”이라고,
67)

67)홍종선에게는 “장차 入閣할 것이다"라고
68)

68)하며 

상술을 매개로 포섭했다. 이때 정만식은 이들에게 이필제을 웅으로 자신을 

비기에 나오는 정진인에 비견하기도 했다.
69)69) 

이처럼 이필제 등은 정홍철의 주막을 거사를 한 모의 장소로 삼아 진인설, 

상술 등을 이용하여 동조자를 포섭했다. 진주작변 역시 장 진이 주도한 변란

과 마찬가지로 장터와 주변 주막이 요하게 이용되었다. 남해거사 때 이필제 

등은 남해로 이동하면서 生林場, 黃浦場, 하동읍장과 주변 주막을 이용했고,
70)

70) 

덕산거사를 모의할 때도 정만식의 집이 마을 한 가운데 있어 이웃의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며 栗旨店을 이용했다.
71)71)

그러나 이필제가 포섭하려고 했던 진주의 조응주, 진주 진무 김낙운 등이 고

변함으로써 덕산거사도 실패하고 말았다.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 이필제는 그가 진천작변을 비하던 1866년 울진에서 

알게 된 南斗炳을 찾아갔고
72)

72)이것이 해난의 계기가 되었다. 남두병이 “이필

제는 李弘이고 혹칭 朱成七 혹칭 鄭가 혹칭 李濟潑로 변환성명이고 연 의 공주 

 진주작변과 이번 해작변은 모두 그의 행 다.”라고
73)

73)했듯이 이필제는 

66) �慶尙監營啓 � 제2책, 鄭洪哲.

67) �推案及鞫案�29, 356면, 張景老 更推.

68) �慶尙監營啓 � 제2책, 洪種宣.

69) �慶尙監營啓 � 제2책, 崔鳳  三推.

70) �慶尙監營啓 � 제2책, 鄭在永. 

71) �慶尙監營啓 � 제2책, 楊永烈. 

72) �辛未三月日寧海賊變文軸�(연세 학교 국학자료실), 南斗炳(이하 �寧海賊變文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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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병에게 자신의 지난 행 을 밝히고 그와 변란을 모의했다.  이필제는 울

진에 온 이후 진천작변을 함께 모의했던 김낙균도 불러들 고 그는 金震均으로 

변성명하여 활동했다.

그럼 이필제를 비롯한 해난의 주도층이 어떤 계에서 형성되었는지 보자. 

해난 참가자인 李群協에 따르면 3월 10일 해거사의 비용은 이필제와 崔景五

(최시형-필자)가 상의 마련하고 죽창은 평해 全仁哲이 만들고 필요한 군량은 이

필제, 최경오, 朴永琯 등이 주선 변통하기로 했고 徒黨은 鄭致兼이 최다 모았다

고 했다.
74)

74)즉 해거사의 주모자는 이필제, 최시형, 박 , 인철, 정치겸 등

이다. 반면 해안핵사는 이필제, 김낙균, 姜士元, 남두병, 박 을 해난의 수

괴로 지명했다.
75)

75)동학측 자료에는 해난과 련하여 李仁彦, 朴君瑞, 朴士憲, 

權一元과 동학지도부인 최시형, 姜洙(강사원-필자)
76)
등의76)이름이 등장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해난의 주도층은 이필제, 최시형, 김낙균, 강사원, 남두병, 박

과 난이 실패한 후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평해 驛人 출신의 全永奎 등이었

다.
77)

77)이들 가운데 이필제, 최시형, 김낙균, 강사원은 난이 실패한 뒤 단양으로 

도망했고, 남두병은 再推 후
78)

78)그리고 박 은 初推 후
79)

79)물고를 당해 이들의 

계를 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사실은 변란 참가층의 

계망 형성에 요한 단서를 제공해 다.

하나는 최시형을 비롯한 기 동학교도들이 상당수 참여한 사실이다. 동학

계 자료에 의하면 이필제는 1870년 10월 이인언과 박군서를 최시형에게 보내 자

신이 동학문도임을 주장하며 교조 최제우의 伸寃을 해 기할 것을 강력히 주

장했다. 최시형이 이를 거 하자 이필제는 이듬해 1월과 2월 박사헌, 권일원을 

73) 와 같음.

74) �嶠南公蹟�(장서각), 李群協 三推(이하 �嶠南公蹟�).

75) �日省 �, 高宗 8年 6月 24日.

76) 덕의 임 조는 해난 ‘ 군은 덕의 姜守(洙-필자)’라고 했다(�寧海賊變文軸�, 林永

祚).

77) �嶠南公蹟�, 黃 大.

78) �嶠南公蹟�, 南斗柄 更推.

79) �嶠南公蹟�, 朴永琯.



234·한국문화 60

다시 차례로 보내 교조 최제우의 조난일인 3월 10일 기할 것을 주장했다. 교

조 신원이란 명분에 린 최시형은 직  이필제를 만난 뒤 설득당해 3월 10일 

기가 결정되었다.
80)

80)이때는 1864년 교조 최제우가 처형된 후 의 탄압을 피

해 경주, 덕, 해 등지를 심으로 은 히 동학 조직을 복구하던 때 고 동학

교도들은 교조 처형과 탄압에 불만이 가득한 시기 다. 동학측에서 해난을 이필

제가 “道人의 愛黨함을 듣고 不測之心을 품은 무리를 모아” 일으킨 것이라고
81)

81) 

했듯이 당시 동학 내부의 이런 사정이 참가층 계망 형성에 요한 배경이 되

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를 심한 신향이 변란에 참여한 사실이다. 해의 南敎儼은 

해는 본읍의 신향과 구향이 서로 상종한 때가 없다며 해 기는 “신향배가 

醞釀做出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82)

82) 해의 박주한 역시 “본읍의 많은 신향배가 

동학에 물들어 이번 賊變에 많이 참가했음”을 들었다고 했다.
83)

83)1840년 해에

서 향 이 있은 이래 구향과 신향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이때 구향은 

해의 통 사족인 양 남씨, 무안 박씨, 재령 이씨, 안동 권씨, 흥 백씨 등 

오 가문 출신이며 신향은 이들 제 가문의 서얼 출신들이었다. 이 향 은 결국 

구향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이후에도 신구향의 립은 계속되었다.
84)

84)이필제가 

鞫問에서 金(全의 誤記-필자)·朴·權 三姓이 해난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는데
85)

85) 

이 말은 곧 이필제가 해를 심으로 구향과 신향 사이의 갈등을 알고 이용했

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해난은 이필제가 교조 처형 이후 조직 부흥기에 있던 동학과 

1840년 향  이래 격화된 신구향의 갈등이라는 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변란을 계획했던 것이다. 따라서 변란 주도층은 이필제를 심으

80)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資料集(壹)�(1979, 亞細亞文化社), 212~220면.

81) ｢天道敎 史草稿｣ 의 책, 415면.

82) �嶠南公蹟�, 南敎儼 二推.

83) �寧海賊變文軸�, 朴周翰.

84) 해향 에 해서는 張泳敏, 1987 ｢1840年 寧海鄕戰과 그 背景에 한 ｣ �忠南史學�2 

참조.

85) �推案及鞫案�29, 419면, 李弼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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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층 직역 거주지 계 처벌 참가층 직역 거주지 계 처벌

郭進鳳 良人 英陽 遠之定配 孫敬錫 良人 平海
全允煥의 

처남,피난설
梟首

金一彦 良人 英陽 梟首 申和範 良人 平海 梟首

安大齊 良人 英陽 朴士憲, 피난설 遠之定配 全仁哲 校 平海
全永奎 從兄, 

別武士
梟首

安 得 總角 英陽 安平海의 子 遠之定配 全正煥 良人 平海 全永奎 從祖 梟首

安平海 良人 英陽 遠之定配 全題玉 驛人 平海 全仁哲 五寸 叔 遠惡定配

李群協 幼學 英陽 梟首 全宗伊 童蒙 平海
全仁哲 

全題玉의 弟
遠惡定配

李在寬 良人 英陽 鄭致兼(雇主) 梟首 全世奎 驛人 平海 全仁哲 四寸 絶島定配

李仲成 良人 英陽 金千石의 처남 絶島定配 黃 大 良人 平海 全仁哲 梟首

崔基浩 總角 英陽 鄭學伊 梟首 林永祚 良人 盈德
姜士元의 

秘記說
梟首

崔俊伊 良人 英陽 崔景五의 義子 梟首 張成眞 良人 安東 姜士元 梟首

李道千 良人 英陽
鄭致兼, 

李在寬의 父
遠之定配 金千石 良人 安東

張成眞(千石의 

義父)
梟首

權其尙 總角 寧海 全永奎從弟 遠之定配 鄭啓文 良人 安東 禹大敎 絶島定配

權斗石 良人 寧海
朴永琯의 壻, 

其尙의 兄
梟首 金德昌 良人 慶州 朴永琯 梟首

權錫重 幼學 寧海 朴永琯 梟首 金昌福 良人 慶州 李元大 梟首

權養一 幼學 寧海 李弼濟 遠之定配 朴命觀 良人 慶州 李春大 梟首

權永和 良人 寧海 梟首 李基秀 良人 慶州 鄭致兼의 雇主 梟首

金萬根 良人 寧海 遠之定配 李秉權 幼學 慶州 崔寶寬, 피난설 梟首

南基煥 幼學 寧海 林和悅(雇工) 梟首 林郁伊 總角 慶州
李直甫의 

錢兩得給說
梟首

朴箕俊 幼學 寧海 朴永琯 梟首 許性彦 良人 慶州 梟首

로 최시형, 강사원과 같은 기 동학의 지도부와 박 , 규 등 해지방의 

신향이 결합한 것이다. 이런 계는 해난 참가층 53명을 분석한 아래 <도표 

3>에서도 알 수 있다.
86)86)

<도표 3> 해난 참가층의 계망

86) 해난의 참가 인원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도표 3>의 53명은 해안핵사의 査啓에 

언 된 련자 총 74명(실제 명단은 60명)에서 유배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8명 가운데 

수괴로 지목된 이필제, 김낙균, 강사원, 남두병, 박 을 제외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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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宗 良人 寧海 張成眞과 面分 遠之定配 金千日 良人 尙州 遠之定配

朴永珏 幼學 寧海 朴永琯의 弟 梟首 朴春執 閑良 魯城 梟首

朴永壽 幼學 寧海 朴永琯의 弟 梟首 徐群直 良人 蔚山 姜士元 絶島定配

朴維太 幼學 寧海 朴漢太의 兄 遠之定配 鄭昌鶴 幼學 眞寶 韓相燁, 피난설 梟首

朴應春 幼學 寧海 絶島定配 尹俊植 總角 漆遠 遠之定配

朴漢龍 幼學 寧海 朴漢太 梟首 金命北 遠之定配

朴漢太 幼學 寧海 梟首 薛英九 遠之定配

韓相燁 幼學 寧海 姜士元, 別武士 梟首

참고 : �嶠南公蹟�(장서각); �辛未三月日寧海賊變文軸�(연세 학교 국학자료실) ; �日省 �, 
高宗 8年 6月 24日.

의 <도표 3>에서 해난 참가층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양, 해, 덕, 평

해, 울산, 경주, 노성, 안동, 진보, 칠원, 상주 등지인데 이들 지역은 1862년 12월 

최제우가 주를 임명한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87)

87)<도표 3>의 ‘ 계’항에서 동학

지도부인 강사원이 계된 해, 덕, 안동, 울산 등지의 참가자들은 동학교도

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필제가 해난을 ·박·권씨가 일으킨 것이라고 했

고 실제 난의 조사과정에서 권·박씨 일족을 체포했는데
88)

88)<도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해의 참가자는 주로 박 과 계된 권․박씨이다. 평해의 경우는 주

로 驛人인 씨 일족이 참여했고 이들의 동원에는 규가 주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박 , 규와 련된 참가자들은 이들 지역의 신향배 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런데 이들 신향배 다수가 동학에 염되어 이번 변란에 참가했다고 

했듯이 변란에 참가한 동학교도 에는 신향 출신들도 상당수 존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해난에는 기 동학의 사정과 신구향의 갈등이라는 지역  특성이 

계망 형성에 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필제 등이 변란을 모의하고 참가자를 포섭, 동원하는데는 다른 

명분이 작용했다. 컨  해난 참가자의 문  보고서인 �嶠南公蹟�, �辛未三月

87) 1862년 12월 최제우가 동학의 맹아  교단 기구라 할 수 있는 주제를 실시하면서 주

를 임명한 곳은 충청북도의 단양, 경상북도의 경주, 덕, 해, 구, 청도, 청하, 일, 

안동, 천, 신령, 양, 경상남도의 고성, 울산, 장기 다(｢崔先生文集道源記書｣, 앞의 책, 

179~180면).

88) 장 민, 1987 ｢1871年 寧海 東學亂｣ �韓國學報�47,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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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寧海賊變文軸�, 해안핵사의 査啓 등을 보면 최시형 등 동학교도의 참여가 

확인되지만 교조신원에 한 직 인 언 은  없다. 울진에 온 이필제 역

시 趙漢春으로 변성명하여 풍수사를 자처하며 동조자를 포섭했다.
89)

89)그밖의 참

가자들도 “ 해 鯨浦에 倭船 수천 척이 10일 來泊하여 邑府가 함몰하는 변이 있

을 것이다.”,
90)

90)“난리가 장차 일어날 것이니 나를 따라라. 그 지 않으면 큰 화

가 미칠 것이다.” 라는 등
91)
의91)병난설, “ 해 우정동에 異人이 있다.”라는

92) 
진

인설등을92)듣고 참여했다고 했다. 이처럼 해난 역시 다른 변란에서처럼 병난설

(피난설), 진인설 등이 주된 참가 요인이었다. 때문에 기 동학과 신구향간의 

갈등 등 지역  특성은 변란의 정치  배경이자 참가층을 포섭해 가는 연결고리

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다.

3월 10일 약 150명이 참가한 해 기는 당일 해부성을 공격하여 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군의 공격을 받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해난이 실패한 뒤 이필제는 김낙균과 함께 단양의 鄭岐絃을 찾아갔다. 이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진천작변 당시 괴산의 임덕유를 통해 “단양의 정기

이 凡節超人”이라는 말을 일 이 들었고,
93)

93)김낙균 역시 해로 가기 인 

1870년 4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을 찾아가 “1869년 김병립고변(진천작변-필자) 

이후 이필제와 동시에 망명했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며
94)

94)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이런 사실에서 이미 진천작변 당시부터 임덕유를 통해 정기 과 이필제 

사이에 일정한 通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기 은 태백산 승 樵雲의 말을 믿고 정감록을 이용하여 계룡산 주인은 丹陽 

佳山里에 사는 鄭進士다 라고95)
95)하며 진인 행세를 했다. 즉 정기  역시 변란을 

마음에 품은 ‘사란도’ 다. 이필제는 이런 정기 을 찾아가 자신은 진천작변의 

89) �嶠南公蹟�, 權永和․朴箕俊 三推.

90) �寧海賊變文軸�, 韓相燁.

91) �寧海賊變文軸�, 孫敬錫. 

92) �嶠南公蹟�, 韓相燁 更推.

93) �捕盜廳謄 �下, 569면, 李弼濟.

94) �捕盜廳謄 �下, 570면, 鄭岐鉉.

95) �捕盜廳謄 �下, 572면, 鄭玉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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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역 거주지 기타 성명 직역 거주지 기타

奇德佑 農業 載寧 蔘圃34間 經營 李弼濟 先達 洪州→鎭川

柳 廉 文化 父:晝耕夜讀 金洛均 洪州→報恩→木川

당사자이자 북벌에 뜻이 있다면서 먼  조선을 정기 에게 주고 이필제는 병

을 얻어 원을 북벌하기로 약속했다.96)96)그리고 이들은 비기에 나온다는 東山主

人, 西湖主人說을 이용하여 “서호주인은 정가로서 조선을 경 하고 동산주인은 

권가(이필제-필자)로서 南京을 도모한다.” 라는 참설을 만들어
97)

97)자신들의 거사

를 합리화하고 이를 동조자 포섭에도 이용했다. 

이필제와 정기 은 당시 원군의 실정과 서원철폐 등과 련하여 “지  세상

이 크게 변하여 백성의 고통이 지 과 같은 때가 없고 선 의 사원을 철폐하여 

민심이 다시 변하니 이때를 이용하여 사를 일으키면 민심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단하고 8월 2일 조령유회를 구실로 거사하기로 결정했다.
98)

98)그러나 

거사당일 모인을 약속했던 연풍의 정해청이 고변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3. 변란 주도층의 사회  존재양태와 의미

19세기 표 인 두 변란을 통해서 당시 변란을 꾀하려는 무리인 사란도가 향

사회에 폭넓게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사회  존재양태에 

한 분석을 통해서 이들의 존재가 조선후기 향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선후기 향 사회의 변화와 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 4>는 앞서 검토한 변란 주도층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15

명의 직역과 거주지를 조사한 것이다.

<도표 4> 변란 주도층의 직역  거주지

96) �捕盜廳謄 �下, 569면, 李弼濟.

97) �錦營啓 � 제6책(奎 15392), 鄭起源(이하 �錦營啓 � 제6책). 

98) �錦營啓 � 제6책, 鄭起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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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喜載 經學之士
中和→載寧→

文化
楊聖仲 幼學

淸州→尙州→玄風

→草溪→陜川

不作農 粗解醫理 

賣藥

金應道 銀匠
金川→延安→

平山
粗解文字 楊永烈 幼學

平壤→安邊原山間

→星州

三嘉 

漆枝書齊에서 

訓學

金守禎 儒業 永川
增廣 

本道東 (1844)
鄭萬植 出身

京城→竹山→尙州

→高靈
武家餘脈

洪榮瑾 前中軍 京城 士族後裔官至三品 成夏瞻 幼學 昌寧
班脈文學爲業, 

訓學

崔鳳周 賣藥·鹽田 金海 父 : 蒜山僉使 鄭岐鉉 進士 丹陽 增廣登 科(1859)

張赫晉 奉化 讀書

 

의 <도표 4>에서 변란 주도층 15명의 직역을 보면, 신분과 일치하지는 않지

만 사족의 후 로서 3품에 이른  군 홍 근, 지방 향시에 장원을 한 진사 

정기 과 김수정은 文班 출신이고 선달인 이필제와 아버지가 蒜山僉使 던 최

주,99)99)출신인 정만식은 武班 후 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유학이며 김응도는 은장

으로 인이다. 이 시기는 신분제의 붕괴로 직역과 신분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경우 18·19세기에 이르면 양반신분도 있고 인·양인 등이 冒稱하

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분 자체는 실 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 신 경

제  조건이 향 사회에서의 이들의 존재양태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은장 출신인 김응도는 1848년 천에서 연안으로 이사하려고 연안의 군교 출

신 송정원에게 논을 사달라고 1100냥을 미리 보내어 이듬해 연안으로 이사했

다.100)100)염 과 賣藥을 업으로 하던 최 주가 1852년 6월 鹽田訟事로 서울에 와서 

350냥으로 이 에 집을 마련했다.101)101)당시 1냥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 둘은 어느 정도 경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

한 나머지 주도층은 당시 ‘無土之民’인 몰락양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재령의 

기덕우는 장수산에 움막을 짓고 蔘圃를 설치, 경 하면서 공부를 했다. 창녕의 

성하첨도 돈을 벌 목 으로 500냥을 빌려 칠원의 地雪津에 어 을 설치한 일도 

 99) �推案及鞫案�28, 759면, 崔鳳周 更推.

100) �捕盜廳謄 � 上, 252면, 宋廷元.

101) �捕盜廳謄 � 上, 263면, 崔鳳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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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단양의 정기  역시 춘궁기 때 천의 林健永에게 50냥을 빌려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해 家垈文券을 맡길 정도로 어려운 처지 다.
102)

102)그밖에 양성 은 

의학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약장사를 했고 성하첨과 양 렬은 호구지책으로 

서당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 가르쳤다. 이처럼 변란 주도층은 토지에 기반을 둔 

재지사족과는 달리 蔘圃나 箭 경 은 물론 약장사 등 상업에 종사하거나 동네 

서당에서 훈장이나 장지를 정해주는 풍수사 행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다음 의 <도표 4>에서 ‘거주지’항을 보면, 한 곳에 로 살아온 기덕우, 성

하첨, 정기 을 제외한 다수는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다. 해서역옥사건의 주

체인 채희서는 원래 평안도 화에 살다가 1834년 재령으로, 1849년에는 문화로 

이사를 했다. 김응도 역시 천에 살다가 1849년 연안으로, 1851년에는 평산으로 

이사했다. 한 홍주에서 함께 살던 이필제와 김낙균도 정감록의 피난설을 믿고 

각각 진천과 목천으로 이사했다. 경성 출신인 정만식은 1866년 양요를 겪고 죽

산, 상주를 거쳐 고령으로 온 경우이고, 평양에 살던 양 렬은 북경소요설을 피

해 안변․원산간, 성주를 거쳐 거창에 정착한 경우이다. 비록 피난설 등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들은 당시 사회경제 으로 범하게 발생, 존재

했던 流民的 성격을 띤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럼 이들은 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던 19세기 향 사회에서는 어떤 존재

일까? 19세기 조선의 향 사회는 주도의 향  통제책인 수령-이서지배체제가 

탄나고 향 사회의 공동화 상이 속히 진행되던 시기 다. 즉 향 지배의 

기제가 국가권력의 소수가문으로의 집 이라는 세도정권에 의해 사 으로 운

됨으로써 향  통제는 사 기구화한 공  지배의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103)

103)이 

과정에서 향 사회의 지배층은 앙권력과의 연결성을 상실해 나갈 경우 기존에 

그들이 주도했던 향권에서 소외되어 유림으로서 自修의 길을 걷던가, 鄕品으로

서 그 지 를 고정시켜 나가야 했고 심할 경우 부민․常漢賤類들에게까지 욕을 

당하는 지 로 떨어지기도 했다.
104)

104)따라서 변란 주도층은 체로 세 번째 부류

102) �錦營啓 � 제6책, 林健永. 

103) 고석규, 1998 �19세기 조선의 향 사회 연구�, 서울 학교출 부, 72면.

104) 김인걸, 1991 �조선후기 향 사회 변동에 한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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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앙의 핵심  권력집단에도 향 사회의 지배

집단에도 편입되지 못하여 향 사회의 권력 계에서 소외 내지 배제된 계층이었

다.
105)105) 

변란 주도층의 이런 존재조건은 향 사회에서의 일상  삶을 통해서 당시 만

연하던 사회모순을 객 으로 직시할 수 있게 했다. 해서역옥사건의 주체인 채

희석과 김응도가 당시 황해도 각지에 만연했던 삼정문란의 폐해를 시정해 보려

고 한 시도나 최 주가 거사를 일으키는 것이 ‘민생이 곤궁한 것을 보고 濟世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106)

106)한 것도 이런 실인식의 반 이었다. 그러나 김응

도가 삼정문란의 시정을 해 上 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드시 이룰 수 

없다’고 말렸듯이 이들은 삼정문란과 같은 사회 모순을 上 과 같은 형식으로는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향 사회에서 모순투성이의 실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거부당했을 때 이들

에게 실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변 되어야 할 상이었다.
107)

107)이들은 이러한 

실인식의 토  에서 항과 새로운 세상을 추구했다. 그것은 기존의 지배층이 

가지고 있던 세계 과 담론체계를 부정하는 정감록류와 같은 비기와 술서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 해서․ 남인의 변란과 이필제난에서 주도층이 섭력 내지 소

유했던 것으로 언 한 책을 보면, �無學秘記�, �尙州新圖 秘記�, �古山子秘記�, 

�巢鶴山秘記� 등의 비기류, �麻衣相書�, �四柱編年� 등의 상서, �武經七書�, �器

械圖式篇�, �火藥篇�, �方法妙術�, �兵學中別抄� 등의 병서, �天下地圖書�, �朝鮮

別地圖書� 등의 지도, 책명을 알 수 없는 천문․술수에 한 雜書 등이다. 특히 

역성 명론과 메시아  사상을 담은 정감록류의 비기와 술서와 같은 雜書는 조

선후기 몰락 지식인층이 향 사회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한 방도 을 뿐만 아니

라 사회변화에 한 민 의 숨은 열망을 히 변하는 기제이기도 했다.
108)

108) 

변란 주도층은 정감록류의 비기에서 역성 명을 뜻하는 참언을 만들어 조선왕

105) 윤병철, 1977 ｢조선후가 유랑지식인의 사회사  의미｣ �정신문화연구�20권 4호, 74면.

106) �捕盜廳謄 �上, 263면, 金守禎.

107) 배항섭, 앞의 논문, 269면.

108) 丁淳佑, 1977 ｢朝鮮後期 流浪知識人 形成의 社 文化的 背景｣ �정신문화연구�20권 4호,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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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부정하고 병난설, 진인설을 퍼뜨려 불안한 실과 미래에 한 민 의 정

서를 동요시키고 지리, 천문, 술서를 섭력하여 서로 소통했던 것이다. 비록 이들

이 섭력한 지식이 새로운 사회에 한 망을 결여한 한계는 있지만 조선사회의 

지배 인 담론인 성리학  지식과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이필제가 출신의 名을 벗어나지 못하여 동서를 떠돌아 다녔듯이 이들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국을 유랑했다.
109)

109)유흥렴은 10년 이래 유람을 稱하고 사방을 

돌아다녀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 다.
110)

110)최 주도 3년 동안 北道를 유

람하며 이곳의 別付料들을 사귀었고, 이필제도 1860년 천 유배에서 해배된 뒤 

공주 등지를 떠돌아 다녔다. 이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유학 지식을 바탕으로 

과객으로 때로는 천문·지리에 익숙한 풍수사로 때로는 상을 보아주며 낮선 곳

에서 사람을 사귀었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곳곳에서 기존 체제에서 타

자화된 자신들의 모습 즉 ‘사란도’를 만날 수 있었다. 

그 다면 변란의 주도층 즉 ‘사란도’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들은 성리

학  세계 과는 다른 정감록류의 비기나 풍수, 상, 술수 등과 같은 민 의 願

望을 담은 담론과 세계 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사회 집단을 뜻한

다.
111)

111)이들에게 조선후기 발 한 장터와 그 주변의 주막들 그리고 科場은 평상

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때로는 변란을 모의하는 거 으

109) 조선후기 이런 지식인층을 ‘유랑지식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들 집단은 ‘어느 정도 교육의 

기회를 통해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기본 으로 지배층의 공통되는 성리학을 심으로 

형성된 에피스테메(épistémé)를 벗어나 있거나 향 사회의 공동체에서도 배제된 지식

인으로서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소외된 지식인층’을 가리키며(윤병철. 앞의 

논문, 51~52면), 이들은 유민  성격의 유랑지식인과 변 지향  성격의 유랑지식인으

로 구분되는데(丁淳佑, 앞의 논문, 22면) ‘사란도’는 곧 변 지향  성격의 유랑지식인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10) �捕盜廳謄 � 上, 218면, 柳廉臣. 

111) 정감록 등 조선시  언문화를 연구해온 백승종은, 이런 류의 사회 집단을 ‘소문화

(subculture)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한 사회를 지배하는 체 문화로 

충족하지 못하는 욕망이나 특수한 기호를 채워주는 여러 문화를 ‘소문화’라고 하고 일

종의 정감록과 같은 언을 독립 인 행동양식이나 가치 으로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

을 여러 소문화 집단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백승종, 2008 ｢조선후기 천주교와 《鄭鑑

》: 소문화집단의 상호작용｣ �교회사연구�6,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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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들 변란들이 개 모의 단계에서 고변되거나 해난처럼 쉽게 진압

되었듯이 변란 주도층과 참가자의 계망에 기본 인 한계가 있었다. 변란의 주

도층이 시세를 논하면서 민생의 도탄을 지 하고 安民, 濟民을 주장하지만 실제 

계망에서는 이런 실이 반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추구한 담론과 세

계 으로는 당시 민 의 고통이 건사회의 모순 즉 신분제  토지제도와 그로

부터 발생한 사회경제  모순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변란 주도층은 조선후기 만연한 향 사회의 건  모순을 직시하

고 민 의 고통에 공감했지만 당시 민 의 願望에 담긴 본질  문제를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계망을 형성하면서 민 의 실  고통과 

결합하기 보다는 그 해결 방안으로 진인설과 같은 메시아  방법에 의존했고, 

자신들이 기를 하면 민심이 자신들에게 돌아설 것이라거나 주변 마을에서 자

연히 호응할 것이라고 장담했듯이 민 은 변란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동원 상 

즉 수동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변란 참가층의 계망은 스스

로 확장성을 갖기에 한계가 분명했던 것이다.

4. 맺음말

19세기 표 인 두 변란인 해서․ 남인의 변란과 이필제난을 통해서 향 사

회를 심으로 변란의 주도층이 형성․조직되고 거사를 해 맺는 사회  계망

과 그 기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왜 이 시기 변란이 일개 군 을 넘어 조직

되고 때론 1회  시 가 아니라 연속 인 운동으로 개될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도 개 모의단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변란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후기 리 분포한 변란 주도층 즉 ‘사란도’의 

존재이다. 두 변란의 주도층은 황해도의 재령, 문화, 평산, 서울, 충청도의 진천, 

단양, 경상도의 천, 김해, 화, 거창, 합천, 고령, 진주, 해 등지에 망라되어 

있다. 조선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 앙과 향 사회의 권력 계에서 소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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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 貧士·寒儒인 이들은 역리와 시사를 논하면서 동류의식을 확인하고 변란

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일개 군 을 넘는 변란의 조직이 가능했

던 것이다. 1877년 최 주와 장 진이 주도한 변란은 이  다른 변란에 참가하

여 유배된 자들이 유배지를 심으로 다시 변란을 일으킨 특이한 경우 다. 

변란의 참가층은 연․지연과 같은 일차  사회 계와 정감록류의 비기와 술

서 등에 바탕을 둔 진인설, 병난설, 풍수, 상 등을 기제로 삼아 사회  계망

을 형성했다. 이 계망의 기제에는 당시 민 사회의 숨은 願望이 담겨 있기는 

했지만, 변란 주도층은 실 변 을 한 구체 인 실천방안이나 새로운 사회에 

한 구체  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즉 변란 참가층의 계망이 민 이 고통

스러워하는 사회경제  모순과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이 계망은 높은 충성도와 

자발 인 확장성을 가질 수 없었다. 때문에 다수 변란이 모의단계에서 고변으

로 발각되거나 해난처럼 기에 성공하더라도 주변 민 의 외면으로 지속될 

수 없었다. 다만 해난는 제한 이나마 참가층 계망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  

경우이다. 즉 이필제가 주도한 네 번의 변란 가운데 해난이 유일하게 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 동학조직과 이 지방의 오래된 신구향간의 갈등이라

는 특수성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 속에서도 변란 참가층의 계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몇 가

지 의미 있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해서역옥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참가층 계망의 진화이다. 한 

차례 향도계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던 주도층이 변란의 동조자들을 기존 향 사

회에 존재하던 동계나 향도계와는 달리 난 계, 삼성당계와 같은 ‘계’로 조직하

려고 했다. 특히 삼성당계는 타·본 을 막론한 계원의 가입을 목 으로 했다. 이

것은 이  검계나 살주계처럼 비 조직의 형태가 아니라 당시 여러 형태로 발

해간 향 사회의 공개 인 계로서 일개 군  단 를 넘는 변란을 효율 으로 조

직하려한 참가층 계망의 진화인 것이다. 

둘째는 조선후기 이래 확 된 소통 공간의 활용이다.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

의 발달로 확 된 장시와 그 주변의 주막은 정보와 동조자를 모으고 거사를 모

의하고 장하는 소통의 장이자 주요 거 으로 기능했다. 장 진이 경상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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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라도 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동하면서 이용한 장터와 주막 그리고 이

필제가 진주에서 덕산거사를 조직하면서 덕산장터 부근 홍성철의 주막을 주요 

거 으로 이용한 것이 그 단 인 이다. 뿐만 아니라 변란 주도층들이 觀科를 

통해 동조자를 포섭하듯이 당시 앙과 지방의 科場 역시 변란을 조직하는 새로

운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했다.

결국 이런 사실에서 주목되는 것은 변란 참가자들이 계를 맺는 행동양식과 

그런 것을 가능  했던 19세기 조선의 사회  상이다. 변란 주도층이 시사를 

이야기하고 역리를 논하고 상과 천문을 이야기하고 궁극에는 역성 명에 공감

하며 변란을 모의하는 과정은 마치 성리학  질서가 지배하는 조선사회 안에 이

들만의  다른 이데올로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다.  변란의 모의 

 참가자 포섭 등에 주요하게 기능한 科場, 주막, 장터 등은 변란 주도층의 활

동 공간의 확 를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조선후기의 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기존의 세계 과 담론체계와는 달리 민 의 願望을 담은 세계 을 가지고 독자

인 행동양식으로 소통하는 집단이 리 분포하고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율

 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확 된 자율  공간 속

에서 변란 주도층과 민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어떻게 실천 으로 조직 으

로 결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변란, 사회  계망, 향 사회, 사란도, 정감록 

수일(2012. 11. 7), 심사시작일(2012. 11. 15), 게재확정일(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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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networks and Existence aspect of Upheaval participant 

in the 19th century
112)

Yun, Dae-won *

This study examined the participants' social networks and their existence aspect of two 

19th-century representative upheavals(Haeseu(海西)․Youngnamin(嶺南人) upheavals and 

Reepiljeran(李弼濟亂)). First we could confirm the fact that ‘sarando’(思亂徒) is widely 

distributed in the late Joseon contrycide society. they were a poor scholar(貧士․寒儒) 

excluded or marginalized from the central and provincial power relations in the late 

Joseon period. Discussing Jeonggamrok(鄭鑑 ) kind of prophecy and divination, current 

events, they were able to determine the consciousness of kind with each other. Based on 

this recognizing they confered upheaval and formed a social network using blood and 

territorial relationship such as the primarily social relationship and Jeonggamrok and 

fengshui(風水) such as coronary. This network contains a hidden hope of the peoples 

but there was no prospect for the new society. Because networks could have a high 

scalability and voluntary loyalty.

Despite these limitations we can see some meaningful facts, that is the evolution of 

the network. Leaders organized 'Nanbonggye'(難逢契) or ‘Samseongdanggye’(三聲 契), 

this was not the existing ‘gye’(契) namely 'Donggye'(洞契) or ‘Hyodogye’(鄕徒契) but 

was a kind of the organization that contained several provinces. This was one of the 

reasons why 19th century upheaval was able to be deployed beyond one area. The other 

one is the expansion of the new communication space. The market and inn developed in 

the late Joseon period, was functions as the communication space or the main stronghold 

to communicate gather information and comrades.

* HK Research Professor.Ph.D.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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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bove all, the noted fact is a behavior patterns that upheaval participants 

concludes relationship to each other and a social phenomenon that allow such a thing. 

In other words is the fact that the groups have their own behavior in the form of 

communication was widely distributed in contrycide society, as well as the autonomous 

space they c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as exteded in the late Joseon period.

Key Words : Upheaval, social networks, contrycide society, ‘sarando’(思難徒), 

‘Jeonggamrok’(鄭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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