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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iscovered various sides of Lee Jema’s tenure as the governor of Jinhae by looking at recently found historical material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Joseon. Lee Jema went to his appointed post in Jinhae in February of 1887 and was replaced before the

termination of his office in June of 1888. Since his replacement did not immediately arrive at Jinhae, Lee Jema continued to perform

his duties until the first half of 1889. The difference between the date of his resignation and the arrival of his replacement reveals

why various historical materials disagree about when he left office. After Lee Jema’s official resignation in June of 1888, he was

appointed to the honorary posts of Naegeumjang and Cheomji, which indicates the termination of his career as an official. Two

superior officials conducted job assessments on Lee Jema three times during his service (once every six months) and these are the

rare evaluations which were performed during his lifetime. Lee Jema was highly regarded in terms of job competency by two superiors

in succession, which was unique for a local government official in the late Joseon dynasty. One of the job assessments referred to the

potential of his performance as an official which usually implied that he was a suitable candidate for higher rank. This might have

derived from Lee Jema’s study of statecraft. Lee Jema’s love for the people as an official was also mentioned in one of the job

assessment reports. This is borne out by his quelling the revolt of Hamheung Province in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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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제마는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의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

지만, 그가 진해현감을 역임하며 관료로 활약했다는 사실은 

아직 주목받고 있지 않다.1) 홍순용은 진해현감 이제마에 

대해, 병조판서와 같은 고위직으로 국정을 다스리겠다는 이

제마의 큰 포부 때문에 일개 지방관에 불과한 진해현감 재

직시에는 관료로서의 政事보다는 백성들을 의술로 치료하

는데 치중했을 것2)라고 적고 있다. 이 주장은 널리 알려진 

1) 김선환. ｢[기획 특집]진해현 현감 이제마｣. 한남일보. 진주:2017.01.20. ( 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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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자로서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이제마의 진해현감 시기

에 대해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그 주장대로 이제

마가 병조판서와 같은 고관이 되기를 갈망했다면, 백성들에 

대한 의학적 시술에 치중하기보다는 고관대작이 되기 위해 

경세지학의 연구에 매진하고 동시에 진해현감직을 승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정사에 힘썼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추

정 역시 가능해진다.

실제로 이제마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함흥 주민들 역시 

그에 대해 추모할 때,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經濟之略을 가지고 있었다고 칭송했다.4) 그리고 

이제마는 이미 1880년에 그의 경세학 저술인 �格致藁� ｢儒

略｣을 집필했었다.5) 또한 이제마가 고원군수로 재직하던 

당시, 그는 자신의 경세학을 펼치기 위해 총리대신에게 정

책제안서를 보내고 자신이 다스리던 고원군 내의 薪山社에

서 그의 경세학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었다.6) 이런 이제

마가 본인이 연마한 경세학을 직접 펼칠 기회가 주어졌던 

진해현감 시절에 정사에 치중하지 않았다는 추정은 그 가

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인다.

진해현감 이제마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

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경성

은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에서 정부와 민간의 방대한 문헌을 수집한 뒤, 문헌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내용에 대해 사료비판을 가하여 이제마의 

진해현감 제수와 부임시기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7) 그

러나 진해현감 이제마에 대한 그의 해석은 주로 민간측 사

료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새로 발견된 이제마에 대한 官側 

사료는 기존의 민간사료 및 이에 기반한 연구결과에 대해 

보완과 수정 및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마가 진해현감에서 離任한 시기이

다. 기존에 알려진 사료를 통해 명확한 일자를 알 수 있는 

진해현감 제수 및 부임과는 달리, 이임시기에 대해서는 사

료간의 불일치가 다수 존재한다. 이경성은 이제마가 1889년

12월에 파직된 것으로 기술하면서 그 근거로 민간측 사료

인 �藏書閣 東武遺稿� ｢鎭撫時上疏｣와 �格致藁� ｢儒略｣, �鎭

海邑誌� 및 �鎭海縣志�의 구절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

료들 내에서도 이임 시기는 서로 불일치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사료비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필자가 새로 발굴한 관측 사료인 �各司謄錄�

｢統制營啓錄｣과 �外案� 및 �鎭海郡邑誌� ｢官蹟邑先生案｣의 

이제마 관련 기록은 이임시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고, 민간사료들과 배치된다. 이로 인해 관과 민간 양측 

모두의 사료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관

측 사료로 인해 이제마의 이임 시기만이 아니라 이임 사유

에 대해서도 “파직”되었다는 이경성의 해석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생긴다.

또한 이제마가 진해현감으로서 펼친 政事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그의 진해현감직 수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이제마의 지인이나 후학들이 기술한 내용이나 추측한 내용

만이 전해지고 있을 따름이다.8) 이에 반해 �各司謄錄� ｢統

制營啓錄｣에는 삼도수군통제사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에 경상우도의 지방관에 대해 내린 ‘근무성적 평가[褒貶]’

가 기재되어 있고, 진해현감 이제마에 대한 3회의 포폄이 

존재한다. 동시대인이 진해현감 이제마에 대해 평가했던 내

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해현감 재직 당시의 경세학과 정사

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경성은 이제마가 진해현감에서 이임된 뒤 

2) “鎭海縣監 在職時에는 政事보다 醫術로 中生을 救濟한 功이 많았던 것이다.” 洪淳用. ｢綜說 東武 李濟馬傳(一)｣. 大韓漢醫學會報. 1964;2(4):6.

3)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21. 및 주398) 참조.

4) “공은 함흥 사람으로 경국제민의 방략이 있어서…이하 생략…(公, 咸興人, 有經濟之略…이하 생략…).” 이제마. 이창일 역주. ｢前高原郡守李濟馬追
思臺｣.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290. 번역은 일부 수정.

5) �格致藁� ｢儒略｣에 드러난 이제마의 경세학에 대해서는 최성운, 황지혜, 김남일. ｢�東武遺稿･知風兆�를 통해 본 이제마의 군사학적 배경이 그의 
의학 사상에 미친 영향 ｣. 한국의사학회지. 2019;32(2):30-31. �格致藁･儒略･事物� 초고(草稿)의 완성시기에 대해서는 이제마. 박성식 역해. �東
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파주:집문당. 2003:31.

6) 이제마가 자신의 경세학을 펼치기 위해 경주했던 노력은 �東武遺稿�의 ｢上大臣書｣와 ｢薪山社鄕約契跋文 - 孝悌論｣에서 잘 드러난다. 이제마.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

7) 이경성은 이제마가 1886년 12월 29일에 진해현감에 제수되어 1887년 2월에 진해로 부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진해현감 이제마에 대한 내용은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01, 103, 108, 110-111, 123.

8) 위에서 이미 인용한 洪淳用의 ｢綜說 東武 李濟馬傳(一)｣ 외에도, 이능화는 ‘곤장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이제마가 죄인의 
엉덩이 어루만지고 석방했다.’라고 기술했다.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21. 및 주3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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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아직인 정3품 첨지 벼슬에 제수된 것에 대해 그가 나라

에 큰 공헌을 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한다. 본고에서는 당시

의 체아직 제수 관행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 주장에 대해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이제마의 진해현감 이임시기와 사유 및 체아

직 제수 그리고 그에 대한 포폄에 대해, 기존의 사료들과 

새로 발굴된 관측 사료에 대해 사료비판을 가하며 진해현

감 이제마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필자가 

새로 발굴한 관측 사료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해 번역하고 

해설한다. 그런 뒤 관과 민간측의 사료에 대해 사료비판을 

하여 이제마의 진해현감 재직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 재

구성을 시도할 것이다.

Ⅱ. 본론

⒈ 사료소개 및 해설

1) �外案�

�外案�은 道別外職官員名單 즉 각 도별 지방관의 명단으

로 光武年間(1897~1906)에 필사되었다.9) 春夏秋冬의 총 

4冊으로 이루어진 �外案�에는 해당 지역별로 역대 지방관

들이 임명된 해와 달이 기록되어 있다.10) 제1책에 해당되

는 “春”에는 京畿와 全羅, 제2책에 해당되는 “夏”에는 忠淸

과 平安, 제3책에 해당되는 “秋”는 慶尙과 黃海의 지방관 

명단을 기재하고 있고, 제4책에 해당되는 “冬 ”에는 江原과 

咸鏡의 지방관 및 兵使, 水使, 僉使, 繡衣, 政官의 名單이 

기재되어 있다.

이중 제3책에 해당되는 �外案� 秋의 (慶尙道) 鎭海 지방

관에는 이제마가 진해현감으로 임명된 뒤 임지로 떠나며 고

종에게 하직인사를 드린 시기가 丙戌年(1886년) 12월( 사

료 1)로 기록되어 있다. 

사료 1

“이제마는 병술년 12월에 임지로 가기 위해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올렸다(李濟馬 丙戌十二都拜).”11)

그가 진해현감에서 이임된 시기는 이제마의 후임인 文在

學이 임명된 戊子年(1888년) 6월( 사료 2)이다.

사료 2

“문재학은 병자년 6월에 임지로 가기 위해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올렸다(文在學 戊子六都拜).”12)

�外案�의 사료 1~2를 통해 이제마가 1886년 12월 29일

에 진해현감에 임명된 뒤 고종에게 하직인사를 드렸고, 1888년

6월에 교체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外案�에 따르면, 중

앙정부 차원에서 이제마가 진해현감으로 재직한 공식 기간

은 약 1년 6개월간이다.

2) �各司謄錄� ｢統制營啓錄｣

�各司謄錄� ｢統制營啓錄｣은 경상도 固城에 위치한 三道

水軍統制營의 統制使가 승정원에 올린 狀啓를 謄錄한 것이

다. 1847년부터 1890년까지 총8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내용 중에 이제마와 관련된 부분은 휘하의 경상우도 

지방관과 邊將에 대한 褒貶 내용으로 제7책과 8책에 기록

되어 있다.13)

사료 3

�各司謄錄� ｢統制營啓錄｣, ｢統營啓錄｣, ｢光緖十三年六月

9) �外案�은 장서각 소장서적으로 청구기호 K2-571이다.

10) “디지털장서각”의 �外案� ｢해제｣에 존재하는 “장서각 통합뷰어” 및 “디지털장서각 원문이미지”에는 제3책에 해당되는 “秋”와 제4책에 해당되는 
“冬”이 에는 각각 제4책과 제3책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또한 제3책에는 제4책의 목차가, 그리고 제4책에는 제3책의 목차가 올려져있다. 이
에 반해 “장서각아카이브” 및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PDF에는 3책이 “秋”, 4책이 “冬”으로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다. (http://jsg.aks.ac.kr/portal
/dir/view?dataId=JSG_K2-571)

11) “都拜”에 대해 “肅拜”의 동의어로 해석했다. NAVER 지식백과 �고전용어사전�에 의하면 “肅拜”는 “서울을 떠나 임지로 가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는 일”로 “下直”과 동의어이다. �外案�의 제3책에 해당되는 “秋”에서 “鎭海”가 기재된 쪽수는 “장서각아카이브”에서 “50a” “장서각 
통합뷰어” 및 “디지털장서각 원문이미지”에서 “55”이다. 번역은 필자. 

12) �外案� 제3책. 50a. 해당쪽수는 장서각아카이브. 번역은 필자.

13) 이상 ｢統制營啓錄｣의 개요에 대해서는 김현구. ｢�各司謄錄� ｢統制營啓錄｣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5.
(http://db.itkc.or.kr/dir/pop/heje?dataId=ITKC_BT_14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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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一日｣(高宗 24년(1887) 6월 초1일)

“행14)삼도통제사 겸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신 李奎顔

은 삼가 襃貶의 일을 아룁니다. 금년 春夏等 신의 통

제영 관하 水軍 및 邑鎭의 守令･僉使･萬戶･權管･別將 

등의 근무 성적에 대하여 襃貶等第를 觀察使 臣 李鎬

俊과 같이 의논해 마감 지어 다음에 기록한 다음 삼가 

갖추어 啓聞합니다. …중략… 鎭海縣監 李濟馬. 정사를 

진실로 치밀하고 자세하게 하니, 그 뜻이 백성을 품어

주고 보호하는 데 있었음. 상. …이하 생략…(行三道統

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臣閔, 謹啟爲褒貶事, 今春夏

等管下舟師邑鎭守令僉使萬戶權官別將等褒貶宲蹟等第, 

與觀察使臣李鎬俊, 同議磨勘, 開坐于後, 謹具啓聞. …중

략… 鎭海縣監李濟馬. 政固綜詳, 志在懷保, 上. …이하 

생략…).”15)

사료 4

�各司謄錄� ｢統制營啓錄｣, ｢統營啓錄｣, ｢光緖十三年十二

月初一日｣(高宗 24년(1887) 12월 초1일)

“행삼도통제사 겸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신 李奎顔은 

삼가 襃貶의 일을 아룁니다. 금년 秋冬等 신의 통제영 

관하 水軍 및 邑鎭의 守令･僉使･萬戶･權管･別將 등의 

근무 성적에 대하여 襃貶等第를 觀察使 臣 李鎬俊과 

같이 의논해 마감 지어 다음에 기록한 다음 삼가 갖추

어 啓聞합니다. …중략… 鎭海縣監 李濟馬. 그와 같은 

업무수행 능력[才局]으로 작은 고을[백리]을 다스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하 생략…(行三道統

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臣閔, 謹啟爲褒貶事, 今秋冬

等管下舟師邑鎭守令僉使萬戶權官別將等褒貶宲蹟等第, 

與觀察使臣李鎬俊, 同議磨勘, 開坐于後, 謹具啓聞. …중

략… 鎭海縣監李濟馬. 以若才局, 何有百里? 上. …이하 

생략…).”16)

사료 5

�各司謄錄� ｢統制營啓錄｣, ｢統營啓錄｣, ｢光緖十四年六月

初一日｣(高宗 25년(1888) 6월 초1일)

“삼도통제사 겸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신 閔敬鎬는 삼

가 襃貶의 일을 아룁니다. 금년 春夏等 臣의 통제영 

관하 水軍 및 邑鎭의 守令･僉使･萬戶･權管･別將 등의 

근무 성적에 대하여 襃貶等第를 觀察使 臣 李鎬俊과 

같이 의논해 마감 지어 다음에 기록한 다음 삼가 갖추

어 啓聞합니다. …중략… 鎭海縣監 李濟馬…관리로서의 

그릇과 일처리능력[才器]이 범상치 않으니, 다스린 정

사가 대부분 실지의 효과가 있었음. 상. …이하 생략…

(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臣閔, 謹啟爲褒貶事, 

今春夏等管下舟師邑鎭守令僉使萬戶權官別將等褒貶宲蹟

等第, 與觀察使臣李鎬俊, 同議磨勘, 開坐于後, 謹具啓

聞. …중략… 鎭海縣監李濟馬. 才器不凡, 治多宲效, 上. 

…이하 생략…).”17)

진해현감 이제마에 대한 포폄은 1887년 6월 1일자( 사

료 3)와 12월 1일자( 사료 4) 그리고 1888년 6월 1일자

( 사료 5)에 걸쳐 총 3회 등장한다. 1888년 12월 1일자에

는 “진해 현감 이병휘…아직 부임하지 않았음(鎭海縣監李秉

輝. 未赴任).”으로 되어 있고, 1889년 6월과 12월의 포폄에

서는 李秉泓이 포폄을 받고 있다.18) 따라서 �각사등록� ｢통

제영계록｣의 포폄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제마의 부임지인 진

해에서의 공식적인 진해현감 재임기간이 1887년~1888년 6월

까지의 1년 반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外

案�의 사료 1~2에서 이제마가 丙戌年(1886년) 12월( 사

료 1)에 진해현감에 임명된 뒤, 戊子年(1888년) 6월( 사

료 2)에 이임되었다고 기록된 사실과 부합된다.

이제마는 3회의 포폄 모두 상중하의 평가기준 중 ‘上’을 

받았다. 그러나 ｢통제영계록｣의 포폄결과에는 거의 대부분 

‘上’을 주는 편향성이 존재했다. 총 286건의 포폄 중 미부

14) “行”은 자기 품계보다 관직이 낮을 때 붙이는 行守法이다. NAVER �두산백과�. ｢행수법｣. (http://www.doopedia.co.kr/)

15)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7(432c~433c). ｢統營啓錄｣ 7(54a~55b). ｢光緖十三年六月初一日｣. 필자가 “政固綜詳”의 번역에 대해 번역문의 
“정사를 종합하여 자세하게 하니”를 “정사를 진실로 치밀하고 자세함”으로 바꿈.

16)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7(441a~441d). ｢統營啓錄｣ 7(70a~71b). ｢光緖十三年十二月初一日｣. 번역문의 “재능과 기국”을 필자가 “업무수
행 능력”으로 고침.

17)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48d~449c). ｢統營啓錄｣ 8(6b~7b). ｢光緖十四年六月初一日｣. 번역문의 “재능과 기국”을 필자가 “관리로서의 
그릇과 일처리능력”으로 고침.

18)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54b~455b). ｢統營啓錄｣ 8(17b~19a). ｢光緖十四年十二月初一日｣;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63a~463d).
｢統營啓錄｣ 8(35a~36b). ｢光緖十五年六月初一日｣, “鎭海縣監李秉泓, 新政有譽, 可期來效, 上” ;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77a~477d). 
｢統營啓錄｣ 8(60a~61a). ｢光緖十五年十二月初一日｣, “鎭海縣監李秉泓, 吏憚民懷, 何有斗邑?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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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혹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된 경우 등의 20건과 파출된 진

주목사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上’을 주었고, 변장에 대한 

평가 역시 ‘中’이나 ‘下’를 주지 않고 ‘上’을 주었다.19) 이것

은 이제마가 포폄되던 당시 3회에 걸쳐 같이 평가된 守令･

僉使･萬戶･權管･別將 등 중에 ‘上’를 받지 않은 자가 총 96

명 중 1인 밖에 없었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 따라

서 3회에 걸쳐 포폄되었던 된 1887~1888년 평가 모두 

‘上’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진해현감 이제마가 실제 지방

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떠했는지 파악하는 데는 미흡함

이 존재한다.

1887년 6월 1일자의 �각사등록� ｢통제영계록｣에서 이제

마와 함께 포폄된 金海府使 柳芝榮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

고 공정하게 다스리니, 海門이 믿을 만 하구나. 상(嚴明爲

治, 海門有恃, 上).”이었다. 그러나 경상좌도 암행어사 柳

이 올린 1887년 1월 28일의 장계와 같은 해 4월 3일 의정

부 조목에서 류지영에 대해 ‘김해의 土豪의 武斷과 연관된 

私罪’로 인해 처벌할 것을 아뢰고 있다. 그에 대한 처벌은 

곤장 100대에 해당되는 돈을 벌금으로 징수하고[收贖] 관

직임명장을 박탈하며 3000리 유배형에 처하는 것이었다.21)

류지영이 비록 공무와 연관되어 治罪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의 토호가 무단하게 발호하는 것과 연관된 私罪를 지었다. 

4월 3일에 밝혀진 류지영의 죄상은 6월 1일자 ｢통제영계록｣

의 “엄격하고 공정하게 다스리니”라는 포폄과는 거리가 멀

었지만, ｢통제영계록｣의 류지영에 대한 평가는 “上”이었다. 

또한 1888년 12월 초1일의 포폄 중 류지영 만큼은 아니었

지만 문제를 일으켜 경고를 받았던 長木浦召募別將 李寅相

에 대해, 통제사는 그에게 경고를 준 사실을 기록한 뒤 여

전히 ‘上’을 주었다.22)

또한 ｢통제영계록｣의 포폄에 수록된 “才器不凡, 治多宲

效.”( 사료 5)의 “다스린 정사가 대부분 실지의 효과가 있

었음(治多宲效)” 역시 6개월 동안 지방관이 처리한 제반업

무에 대한 평가를 합계 내어 작성하는 방식의 업무평가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료 4의 ｢통제영계록｣ 12월 초1일자 포

폄에서는 栗浦權管 陳厚吉에 대해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또 

어찌 가혹한 비평을 가하겠는가? 상(箇已滿矣, 更何苛評? 

上).”23)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임기도 만료된 마당에 포폄

에 “上”을 주는 일반적 관례대로 평가하겠다는 자신의 의지

를 포폄의 내용으로 기술했다.

통제사가 휘하의 지방관에 대해 내린 이 두 가지의 포폄

사항 모두 승진 혹은 견책과 관련된 인사고과와는 무관한 

형식화된 관례에 불과하다. 왕에게 아뢰는 지방관의 치적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상세하게 서

술되고, 왕은 이에 의거해 “加資”24)하는 등의 구체적인 포

상을 내렸다.25) ｢통제영계록｣의 포폄 내용에는 구체적인 

치적이 빠져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성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제마의 치적을 살펴보

기는 힘들다.

반면에 ｢통제영계록｣의 포폄에 수록된 “才器不凡, 治多宲

效.”( 사료 5) 등과 같은 평가 내역은 당시 평가자인 통제

사에게 인상적으로 보였던 이제마의 진해현감직 수행과 이

를 통해 드러나는 지방관 이제마의 그릇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통제영계록｣ 포폄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하

나는 평가대상인 지방관에게서 인상적이거나 특징적인 면

모를 들어 일종의 ‘인상 비평’을 하는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실이다.

19) 이상 ｢統制營啓錄｣의 포폄 결과에 대해서는 김현구. ｢�各司謄錄� ｢統制營啓錄｣ 해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5. 
(http://db.itkc.or.kr/dir/pop/heje?dataId=ITKC_BT_1453A)

20)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54b~455b). ｢統營啓錄｣ 8(17b~19a). “사량만호 원재유. 오직 탐욕만 일삼고 염치는 돌아보지 않았음. 하(蛇
梁萬戶元在鍮, 徒事貪鄙, 不顧廉隅, 下).”

21) 이중 류지영의 죄상과 처벌이 상세하게 나온 �승정원일기�의 기사만을 소개한다. �승정원일기� 고종 24년(1887) 4월 3일, “○ 의금부 照目에, 
“원 문건은 첨부하였습니다. 부호군 이만도, 金海府使 유지영에 대한 건입니다. 본부의 議啓 내에, ‘土豪가 武斷한 것에 대해 비록 변명하였다 
해도, 암행어사가 올린 單子에 그 죄상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으니, 어찌 해당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하였습니다. 모두 이것으로 照
律하니 …(중략)… 유지영은 장일백은 수속하고 고신을 모두 追奪하며 유삼천리 정배하는 데에 해당됩니다. 모두 私罪입니다.”하였는데, 판부하
기를, “그대로 윤허한다. 유지영은 이 공초를 보니 참작해 줄 만한 점이 없지 않고, 또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 迎送하는 폐단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풀어 주고 우선 罪名을 지닌 채 거행하게 하라.”하였다(○ 義禁府照目粘連, 副護軍李晚燾, 金海府使柳芝榮等矣本府議啓
內, 土豪武斷, 縱有分疏, 繡單臚列, 焉逭當勘? 竝只以此照律罪, …(중략)… 柳芝榮段,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流三千里定配, 竝只私罪. 奉敎依
允爲旀, 柳芝榮段, 觀此供辭, 不無斟量, 且春務方殷, 迎送之弊, 不可不念, 特爲放送, 姑令戴罪擧行.)”

22)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54b~455b). ｢統營啓錄｣ 8(17b~19a). “長木浦召募別將 李寅相. 이미 가볍게 꾸짖었으니, 앞으로의 효과가 기
대됨. 상(長木浦召募別將李寅相, 已有薄警, 佇期來效, 上).”

23)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7(441a~441d). ｢統營啓錄｣ 7(70a~71b). 

24) 加資는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이다. 

25) �승정원일기� 고종 2년(1865) 을축 윤5월 21일 기사에서 전전라감사 정건조가 “도내의 수령 가운데 聲績을 登聞하여 이미 加資와 加年의 은
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진달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 밖에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참조하라.



진해현감 이제마와 그에 대한 당대의 평가에 관한 연구

- 官側 사료 �各司謄錄� ｢統制營啓錄｣과 �外案� 및 �鎭海郡邑誌� ｢官蹟邑先生案｣을 중심으로 -

- 84 -

사료 3의 ｢통제영계록｣ 6월 초1일자 포폄에는 나이가 

매우 젊었던[妙少] 것으로 추정되는 固城府使 李明憲에 대

해서는 “누가 젊다고 말하는가? 일처리가 능숙하구나! 상

(孰謂妙少, 事多熟鍊, 上).”으로, 함경도 출신으로 추정되는 

蛇梁萬戶 金瀅植에 대해서는 “북쪽 사람이라 꾸밈없이 수수

한데, 남쪽의 鎭이 편안하구나. 상(北人多質, 南鎭賴安, 上).”

으로 각각 ‘젊은 나이’와 ‘함경도 사람’이라는 특징을 포착

해 포폄하고 있다. 또한 임지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三千浦權管 朴顯道에 대해서는 

바로 그 사실을 특징으로 들어 “임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훼방이나 칭찬이 없다. 상(到防屬耳, 毁譽無聞, 上).”

으로 기술하였다.26) 이런 경우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

지 아니하다[日淺].”27)라 적고 더 이상의 포폄을 하지 않아

도 되지만, “到防屬耳, 毁譽無聞”이라고 적은 것은 ｢통제영

계록｣의 포폄이 ‘인상 비평’의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었던 

사실을 드러낸다.

통제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제마의 ‘업무수행능력’이었

다. 이제마에 대한 3회의 포폄 중 2회에서 각기 다른 두 명

의 통제사가 공통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그의 특징적인 

면모로 꼽았다. �각사등록�의 지방관에 대한 포폄 전체에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마가 유일무일하다. 그리고 사료 3

에서 언급된 특징들 또한 ‘업무수행능력’만큼은 아니지만, 

이제마의 관직생활에서 드러난 특징 중 하나이다. 이에 대

해서는 “진해현감 이제마에 대한 동시대인의 평가”에서 후

술하도록 한다.

3) �鎭海郡邑誌� ｢官蹟邑先生案｣

�鎭海郡邑誌�는 광무3년(1899)에 전국 읍지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진해군에서 편찬한 관찬 읍지이다.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청구기호는 “奎10856”

이다. ｢官蹟邑先生案｣에 역대 진해현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제마는 ｢관적읍선생안｣ 중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다.

사료 6

�鎭海郡邑誌� ｢官蹟邑先生案｣

“이제마. 정축년에 부임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었다(李濟馬. 丁丑仕 遞).”28)

�진해군읍지� ｢관적읍선생안｣의 “仕”는 “부임지에 도착하

다[到任29)]”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진해군읍지� ｢관

적읍선생안｣은 현감의 교체[遞職, 遞任]와 파면[罷職, 罷黜]

에 대해,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 기록하고 있다. 파직된 경

우는 포폄을 거친 파직인 “貶罷”와 포폄을 거치지 않은 파

직인 “罷”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30) 현감이 교체된 경우 

역시 포폄의 여부에 의해 나뉘는데 포폄에 의해 갈린 경우

를 “貶遞”31)라 한다. 그리고 포폄에 의하지 않고 교체된 것

은 수령 임기 2년을 다 채우고 갈린 “瓜遞”32)와 임기를 채 

다 마치지 못한 “遞”로 구분된다.

“丁丑仕 遞”에서 이제마에 대해 “遞”라고 기술한 것은 “瓜

遞”와 달리 2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갈렸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진해군읍지� ｢관적읍선생안｣( 사료 6)의 “丁丑

仕 遞”라는 기록은 이제마가 1년 6개월 만에 진해현감직에

서 교체되었다는 �외안�( 사료 1~2)과 ｢통제영계록｣( 사

료 3~5)의 내용과 일치한다.

4) �朝報�

�朝報�는 승정원에서 매일 발행하는 오늘날의 官報에 해

당되는 소식지로 인사발령 소식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룬

다.33) 이미 이경성에 의해 �조보�의 이제마 관련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지만,34) 그 외에도 이제마의 인사발령과 관

련된 또 다른 기사가 존재한다.

26)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7(432c~433c). ｢統營啓錄｣ 7(54a~55b). ｢光緖十三年六月初一日｣. 참고로 “到防屬耳, 毁譽無聞”의 경우, 포폄에 
있어서 일종의 관용어구로 사용된 문구이다. 

27)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77a~477d). ｢統營啓錄｣ 8(60a~61a). ｢光緖十五年十二月初一日｣, “지세포만호 김용주, 임기를 시작한 지 얼
마 되지 아니하다(知世浦萬戶金溶周, 日淺).”

2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이미지뷰어의 �鎭海郡邑誌�:17면. (청구기호 : 奎10856)

29) “到任”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의 관리가 任所에 도착함” 혹은 “지방의 관리가 근무지에 도착함”이다.

30) “金會鍊鏈 庚寅仕 貶罷”. “金永喆 壬申仕 罷”. �鎭海郡邑誌�:16면.

31) “權聖意 戊辰仕 貶遞”. �鎭海郡邑誌�:16면.

32) “李道林 丁丑仕 瓜遞”. �鎭海郡邑誌�:17면.

33) 김영주. ｢朝報에 대한 몇 가지 쟁점 - 필사조보의 기원, 명칭, 폐간시기, 기문기사 성격과 민간인쇄조보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08;43(3):249, 서진원. ｢조보에 관한 기록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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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7

�朝報�, 戊子 六月 三十日(1888년 6월 30일). 

“전교하기를 ‘언양현감 윤병관과 진해현감 이제마를 내

금위장에 제수한다.’하였다(傳曰, 彦陽縣監尹秉寬･鎭海

縣監李濟馬, 內禁將除授).”35)

사료 7의 이제마 內禁將 제수 내용은 �조보�를 제외한 

다른 사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1888년 6월 30일에 이제

마가 내금위장에 제수될 당시 그는 진해현감에서 이임했으

나 후임이 도착하지 않아 임시로 진해현감직을 대행하고 

있었다.

內禁將은 內禁衛將을 가리키며 정3품 당상관직으로 다른 

관직에 있는 자가 겸하는 일종의 명예직이었다. �승정원일

기�에서 “內禁將除授”로 검색하면 고종 22년(1885년)부터 

전･현직 무신출신 지방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내금위장을 

제수한 기사가 고종 31년(1894년)까지 총 279회 등장한

다.36) 내금위장에 제수된 무신출신 지방관직명은 縣監･지

방의 營將(鎭營將)･府使･郡守･僉使, 兵馬節制使･縣令･慶尙

左兵虞候･挾輦把摠･黃海兵虞候･訓鍊正(訓鍊院正)･平壤中軍･

按撫中軍･副護軍･京畿中軍이다. 이들의 품계를 살펴보면, 중

군은 종2품, 영장과 첨사 및 훈련정은 정3품, 병마우후는 

종3품, 군수와 부호군 및 파총은 종4품, 현령은 종5품, 현

감은 종6품이다. 이중 종6품의 현감출신으로 내금장에 제수

된 기사는 130건으로 가장 많고, 종4품의 군수 109건과 종

5품의 현령 28건이 그 뒤를 따르며 나머지 관직들은 소수

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內禁將除授” 내용이 

비록 조선시대 혹은 고종연간 전체의 ‘내금위장 제수’의 전

모는 아닐지라도,37) 그러나 이를 통해 고종연간의 “내금위

장 제수”가 주로 현감이나 현령 및 군수와 같은 종4~6품의 

무반출신 지방관에게 명예직으로 품계를 올려주는 방식으

로 널리 운용되었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2. 진해현감 이제마와 그에 대한 포폄

1) 이제마의 진해현감 이임 시기 - 戊子年(1888) 

6월과 己丑年(1889)

�외안�( 사료 1~2)과 ｢통제영계록｣( 사료 3~5)의 이

제마 관련 포폄 기록에 의하면 이제마의 재임기간은 1887

년~1888년 6월이다. 그러나 이경성이 발굴한 �鎭海邑誌�

(1905)와 �鎭海鄕案� 속의 �鎭海縣志�(1932)라는 민간의 

지역사료에 의하면 이제마는 己丑年(1889년)까지 진해현감

으로 재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료상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진해읍지�(1905)에는 “이제마가 정해년(1887)

에 부임해 기축년(1889) 12월에 (현감직에서) 물러났다(李

濟馬 丁亥二月仕 己丑十二月遞).”38), 그리고 �진해현지�(1932)

에는 “이제마가 기축년에 (현감직에서) 물러났다. 이병홍이 

기축년에 (현감직에서) 물러났다(李濟馬 己丑仕遞. 李秉泓 

己丑仕遞).”39)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새로 발굴된 중앙의 관측 사료와 �진해읍지� 및 �진해현

지�라는 민간 사료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첫째 “遞兒

職”으로 인해 발생한다. 둘째 “仕/遞”라는 용어가 ‘중앙에서

의 관직 임명/교체’와 ‘현지에서의 실제 부임[到任]/직무 수

행을 그만 둠’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에서 초래되었다.

이경성은 �승정원일기�에서 1884년부터 1889년까지의 

진해현감 관련 기사를 정리하고, 이를 �진해향안�의 기록과 

34) �朝報�, 1886年 12月 29日, “丙戌十二月二十九日 都目政事…中略…鎭海縣監 李濟馬 金鳳翼 魏鍾植…中略….”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
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03 및 주358)에서 재인용.

35) ｢朝報 一〇一 ＫＭ一八八二四, 戊子 六月 三十日｣, 金鎔坤, 朴洪甲, 金鎔坤 공편. �國史編纂委員會所藏古文書 二 (朝報 下)�(한국사료총서 제52
집). 과천:국사편찬위원회. 2008:25.

36)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사이트(http://sjw.history.go.kr/)에서 “內禁將除授”로 검색. 각 기사에서 관직명은 단독으로 혹은 중복으로 등장한다.

37) 이상의 분석이 고종 22년 이후에만 내금장을 제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內禁將除授”로 검색된 279건의 기사가 고종연간에 제수
된 모든 내금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 역시 아니다. 내금장은 현존하는 �승정원일기�에서 인조~고종 연간에 계속해서 제수되었다. 이것은【사
료】7에서와 같이 “內禁將除授”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제수자의 관직명이 기재되는 기록양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함께 기재된 내금장 피제수자의 관직명은 내금장 제수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만약 “內禁將”으로만 검색하면 �승
정원일기� 고종 22년(1885) 5월 29일 기사의 “○ 兵曹口傳政事, 內禁將單李卨鉉.”와 같이 내금장 피제수자의 관직명이 기재되지 않은 기사가 
함께 검색되어 피제수자의 관직명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외에도 1885~1894년이라는 기간은 이제마가 진해현감으로서 내금장에 제수되었던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검색자료를 선택했다. 

38) �시사월간 WIN�. 1995.9;248의 사진자료 판독. �시사월간 WIN� 자료는 이경성님이 필자에게 보내주신 자료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39) 필자는 �鎭海縣志�의 실물을 확인해보지 못했다. 원문은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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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총 25인의 진해현감 중 李濟馬의 前任인 張錫龜

와 後任인 李秉泓 및 金在暠만이 실제로 赴任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명예직인 遞兒職이었음을 밝혔다.40) 게다가 1888년

6월에 임명된 �외안�( 사료 2)의 “文在學”은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25인의 진해현감 중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료 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1888년 6월에 이제마의 

후임 진해현감이 임명되어 이제마가 진해현감직에서 물러

나게 되었다’는 사실뿐이다.

�각사등록� ｢통제영계록｣ 1888년 12월 1일자 포폄의 “진

해 현감 이병휘…아직 부임하지 않았음(鎭海縣監李秉輝. 未

赴任).”41)이라는 기록은 이제마의 후임으로 임명된 진해현

감이 12월 1일까지 부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외

안�( 사료 2)의 文在學과 �승정원일기�1888년 6월 30일

의 韓商敎, 7월 1일의 李秉輝, 7월 6일의 李心沃 모두 진해

현감으로 임명되었지만, 이들 모두 실제로 부임하지는 않은 

체아직으로 임명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己丑年인 1889

년 1월 30일에 진해현감으로 임명된 李秉泓이 실제로 부임

할 때까지, 1888년 6월에 이임된 이제마가 계속해서 진해

현감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진해현지�의 “李濟馬 己丑仕遞 李秉泓 己丑仕遞” 

즉 이제마와 이병홍 모두 ‘1889년에 진해현감에서 물러났

다’는 표현으로 남게 된 것이다. �진해현지�의 “仕遞”는 ‘중

앙 차원에서 진해현감직에서 교체된 뒤 후임이 부임할 때

까지 현지에서 수행하던 진해현감직을 후임이 부임하여 실

제적으로 그만 두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진해읍지�(1905)의 “李濟馬 丁亥二月仕 己丑十二

月遞”라는 기록 중 “丁亥二月仕”는 이제마가 실제로 진해의 

‘임지에 도달[到任]’한 것이 1887년 2월이었다는 사실을 가

리킨다. 그러나 “己丑十二月遞”는 잘못된 기록이다. �승정원

일기�에서 이병홍의 후임인 金在暠가 1889년 11월 4일에 

진해현감으로 임명되었으므로, 1889년 12월에 물러날 수 

있는 진해현감은 이제마가 아니라 이병홍이기 때문이다. 실

제로 관찬사료인 �진해군읍지�에는 이병홍의 후임인 “김재호

가 기축년(1889)에 부임하였다(金在暠己丑仕遞).”라고 기록

되어 있다. 김재호가 1889년 11월에 임명된 뒤 12월에 진

해로 부임했던 사실은 �진해읍지�의 “己丑十二月遞”가 잘못

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2) 이제마의 庚寅年(1890) 진해현감 교체설 및 대

기발령 중 “파직”설에 대하여

(1) 庚寅年(1890) 이제마의 진해현감 교체설

이제마는 자신이 경인년(1890)에 진해현감에서 遞任되

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문환의 난’(1896)을 진압한 뒤 

고종에게 올린 �藏書閣 東武遺稿� ｢鎭撫時上疏｣(1896)에 

“경인년(1890)에 진해현감에서 체임되어 상경하였더니, 김

기석은 이미 사망했었습니다(庚寅年臣遞任上京, 則金箕錫已

卒).”라고 적었다.

이제마가 ｢鎭撫時上疏｣에서 ‘1890년에 진해현감에서 물러

난 뒤 상경했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1888년

6월에 진해현감에서 물러난 뒤 1889년 상반기에 후임현감

인 이병홍이 진해에 도착할 때까지 진해현감직을 실질적으

로 수행했다. “진해현감에서 체임”된 시기가 중앙 차원에서

의 문서상의 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1888년이고, 진해

에서 이병홍이 올 때까지 현감직을 수행하던 것을 그만둔 

시기라면 1889년이다. 둘 중 어느 경우라도 진해현감직에

서 물러난 해는 1890년이 아니다.

게다가 이제마가 1889년 상반기에 진해현감직 수행을 

그만둔 뒤 상경하기까지 대략 1년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했다. 이제마가 상경한 시기는 1890년 11월 28일 이후

로, 그는 己丑年(1889) 12월부터 진주성에서 �格致藁�의 집

필 및 퇴고를 하다가 庚寅年(1890) 11월 28일에 �格致藁�

｢儒略｣을 완결하였다.42) ｢鎭撫時上疏｣의 주장대로 그의 진

해현감직 체임과 1890년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존재하

지 않는다.

(2) 庚寅年(1890) 이제마의 대기발령 중 “파직”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제마 스스로가 주장한 “庚寅

年臣遞任上京”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오류이다. 이

경성은 �진해읍지�(1905)의 “己丑十二月遞”를 토대로 이제

40)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23.

41)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54b~455b). ｢統營啓錄｣ 8(17b~19a). ｢光緖十四年十二月初一日｣.

42)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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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1889년 12월에 퇴임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역

시 “庚寅年臣遞任上京”이라는 구절의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경성은 “遞任”이라는 단어를 “罷職”이라고 해

석하여, 해당구절에 대해 이제마가 진주성에서 “待機發令 

中 파직되어 상경하였다.”로 번역한다.

사료 6에서 살펴본 대로 “遞”와 “罷”는 엄격하게 구분

되는 개념으로, 조선시대에 “遞任”은 ‘현재 재직 중이던 관

직에서 교체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43) 그

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현임에 대비되는 ‘이임’을 가리

킬 때 “遞任”을 사용하고, ‘관직에서 교체된 뒤 새로 관직을 

받았지만 아직 부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遞任守職”이라

고 기록했으며, ‘벼슬에서 갈린 뒤 새로운 관직을 받지 못

한 것’에 대해 “前銜”이나 “前任” 혹은 “前職”으로 기록한 

용례가 존재한다.44)

이경성과 같이 “庚寅年臣遞任上京”의 “遞任”에 대해 “待

機發令 中 파직”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우선 일반적인 “遞任”의 용례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遞任”의 번역인 “待機發令 中 파직”

과 유사한 “遞任受職者, 幷停職”라는 표현이 �조선왕조실록�

에 존재하는데, 이경성의 “遞任” 해석에 따라 “遞任受職者, 

幷停職”을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이제마 자신이 본인의 관직이력에 대해 서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실제와는 다

르게 썼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가 쓴 “庚寅年臣遞任上京” 

자체는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오류이기에, 이에 대해 기존의 

용례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

로 새로운 해석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따름이다.

3) 진해현감 이제마에 대한 동시대인의 평가

(1) 이제마의 才局과 才器

�各司謄錄� ｢統制營啓錄｣의 이제마에 대한 포폄은 그의 

생전에 내려진 이제마에 대한 평가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료이다. 먼저 ｢統制營啓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마

에 대해 평가할 때 사용된 사료 4의 “업무수행 능력[才

局]”(1887년 12월)과 사료 5의 “관리로서의 그릇과 일처

리능력[才器]”(1888년 6월)이다. “才局”45)은 ‘업무수행 능

력’ 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才器”46)는 타고난 뒤 

끊임없이 도야해나가는 어떤 사람의 ‘그릇’이 지방관이라는 

특정 업무에서 드러난 것을 가리킨다.

이제마의 “업무수행능력”이 총3회의 포폄 중 2회에 걸쳐, 

그것도 서로 다른 통제사인 이규안과 민경호에 의해 공통

적으로 거론되었다. 이것은 ｢통제영계록｣에서 같이 평가된 

다른 인물들에 비해 특징적인 부분으로, 지방관으로서의 이

제마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리로서의 “그릇”에 남다른 면모

가 있었던 것을 가리킨다.

｢통제영계록｣에서 “才器”와 “才局”은 오직 이제마에 대해

서만 사용되었다. 범위를 넓혀 �각사등록� 전체에 수록된 

지방관과 營鎭將 및 軍營의 出身 등에 대한 포폄까지 살펴

보더라도 “才局”은 이제마를 포함해 총 2회,47) “才器”는 이

43) “遞任”은 조선시대에 ‘관직이 교체되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된 용례는 무수히 많다. 고종연간에도 “신이 체직된 지 지금 10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臣之遞任, 今爲十年之久)” 등으로 ‘관직에서 교체되다’의 뜻으로 쓰였다.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876) 7월 13일 辛未 1번째 기사. ｢함경도의 백성들이 국경을 몰래 넘어가는 폐단을 방지하도록 하다｣.

44)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1409) 11월 28일 병신 1번째 기사. ｢감사로서 포흠을 각찰하지 못한 이원·유정현 등을 용서하여 직사에 나오게 
하다｣, “現任이거나 遞任하여 受職한 자는 모두 停職시키고, 前銜인 자는 本鄕에 付處하되…이하 생략…(見任及遞任受職者, 幷停職; 前銜則本鄕
付處…이하 생략…).”

45) “才局”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으로 번역한 것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용례를 따랐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로 들도록 한다. �백사별집� 제
2권 ｢啓辭 [論瑞興府使差遣啓 己酉]｣의 “이익의 才局에 대해서는 신이 일찍이 친히 알지는 못했으나, 褒啓를 누차 보았습니다. 이렇게 재능 있
는 신하이니(榏之才局. 臣未詳親知. 屢見褒啓. 如是能幹之臣.)” 여기서 “才局”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만한 재주와 능력”을 가리키는 “能幹”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백호전서� 제23권 ｢事實･통제사 이 충무공의 유사[統制使李忠武公遺事]｣의 “(이충무공은) 관리의 사무에도 밝아서 있
는 곳마다 잘 다스린다고 일컬어졌다 …(중략)… 이 상공이 매양 이 일을 말하면서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 통제는 대단히 才局이 있었다(明於
吏事 所在稱治 …(중략)… 上公每言此事 歎曰李統制大有才局).” �우서� 제3권 ｢관제(官制)의 폐단을 논함｣의 “사람의 才局이 있고 없는 것은 
반드시 벼슬에 당해서 일을 해본 뒤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새로 온 郞廳의 才局이 있고 없음을 堂上이 어떻게 알겠는가.” 

46) “才器”에 대해 “관리로서의 그릇과 일처리능력”으로 번역한 것 역시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용례를 따랐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성호전집� 제48권 贊 ｢선조 소릉공의 화상에 대한 찬 병서 [先祖少陵公畫像贊 幷序]｣의 “군자라는 것은 그릇이니 君子者器也 / 
자신에게 쌓아 두면 덕기가 되고 蘊之在己爲德器 / 세상을 다스리는 데 베풀면 재기가 되며 措諸世治爲才器” 여기에서의 “才器”는 사람의 됨됨
이가 행정분야의 업무처리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대동야승･광해조일기 3(光海朝日記三)� ｢정사년(1617)에서 무오년(1618) 
정월까지｣의 “德望과 才器가 오늘의 변의 처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조정에 앉혀서 국시를 결정하고 화근을 근절시키기를 청합니다
(請擇德望才器可堪今日之處變者. 置諸廊廟之上. 大定國是. 以絶禍根事. 入啓.).” 여기에서는 “才器”가 덕망과 대비되어 주로 업무처리 능력의 측
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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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마를 포함해 총 5회 사용되었을 따름이다.48) 게다가 한 

명의 포폄 대상에 대해 “才局”이나 “才器”가 6개월마다의 

포폄에 연달아 사용된 경우는 없었고, 서로 다른 두 명의 

감사나 통제사가 휘하의 포폄 대상 한 명에 대해 공통으로 

“업무수행능력” 즉 “才器”나 “才局”을 언급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진해현감 이제마는 “업무수행능력”에 있

어서 남다른 탁월함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제마의 관리로서의 그릇

또한 “才器”의 의미인 “관리로서의 그릇과 일처리능력” 

중 “관리로서의 그릇”이 언급된 것은 평가된 지방관이 현재

보다 더 높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합당하다는 것을 암시

한다. 이것은 泗川郡守 李丙儀에 대한 포폄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로 통달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작은 고을을 맡고 있는 것이 애석하다. 

그 관리로서의 그릇과 업무수행능력을 논하자면 더 큰 

고을에 시험해보는 것이 합당함(以若鍊達노 惜屈小邑

이라 論其材局하면 合試大處홈).”49)

에서 잘 드러난다. 사료 4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 능력

[才局]으로 작은 고을[백리]을 다스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以若才局, 何有百里?)” 역시 이병의에 대한 포폄

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제마의 “관리로서의 그릇”에 대한 평가는 ‘최문환의 난’ 

때 이제마의 은혜를 입은 함흥사람들이 이제마의 사후에 

그를 추모하며 세운 비석인 ｢前高原郡守李濟馬追思臺｣에도 

등장한다.

“공은 함흥 사람으로 경국제민의 방략이 있었지만 (그

것이) 실현되어 크게 사용되지는 못하였다(公, 咸興人, 

有經濟之略, 民售大用).”50)

또한 이제마 사후에 그의 문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여

겨지는 �東武遺稿� ｢追錄｣에도 이와 비슷한 문구가 등장한다.

“선생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준 자질과 옛 성현을 잇고 

후학을 계도하는 학문을 가지고서도, 어렵고 험한 운

명을 만나 세상에 제대로 기용되지 못하셨다(先生以天

縱之質, 繼開之學, 値氣數艱險, 旣不得用).”51)

이제마가 ‘최문환의 난’을 진압한 결과 함흥지역 사람들

은 전란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이제마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구제할 경세학에 밝았지만 그 

그릇에 걸맞은 높은 관직을 얻지 못하여 자신의 뜻을 제대

로 다 펼치지 못했던 인물’로 기억되었다. 이들에게 진해현

47)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7(441a~441d). ｢統營啓錄｣ 7(70a~71b). ｢光緖十三年十二月初一日｣, “鎭海縣監李濟馬. 以若才局, 何有百里? 上”; 
�各司謄錄� 19. ｢全羅兵營狀啓謄錄｣ 2(509c~510a). ｢全羅兵營狀啓謄錄｣ 2(47b~48a). ｢同治十二年十二月初一日｣, “通訓大夫雲峯縣監兼左營將
成宗鎬, 才局旣優, 可幸戎務之有序, 政令取要, 尤驗民情之賴安是白齊.”

48) �各司謄錄� 1. ｢京畿道右防禦營啓牒謄錄｣. ｢己卯六月初十日｣. “中軍前郞廳金載德, 以若才器, 惜置閑幕, 上”; �各司謄錄� 1. ｢京畿道右防禦營啓牒
謄錄｣. ｢己卯十二月初十日｣. “中軍出身權秉奎, 以若才器, 惜置閑幕, 上”; �各司謄錄� 11. ｢慶尙右兵營啓錄｣ 3(0703d~0704a). ｢慶尙右兵營啓錄｣ 
3(071a~071b). ｢光緖五年十二月初一日｣. “尙州鎭營將高濟羲, 才器綽優, 庶事有條理之明, 譏詗嚴明, 其民見安堵之樂是白齊”; �各司謄錄� 17. ｢統
制營啓錄｣ 8(448d~449c). ｢統營啓錄｣ 8(6b~7b). ｢光緖十四年六月初一日｣, “鎭海縣監李濟馬. 才器不凡, 治多宲效, 上”; �각사등록 근대편�. ｢內
部來文｣ 17. ｢通牒 第百八十七號｣(각 도 관하 수령에 대한 치적 평가건의 관보 게재 요청). “泗川郡守 李丙儀 以若鍊達노 惜屈小邑이라 論其材
局하면 合試大處홈.”

49) �각사등록 근대편�. ｢內部來文｣ 17. ｢通牒 第百八十七號｣(각 도 관하 수령에 대한 치적 평가건의 관보 게재 요청). 

50) “民”은 이창일이 교감한 대로 “不”로 바꿔 번역하였다. 이어지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경세학을) 드러내 책으로 썼고, 격치고와 동의수
세보원 등이 세상에 돌아다닌다(發以爲書, 有格致藁･東醫壽世保元等篇, 行于世).” 이제마. 이창일 역주. ｢前高原郡守李濟馬追思臺｣.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290. 번역은 일부 수정. 이기복은 이 구절에 대해 “公은 함흥 사람으로 經世濟民의 방략이 있어 백성들이 크게 쓸 수 
있도록 발하여 책을 지었으니 격치고와 수세보원 등 편술이 세상에서 行用되고 있다.”로 번역한다. 이기복.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의학 
사상과 실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51. 그는 “民”을 원래의 글자대로 놓고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民售大用”의 번역과 “發
以爲書”에서 “發”의 주체가 문제된다. “民售大用”은 해당 문장에서 “백성들이 (이제마의 경세학을) 실현해서 크게 쓰다.” 혹은 “백성들이 (이제마
의 경세학이 담긴 책을) 구매하여 크게 쓰다.”로 번역될 뿐 이기복의 해석과 같이 “백성들이 크게 쓸 수 있도록”이라는 삽입구로 처리되기 힘
들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마의 경세학을) 실현해서 크게 쓰다.”로 번역한다면 백성들 차원에서 경세학을 이미 현실 속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관계상 어긋난다. 의서인 �동의수세보원�에 대해서라면 濟世의 술법 중 하나로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지만, 통치자의 정책학인 經世學을 백성들이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시대에 통치자를 위한 정책학을 피치자가 현실 속에서 행할 방법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이미 현실 속에서 응용하고 있는 이제마의 경세학에 대해 다시 이제마가 
그것을 드러내어 ‘펼쳐[發]’ 책으로 쓴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나마 “民”을 “不”로 바꿔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문맥상 거슬림이 적은 편에 속한다.

51) 이제마. 이창일 역주. ｢前高原郡守李濟馬追思臺｣.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282-283. 번역은 일부 수정. “옛 성현을 잇고 후학을 계
도하는 학문[繼開之學]”은 �동의수세보원�의 ｢성명론｣과 ｢사단론｣ 및 ｢확충론｣ 등의 이론적 저술을 그 구성성분으로 가지는 이제마의 경세학
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구절에서와 같이 관리로 등용되어 쓰일 학문이라면 추상적 이론으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적 방편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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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혹은 고원군수 정도의 지방관직은 이제마의 높은 학문

수준과 경세학에 걸맞지 않는 낮은 벼슬자리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한 고을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릴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이제마의 경세학은 어떤 것이었을까?

(3) 이제마의 經世學

이제마는 함흥지역에서 일어난 ‘최문환의 난’을 홀로 진

압한 뒤 함흥지역을 비롯한 함경도 남부지역의 명망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이제마는 고원군수가 되는데, 고

원군수 재직시기에 이제마가 역설했던 경세론이 바로 “民堡

論”이었다. 함흥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제마의 경세론은 

민보론인 것이다.

그가 주장했던 민보론은 일종의 국민개병제적인 민병대 

양성론인 “민보론”이다. 민보론은 조선후기에 외적의 침입

에 대응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속오군 체제의 지방군에 대

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민보론은 향촌조

직과 군사조직을 연계시켜서, 지역거주민들을 준상비군화하

는 지역방어론이다. 민보론에서는 평상시에 전국의 향촌거

주민들을 각자의 거주지에서 향촌조직에 따라 군대로 편성

한 뒤 군사훈련을 시켜, 유사시에 지역거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방어하게 만들고자 하였다.52) 프랑

스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해온 병인양요(1866)년 이후에, 조

선군부에서는 海防論에 입각한 민보론을 주장하였다.53) 이

것은 적군의 침입이 예상되는 전국 해안가에 민보를 설치

하자는 것으로 대원군에 의해 공식적인 국방정책으로 채택

되었으나, 민보론의 설치로 인해 자신의 기득권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문신들과 양반들의 반대로 인해 실행에 옮겨

지지는 못했었다. 갑오농민전쟁으로 인해 1894년 하반기에 

영남의 일부 지방에서 민보군이 창설되었고, 농민군에 대항

하기 위해 읍내의 모든 남자들을 강제로 민보군으로 편입

시켜 지역 차원에서 상비군화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54)

이제마는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당시에 전국을 드나들

며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의 진행과정을 살폈다.55) 이제

마의 민보론은 海防論에 입각한 조선군부의 민보론보다는 

갑오농민전쟁기에 영남지역에서 조직된 민보에 가까운데, 

이제마는 1894년에 자신이 전국을 누비며 수집한 정보에 

기반하여 그만의 민보론을 수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마의 민보론은 1897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薪山社鄕約契跋文｣과 ｢上大臣書金炳始｣에 그 편린이 드러나

있다. 고원군수 재직당시의 이제마는 총리대신인 김병시에

게 민보론에 입각한 부국강병책을 담은 �東武遺稿�의 ｢上

大臣書金炳始｣(1897)를 올린다.

당시 존재하는 총인원 4000명 정도의 한양 주둔 조선 

중앙군으로는 일본의 침략야욕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양

반･상민의 구분 없이 전국의 모든 장정들에게 신식 서양식 

소총을 지급하고 자기 거주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받게 하여

3∼4년 내에 10만의 강병을 양성하자는 급진적인 군제개혁

안이다.56) 당시 조선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틀 중 하나

인 반상제에 의해 지배계급인 양반은 군역을 지지 않았다. 

양반･상민의 구분 없는 국민개병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제도에 기반한 조선사회의 근간을 해체해야 하므로,

이제마의 민보론은 일종의 민병양성론에 해당되는 군제개혁

안이면서 동시에 신분제도에 기반한 조선사회의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자는 급진적인 사회개혁론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제마는 자신이 고원군수 시절에 저술한 ｢薪山社

鄕約契跋文 - 孝悌論｣에서도 �맹자�의 구절에 대한 兵學的 

재해석을 통해 맹자가 향약을 통한 병법을 주장했다고 말

하면서, 향약을 기반으로 하여 이것을 서양식 소총으로 군

사훈련을 하는 군조직 즉 민보로 전환시키자고 역설한

다.57) 이제마가 ｢上大臣書金炳始｣와 ｢薪山社鄕約契跋文 - 孝

悌論｣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비록 글 속에는 그 명칭이 사용

되고 있지 않지만, 바로 “민보”이다.

52) 하명준. ｢朝鮮後期의 鄕村防衛實情과 民堡論｣. 역사교육. 2010;114:344. 363.

53) 임슬기. ｢�申大將軍集�에 나타난 儒將 申櫶(1811∼1884)의 禦洋論｣.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38, 42. 

54) 신영우. ｢嶺南 北西部 保守支配層의 民堡軍 結成 論理와 主導層｣. 동방학지. 1993;77(78):650-651.

55) “그 때 신은 한강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등을 드나들었고, 이곳저곳을 오가며 변란을 지켜보았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여 …이하 
생략…(伊時臣出入漢南漢北等地, 往來觀變. 淸日交戰…이하 생략…).” 이제마. 이창일 역주. ｢鎭撫時上疏｣.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89.
번역은 일부 수정.

56) 이제마. 이창일 역주. ｢上大臣書金炳始｣.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17-120. 이 중 핵심적인 구절들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집집마
다 군량을 준비하고, 사람마다 군사훈련을 받아서, 각종 무예와 신식 서양식 소총으로 무장한 10만의 군대를 3~4년 안에 갖추면…후략…(家家
齎糧, 人人習兵, 手法足法後瞠銃十萬之師, 可以備具於三四年間矣…후략…)”(118쪽); “양반･상민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온 나라가 모두 군대가 
된 뒤에야 망국의 환란을 면할 수 있습니다(無論班常, 一例同心, 通國皆兵, 然後可亡國之患也)”(120쪽).

57) 이제마. 이창일 역주. ｢薪山社鄕約契跋文 - 孝悌論｣.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01-102, 105-106,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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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마가 주장한 국민개병제적인 민병양성론의 내용이 

비록 갑오농민전쟁기에 영남지역에서 조직된 민보에 가까

운 입장이었지만, 양자간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이제마의 민보론에서는 민보군의 병권을 중앙정

부에서 파견된 무신이 장악하여,58) 지역에 기반을 둔 민병

대적 형식을 취하면서도 중앙정부의 명령체계 하에 있는 

상비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영남

지방에서는 명목상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召募使가 지휘권

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양반층

이나 지방향리층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다.59)

다른 하나는 이제마가 주장하는 민보가 비록 무신의 통

솔 하에 있지만, 지역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동원이 아니라 

지역자치규범인 鄕約을 통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하여 운영된다는 점이다.60) 본래 향약은 지역

에 기반을 둔 양반들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다가, 18세기 

중엽 이후에 지방수령의 주도 하에 기층민의 입장이 반영

되는 방향으로 변모했다.61) 군대에 있어서 병사 개개인의 

자발성에 의해 발생한 집단결속력은 병력의 단순한 산술적 

집합을 넘어서는 집합적 힘을 산출하여 전투에서 막강한 

전투력으로 발휘된다. 또한 이제마의 주장과 같이 향약을 

민보로 전환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를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말단까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치력이 미

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반해 영남의 민보는 상층 양반

이 주도하는 鄕會나 지역 향리층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통치권의 일부를 지역 

양반이나 향리층에게 할양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하나는 민보군의 무기를 영남지역에서와 같이 화

승총이 아닌 근대적인 서양식 소총으로 삼아 일본군에 대

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갑오농민군과 같이 화승총

과 같은 구식 화약무기나 창과 같은 냉병기로 무장한 병력

에 대해서라면 기존의 화승총으로 무장한 민보군 정도로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된 일본군

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무기와 동

등한 화력이 있어야만 했다고 이제마는 판단했고 근대적인 

서양식 소총의 도입을 역설했다.62)

이제마는 자신의 민보론을 임박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정책으로 간주했다.63) 그리고 �東

武遺稿� ｢追錄｣과 ｢前高原郡守李濟馬追思臺｣에서 함흥지역

민들이 의제마의 “經濟之略”과 “繼開之學”이라고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이 민보론이었다. 그는 �맹자�를 군사학적으로 

재해석하여 후학들을 일깨움으로써 국가를 존망의 위기에

서 구하고,64) 일본의 지배하에 고통받게 될 조선백성들을 

구제하려고 했다. 그가 자신의 민보론에 대해 평가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말했다. ‘맹자는 효제의 향약으

로써 한 나라를 가르쳤는데, 지금 선생께서는 후당총

의 향약으로써 한 나라에 행하게 하시고 효제를 근본

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진정 맹자의 뜻을 계승한 사람

이라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或謝曰 孟子欲以

孝悌之鄕約, 敎之於一國矣. 今子欲以後瞠銃之鄕約, 行

之於一國, 而孝悌爲本. 眞無愧爲孟子徒也).”65)

이제마는 자신에 대해 맹자의 뜻을 진정으로 계승한 사

람으로, 그리고 자신의 민보론에 대해 전국시대에 맹자가 

펼쳤던 경세론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 부활시킨 학문으로 

자부했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민보론은 “옛 성현을 잇고 

후학을 계도하는 학문[繼開之學]”이자 “경국제민의 방략[經

濟之略]”이다. 

58) “세상에 영웅적인 장수가 없으니, 그와 같은 장수를 등용하기는 반드시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영웅적인 장수들을 등용하더라도 만약 말세의 
풍조에서라면 전권을 가지고 兵權을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世無英雄之將, 則英雄之將必難得也. 雖得英雄之將, 以若衰世之風, 英雄之將
必難專柄而用之也).” 이제마. 이창일 역주. ｢上大臣書｣.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20-121. 번역은 일부 수정.

59) 하명준. ｢朝鮮後期의 鄕村防衛實情과 民堡論｣. 역사교육. 2010;114:644-646. 

60) 이제마가 ｢薪山社鄕約契跋文 - 孝悌論｣ 즉 고원군 신산사라는 지역의 향약계에 대한 발문에서 자신의 민보론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향약을 
민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이다.

61) NAVER �두산백과�. ｢향약[鄕約]｣. (http://www.doopedia.co.kr/)

62) 특히 이제마. 이창일 역주. ｢薪山社鄕約契跋文 - 孝悌論｣.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08-109.

63)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만 취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위태로울 것입니다!(不用權衡, 而但用姑息, 難矣哉! 殆矣哉!)”; “제가 
부국강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려고 합니다(小人請論富國强兵之術).”; “일본은 기어이 조선을 삼키려 하고(日國之心, 必欲竝呑朝鮮)” 이
제마. 이창일 역주. ｢上大臣書｣.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15-116, 117, 121. 번역은 일부 수정. 

64) 이제마가 맹자를 병학적으로 재해석한 내용은 이제마. 이창일 역주. ｢薪山社鄕約契跋文 - 孝悌論｣.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00-110.

65) 이것은 ｢薪山社鄕約契跋文 - 孝悌論｣에서 이제마의 대화상대로 설정된 혹자가 ‘이제마가 맹자를 재해석하면서 펼친 민보론’에 대해 듣고서 이
제마에게 한 말이다. 이제마. 이창일 역주. ｢薪山社鄕約契跋文 - 孝悌論｣.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09-110.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20, VOL. 33, No. 1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79

- 91 -

이제마의 민보론은 1894년 이후에야 비로소 ｢上大臣書金

炳始｣(1897)와 ｢薪山社鄕約契跋文 - 孝悌論｣(1897)에서 보

이는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

보론의 핵심적인 이론적 골격은 이미 1880년에 그 초고가 

완성된 �格致藁･儒略･事物�에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난세

를 맞이하여 ‘백성들의 육체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제대로 

된 정치[治平]66)를 하는 것’으로, 이제마가 ｢薪山社鄕約契

跋文 - 孝悌論｣에서 향약을 민보로 전환시키려 했던 이유

와 동일한 이론적 지향점을 지닌다.

이제마는 �紀效新書�라는 병서의 핵심주제를 원용하여 �格

致藁･儒略･事物�에 나타나는 경세학의 근간을 형성했다. �紀

效新書�의 핵심적 내용은 ‘개별적인 병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켜 조직된 군사력으로 전화’시키는 것으로, 

“萬人一心”과 “萬箇身合爲一箇身” 등의 구절로 대표된다. �紀

效新書�와 �格致藁･儒略･事物�은 백성들 개개인의 몸[一身]

과 마음[一心]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단순한 산술적 합산

을 넘어서는 몸과 마음 모두에서의 집합적인 힘[萬身과 萬

心]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표현이 일치한

다.67) 다만 그 적용범위가 �紀效新書�에서는 군대에 국한

되고, �格致藁･儒略･事物�에서는 국가 전체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格致藁･儒略･事物�에서 보이는 이제마의 총론적인 경세

론이 군대의 집합적인 전투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병서

를 경세학의 핵심 주제로 설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보

론에서 보이는 각론적인 정책 또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뿐

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한데 모아 지역별 민병대를 만들어 

서양식 신식무기로 군사훈련을 시키는 군사적인 것이었다. 

물론 이를 통해 지역 양반이나 향리층에서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말

단까지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 또한 존재했었다. 후

대에 완성된 이제마의 민보론은 �格致藁･儒略･事物�의 추

상적인 이론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이제마 경세론의 근간을 이루는 �紀效新書�의 내용은 당

시 조선군을 훈련하는 조직론이기 때문에 무신이라면 누구

나 다 알고 있었다. 고종연간에 조선군 최고지휘부의 일원

으로서 민보론을 비롯한 각종의 핵심적인 국방정책을 만들

어 내던 신헌 대장군은 군대의 조련에 대해 몸과 마음 양 

측면 모두의 합치를 통한 조직된 무력의 산출을 중시했

다.68) 러시아에서 군사첩보활동을 벌이며 러시아군의 군사

훈련을 관찰했던 조선의 무신인 김광훈과 신선욱 역시 �紀

效新書�의 구절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군사훈련에 대해 

기술했다.69)

이제마에 대해 포폄을 한 통제사 민경호가 무신이었으므

로 그 또한 �紀效新書�의 조직론을 알고 있었으며, 이제마

가 민경호의 포폄을 받을 당시에 이미 �格致藁･儒略･事物�

의 草稿 또한 완성된 지 오래였다. ｢統制營啓錄｣에서 민경

66) 이제마는 ｢儒略｣ “事物”편의 제7조에서 “만 가지 일은 큰 것이다.(萬事, 大也.)”, 그리고 제8조에서는 “治國平天下는 (규모가 개인적 차원을 넘
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큰 것이다.(治平, 大也.)”라고 하여 “萬事”를 “治國平天下”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마. 박대식 역. �格致藁�. 성남:청계
출판사. 2000:53. 번역은 필자.

67) �格致藁･儒略･事物�에서 보이는 이제마의 경세학에 대해서는 최성운, 황지혜, 김남일. ｢�東武遺稿･知風兆�를 통해 본 이제마의 군사학적 배경
이 그의 의학 사상에 미친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019;32(2):30-31. 특히 31쪽의 주7)과 주8) 참조.

68) 신헌 대장군이 언급한 내용은 비록 문구 자체는 다르지만, 군대 조련 시에 몸과 마음의 두 측면에서 하나의 집단적인 힘을 생겨나게 하는 내
용면에서 �기효신서�에 기반하고 있다. “나아가고 물러감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하고 움직이고 정지할 때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서로의 목소리
와 얼굴이 익숙하고 마음과 생각이 서로 부합되게 됩니다(是以兵法, 首稱隊伍, 隊伍, 必有常數, 什伍一定之後, 伍長, 以將其伍, 以行其將之節制, 
而進退必偕, 動靜不離, 聲面廝熟, 志意相孚, 推而上之, 以及於將, 始可指揮如意而赴敵, 是由需久而成非倉卒之所能辦者, 故兵志曰, 治衆如治寡分
數, 是也).” �承政院日記� 고종 4년(1867) 1월 16일.

69) “이른바 교련장교가 지휘하고 호령하는 것에 따라 손을 끌어당겼다가 내밀었다가, 눈이 갔다가 왔다가 하며 장수와 병졸이 명령에 따라 맞아떨
어지는 기율이 따라 하나가 되어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으니 정녕 만인이 한마음이 되고 바로 힘을 내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라고 일
컫는 것이다(所謂敎鍊將官者, 指揮也, 號令也, 手拕手斥也, 眼去眼來也, 將卒之隨合紀律, 不違一毫, 丁謂萬人一心. 正是生力, 敢死之軍也).” ｢江
左輿地記｣. �江北日記･江左輿地記･俄國輿地圖�.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一三三. 판독과 번역, 강조 및 밑줄은 필자. 반병률. ｢러시아 연
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2009.09;25:49. 및 주25) 참조. 인용문에서 밑줄친 부분은 �기효신서�의 다음 구절
과 유사하다. “(개별적인) 만 명의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각각 사람마다의 개별적인) 마음이 하나로 되면 氣가 가지런하고 질서정연해지며, 
기가 가지런해지고 질서정연해지면 만 명의 사람[萬人]이 죽음을 무릅쓴 한 명의 사나이가 되는 것이다. 이는 내가 한마음이 된 만인의 힘으
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만 명의 (분산된) 힘을 가진 (통합되지 못해 제) 각각인 마음을 대적하는 것이니, 죽음을 무릅쓴 
한 사나이로 하여금 저 (분열된) 만 명의 생명과 겨루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萬人一心, 心一而氣齊, 氣齊而萬人爲一死夫. 是吾以一心之萬
力, 而敵萬力之各心, 以一死夫, 以拒彼萬生命.)”; “혹자는 또 말하기를 ‘만 명의 사람이 각기 혼자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다. 
그러나 만 개의 몸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합하여 백만근(600톤)의 힘과 기운이 되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或者又曰
萬人要他一心, 此理之當然. 但萬箇身合爲一箇身, 合爲百萬斤力氣, 吾所不省也).” 척계광. 유재상 역주. ｢原感召｣. ｢遵節制｣. �紀效新書(下)�. 서
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3:37, 46. 강조 및 밑줄은 필자. �紀效新書(下)�의 원문은 최성운, 황지혜, 김남일. ｢�東武遺稿･知風兆�를 통해 
본 이제마의 군사학적 배경이 그의 의학 사상에 미친 영향 ｣. 한국의사학회지. 2019;32(2):30-31. 주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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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이제마에 대해 단순히 “일처리능력[才局]”만이 아니라 

“관리로서의 그릇과 일처리능력[才器]”을 언급한 것은 한 

고을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차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마

의 경세론을 접하고서 일개 현감직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마의 큰 그릇을 확인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이제마의 애민정신과 ‘최문환의 난’

마지막으로 사료 3의 “정사를 진실로 치밀하고 자세하

게 하니, 그 뜻이 백성을 품어주고 보호하는 데 있었음(政

固綜詳, 志在懷保)”(1887년 6월)이라는 평가는 십여 년 뒤

인 1897년에 ‘최문환의 난’을 진압하면서 드러난 이제마의 

모습을 예견했다. ‘정사를 진실로 치밀하고 자세하게 한다.’

와 ‘백성을 품어주고 보호한다.’라는 문구 자체는 지방관의 

포폄에서 才局이나 才器보다는 좀 더 자주 사용되는 편이

다. 이를테면 �각사등록�의 지방관 포폄에서 “綜詳”이 25회 

등장하며, 이중 “綜詳”이 지방관의 정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사용된 용례는 11회이고, 삼도수군통제사의 포폄에는 

이제마를 포함해 2회 등장한다.70) “懷保” 역시 �각사등록�

의 지방관 포폄에서 10회 사용되며 삼도수군통제사의 포폄

에서는 이제마를 포함해 5회 보인다.71) 유독 이제마에게서 

부각되었던 자질인 “才器” 및 “才局”에 비한다면 사료 3에 

해당되는 지방관은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지방관 이제마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통제사 이규안의 포폄 내용 중 특히 “그 뜻이 백성

을 품어주고 보호하는 데 있었음(志在懷保)”라는 구절은 훗

날 이제마의 실제 행동 속에서 확인된다.

1897년에 이제마가 ‘최문환의 난’을 진압한 뒤, 그는 관

찰사 서리를 살해했던 함흥백성들에 대해 감싸는 내용의 

상소인 ｢鎭撫時上疏｣를 올렸다.72) ｢鎭撫時上疏｣에서 이제마

는 ‘최문환의 난’을 “變難”73) 즉 한 고을 단위를 넘어서서 

지역적 연계를 가지며 조직적 무장을 수반하는 ‘兵亂’의 형

태를 띤 ‘變亂’으로 규정하고 있다.74) 그러나 사태의 실제

적인 진행과정은 강제로 단발령을 실시하려 했던 ‘악덕한’ 

관찰사 서리 목유신에 반발하는 함흥백성들의 민란이 먼저 

발생하여 순검 1인과 일본인 1명을 살해했고, 최문환은 4일

뒤 함흥에 도착하여 亂民들과 합심하여 목유신 및 주사 2인

을 감금한 뒤 다음날 새벽에 살해75)하면서 비로소 變亂으

로 전환된 것이었다. ｢鎭撫時上疏｣에서 이제마는 함흥백성

들이 최문환의 함흥 도착 이전에 이미 민란을 일으키고 있

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있다.

아무리 ‘악덕한’ 관찰사 서리 목유신일지라 하더라도, 왕

70) �各司謄錄� 1. ｢京畿道水營狀啓謄錄｣ 2, ｢同治八年十二月初十日[行喬桐都護府使兼]｣, “長峯島鎭水軍別將張道煥, 人旣綜詳, 宜戒其舊, 上.”; �各司
謄錄� 11, ｢慶尙右兵營啓錄｣ 3(0672b~0672c). ｢慶尙右兵營啓錄｣ 3(002a~002b). ｢光緖二年六月初一日｣, “晉州鎭營將趙靖顯, 譏詗嚴密, 闔境之
內, 里門夜開, 施措綜詳, 半年之間, 譽言日至是白齊.”; �各司謄錄� 11, ｢慶尙右兵營啓錄｣ 3(0679b~0679c). ｢慶尙右兵營啓錄｣ 3(018b~018b). ｢光
緖三年六月初一日｣, “虞候趙存復, 臨事謹愼, 隨處綜詳, 上.”;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7(432c~433c). ｢統營啓錄｣ 7(54a~55b). ｢光緖十三
年六月初一日｣, “鎭海縣監李濟馬, 政固綜詳, 志在懷保, 上.”;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7(441a~441d). ｢統營啓錄｣ 7(70a~71b). ｢光緖十三
年十二月初一日｣, “南村鎭召募別將申宇墩, 持心醇實, 處事綜詳, 上.”; �各司謄錄� 18. ｢全羅監司啓錄｣ 6(293d~294d). ｢全羅監營啓錄｣ 6(18b~21a). 
｢光緖二年六月初六日｣, “興陽縣監金弘集, 本乎愷悌, 濟以綜詳, 上.”; �各司謄錄� 18. ｢全羅監司啓錄｣ 7(306d~307d). ｢全羅監營啓錄｣ 7(7a~9b).
｢光緖十一年六月初六日｣, “泰仁縣監金亮鉉, 廉謹飭躬, 綜詳做治, 上.”; �各司謄錄� 19. ｢全羅兵營狀啓謄錄｣ 3(546a~546b). ｢全羅兵營狀啓謄錄｣ 
3(46a~46a). ｢光緖十四年六月初一日｣, “金城山城別將金相演, 人固淳實, 政亦綜詳, 上.”; �各司謄錄� 19. ｢全羅兵營狀啓謄錄｣ 4(566a~566b). ｢全
羅兵營狀啓謄錄｣ 4(13a~13a). ｢光緖十六年六月二十三日｣, “金城山城別將劉淳祜, 人旣淳實, 治必綜詳, 上.”; �各司謄錄� 19. ｢全羅兵營狀啓謄錄｣ 
4(569b~569c). ｢全羅兵營狀啓謄錄｣ 4(18b~19a). ｢光緖十六年十二月初一日｣, “通政大夫康津縣監閔泳殷, 施措得宜, 可知綜詳, 上.”; �各司謄錄� 20,
｢全羅左水營啓錄｣ 2(62b~62b). ｢全羅左水營啓錄｣ 2(5b~5b). ｢咸豊十一年六月初一日｣, “水軍虞候趙栐豊, 初手漸熟, 隨處綜詳, 上.” 

71)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6(371d~372c). ｢統營啓錄｣ 6(46a~47b). ｢光緖九年六月初一日｣, “南村鎭召募別將朴基璘, 一念做治, 殘鎭懷保, 上.”;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6(379b~380b). ｢統營啓錄｣ 6(62a~63b). ｢光緖九年十二月初一日｣, “玉浦萬戶池達駿, 極力矯弊, 殘鎭懷保, 上.”; �各
司謄錄� 17. ｢統制營啓錄｣ 6(399a~400a). ｢統營啓錄｣ 6(101a~102b). ｢光緖十年十二月初一日｣, “龜山鎭僉節制使李浩信, 山松茂密, 鎭卒懷保, 上.”;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7(407c~408b). ｢統營啓錄｣ 7(8a~9b). ｢光緖十二年六月初一日｣, “永登萬戶尹順伯, 鎭弊歲歉, 志切懷保, 上.”; �各
司謄錄� 17. ｢統制營啓錄｣ 7(432c~433c). ｢統營啓錄｣ 7(54a~55b).｢光緖十三年六月初一日｣, “鎭海縣監李濟馬, 政固綜詳, 志在懷保, 上.”; �各司
謄錄� 18. ｢全羅監司啓錄｣ 5(219b~220b). ｢全羅監營啓錄｣ 5(45b~48a). ｢咸豊四年六月初六日｣, “長水縣監李啓周, 捐蠲懷保, 官民相愛, 上.”; �各
司謄錄� 19. ｢全羅兵營狀啓謄錄｣ 3(538a~538c). ｢全羅兵營狀啓謄錄｣ 3(30b~31a). ｢光緖十三年六月初一日｣, “通訓大夫康津縣監李庠珪, 誠益切於
圖報, 上納無積滯之患, 志尤勤於願治, 吏民有懷保之頌是白齊.”; �各司謄錄� 19. ｢全羅兵營狀啓謄錄｣ 3(545d~546a). ｢全羅兵營狀啓謄錄｣ 3(45a~46a).
｢光緖十四年六月初一日｣, “嘉善大夫礪山府使兼後營將梁柱華, 周察民情, 威惠均施, 闔境有懷保之頌, 益勤戎務, 神明遠播, 諸處無竊發之患是白齊.”; 
�各司謄錄� 19. ｢全羅兵營狀啓謄錄｣ 4(565d~566a). ｢全羅兵營狀啓謄錄｣ 4(12a~13a). ｢光緖十六年六月二十三日｣, “前營將折衝將軍韓楨履, 跟捕
賊儻, 四處頓無竊發之患, 操束鎭隷, 一境頗有懷保之頌是白齊.”; �各司謄錄� 19. ｢全羅兵營狀啓謄錄｣ 4(569c~569d). ｢全羅兵營狀啓謄錄｣ 4(19a~19b).
｢光緖十六年十二月初一日｣, “通政大夫雲峯縣監兼左營將吳萬善, 勤務賊政, 束以嚴明, 頓無遺失之歎, 周察民情, 施以慈惠, 頗有懷保之頌是白齊.”

72) 이제마. 이창일 역주. ｢鎭撫時上疏｣.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90-191.

73) 이제마. 이창일 역주. ｢鎭撫時上疏｣.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94. 

74) 이제마. 이창일 역주. ｢鎭撫時上疏｣.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91. “民亂”과 “變亂”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336-340. 

75)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55.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20, VOL. 33, No. 1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79

- 93 -

의 대리인인 지방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함흥백성들은 

조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민란을 일으

킨 백성들에 대해 민란 발생의 이유를 불문하고 주동자들

에게 首倡罪와 綢繆倡應罪 등을 적용해 사형에 처하려 했

었기 때문이다.76) 이것은 수령에 대한 살해 여부와는 무관

하게 적용되었다.

이제마는 ｢鎭撫時上疏｣에서 최문환의 도착 전에는 “백성

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가득 넘

치도록 분노가 쌓였(衆心共憤, 積怒漲天之餘)”77)을 따름이

라고 적으며 백성들의 분노가 상황상 당연한 것처럼 묘사

하며, 이미 민란이 발생하여 순검과 일본인을 살해하기까지 

했던 사실을 누락했다. 또한 관찰사 서리 목유신의 살해 뒤 

“갑작스럽게 읍에 주인이 없어지자, 백성들은 흩어지고 민

심은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온 고을의 백성들이 모

여서 집회를 갖고 상중에 있는 제게 일을 처리하도록 압박

하였기에, 온 고을을 주관하고, 변란을 진정시켰습니다(倉

卒邑中無主, 而人民渙散, 衆心喧騰, 一邑衆民, 一時聚會, 逼

臣於衰麻中起復從事, 爲一邑主管, 以定變難).”라고 하여, 마

치 모든 함흥백성들이 변란의 수괴인 최문환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78)

이제마의 상소문에 의해 묘사된 사건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관찰사 서리 목유신은 단발령을 강요하는 악덕한 벼

슬아치였지만, 백성들은 단지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을 

뿐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다. 때마침 변란을 일으

키려는 최문환이 함흥에 도착하여 민심을 선동하자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목유신을 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문환

이 군대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변란을 일으킬 준비를 진

행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온 함흥 백성들이 최문환을 제거

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선산에서 

초막살이를 하던 자신에게 난을 진압해달라고 압박했고, 이

제마는 백성들이 전란에서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산을

결심한 뒤 최문환을 생포하고 난을 진압하게 되었다. ｢鎭撫

時上疏｣에서는 사태의 주모자가 이미 자신에 의해 사로잡

힌 최문환이 되어 버리면서, 함흥 백성들의 잘못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鎭撫時上疏｣를 통해 �각사

등록� ｢통제영계록｣( 사료 3)에서 이제마에 대해 “그 뜻이 

백성을 품어주고 보호하는 데 있었음(志在懷保)”라고 평가

했던 내용이 10년이 지난 뒤 현실 속에서 드러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모친상으로 초막살이를 하던 중 

함흥읍민들로부터 구원의 요청을 받자 상복을 벗고 최문환

의 난을 진압했던 것79) 또한 3년상이라는 자식으로서의 도

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도, 전란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

통 받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그의 애민정신

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진해현감 이임 이후에 제수된 內禁將과 僉知의 

의미

이제마는 1년 반 동안의 진해현감직에서 이임된 뒤인 

1888년 6월 30일에 內禁將( 사료 7) 그리고 1888년 7월 

10일에 僉知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마 사환 생

활의 끝이었다.

이경성은 이제마가 나라에 큰 공헌을 하여 첨지에 임명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0) 그리고 ｢통제영계록｣에 이

제마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기록이 존재하므로, 

그가 진해현감으로 보였던 治績의 결과물로서 내금장과 첨

지에 제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경성은 후인들에 의해 쓰인 �璿源派乘� ｢咸春洞

山亭記｣에서 이제마의 관직에 대해 더 높은 품계의 僉知가 

아닌 “前鎭海縣監”으로 이제마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81) 이제마 역시 고종에게 올리는 상

소인 �藏書閣 東武遺稿� ｢鎭撫時上疏｣에서 자신의 마지막 

관직에 대해 “僉知”가 아닌 “前鎭海縣監”82)으로 기술하고 

있다.

76) 강석화. ｢19세기 함경도 지역의 還弊와 민의 동요｣. 역사학보. 2016.12;232:277, 박주식. ｢진주민란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27.

77) 이제마. 이창일 역주. ｢鎭撫時上疏｣.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91. 

78) 이제마. 이창일 역주. ｢鎭撫時上疏｣.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94. 번역은 일부 수정. 

79) 이제마. 이창일 역주. ｢鎭撫時上疏｣.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90. 194. 

80)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24. 

81) 이경성. ｢璿源派乘을 中心으로 살펴본 東武 李濟馬의 生涯 硏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124. 

82) 이제마. 이창일 역주. ｢鎭撫時上疏｣. �東武遺稿�. 성남:청계출판사. 199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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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료

7에서 내금장에 대해 고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僉知”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하다. 본절에서는 고종시대의 체아직인 

내금장과 첨지 제수에 대해 고찰하여 이제마의 내금장 및 

첨지 제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 고위직 遞兒職 제수와 仕宦의 종료

고종연간에 어느 한 지방관이 체직된 뒤 내금장과 첨지 

등의 체아직에 임명되는 것은 그가 새로운 실직에 제수되

지 못하여 그의 벼슬살이가 사실상 끝났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83) 첨지 역시 내금장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명예직이

었고, 특별히 배속된 직무가 없기 때문에 고위 관료의 우대

직으로 운용되고는 했었던 것84)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고종연간에 벌어진 내금장과 첨지 제수

라는 현상의 일면만을 조명할 뿐이다. 본절에서는 첨지제수

의 또 다른 측면인 사환생활의 종료라는 의미에 대해 먼저 

이제마가 진해현감으로 재직하던 시기를 중심으로 고찰하

고, 그 밖에 첨지제수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다른 사

례를 통해 이에 대해 접근한다.

이제마가 진해현감으로 재직 중이던 1887~1888년 사이

에 ｢통제영계록｣의 포폄 대상이던 지방관들이 임기를 마친 

뒤 걷게 되는 행로는 새로운 實職 혹은 遞兒職에 제수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7년 6월 1일 1887년 12월 1일 1888년 6월 1일 비고

晉州牧使 趙弼永 趙弼永
趙弼永

(내금장×, 첨지×)
새로 實職에 제수됨

昌原府使 李奎會 李奎會
李奎會

(내금장×, 첨지×)
새로 實職에 제수됨

金海府使
柳芝榮

(내금장×, 첨지×)
趙秉甲

趙秉甲
(내금장×, 첨지×)

2인 모두 새로 實職에 제수됨

固城府使 李明憲 李明憲
李明憲

(내금장×, 첨지×)
새로 實職에 제수됨

河東府使
李鍾謙

(내금장×, 첨지×)
趙正顯 

(내금장×, 첨지×)
安潤明

(내금장×, 첨지×)
3인 모두 새로 實職에 제수됨.

安潤明은 통정대부로 가자됨.

巨濟府使 朴炳容
朴炳容

(내금장○, 첨지○)
李鎰

(내금장×, 첨지×)

朴炳容은 거제부사가 마지막 관직으로 내금장과 
첨지에 제수되고, 절충장군으로도 가자됨.

李鎰은 새로 實職에 제수됨.

昆陽郡守 李用漢 李用漢
李用漢

(내금장×, 첨지×)
새로 實職에 제수됨.

南海縣令 尹明根 尹明根
尹明根

(내금장×, 첨지×)
새로 實職에 제수됨.

泗川縣監
李東燮

(내금장×, 첨지×)
金基明

金基明
(내금장×, 첨지×)

李東燮은 새로 實職에 제수됨. 

金基明은 사천현감이 마지막 관직이고 종4품 체
아직인 副護軍에 제수됨.

熊川縣監
李容仁

(내금장×, 첨지×)
李宗鎬

(내금장×, 첨지×)
丁喜燮

(내금장×, 첨지×)
3인 모두 새로 實職에 제수됨

鎭海縣監 李濟馬 李濟馬
李濟馬

(내금장×, 첨지×)
이제마는 진해현감이 마지막 관직이고 내금장과 
첨지에 제수됨.

표 1. 1887~1888년간 ｢統制營啓錄｣에서 포폄된 지방관들의 임기 후 행로

총 18명의 지방관 중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실직이 제

수된 15인의 경우는 체아직에 임명되지 않았다. 더 이상 실

직에 제수되지 못했던 巨濟府使 朴炳容과 泗川縣監 金基明 

그리고 鎭海縣監 李濟馬만이 체아직에 임명되었는데, 박용

83) 일반적으로 실직에 제수되지 못한 경우 체아직을 제수했지만, 실직에 제수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체아직에 임명되는 것은 아니었다. 熊川
縣監 裵遇鴻은 관측 사료에서 웅천현감이 처음이자 마지막 관직이었지만, 내금장이나 첨지 제수 관련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84) 정원8인 중 3인은 오위장의 체아직이었고, 나머지 6인에는 승진한 역관이나 의관 혹은 노인직을 除拜하였다. 관계상으로는 折衝將軍이다. NAVER
지식백과 �관직명사전�. ｢첨지사[僉知事]｣.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71602&cid=62010&categoryId=62010)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20, VOL. 33, No. 1 https://doi.org/10.15521/jkmh.2020.33.1.079

- 95 -

만은 이제마와 마찬가지로 정3품 내금장과 첨지에 그리고 

김기명은 종4품 副護軍에 임명되었다. 

실직과 체아직 임명의 차이점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 1889년에 ｢통제영계록｣에서 포폄된 南海縣令 洪埰

와 泗川縣監 朴準祥이다.85) 남해현령 홍채는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금장과 첨지에 제수되는데, 내금장과 첨지 제수

이후마다 벼슬살이를 하지 않는 기간이 나타난다. 그가 남

해현령에서 교체된 뒤, 1889년 11월 29일에 내금장 및 折

中加資 그리고 12월 2일에 첨지에 제수되었다. 이후로 1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벼슬이 없다가 1891년 4월 29일에 

종4품 摠禦把摠에 그리고 6월 24일에 정3품 摠禦千摠에 제

수된 뒤 1893년 7월 28일에 다시 내금장에 제수되었다. 이

후로 1년 넘게 시간이 흐른 뒤인 1894년 10월 14일에 다시

右副承宣에 임명되었고, 10월 16일에 또 다시 첨지에 임명

되었다. 다시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1897년 10월 12일

에야 中樞院二等議官에 임명되기에 이른다.86) 사천현감 박

준상 역시 사천현감에서 이임된 뒤인 1890년 1월 27일 내

금장과 절중에 제수되고 나서, 한동안 사환생활을 하지 못

하다가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인 1892년 10월 30일

에야 守門將加設에 제수된다.87) 두 사람 모두 체아직인 내

금장 및 첨지에 제수된 후에 布衣가 되었던 공통점이 존재

한다.

홍채 및 박준상과 마찬가지로, 이제마 역시 실직에 임명

되지 못한 대신 명예직인 내금장과 첨지에 제수됨으로써 

그의 사환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통제영계록｣의 포

폄과 같이 그의 진해현감직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났을 가

능성은 엄존하지만, 그가 명예직인 내금장과 첨지에 제수된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였을 뿐 이제마의 뛰어난 치적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한 �璿源派乘� ｢咸春洞山亭記｣과 �藏書閣 東武遺稿� ｢鎭

撫時上疏｣에서 이제마의 마지막 관직에 대해 정3품 僉知가 

아닌 종6품 “前鎭海縣監”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첨지가 

실직이 아니라 명예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종5품직인 남

해현령 홍채가 비록 관례적으로 주어지는 정3품 명예직에 

임명되었었지만, 그가 다시 실직에 임명되었을 때는 정3품

직이나 그 이상이 아니라 종4품인 총어용의 파총[摠禦把

摠]에 임명되었다.

(2) 行守法

특히 홍채의 “摠禦把摠” 제수는 조선 관료 체계 내에서 

체아직인 내금장이나 첨지가 실제적인 관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체아직에는 조선의 모

든 관직에 적용되던 行守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승정원일

기� 1891년 4월 29일자 기사에서 정3품 내금장과 첨지보

다 낮은 품계의 종4품 摠禦把摠에 홍채를 제수할 때 “摠禦

把摠洪埰”라고 기록하고 있다. 만약 홍채가 종3품직을 역임

했다가 교체된 뒤, 그보다 낮은 품계의 벼슬을 새로 맡게 

되면 사료 3의 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 맡게 된 

관직명 앞에 “行”을 붙이게 된다. 그러나 홍채의 경우, “行” 

없이 “摠禦把摠”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체아직에 대해 行

守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정에서 내금장과 첨지 

등의 체아직 제수에 대해 실제적인 벼슬로 간주하지 않았

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원래의 관직에서 이임된 뒤 새로운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수되던 내금장이나 첨지가 

품계상 원래의 관직보다 월등히 높지만 허울뿐인 벼슬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관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마가 제수된 체아직 내금장과 첨지 모

두 허울에 불과한 벼슬이었기 때문에, 이제마나 ｢咸春洞山

亭記｣를 작성한 그의 문중에서도 최종직위를 “前鎭海縣監”

으로 기록하게 된 것이다.

85)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63a~463d). ｢統營啓錄｣ 8(35a~36b). ｢光緖十五年六月初一日｣; �各司謄錄� 17. ｢統制營啓錄｣ 8(477a~477d).
｢統營啓錄｣ 8(60a~61a). ｢光緖十五年十二月初一日｣.

86) �승정원일기� 고종 26년(1889) 11월 27일, “傳于閔啓鎬曰, 求禮縣監洪埰, 內禁將除授”; �승정원일기� 고종 26년(1889) 11월 29일, “內禁將單
洪埰今加折衝除授事承傳”; �승정원일기� 고종 26년(1889) 12월 2일, “僉知單洪埰, …중략…, 以上竝單付”; �승정원일기� 고종 28년(1891) 4월 
29일, “摠禦把摠洪埰”; �승정원일기� 고종 28년(1891) 6월 24일, “兵曹口傳政事, 摠禦千摠單洪埰”; �승정원일기� 고종 30년(1893) 7월 28일, 
“洪埰爲內禁將”; �승정원일기� 고종 31년(1894) 10월 14일, “李載現啓曰, 新差下右副承宣洪冕周, 時在全羅道泰仁縣任所, 斯速乘馹上來事, 下諭, 
何如? 傳曰, 許遞, 前副護軍洪埰差下”; �승정원일기� 고종 31년(1894) 10월 16일, “議政府僉知中樞院事單洪埰”;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10월 12일, “任中樞院二等議官, …중략…, 洪埰, …이하 생략….” 

87) �승정원일기� 고종 27년(1890) 1월 27일, “傳于金炳秀曰, 泗川縣監朴準祥, 內禁將除授”; �승정원일기� 고종 27년(1890) 1월 27일, “兼內禁將三單
金在疇･申星熙･朴準祥, 以上今加折衝除授事, 承傳”; �승정원일기� 고종 29년(1892) 10월 30일, “守門將加設四單, 趙秉召･金炳翼･李仲奭·朴準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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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이제마는 1886년 12월에 진해현감으로 임명되어 1887년

2월에 진해에 부임하였다. 1888년 6월에 진해현감직에서 

해임되었지만, 1889년 상반기에 후임 진해현감인 이병호가 

임지에 도착할 때까지 임시로 진해현감직을 수행하였다. 중

앙의 관측 사료와 지방의 민간 사료 사이에 나타나는 대부

분의 차이점은 고종연간에 체아직의 진해현감이 많이 임명

되었던 사실 및 “仕”와 “遞”라는 용어가 ‘중앙에서의 관직 

임명’ 혹은 ‘교체’와 ‘현지에서의 실제 부임[到任]’ 혹은 ‘직

무 수행을 그만 둠’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

었던 것에서 초래되었다. 그리고 사료비판의 결과, �藏書閣 

東武遺稿� ｢鎭撫時上疏｣의 “庚寅年臣遞任上京”과 �鎭海邑誌�

(1905)의 “李濟馬 丁亥二月仕 己丑十二月遞”라는 기록 중 

“己丑十二月遞”라는 구절은 오류이며, 1890년에 이재마가 

대기발령 중 파직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밝혔다.

�各司謄錄� ｢統制營啓錄｣에 기록된 이제마에 대한 포폄

은 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료

라는 점이 규명되었다. 이제마에 대한 ｢統制營啓錄｣의 포폄

에는 지방관 이제마라는 한 인간에 대한 평가가 공신력을 

가진 국가의 공식 문서 속에서 표현되어 있다. 포폄에서 이

제마에 대해 “才局”과 “才器”가 거론되었던 사실은 지금까

지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관 이제마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리

로서의 그릇이 일개 현감에게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남다른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그릇

에 대한 언급이 위기에 처한 국가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

해 이제마가 평생에 걸쳐 연구해온 경세학에 대한 평가로

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에 대해 관련 사료를 통해 검토했다. 

또한 그의 애민정신에 대한 포폄의 언급은 후일 그가 ‘최문

환의 난’ 진압 과정에서 행동을 통해 보여준 바와 일치한

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동시대에 이제마에 대해 내려진 평

가인 ｢統制營啓錄｣의 포폄은 이제마의 삶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큰 가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이제마가 진해현감 이임 직후에 제수되었던 

내금장과 첨지라는 체아직이 실직에 제수되지 못하여 사환

생활을 끝내게 된 관리들에게 주어지는 관례적으로 주어지

던 명예직에 불과했다는 점을 밝혔다. 조선시대에 품계와 

관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때 명기되던 行守法이 내금

장과 첨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점에서 체아직을 임명했던 

조정과 이에 임명되었던 피제수자 및 일반인 모두 내금장

과 첨지를 실질적인 관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제마가 1896년에 고원군수에 임명되기 전까지, 이제마 

본인 및 그의 문중에서는 그의 최종관직을 진해현감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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