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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本稿는 19세기 전반기(嘉ㆍ道 年間) 淮安關과 滸墅關의 세수 감소 및 이로 인

한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을 분석한 글이다. 기존 연구는 일종의 상품 통과세

인 관세의 특성상 그 규모를 景氣指標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관세 

감소 현상은 대체로 경기 침체에 따라 일반 물류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만 관세 규모는 통관 물류량과 세율의 곱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는 일반 물류량과 통관 물류량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물류량과 통관 물류량의 비례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 물류량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으로 인해 통관 물류

량이 변하였거나, 혹은 그 역도 가능하다. 이에 본고는 가ㆍ도 연간 회안관과 호

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의 원인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관세 규모

를 경기지표로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청조는 주요 물류 노선에 상관을 설치하여 통관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貨稅와 

船料를 징수하였다. 관세의 특성상 그 규모의 변동이 심하였기 때문에, 청조는 

일정량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正額制’를 실시하였다. 각 상관의 

책임자는 일 년을 단위로 하는 關期가 차면 할당된 정액을 중앙으로 報解하였다. 

그러나 옹정 연간에는 정액을 초과하는 세수가 中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관의 책임자가 징수한 세금을 모두 중앙으로 보해하도록 하는 ‘盡收盡解制’를 

실시하였다. ‘진수진해제’는 전년보다 당년의 세수가 높아야 하는 ‘上年比 制’와 

함께 실시되었기 때문에, 상관의 책임자가 상인을 苛索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되

었다. 따라서 제도 변경은 중포 방지와 가색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

력과 결부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가경 4년에는 ‘盈餘定額制’가 시행되었다. 

‘영여정액제’는 정액을 초과하는 영여를 평년의 액수를 참고하여 정하고 이를 정

액과 합산하여 새로운 세수 기준으로 삼은 제도로서, 큰 변화 없이 가ㆍ도 연간 

내내 시행되었다.

한편 각 상관의 과세 대상은 중앙에 의해 설정되어 있었다. 상관에서는 통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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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상인에 대해 화세와 선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

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다. 상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관할 범위인 ‘關內’로 진

입하거나, 혹은 ‘관내’로부터 외부로 진출하는 상인에 대해 화세와 선료를 징수

하였다. ‘관내’에서 교역하는 상인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장거리 교

역 상인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몇몇 상품은 특정 상관에서만 화세

를 징수할 수 있었다. 또한 상관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상인은 법정 운송로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청조는 법정 운송로에만 상관을 

설치해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정 운송로는 청조가 적은 행정력으

로도 일정액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관제도의 특성상 각 상관의 세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회안관의 

경우 하남과 산동에서 생산되어 대운하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운반되는 豫東産 

豆類에 대한 과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었다. 호서관에서는 

사천과 호북 등지에서 생산되어 강남 지역으로 운반되는 미곡에 대한 과세가 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였고, 예동산 두류에 대한 과세는 약 16%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강남 지역에서 생산되어 대운하를 통

해 북방의 각 성으로 운반되는 ‘南來雜貨’에 대한 과세였다.

상관의 책임자나 독무들은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을 보고할 때, 공통적

으로 일반 물류량 감소에 따른 통관 물류량 감소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

들은 몇 가지 이유로 교역에 나서는 상인의 수가 감소하였고, 이는 자연히 통관 

물류량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가경 20년을 기점으로 하여 세수 결손의 원인 중 하나로 ‘요월’ 현상이 

보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요월’은 상인이 법정 운송로를 이탈하여 교역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탈세 행위였다.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

해 강남 지역으로 운반되는 현상이 이 시기에 이르러 확산된 것은 대운하의 빈

번한 단절과 관련이 있었다. 상인이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를 이용할 경우 이전보

다 운송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비법정 운송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해로를 이용하는 상인은 운송비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도 크

게 줄일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해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

었기 때문에, 상인이 해로를 이용하는 사례는 더욱 확산되었다. 여러 사례를 통

해 도광 연간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운반되었던 

것이 회안관 세수 결손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주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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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송로에 위치한 강해관과 봉양관에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뿐

만 아니라 도광 5년에 소주직조 연륭이 예동산 두류가 대부분 해로를 통해 운반

되고 있음을 보고한 사례와 도광 연간에 州府의 黃豆와 大豆 가격이 지속적으

로 안정되어 있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호서관에서는 예동산 두류가 해로를 통해 운반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미곡이 

호서관의 ‘관내’까지 운반되지 않았던 상황도 세수 결손의 원인이었다. 미곡이 

호서관의 ‘관내’까지 운반되어야 비로소 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과세 체계의 한

계가 호서관의 세수 결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운반되었거나 미곡이 호서관의 ‘관내’까지 운반되지 않았던 

것은, 모두 청조가 설정한 물류 노선에 벗어나는 상황이었다. 상관제도는 특정한 

물류 노선을 설정하고 그 위에 과세 체계를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물류 노선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관세 감소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한편 도광제는 징수 행정을 담당한 家丁과 胥役의 不正이 상인의 통관을 방해

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상인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증

가하여 이윤이 감소한 것으로, 이에 따른 일반 물류량 감소가 세수 결손의 원인

이라는 것이다. ‘除弊六條’는 상관의 책임자로 하여금 가정과 서역에 대한 감독

을 강화하여 상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였지만, 단순히 구호에 그쳤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청조는 세수 결손에 대한 상관 책임자의 

배상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배상 책임을 경감하였다. 세수 결손이 장기간 지

속되는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방지하고, 현실에 맞게 배상 

책임도 경감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관 물류량 감소는,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의 빈번한 단절로 인해 상인

이 비법정 운송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상인의 입

장에서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의 빈번한 단절은 운송비 증가를 의미하였다. 따라

서 청조는 법정 운송로의 변경, 혹은 확대를 통해 상인의 부담을 절감시켜 줄 필

요가 있었다. 실제 도광 5년 호서관의 과세 대상인 ‘남래잡화’가 해로를 통해 교

역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제한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그 효

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청조가 법정 운송로의 변경, 혹은 확대에 대한 필

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는, 법정 운송로를 설치한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상인이 법정 운송로를 이용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청조는 모든 물류 노선에 상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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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었다. 만약 법정 운송로를 변경한다면 상관 증설과 같은 

행정력 확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조의 재정 사정에

서 행정력 확장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곤란하였다. 또한 징세 행정에 있어서 

청조의 ‘작은 정부’ 선호 경향은 행정력 확장을 제한하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적은 인원으로도 

일정액의 관세를 확보할 수 있는 상관제도의 틀을 유지하였다.

요컨대, 가ㆍ도 연간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은, 일반 물

류량 감소보다는 물류 노선의 변화에 의한 통관 물류량 감소로 인해 초래되었으

며, 물류 노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조가 기존의 상관제도를 고수하였던 상황

이 그 배경에 있었다. 가ㆍ도 연간의 관세 감소 현상은 경기 침체에 의한 세원 

감소가 아닌 청조의 세원 포착 능력 감소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주요어: 關稅, 常關, 常關制度, 淮安關, 滸墅關, 商人, 大運河, 豆價, 米價, 釐金

학번: 2009-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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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8세기에 소위 ‘성세의 번영’을 구가하던 淸朝는, 19세기 전반기(嘉慶ㆍ道光 年

間)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쇠퇴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청조의 

재정 악화는 이러한 쇠퇴 국면의 중요한 단면이었다. 청조의 재정 상황은, 白蓮

敎反亂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쓰인 軍費와 이 시기에 급증하였던 河工 비용으

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田賦의 ‘虧空’이나 鹽政의 붕괴, 또는 關稅 

감소 등의 세수 감소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1)

세수 감소 현상은 거시적으로 乾隆 末期부터 조짐을 보이는 관료 조직의 전반

적 부패,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행정 효율 저하 등으로 초래되었다고 설명되기

도 한다.2) 그러나 관세 감소 현상은, 기본적으로 운송 과정에 있는 상품과 선박

에 대한 과세였던 관세의 특성상 당시 경제 상황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즉 경기 침체에 따라 일반 물류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관세 감소 현

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경제 중심지인 江 省에 위치한 淮安關과 滸墅關의 세수 감소 현상

이 두드러졌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주요 근거로 하여 도광 연간에 경기 침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銀錢比價의 상승에서 비롯된 화폐 문제가 도광 연간의 

경기 침체를 야기하였으며, 경기 침체 여부는 한편으로 관세 감소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3)

 1) 金衡鍾, ｢淸代 國家權力의 性格-財政史的 觀點에서의 理解｣, 東亞文化  45, 2007, 
pp.24-25; 何平, 淸代賦稅政策硏究1644-1840 , 中國社 科學出版社, 1998, pp.136-139; 
周育民, 晩淸財政 社 變遷 , 上海人民出版社, 2000, pp.64-119; 周志初, 晩淸財政經

濟硏究 , 齊魯書社 2002, pp.55-63(이하에서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인용하는 문

헌에 대해서는 ‘金衡鍾, 2007’식으로 略稱함).
 2) Rowe, William T., China's Last Empire: The Great Qing,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p.149-174; Jones, Susan Mann and Kuhn, Philip A., 
"Dynastic Decline and the Roots of Rebellion," Fairbank, John k. et al.,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0, Late Ch'ing 1800-1911, Part 1, Cambridge Univ. Press, 1978.

 3) 吳承明, 中國的現代化: 場 社 , 三聯書店, 2001, pp.238-288; Lin man-houng, 
China Upside Down: Currency, Society, and Ideologies, 1808-1856,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6, pp.133-135; 吳承明은 도광 연간의 경기 침체가 ‘銀貴錢賤現象’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며, 그 결과로서 물가 하락, 관세 감소, 그리고 鹽商의 파산 등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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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래 한 연구에서 檔案 사료를 이용한 수량적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

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ㆍ도 연간의 관세 규모가 건륭 연

간의 그것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도광 연간의 경기 침체는 발생하

지 않았다고 주장한다.4) 그러나 이 연구는 연간 관세 총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범한 오류는 차치하더라도, 호서관의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5)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관세 감소 현상을 경제 상황에 결부시켜 

설명하였으며, 관세 규모가 일반 물류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다. 그러나 관세 규모는 일반 물류량이 아닌 통관 물류량과 세율의 곱에 의해 결

정되었다.6) 세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들 연구에서는 통관 물

났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 경기 침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관세 감소 현상을 지적하였는데, 연간 관세 총액과 함께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규모가 건륭 연간에 비해 확연히 감소하였던 사실을 제시하였다. 한편, 관세 전반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祁美琴, 凊代搉關制度硏究 , 內蒙古大學出版社, 
2004; 鄧亦兵, 淸代前期商品流通硏究 , 天津古籍出版社, 2009, pp.271-375; 廖聲豊, 
淸代常關 區域經濟硏究 , 人民出版社, 2010; 香阪昌紀, ｢淸代常關制度の硏究｣, 東北

大學博士學位論文, 1994.
 4) 倪玉平, 淸朝嘉道關稅硏究 ,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0. 기존 연구에서 참고한 관

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전체가 아닌 일부 연도의 관세 총

액만을 참고하였다. 둘째, 일부 데이터는 신뢰성 여부를 두고 연구자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광 25년(1845)의 관세 총액이 551만 냥이었다는 기록이 있는

데, 일각에서는 당시 경기 침체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수치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고 간주한다. 예옥평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상관의 세수 기록을 취합하여 가ㆍ

도 연간 전체의 연간 관세 총액을 직접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ㆍ도 연간

의 연간 관세 수입 총액은 건륭 연간의 그것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문제

가 되었던 도광 25년의 기록도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하였다.
 5) 倪玉平은 가ㆍ도 연간의 연간 관세 총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를 범

하였다. 우선 가ㆍ도 연간 각 상관의 세수 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를 일괄적으로 해당 상관의 할당액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각 상관의 

關期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일례로 도광 15년
(1835)의 관세 총액 중 호서관의 세수는, 關期가 도광 14년 1월 3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인 것과, 도광 15년 1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인 것을 합친 수치였

다. 이에 따라 도광 15년의 호서관 세수는 평소 수치의 약 2배로 계산되어 당년 관

세 총액에 합산되었던 것이다.
 6) 여기서 일반 물류량은 운송 과정에 있는 상품과 상선의 전체 수량을 이르는 것이

며, 통관 물류량은 그 가운데에서도 상관을 통과하는 상품과 상선의 수량을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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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량과 일반 물류량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였던 것이다. 즉 경기 침체에 

따른 일반 물류량의 감소에 비례하여 통관 물류량이 줄었고, 이에 따라 관세 감

소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경기 침체가 관세 감소의 원

인이자 동시에 결과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은 이상의 전제 때문이었다.7)

그러나 만약 일반 물류량과 통관 물류량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

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의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예컨대 일반 

물류량은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으로 인해 통관 물류량이 감소하

였다면, 경제 상황을 통해 관세 감소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 의미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세 감소 현상을 통해 당시 경제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회안관과 호서관의 사례는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두 상관은 주지하다시피 이미 청대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던 강소성에 위치한 大關으로서, 그 상징성과 함께 세수 규모로도 중요

한 곳이었다.8) 무엇보다도 이 두 상관에서는 가ㆍ도 연간에 다른 상관과는 달리 

무려 40년 가까이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다소 특이한 현상이 있었다. 도광 연간

의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연구에서 이 두 상관의 사례에 주목하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9)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회안관과 호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 물

류량과 통관 물류량의 비례 관계 여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ㆍ도 

연간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이에 대

해 청조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제Ⅰ장에

서는 청조의 상관제도 운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어 제

 7) 또한 이상의 전제로 인해 기존에는 주로 관세 총액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상관의 세수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밀도 있는 분석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廖聲豊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대운하의 연

변에 위치한 臨淸關, 淮安關, 揚州關, 滸墅關의 세수 규모가 건륭 연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그 원인 분석을 시도하였다(廖聲豊, 2010, 
pp.93-101). 비록 개괄적인 설명에 그쳤지만, 개별 상관의 세수 추이를 대상으로 삼

아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던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8) 가경 연간의 正額盈餘를 기준으로 한다면, 호서관은 441,151냥, 회안관은 385,363냥으

로, 899,064냥인 粤海關과 539,281냥인 九江關 다음이었다.
 9) 吳承明, 2001, pp.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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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과 제Ⅲ장에서는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구성 및 가ㆍ도 연간에 지속된 세

수 결손 현상의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회안관과 호서

관의 세수 결손 현상에 대한 청조의 대응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선 기존 연구에서 다소 미진하였던 

가ㆍ도 연간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당시 사회ㆍ경제상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경기 침체와 관련한 기존의 시각을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청조의 

대응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상관제도의 특징과 국가 권력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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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淸代 常關制度 運營의 特徵

1. 常關 稅額의 관리

상관은 청조가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

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조는 明朝의 鈔關制度를 계승하여 초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지역을 포함한 주요 물류 노선에 상관을 설치하고 관세를 징수하였다. 당

시 주요 물류 노선은 長江과 大運河였으며, 세수 규모가 큰 大關은 대부분 여기

에 위치하였다.10) 

상관의 수는 청조의 입관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상관제도가 어느 정도 정

비되었다고 평가되는 건륭 연간에 이르면 戶關 35곳과 工關 15곳에 달하였다.11) 

이 중 강소성에 위치한 상관은 淮安關, 揚州關, 龍江西新關, 滸墅關, 江海關으로, 

이 중 회안관, 용강서신관, 양주관은 각각 산하에 工關인 宿遷關과 龍江關, 由閘

關을 두고 있었다.12)

일반적으로 각 상관에서는 通關하는 상인으로부터 船料와 貨稅를 징수하였으

며, 상관의 책임자는 이렇게 징수한 관세를 매년 중앙으로 報解할 의무가 있었

다. 다만 물류의 변화에 좌우되는 관세의 특성상 그 액수에 변동이 심했기 때문

에, 청조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상관의 책임자에

게 正額을 할당하여 일 년을 단위로 하는 關期가 차면 중앙으로 報解하도록 규

10) 대운하에 위치한 주요 상관으로는 臨淸關, 淮安關, 揚州關, 滸墅關, 北新關 등이 있

고, 장강에 위치한 주요 상관으로는 夔關, 九江關, 蕪湖關, 龍江西新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沿海에 위치한 海關이 있는데, 天津海關, 江海關, 浙海關, 閩海關, 粤海關

이 있다. 그 중 건륭 22년(1757)부터 시행된 ‘一口通商’ 정책에 의해 대외 무역항이 

廣州로 제한되어, 월해관에서만 해외 무역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강해

관, 절해관, 민해관에서는 국내 해상 무역에 대해서만 관세를 징수하였다. 
11) 廖聲豊, 2010, pp.31-34.
12) 明代 戶關과 工關의 구분은 주로 과세 대상에 의해 이루어졌다. 호관에서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 貨稅와 船料를 징수하였지만, 공관의 과세 대상은 대부분 목재뿐이었

다. 그러나 청대에 들어서 이러한 구분은 많이 약해졌다. 호관의 감독이 공관을 겸

관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공관에서 목재 이외에 대해 貨稅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호관에서 목재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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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13) 만약 책임자가 정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결

손을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때로는 처벌을 가하기도 하였다.14) 정액은 일반적으

로 각 지역의 상품 유통 상황과 역대 세수를 감안하여 정해졌기 때문에 때에 따

라 다소의 증감이 있었다.15)

그러나 이러한 ‘正額制’가 청대 전 시기 내내 변함없이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

다. 내지 정복이 완료된 강희 중기부터는 사회적 안정이 이뤄지면서 관세의 증가

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액을 초과하는 세수(盈餘)를 상관

의 책임자 등이 착복하는 현상(‘中飽’)이 만연하였고, 옹정 연간에는 이를 방지하

기 위해 기존의 ‘정액제’를 ‘盡收盡解制’로 개정하였다.

또한 옹정 연간에는 중앙에서 각 상관에 監督을 파견하던 기존의 방식을 폐기

하고, 해당 지역의 督撫가 ‘兼管’하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상관의 책임직인 ‘關差’

에 중앙에서 선발한 감독이 임명되어 상관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를 고

쳐 독무가 ‘兼管’하도록 하여 ‘중포’를 방지하려 하였던 것이다.16) 그러나 곧 일

부 상관의 ‘關差’에 중앙에서 선발한 감독이 재차 파견되었고,17) 또한 일부 상관

에는 織造 등이 ‘兼職’하게 되어,18) 각 상관의 ‘關差’에 감독, 독무, 직조가 병존

하는 형태가 지속되었다.19)

13) 廖聲豊, 2010, pp.54-55.
14) 祁美琴, 2004, pp.185-186. 
15) 여기서 正額은 기본적으로 正額稅銀을 가리키지만, 원래 辦銅에 필요한 경비인 銅斤

水脚銀이 명목상으로 남아 正額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祁美琴, 2004, pp.239-246; 香

坂昌紀, 1994, p.18).
16) 滝野正二郎, 1993, pp.430-432. 滝野正二郎에 따르면, 옹정제는 당시 만연하였던 ‘中

飽’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의 ‘定額制’와 ‘監督制’를 폐지하고, ‘盡收盡解制’와 ‘督撫

兼管制’를 시행하였다. 한편 기존의 ‘중포’된 관세가 政敵의 정치 자금으로 유입되

는 상황이 있었고, 옹정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盡收盡解制’와 ‘督撫兼管制’를 시

행하였다는 견해도 있다(香坂昌紀, 1994, pp.111-121).
17) 이 현상에 대해서는 督撫가 업무량이 과중한 大關을 관할하기 어려웠던 현실적 문

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실제 세수 규모가 커서 大關이라고 할 수 

있는 淮安關이나 九江關, 粤海關의 경우, 督撫가 ‘兼管’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중앙에서 監督이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다(滝野正二郎, 1985, pp.118-119).
18) 滸墅關은 州織造, 龍江西新關은 江寧織造, 南新關과 北新關은 杭州織造가 ‘兼職’

하는 사례가 많았다.
19) 중앙에서 파견된 監督이 상관을 담당하는 ‘關差制’, 織造가 ‘兼職’하는 ‘兼差制’, 그

리고 督撫가 ‘兼管’하는 ‘兼管制’가 光緖年間까지 병존하였다. ‘兼差制’와 ‘兼管制’의 

차이는 직함의 유무였다. 예컨대 滸墅關을 담당하였던 州織造의 공식 직함은 ‘



- 7 -

‘진수진해제’에서는 상관의 책임자가 정액과 이를 초과하는 盈餘를 모두 報解

해야 하였다. 그러나 징수 총액이 前年의 그것보다 적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었

다. 왜냐하면 각 상관의 세수가 이미 강희 연간에 정해진 정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관의 책임자는 처벌

을 피하기 위해 전년에 비해 많은 세수를 징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이는 자

연스럽게 상인에 대한 苛索을 확대시키는 폐단을 야기하였다. 다만 가색을 방지

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할 경우, 징수된 관세가 ‘중포’되어 온전히 중앙으로 報解

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즉 가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중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이의 균형은, 제도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다.20)

건륭 6년(1741)에는 가색의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하여 당년의 세수가 

전년의 그것과 비교해 비슷할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만약 큰 

결손이 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독무가 조사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각 

상관의 책임자에 의한 착복 등의 부정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도록 하였

다.21)

그러나 건륭 14년(1749)에는 ‘중포’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하여 당년의 세수

가 전년의 그것과 비교해 부족할 경우 상관 책임자가 임기 만료시 결손액을 배

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여에 대한 결손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적인 처벌 규정을 

두었다.22) 그와 동시에 옹정 13년(1735)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23)

한편 옹정 13년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한 ‘정액제’는 ‘上年比 制’와 함께 시행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관 세수가 이미 옹정 13년의 징수액을 초과하였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년비교제’가 적용되었다. 이는 건륭 42년(1777) ‘上三年比

制’로의 개정 논의 가운데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대부분의 상관 세수가 이미 

州織造兼滸墅關監督’이었다(香坂昌紀, 1994, pp.17-18).
20) 淸 典事例 (中華書局, 1991) 卷238 戶部87 ｢關稅｣, p.791.
21) 淸 典事例  卷238 戶部87 ｢關稅｣, p.791.
22) 上年의 盈餘에 대한 결손액이 1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議處를 면하고, 10%를 초

과할 경우에는 罰俸 1년, 20%는 罰俸 2년, 30%는 一級留任, 40%는 一級調用, 
50% 이상은 二級調用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淸 典事例  卷238 戶部87 ｢關稅｣, 
p.794). 

23) 淸 典事例  卷238 戶部87 ｢關稅｣, pp.794. 한편 옹정 13년의 正額은 모두 합쳐 

1,465,134냥이고, 盈餘는 1,539,129냥이었다(祁美琴, 2004,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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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 13년의 세수를 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포’의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상년비교제’를 적용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상관 

책임자로 하여금 상인에 대한 가색을 확대시키는 폐단이 심화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상삼년비교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당

년의 세수가 최소 이전 삼 년 동안의 세수 중 가장 낮은 해의 세수보다는 높아

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만약 상관의 책임자가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결손액을 배상해야 하였다.24)

가경 4년(1799)에는 ‘상삼년비교제’를 폐지하고 ‘盈餘定額制’를 실시하였다.25) 

이는 기존의 정액을 초과하는 영여를 평년의 액수를 참고하여 정하고, 정액과 새

롭게 정해진 영여를 합산한 액수를 새로운 세수 기준으로 삼은 규정이었다.26) 

‘영여정액제’는 결국 ‘정액제’와 같은 성격의 규정으로서, 중앙에서 각 상관의 책

임자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報解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영여정액제’의 실시 

이후 ‘중포’의 우려가 재차 부각되었다.2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제도 개정은 상관에서 징수한 세액을 중앙

에서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졌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중포’ 방지와 가색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청조 중앙의 노력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가경 4

년 ‘영여정액제’의 도입 이후 청 말까지 상관 세액 관리를 위한 제도 개정은 실

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28)

24) 淸 典事例  卷238 戶部87 ｢關稅｣, p.798.
25) ‘영여정액제’의 시행 배경에 대해서는, 가경제가 실권을 쥐게 된 가경 4년에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걸맞은 일종의 정치적 조치로서 취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香坂

昌紀, pp.41-42). 
26) 淸 典事例  卷238 戶部87 ｢關稅｣, p.801. 각 상관의 正額과 盈餘에 대해서는 祁美

琴, 2004, pp.443-444 참조. 참고로 회안관의 경우 宿遷關과 海關을 포함해 정액 

254,363냥, 영여 110,000냥이었고, 호서관의 경우 정액 191,151냥, 영여 250,000냥이

었다. 
27) 실제 ‘영여정액제’ 실시 이듬해인 가경 5년(1800), 가경제가 할당액을 초과하는 ‘額

外盈餘’를 보고하지 않는 관리를 질책한 사례가 있다( 淸朝續文獻通  券29 ｢徵榷｣

1, p.7809)
28) 다만 태평천국 당시 전란을 이유로 일부 상관의 경우 ‘진수진해제’가 실시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시행된 ‘진수진해제’는 전란으로 인해 관세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

였던 일부 상관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행된 것으로 옹정 연간의 그것과는 성격이 달

랐다. 일례로 회안관의 경우 태평천국 이전 할당액이 364,363냥이었지만, 전란으로 

인해 10만 냥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진수진해제’의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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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常關의 課稅 對象과 상품 운송로

한편 각 상관의 과세 규정은 중앙에 의해 통제되었다. 예컨대 각 상관에서 口

岸의 증설 혹은 이전, 행정 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

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29) 또한 각 상관에서는 중앙에서 규정한 과세 대상 이외

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었다. ‘關內’에서의 교역이 실질적 면세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중앙이 각 상관의 과세 대상을 규정한 하나의 사례이다.

‘관내’란 本關으로부터 가장 먼 口岸들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으로 상관의 관할 

범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내’의 상대적 개념인 ‘關外’가 성립하

는데, 각 상관에서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관외’로부터 ‘관내’로 오거나 혹은 

그 반대 경로를 이용한 상인이었다. 상인은 ‘관내’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徵稅口岸에서 규정에 따라 납세를 하고, ‘一關不再徵’의 원칙에 의해 이 후에 통

과하는 口岸에서는 檢驗을 받은 뒤 放行되었다. 다만 ‘一關不再徵’의 원칙을 적

용할 경우 ‘관내’ 교역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本地의 土貨로서 외

부 지역으로 販運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면제했던 것이다.30)

중앙이 각 상관의 과세 대상을 규정했던 것은 장거리 교역에 대한 과세 체계

를 설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장강 중류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미

곡을 販運하는 상인은 일반적으로 구강관, 무호관, 용강서신관, 호서관을 통과해

야 하였는데, 이 중에서 호서관에서만 미곡에 대한 貨稅를 징수하였다.31) 구강관, 

무호관, 용강서신관에서는 화세에 비해 세율이 훨씬 낮은 船料만을 징수하였

다.32) 이는 미곡에 대한 중복 과세로 야기될 수 있는 米價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

인해 상관 책임자는 처벌 받지 않았다. 태평천국이 진압된 이후 일부 상관에서 시

행되었던 ‘진수진해제’는 중단되었지만, 대부분의 상관에서 할당액을 현저하게 밑도

는 규모의 세수를 기록하였다(祁美琴, 2004, pp.256-259).
29) 香坂昌紀, 1994, pp.19-20.
30) 祁美琴, 2004, p,42; 香坂昌紀, 1994, pp.328-340.
31) < 州織造延隆奏報遵旨辦理暫免米稅情形摺>(D3.8.18), 硃批奏摺財政類 372-032. 이하 

각주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된 硃批奏摺 財政類 檔案을 인용할 때에는, 中國

第一歷史檔案館藏硃批奏摺財政類目  第二分冊,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1의 ‘關
稅’에 근거하여 문서의 제목, 날짜, 분류번호 등을 밝힐 것이다. 문서의 날짜에서 알

파벳은 연호(J는 嘉慶, D는 道光)을 의미하며, 알파벳 뒤의 숫자는 음력 연ㆍ월ㆍ일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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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였다.33)

미곡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했던 소금에 대해서도 과세 체계가 

설정되어 있었다. 예컨대 鹽商이 兩淮鹽區인 淮南에서 湖北으로 소금을 운송한다

면, 양주관, 용강서신관, 무호관, 구강관을 통과해야 하였다. 이상의 상관 중 소금

에 대한 화세를 징수했던 곳은 구강관 뿐이었고, 나머지 상관에서는 선료 만을 

징수하였다.34) 즉 미곡과 소금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조는 상품의 원

활한 운송을 보장하기위해 장거리 교역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설정하였다.35) 이로 

인해 각 상관에서는 통관하는 모든 상인과 상품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단지 규정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한편 상인은 법정 운송로만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36) 다만 이는 모든 상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

니고 그 대상이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양자강 이북의 화물을 州나 杭州로 판

32) 船料는 貨稅에 비해 그 세율이 매우 낮았는데, 예컨대 淮安關의 세칙에 따르면 적

재량 1,000石인 선박이 豆餠을 滿載하고 통과할 경우 貨稅 50냥, 船料 3냥 5전을 납

세해야 하였다(香坂昌紀, 1994, pp.365-366).
33) 특히 당시 대표적 缺糧地區인 강남 지역에 대한 미곡의 안정적 공급은 청조의 중요 

과제이기도 하였다. 비록 그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어 6년 만에 폐지되긴 하였지만 

건륭 7년(1742)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主穀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는 청조가 미곡의 

원활한 유통을 상당히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대해서는 香坂昌紀, 
pp.188-214 참조.

34) 淸 典事例  卷235 戶部84 ｢關稅｣, p.771; 乾隆 欽定戶部則例  ( 淸代各部院則例  
8冊-11冊, 蝠池書院出版, 2004) 卷72 ｢稅則｣3, p.647. 한편, 호서관에서도 통관하는 

염상에 대해서 단지 선료만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乾隆 欽定戶部則例  卷74 
｢稅則｣10, p.668; 道光 滸墅關志 (이하 별도의 주가 없는 한 地方志는 中國地方志

集成 影印本 이용) 卷4 ｢簽量則例｣, p.115). 
35) 청조의 관세 징수는 필연적으로 현실의 상품 유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적 

관점에서 상품ㆍ물자의 생산과 그 원활한 유통은,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

인 요소였다. 특히 정복 왕조인 청조에게 사회 안정은 지배 체제 안정을 위해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려는 청조의 노력은 

한편으로 관세 징수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香坂昌紀, 1994, p.9).
36) 화물의 수량을 허위로 보고한 ‘隱匿’과 납세 회피를 목적으로 법정 운송로를 이탈

하여 교역한 ‘繞越’은 모두 일종의 탈세 행위로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았다. 그리

고 그 탈세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었다. 처벌 규정은 각 상관마다 차이가 있

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香阪昌紀, 1994, p.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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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려는 상인은 대운하를 통해 南下하여 호서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였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海路를 경유해 강해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본적

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安徽省 鳳陽과 潁州 일대의 豆類는 반드시 洪澤湖를 

경유해 회안관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강남 지역으로 판운해야 하였으며, 鳳陽關 

산하의 臨淮關에서 세금을 납부한 뒤 陸路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판운하는 것은 

금지되었다.37) 즉 이는 기본적으로 장거리 교역을 하는 상인 중 특정 상품을 특

정 지역으로 판운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청조가 적은 행정력으로도 세금 징수가 가능한 과세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만약 장거리 교역에 종사하는 상인이 경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 가정할 경우 청조는 과세를 위해 이들이 통

과 가능한 모든 지역에 상관을 설치해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상인이 법

정 운송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였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상관을 설치해도 

과세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37) 廖聲豊, 2010,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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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淮安關ㆍ滸墅關의 세수 결손 현상

1. 淮安關ㆍ滸墅關의 세수 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관제도의 특징은 특정한 물류 노선을 설정하고 

그 위에 과세 체계를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각 상관의 수입 구조에는 차

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단적으로 미곡이 운송되는 경로에 위치한 구강관과 호

서관의 경우 각기 과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수입 구조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다룰 회안관과 호서관은 어떠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었

는지 살펴보겠다. 회안관의 경우 河南과 山東에서 생산되어 강남 지역으로 판운

되는 豆類(이하 豫東産 豆類)에 대한 과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

다.38) 예동산 두류는 규정상 세 경로를 통해 판운되어야 하였는데, 運河를 경유

하는 ‘北河’, 黃河를 경유하는 ‘西河’, 淮河 및 洪澤湖를 경유하는 ‘南河’가 바로 

그것이다.39)

그렇다면 예동산 두류에 대한 과세(이하 豆稅)가 회안관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였을까. 세수 규모가 계속해서 변동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곤란하지만,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대략적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륭 연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회안관의 평균 세수 약 45만 냥 중 두

세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梨棗까지 합친 ‘北來貨稅’는 70%에 육

박했다.40) 또한 회안관의 ‘足額之年’에 총 세수에서 ‘北來貨稅’가 차지하는 비중

이 10중 7,8이었다는 도광 연간의 기록이 있다.41)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38) 淮安關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廖聲豊, 2010, p.83 참조. 
39) ‘北河’는 山東省 章丘 등지에서 運河를 통해 남하하는 경로이며, ‘西河’는 河南省의 

開 , 歸德 등지에서 黃河를 통해 남하하는 경로이고, ‘南河’는 河南省의 陳州, 南陽, 
光州, 固始 등으로부터 洪澤湖를 통해 남하하는 경로이다(廖聲豊, 2010, pp.83-84). 

40) 香坂昌紀, 1994, pp.360-362.
41) 足額 약 38만 냥 중 ‘南雜稅’는 1/9, ‘西南北三河貨稅’, 즉 ‘北來貨稅’는 7/10에서 

8/10, ‘漕收’는 1/7이라고 보고한 기록이 있다(<兩江總督蔣攸銛等奏報江 各關徵稅缺

額情形摺>(D10.8.25), 硃批奏摺財政類 376-025). 여기서 ‘漕收’는 漕運船이 운반하는 

私貨에 대한 과세이다. 運軍의 私貨는 규정상 불법이었다. 그러나 청조는 運軍의 생

계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그 중 일정 수량의 私貨는 土宜라고 하여 면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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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지역에서 생산된 綢緞이나 무명, 또는 종이 등이 대운하를 통해 북방의 각 

성으로 판운되는 ‘南來雜貨’에 대한 세수였다.42)

한편 호서관에서는 전체 세수 중 두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로 회안관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43) 호서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米稅로서, 四川, 湖北, 湖南, 江西, 安徽 등지에서 생산된 미곡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는 과정에서 과세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四川과 湖北에서 생산되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는 미곡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였다.44) 호서관 세수에서 미

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륭 50년대에 연평균 46% 정도였다.45) 호서관의 세수에

서 두세와 미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강남 지역에서 생산되어 대운하를 통

해 북방의 각 성으로 판운되는 ‘남래잡화’에 대한 세수였다.46)

이상 회안관과 호서관은 각각 두세와 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동산 두류는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를 통

해 판운될 경우에만 회안관이나 호서관에서 과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

서는 안된다. 만약 예동산 두류가 海路를 따라 판운된다면 두세가 세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큰 회안관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남래잡화’ 역시 

대운하를 통해 北運되어야 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

었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일부 상인은 강해관에서 세금을 납부하

고 해로를 이용해 교역할 수 있었다. 즉 예동산 두류와 ‘남래잡화’의 일부는 대

을 주었다. 따라서 ‘漕收’는 私貨 중 土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과세였다. 이에 

대해서는 表敎烈, 1995, pp.56-64 참조.
42) 光緖 淮關通志 (中國方志叢書 華中地方 第85號, 成文出版社, 1970) 卷6, ｢續纂令甲｣, 

p.103.
43) 예동산 두류의 과세 규모가 많을 때는 7,8만 냥이고 적어도 4,5만 냥 이상이었다는 

도광 5년의 기록에 의거해 평균인 6만 냥으로 상정한 뒤, 이를 가경 원년부터 도광 5
년 사이 호서관의 연평균 세수 368,931냥으로 나눈 결과 16%로 추산되었다.

44) < 州織造那 圖奏爲滸關稅銀短 請准賠補摺>(J8.1.21), 硃批奏摺財政類 360-059; <
州織造延隆奏報滸墅關稅實徵銀數摺>(D5.4.26), 硃批奏摺財政類 374-007.

45) 건륭 50년대 호서관 세수 규모는 연평균 544,338냥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米稅

가 매년 약 25만 냥에서 26만 냥 사이였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兩江總督

百齡等奏報査明淮滸兩關盈餘銀兩虧短情形摺>(J20.11.16), 硃批奏摺財政類 368-019). 한
편 도광 3년(1823)에는 호서관의 세수에서 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라는 기록이 

있다(< 州織造延隆奏報遵旨辦理暫免米稅情形摺>(D3.8.18), 硃批奏摺財政類 372-032). 
46) 廖聲豊, 2010,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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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가 아닌 해로를 통해 판운될 수 있었던 것이다.47) 특히 몇몇 상인의 입장에

서는 해로를 통한 교역이 대운하를 통한 교역보다 운송비나 세금 부담의 측면에

서 유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해로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였다.

한편 호서관의 경우 미곡이 호서관의 ‘관내’까지 진입한 경우에만 미세를 징수

할 수 전제 조건으로 인해, 언제든지 세수가 감소할 수 있었다.48) 예컨대 米商이 

호북의 미곡을 강남 지역으로 판운한다고 할 때, 그가 만약 호서관의 ‘관내’에 

속하지 않으며 대운하상에서 州府의 상류지역인 常州府에서 미곡을 판매한다

면, 미곡에 대한 貨稅는 납부하지 않았다.49) 그리고 상인이 四川이나 湖北에서 

생산된 미곡을 중간지인 安徽 등지로 판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 嘉慶ㆍ道光 연간의 세수 결손 현상

이상과 같이 상관제도의 특성상 상인이 설정된 물류 노선에 따라 교역하지 않

을 경우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실

제 강소성에 위치한 회안관과 호서관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해 할당액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가ㆍ도 연간 내내 지속되었다. 다음의 <그림-Ⅰ>과 <그림-Ⅱ>는 

각각 <부표-Ⅰ>, <부표-Ⅱ>에 근거한 그래프이다.50)

47) 淸 典事例  卷239 戶部88 ｢關稅｣, p.821ㆍp.824.
48) 대표적으로 州의 楓橋에 米 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호서관의 ‘관

내’에 해당하였다(香坂昌紀, 1994, p.321).
49) 전술하였다시피 상인이 호북의 미곡을 강남 지역으로 판운하고자 할 때 반드시 통

과해야하는 구강관, 무호관, 용강서신관은 船料만 징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

한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州府의 대표적인 米 인 楓橋까지 와서 매매를 하였다. 
楓橋는 호서관의 ‘관내’에 속하였기 때문에 미곡에 대한 화세 징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인들이 화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운하를 기준으로 소주부 상류에 위치

하는 常州府에 米 를 개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지역은 호서관의 ‘관외’에 해당

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호서관 감독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이 지역에 口岸을 설

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각주 90 참조.
50) 한편 다음의 <표-Ⅰ>은, 건륭 연간부터 도광 연간까지 호서관과 회안관의 세수 규

모의 대체적인 동향을 보여준다. 호서관의 경우, 건륭 30년대부터 꾸준히 연평균 50
만 냥을 상회하는 세수 규모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세수 규모는 가경 연간에 들어

서 연평균 40만 냥 정도로 감소하였고, 도광 연간에 들어서는 더욱 줄어서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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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 淮安關의 稅收(단위:銀兩)

30만 냥 정도였다. 회안관의 경우, 건륭 연간 꾸준히 연평균 40만 냥을 상회하는 세

수 규모를 기록하였다. 다만 건륭 40년대에 연평균 30만 냥 중반 정도로 감소하였

다가 건륭 50년대에 들어서 재차 연평균 40만 냥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회안

관의 세수 규모는 가경 연간에 들어서 연평균 30만 냥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도광 연간까지 꾸준히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표-Ⅰ>1737~1850 滸墅關, 淮安關의 연평균 稅收(단위:銀兩)

期間 滸墅關 淮安關

乾隆1-10년 362,065 480,995
乾隆11-20년 377,351 440,326
乾隆21-30년 456,935 430,011
乾隆31-40년 558,297 496,916
乾隆41-50년 552,045 369,539
乾隆51-60년 544,338 419,532 
嘉慶1-10년 433,256 362,394
嘉慶11-20년 365,511 286,719

嘉慶21-道光5년 401,108 313,893 
道光6-15년 359,882 287,250
道光16-25년 301,350 279,451
道光25-30년 323,372 268,251 

※근거 자료: 廖聲豊, 2010, pp.348-362; 倪玉平, 2010, pp.223-254 등을 참조하여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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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 滸墅關의 稅收(단위:銀兩)

<부표-Ⅰ>을 살펴보면, 회안관에서는 가경 8년(1803)에 처음 83,397냥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래로 가경 20년(1815)까지 가경 10년(1805), 가경 13년

(1808)과 가경 14년(1809)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수 결손을 기록하였다. 도광 연간

에 들어서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단 한 차례도 할당액을 채우지 못하였다. 호

서관의 경우에는 가경 7년(1802)에 처음으로 2,230냥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래

로 가경 25년(1820)까지 계속해서 기준치를 하회하는 세수를 기록하였다. 도광 

연간에도 도광 4년(1824)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수 결손을 기록하였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상관 책임자는 그 원인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회안관과 호서관에서 세수 결손 원인으로 계속해서 유사한 내용

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경 8년 당시 회안관의 감독이었던 德慶은 세수 

결손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 때문에 저는 不時에 察訪하여 엄밀히 稽査하였는데 아직은 이러한 情弊[奸商의 

‘繞越’이나 家人과 胥役의 不正]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상인을) 關에서 떠나보낼 때 

물어보니, 船戶와 客商이 모두 말하길, 淮ㆍ宿 두 關의 稅課는 과거에 西北 兩河의 

豆載[豆를 싣고 운반하는 商船]가 大宗인데, 상인이 끊임없이 왔어서 錢糧은 저절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근년에 江浙이 豐登하여 糧價가 이미 平減하나 河南에서 가을 

수확기에 간혹 흉작인 지역이 있어서 豆價가 오른 바가 없지 않아, 본전이 높아 이

익이 적으니, 이 때문에 商販이 희소해졌습니다. 게다가 작년 겨울과 봄 사이에 天

氣가 嚴寒하여 운하가 꽁꽁 얼어 貨船이 남하할 수 없었고, 여름에 이르러서는 또다

시 운하에 진흙이 넘치게 되어, 적재량이 큰 貨船[重載]은 반드시 옮기고 끌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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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왕복이 비교적 지체되었습니다. 9, 10월간에 이르러서는 바로 錢糧이 많이 걷혀

야 하는 시기인데, 때마침 河南의 黃水가 제방을 넘쳐흘렀기 때문에 淮河의 口門이 

이로 인해 진흙으로 (물길이) 얕아졌고, 10월 하순에야 진흙으로 얕아진 물길[淤淺]
이 점차 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回空하는 後尾의 漕運船[回空尾幇糧艘]이 

晝夜로 서두르며 급하게 관을 통과한 때여서, 비록 商船이 있어도 또한 감히 끼어서 

밀치며 전진하지 못하였는데, 關期가 이미 11월 11일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盈餘短

의 實在情形입니다.51)

이를 정리하면, 덕경은 ①江浙의 糧價가 낮았던 데 반해 하남의 豆價는 높았

고, ②황하의 범람으로 인해 대운하가 막혔으며,52) ③回空漕船에 의한 정체 현상

으로 인해 상선이 통관하기 곤란했던 것을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즉 

상인이 상품을 교역할 동기가 줄었기 때문에 일반 물류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

른 통관 물류량의 감소가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인의 입장에서 상품 교역 동기가 이윤에 비례한다고 한다면, 이

윤이 많을수록 일반 물류량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윤이 많을수록 더 많

은 상인이 교역에 참가하므로, 이윤 증가에 비례하여 일반 물류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인의 이윤은, 최대한 단순화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이윤 = 판매 가격 - 구매 가격 - 운송비 - 세금 부담

①은, 江浙의 糧價, 즉 판매 가격은 감소하는데 하남의 豆價, 즉 구매 가격은 

증가하므로 전체적으로 이윤을 감소시킨 것이다. ②와 ③은 모두 운송비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윤을 감소시킨 것이다. 즉 ①, ②, ③은 모두 상

인의 이윤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일반 물류량을 감소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51) <淮安關監督德慶奏報淮宿海三關徵稅盈餘銀兩短 緣由摺>(J8.11.22), 硃批奏摺財政類 

361-047, “因此, 奴才不時察訪, 嚴密稽査, 尙無前 情弊. 幷於放關時詢之, 船戶客商

僉稱, 淮宿二關稅課, 向以西北兩河豆載爲大宗, 商販絡繹而來, 錢糧自能充裕. 邇年江

浙豐登, 糧價已屬平減, 河南秋熟間有歉收之處, 豆價不無昻長, 本貴利微, 是以商販稀

. 兼之, 上年冬春之交, 天氣嚴寒, 河氷 凍, 貨船未能南下, 及至夏間, 又遇河水漫

淤, 重載必 遷駁, 往返 爲遲滯. 迨九十月間, 正應錢糧增盛之時, 適緣豫省黃水漫堤, 
淮河口門因此淤淺, 十月下旬淤淺漸通. 又値回空尾幇糧艘, 晝夜趲緊通關, 雖有商船, 
亦不敢擁擠前進, 而關期業於十一月十一日報滿. 此盈餘短 之實在情形也.”

52) 실제 가경 8년 9월 河南省 丘縣에서 黃河가 넘쳐 대운하가 단절되었던 기록이 있다

(表敎烈, 1995,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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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경은 일반 물류량 감소에 따른 통관 물류량 감소를 회안관의 세수 결손 원인

으로 보고했다고 할 수 있다.

호서관에서도 회안관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가경 8년 당시 州織造 那

圖의 보고에 의하면,

살펴보니, 滸墅關의 稅課는 과거에 四川, 湖北, 江西, 安徽 4省의 米豆가 대종을 이

루었고 雜貨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년 川楚의 商販이 본디 줄어들었습니다. 게다

가 上年 江西와 安徽의 작황이 좋지 않아 米價가 ㆍ松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商販

은 오직 이익을 좇아 움직이니, 그 두 省으로 가서 貿易하는 자는 많았지만 州에 

오는 자는 심히 적었습니다. 저는 (滸墅關에) 到任하여 징수업무를 인계한 후 不時

로 직접 大關에 가서 稽査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바로 겨울 말이어서 鎭江에서 築

壩하고 挑河합니다. 啓壩한 후에는 반드시 먼저 重船[北運하는 조운선]이 빨리 가게 

해야 하니, 北上하는 貨船이 수시로 進口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淮ㆍ揚 一帶의 

河道가 얼어 북쪽에서 오는 貨船이 희소하여 納稅가 많지 않았습니다.53) 

라고 하여, ⓐ米商이 州에 오지 않는 대신 이윤을 위해 江西나 安徽로 가며, 

ⓑ河道가 얼어 北上하는 貨船(南來貨船)이 通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마찬가

지의 이유로 ⓒ南下하는 貨船(北來貨船)이 희소하였던 것이 세수 결손의 원인이

었다. ⓐ는 米商이 소주ㆍ송강보다 강서ㆍ안휘에 갈 경우에 좀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강남 지역으로 오는 미곡의 수량이 감소하였던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와 ⓒ는 모두 운송비의 증가를 의미하였으므로 상인의 이

윤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일반 물류량을 감소시킨 것이다. 따라서 나소도는 

덕경과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 원인으로 일반 물류량 감소에 따른 통관 물류량 

감소를 보고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회안관과 호서관에서는 세수 결손 원인으로 계속해서 이상과 같은 

현상을 보고하였다. 회안관에서는 가경 9년(1804) 48,660냥, 11년(1806) 98,798냥, 

12년(1807) 90,842냥, 15년(1810) 21,404냥, 16년(1811) 164,116냥, 17년(1812) 

53) < 州織造那 圖奏爲滸關稅銀短 請准賠補摺>(J8.1.21), 硃批奏摺財政類 360-059, “査, 
滸墅關稅課, 向以川楚及江西安徽四省之米豆爲大宗, 雜貨次之. 近年川楚商販, 本屬廖廖. 
兼之, 上年江西安徽收成歉薄, 米價貴於 松. 商販惟利是趨, 運赴該二省貿易 多, 而來

甚 . 奴才到任接徵, 不時親赴大關稽査, 無如正値冬底, 鎭江築壩挑河. 啓壩後必應

先儘重運糧船趨行, 北上貨船不能隨時進口. 兼之, 淮揚一帶河道凍阻, 北來船隻稀 , 納

稅無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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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62냥, 18년(1813) 147,535냥 19년(1814) 229,633냥, 20년(1815) 138,979냥의 세

수 결손이 있었는데, 모두 판매 가격이 감소하고 구매 가격이 상승하였던 데다가 

운송비가 증가하였던 현상을 그 원인으로 보고하였다.54) 호서관에서는 가경 10년 

70,224냥, 13년 81,047냥, 14년 27,147냥, 15년 37,652냥, 16년 67,974냥, 18년 

17,651냥, 19년 144,060냥, 20년 97,671냥의 세수 결손이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 

모두 위와 같은 현상을 보고하였다.55)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세수 결손 현상에 대해 각 상관의 책임자가 보

고한 내용의 진위가 어떠하였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중앙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

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56) 가경제는 가경 16년과 17년에 당시 兩江總

督 百齡에게 회안관의 세수 결손 원인을 조사하도록 명하였고,57) 가경 18년에는 

양강총독 백령과 江 巡撫 朱理에게 江 , 安徽, 江西 등의 省에 소재한 각 상관

의 징수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가경제는 감독이나 屬下 家丁과 胥

役의 부패, 그리고 이로 인해 상인들이 통관하지 않게 된 것이 세수 결손 원인이

라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감독이 보고했던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

며 부정한 사례 역시 없었다고 보고되었다.58) 

54) <부표-Ⅰ> 참조.
55) <부표-Ⅱ> 참조. 한편 호서관에서는 ⓐ와 같이 미상이 강남 지역이 아닌 안휘나 강

서 등지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미곡 생산지인 四川과 湖北 등지의 米價(구매 가

격)가 상승하고 강남 지역의 米價(판매 가격)가 낮게 형성되었던 상황으로 인해 미

상이 호서관을 通關하는 사례가 줄었다고 보고된 경우도 많았다.
56)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규정상 감독은 해당 지역의 독무에게 보고를 해야 하였다. 

예컨대 회안관에서는 양강총독에게, 호서관과 양주관에서는 강소순무에게 보고하도

록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양주관과 강해관의 경우 강소순무가 세수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징수 행정을 책임졌던 관리는, 전자의 경우 常鎭道였고 후자는 

松太道였다. 따라서 양주관의 경우, 먼저 상진도가 강소순무에게 세수를 보고하

고, 강소순무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이는 강해관의 경우도 마

찬가지였다.
57) <兩江總督百齡奏報審擬淮關監督舒明阿虧短稅銀案摺>(J16.10.30), 硃批奏摺財政類 

366-028; <兩江總督百齡奏報遵旨査明淮宿等關短收盈餘銀兩緣由摺>(J17.10.18), 硃

批奏摺財政類 367-011.
58) <兩江總督百齡等奏報復査各關徵收稅課情形摺>(J18.6.16), 硃批奏摺財政類 36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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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인의 ‘繞越’과 물류 노선의 변화

1. ‘繞越’과 淮安關의 세수 결손

그러나 가경 20년의 조사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당시 회안관과 호서관을 조사한 양강총독 백령과 江 巡撫 

張師誠은, 세수 결손 원인이 이전과 차이가 없으며, 관리의 부패 사례는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 다만 호서관과 회안관이 소재하는 지역은 물길이 복잡하기 때문

에, ‘요월’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59) 이는 통상적으로 세수 결

손에 대한 보고문의 말미에 ‘요월’ 현상이 결코 없었다고 상투적으로 기술하였던 

것과 달리, 그것이 세수 결손의 원인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60) 

즉 이전과 달리 일반 물류량의 감소 여부와는 별개로 통관 물류량이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관리의 입장에서 ‘요월’ 현상을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보고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었다. ‘요월’ 현상에 대한 단속의 

의무가 있는 상관의 책임자에게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상관 

책임자가 세수 결손을 보고할 때 의례적으로 ‘요월’의 발생이 없었다는 수사를 

쓰거나, ‘요월’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회안관의 감독이 스스

로 ‘辦理不善’을 언급하였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61) 따라서 ‘요월’ 현상에 

대한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요월’ 현상이 이미 광범위

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요월’ 현상에 대한 보고가 가경 연간에 들어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62) 

그러나 가경 4년 ‘영여정액제’의 실시 이후 한동안 잠잠하였던 ‘요월’ 현상에 대

한 보고가, 이즈음을 전후한 시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로 대운하의 

59) <兩江總督百齡等奏報査明淮滸兩關盈餘銀兩虧短情形摺>(J20.11.16), 硃批奏摺財政類 

368-019.
60) 같은 해 중앙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淮安關과 滸墅關의 ‘요월’이 논의되

기도 하였다( 淸 典事例  卷240 戶部89 ｢關稅｣, p.835).
61) <淮安關監督明倫奏報淮宿海三關短收盈餘銀兩緣由摺>(D15.1.10), 硃批奏摺財政類 378-001.
62) 가경 연간 이전에 회안관에서 있었던 ‘요월’에 대해서는 淹野正二郞, 1985, pp.145-1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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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단절을 꼽을 수 있다. 가경 8년 회안관의 세수 결손 원인 중 하나로 지적

된 대운하의 단절은, 당시 漕運에 큰 문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가경 8년에 발생한 대운하의 단절은, 당시 海運 논쟁에 결정적 계기를 부여하였

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컸다. 또한 가경 15년에도 가경제가 대운하의 빈번한 단

절로 인해 조운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兩江總督 松筠, 江 巡撫 

章煦 등에게 해운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으로서 재차 해운 논쟁이 일었

다.63) 비록 가경 8년과 15년의 해운 논쟁에서 河運에서 해운으로의 전환은 일어

나지 않았고, 대운하의 재개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긴 하였지만, 이러

한 상황에서 규정상 대운하를 이용해야 하는 상인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

었다.

상인은 통상적으로 법정 운송로를 통해 교역하는 편이 합리적이었다. 법정 운

송로는 이전부터 형성된 주요 교역로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상인에게는 운

송비가 적게 드는 노선이었던 데다가, 혹 이를 이탈하여 교역할 경우 위험 부담

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의 빈번한 단절은 상인에게 이러

한 위험 부담을 상회할 정도의 운송비 상승을 의미하였다. 상인이 법정 운소로인 

대운하를 이용하지 않고도 교역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특히 강소성의 경우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물길이 산재해 있었던 데다가, 해

운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적 조건상 대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해로

를 이용할 수 있었다. 상인은 단순히 대운하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교역을 포기하

는 것이 아니라 이윤만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를 이탈하여 

해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성행하였던 해운업이 상인으로 하여금 적극

적으로 해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해운업은 

청 초기의 해금 정책에 의해 크게 위축되었지만, 강희 23년(1684)에 해금이 해제

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가경 연간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

하였다.64) 이렇듯 당시 해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법정 운

송로인 대운하의 빈번한 단절은, 비록 불법이지만 그 대안으로서 해로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고시켰던 것이다.65)

63) 表敎烈, 1995, pp.152-159.
64) 表敎烈, 1995, p.147; 廖聲豊, 2010, p.133.
65) 도광 6년 당시 江 巡撫 陶澍는, 근래 빈번하게 河道가 막혀서 상인이 어쩔 수 없이 

海道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江 巡撫陶澍等奏報遵旨 議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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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강총독 백령은 대운하의 복구와 하남 등지의 풍작으로 인해 이후 회안

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66) 실제 회안관에서는 가경 20년 이후 세

수가 다소 증가하여 기준치를 상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으로 도광 연간에 들어서면서 재차 세수 결손 현상이 지속되었다. 도광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를 명하였다. 그는 특히 

상관의 세수 결손 현상에 대해 家丁과 胥役의 부패, 상인의 ‘요월’, 그리고 조운

선의 包攬 등을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67)

도광제의 명을 받아 회안관을 조사한 당시 兩江總督 孫玉庭은, 근래 회안관의 

세수 결손은 재해로 인한 하남, 산동 등지의 흉작과 대운하의 단절이 그 원인이

며 가정과 서역의 부패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서역의 수가 많으니 

이를 줄여서 경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임 양강총독 백

령이 ‘요월’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손옥정은 구체적으로 ①예

동산 두류를 강남 지역으로 판운하려는 상인은 대운하를 이용해야 하는데 淮安

府의 贛楡, 靑口와 江南 사이의 海路를 이용하거나,68) ②‘남래잡화’를 六合, 江浦

를 따라 陸路로 北上해 단지 臨淮關 한 곳에서만 관세를 납부하며, 또한 ③安徽

省의 鳳陽府, 潁州府에서 생산된 豆餠은 본디 臨淮關을 통과한 뒤 다시 淮安關을 

거쳐 南下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臨淮關만 통과한 뒤 洪澤湖를 우회하여 南下

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관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보고하였

다.69)

墅關査稅事宜摺>(D6.3.20), 硃批奏摺財政類 374-031). 
66) <兩江總督百齡等奏報査明淮滸兩關盈餘銀兩虧短情形摺>(J20.11.16), 硃批奏摺財政類 

368-019.
67) <兩江總督孫玉庭奏報査明龍江淮宿等關徵收稅課酌議査禁弊端等事摺>(D3.12.10), 

硃批奏摺財政類 372-051.
68) 淮安府의 海州, 沭陽, 贛楡에서 생산된 黃豆는 贛楡와 靑口를 통해 바다로 나간 뒤 

松江府의 劉河로 진입하여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었다. 또한 강남 지역의 雜貨도 海

路를 통해 靑口로 들어와 山東 등지로 판운되었다. 건륭 5년 이를 嚴禁하여 오직 

贛楡의 黃豆만 海路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았다. 이후 청조에서 여러 차례 금령을 내려 靑口를 통한 상품 교역을 금지

하였던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淸 典事例

 卷240 戶部89 ｢關稅｣, p.835ㆍp.839). 
69) <兩江總督孫玉庭奏報査明龍江淮宿等關徵收稅課酌議査禁弊端等事摺>(D3.12.10), 

硃批奏摺財政類 3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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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옥정은 전임 양강총독인 백령에 비해 ‘요월’ 현상이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는 가경 20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요월’

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회안

관 뿐만 아니라 호서관에서도 ‘요월’ 현상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

이다.

가경 24년(1819)에 당시 州織造 嘉祿은 본디 호서관에서 관세를 납부한 뒤 

대운하를 통해서 北運되어야할 ‘남래잡화’가 해로를 통해 판운되는 현상을 보고

하였다.70) ‘남래잡화’가 대운하가 아닌 해로를 통해 판운되는 현상은 이미 가경 

22년(1817)에 전임 州織造인 阿爾邦阿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경제에게 보

고하였을 때부터 확인된다. 그는, 

內河의 關稅는 전에 海關보다 법정세과[例課]가 무거웠습니다. 근래 海洋이 平靜하

여 각 商船이 대부분 海路을 통해 徑行하는데, 선체가 커서 화물을 많이 적재하려고 

하는 한편 동시에 稅課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內河(에 위치한 常關

의) 법정세과는 대부분 額을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71) 

라고 하며, 이를 호서관 세수 결손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해로

를 통한 ‘요월’은 후술하겠지만 만성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었다.72)

그렇다면 가경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요월’ 현상은,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특히 도광 연간에도 

가경 연간과 마찬가지로 상관 책임자가 세수 결손을 보고할 때, 이전부터 지적되

었던 원인과 함께 ‘요월’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수 감소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안관의 경우 손옥정의 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요월’의 사례로 ①淮安府

의 贛楡와 江南 사이의 海路를 이용하였던 사례, ②‘南來雜貨’가 六合, 江浦를 따

70) < 州織造嘉祿奏爲滸墅關盈餘銀兩短絀請照數賠繳摺>(J24.6.15), 硃批奏摺財政類 370-014.
71) < 州織造延隆奏爲査辦南北商稅偸漏出海之弊請旨嚴禁摺>(D4.8.17), 硃批奏摺財政類 

373-039, “內河關稅, 向比海關例課爲重. 近年海洋平靜, 各商船多由海運徑行, 旣圖船

身寬大多載貨物, 兼可 納稅課, 以致內河例課, 多不能足額.”
72) < 州織造延隆奏報滸關收稅 章及現在紊越情形酌擬變通片>(D5.6.6), 硃批奏摺財政類 

374-015; <淮安關監督明倫奏報淮宿海三關短收盈餘銀兩緣由摺>(D15.1.10), 硃批奏摺財

政類 37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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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陸路로 北上해 단지 臨淮關 한 곳에서만 關稅를 납부하였던 사례, ③安徽省의 

鳳陽府, 潁州府에서 산출된 豆餠이 臨淮關을 통해 南下하였던 사례가 있었다. ①

의 경우는 淮安府의 贛楡와 太倉州의 瀏河사이의 경로로서, 대부분 江海關에서 

관세를 납부하며, ②와 ③의 경우는 모두 회안관에서도 關稅를 납부해야 하지만 

鳳陽關 속하의 臨淮關에서만 납부하는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해관과 봉양관의 세수 추이를 통해 그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 다음 <그림-Ⅲ>과 <그림-Ⅳ>는 각각 <부표-Ⅲ>과 <부표-Ⅳ>에 근거한 그래

프이다.

<그림-Ⅲ>江海關의 稅收(단위: 銀兩)

<그림-Ⅳ>鳳陽關의 稅收(단위:銀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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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Ⅲ>과 <부표-Ⅳ>를 통해 강해관과 봉양관의 세수 추이가 회안관과 대조

적인 양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해관과 봉양관은 회안관에 비

해 할당액이 적었지만, 각각 기준치를 상회하는 세수를 꾸준하게 징수하였다. 특

히 봉양관은 하남에서 생산되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는 豆類가 중요한 과세 대

상이었기 때문에,73) 회안관과 유사한 세수 추이를 나타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았다.74) 다만 그 액수는 미미하였지만 세수 결손이 있었던 가경 17년, 

18년, 20년, 25년과 도광 6년은 모두 하남의 豆類 흉작과 홍수로 인한 교역로의 

단절이 세수 결손 원인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봉양관이 회안관의 세수 결손 원

인으로 작용하였던 요인의 영향을 일부 받았던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판운되는 두류의 수량 때문이었다. 그

리고 이는 결국 ‘요월’ 현상이 회안관의 세수 결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75)

한편 강해관도 봉양관과 유사한 세수 추이를 보이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수치

가 적어도 도광 20년(1840)까지 지나치게 일정하다는 점이다. 상관의 세수 규모

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의 통관량에 좌우되었기 때문에 일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강해관에서는 이러한 특성과 무관하게 장기간 일정 규모의 관

세를 징수하였다.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 통관량이 우연히 일정했기 때문이

라고 간주하기 어렵다. 당시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해로를 통한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게다가 대부분의 상인에게 비법정 운송로인 해로를 통한 교역이 확

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세수가 증가할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설사 

세수 감소 요인이 있어 이를 상쇄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3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거의 같은 규모의 세수를 기록한 것은, 결국 강해관을 담당하였던 관원에 의한 

수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76)

73) 淹野正二郞, ｢淸代の鳳陽關をめぐる物資流通について｣, 和田博德敎授古稀記念明淸

時代の法と社 , 汲古書院, 1993,p.504. 
74) 鳳陽關의 수입구조는 ‘南來雜貨’ 10분의 2,3, ‘北來米豆’ 10분의 7,8으로 구성되어 

있었다(倪玉平, 2010, p.75). 
75) 특히 도광 원년에서 4년 사이 회안관에서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봉양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76) 이러한 현상은 가경 4년 ‘영여정액제’ 시행 이후 야기된 폐단과 관계가 있다고 생

각한다. 강해관에서 나타난 현상은 옹정 연간 ‘진수진해제’가 시행되기 이전 상관 

책임자가 정액을 초과하는 영여을 ‘중포’했던 상황과 유사한데, 이는 결국 ‘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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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는 당시 ‘요월’ 현상의 확산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이를 좀 더 직

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도 있다. 해로를 통한 예동산 두류의 ‘요월’ 규모는 도

광 5년(1825) 당시 州織造 延隆의 호서관 세수 결손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豫東豆石에 대해 말하자면 또한 관계된 바가 緊要한데, 과거 많으면 7,8만 냥

을 거뒀고 적어도 또한 4,5만 냥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
래 대부분의 豆는 모두 바다를 통해 운반됩니다. 헤아리건대 本年에 겨우 거

둔 豆稅는 銀 6천여 냥으로 종전과 (비교해) 多寡가 현저합니다.77)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는 예동산 두류는 규정상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를 통해 

남하되어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안관과 양주관, 그리고 호서관에서 각각 세금

을 징수하였다. 연륭의 보고를 기초로 당시 불법적으로 해로를 통해 판운된 예동

산 두류의 수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다. 우선 호서관에서는 규정상 두류 1

石당 銀 4分을 과세하고 있었으며, 예년의 두세 규모는 연간 4만 냥에서 8만 냥 

사이였다. 따라서 예년에 호서관을 통관한 예동산 두류의 수량은 연간 적게는 

100만 석에서 많게는 200만 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도광 5년 호서관에서 

징수한 豆稅는 약 6,000냥이므로, 예년의 두세 규모를 60,000냥으로 간주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면 약 54,000냥이다. 따라서 수량으로는 약 135만 석의 예동산 두

류가 불법적으로 해로를 통해 판운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수량의 예동산 두류가 법정 운송로를 벗어나 판운되었다면, 회

안관과 양주관의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 당시 회안관과 양주관

에서는 예동산 두류의 통관량 감소로 인해 각각 약 10만 냥, 약 4만 냥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78) 회안관의 경우 두류에 대한 세율이 1石당 銀 5分이었으므

로, 앞서 불법적으로 해로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된 예동산 두류 약 160만 

石은 약 8만 냥의 손실로 계산된다. 그리고 양주관의 경우 두류 1石당 銀 2分이

었므로, 약 32,000냥이 손실액으로 계산된다. 이를 합산하면 약 112,000냥이며, 따

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7) < 州織造延隆奏報滸墅關稅實徵銀數摺>(D5.4.26), 硃批奏摺財政類 374-007, “至豫東豆

石一 , 亦關緊要, 向年多收銀七八萬兩, 亦不下四五萬兩. 近來大宗豆貨, 悉由海運, 
計本年祗收豆稅, 銀六千餘兩, 從前多寡懸殊.”

78) 도광 5년 회안관에서는 <부표-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7,555냥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였고, 양주관에서는 41,474냥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였다(倪玉平, 2010,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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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도광 5년 회안관과 양주관에서 기록한 세수 결손의 합인 139,028냥의 약 

80%가 ‘요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판운된 예동산 두류의 수량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강남 

지역의 豆價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강남 지역의 두가를 결정하는 변수

는 실로 다양하였다. 우선 수요의 측면은, 이미 18세기부터 강남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사실로부터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두류의 공급이 부진했다면 

두가는 상승해야 한다.

공급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 지역으로 공급되는 두류는, 대운하

를 통해 판운되며 회안관, 양주관, 호서관에서 과세되는 예동산 두류, 장강을 통

해 판운되며 蕪湖關에서 과세되는 湖廣産 豆類, 해로를 통해 판운되며 강해관에

서 과세되는 關東産 豆類와 일부 山東産 豆類, 마지막으로 조운선에 의해 土宜로

서 운반되는 예동산 두류가 있다. 무호관의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호광산 두류의 

수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79) 또한 조운선에 의해 운반되었던 

예동산 두류 역시 그 수량이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80) 따라서 합법적이

든 아니든 해로를 통해 판운된 두류와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를 통해 판운된 예

동산 두류가 전체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였다.

그 중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를 통해 판운된 예동산 두류의 수량은 회안관, 양

79) 무호관의 세수 추이는 倪玉平, 2010, pp.72-75 참조.
80) 조운선이 운반하는 私貨 중 土宜는 관세를 면제받았던 부분이다. 따라서 조운선이 

운반하는 私貨에 대한 과세 규모는 土宜의 수량을 얼마나 허가하는가에 따라 결정

되었다. 도광 10년 회안관의 사례에 따르면 ‘漕收’, 즉 土宜를 제외한 나머지 私貨

에 대한 과세 규모는 매년 약 55,000냥이었다(<兩江總督蔣攸銛等奏報江 各關徵稅

缺額情形摺>(D10.8.25), 硃批奏摺財政類 376-025). 만약 조운선이 夾帶하는 私貨가 

모두 豆類이고 당시 허가된 土宜가 180석, 漕船이 6,000척이라고 가정한다면, 회안

관 단계에서 土宜를 포함해 조운선에 의해 운반되는 私貨 총량은 약 200만 석이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重運과 回空을 합한 수치인데, 한 연구에 의하면 양자는 

각각 1:5의 비율이었다(表敎烈, 1995, p.60). 이 수치를 적용하면 조운선이 回空할 때 

夾帶하는 私貨는 약 166만 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 의하면 조운

선이 回空할 때 夾帶하는 私貨가 대부분 鹽이었던 데다가(表敎烈, 1995, pp.64-70), 
호서관이 위치한 강남 지역을 지나는 조운선의 수가 회안관을 지나는 조운선의 수

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대운하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조운

선 역시 운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국 조운선에 의해 강남 지역

까지 운반되는 예동산 두류의 수량은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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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호서관의 세수와 연동된다. 이상의 상관 중 특히 회안관에서는 예동산 두

류의 통관량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만약 이를 가지

고 강남 지역으로의 예동산 두류 공급이 부진하였다고 간주한다면, 두가 상승이 

나타나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가는 지속적으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Ⅴ> 州府의 黃豆, 大豆의 價格(단위 分/石)81)

단, 두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가경 20년(1815)과 도광 14년(1834)은, 모두 

회안관에서 대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시기와 겹친다.82) 법정 운송로인 대운

하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는 예동산 두류의 수량이 지나치게 감소한 때에

는 두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두가

는 장기적으로 안정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예동산 두류가 강남 지역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운송로를 통해 판운되는 예동산 두류의 수량은 감소하

였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다른 경로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공

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합법적이든 아니든 해로를 통해 판운된 두

류였다. 그 중에서도 불법적으로 해로를 통해 판운된 예동산 두류의 수량이 많았

던 것은 앞서 살펴본 도광 5년 소주직조 연륭의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83) 

81) <그림-Ⅴ>는 <부표-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82) <부표-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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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Ⅵ> 豫東産 豆類의 운송 노선 변화

변화 전                                             변화 후

2. 미곡 운송의 변화와 滸墅關의 세수 결손

한편 호서관 역시 회안관과 마찬가지로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판운되는 현상이 세수 결손의 한 요인이었다.84) 그러나 전체 세수에서 미세가 차

지하는 비중이 컸고, 실제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미세 감소가 계속해서 지적되었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다시피 호서관 수입구

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천과 호북 등지에서 생산되어 강남 지역으

로 판운되는 미곡(이하 川楚産 米穀)에 대한 과세였다. 따라서 상인이 이러한 미

곡을 호서관의 ‘관내’까지 얼마나 판운하는가가 중요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강남 지역은 대표적인 缺糧地區여서 이미 明代부터 외지로부터

의 미곡 수입량이 상당하였지만,85) 본지에서 생산된 미곡 수량 역시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 州 本地 所産의 米는 杜米라 하고, 外省으로부터 販來

83) < 州織造延隆奏報滸墅關稅實徵銀數摺>(D5.4.26), 硃批奏摺財政類 374-007. 한편 전술

하였다시피 상인이 회안관을 피해 봉양관 산하의 임회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강

남 지역으로 판운한 하남산 두류도 공급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4) 또한 ‘남래잡화’가 비법정 운송로인 해로를 통해 판운되는 현상도 호서관의 세수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85) 吳金成, 國法과 社 慣行-明淸時代 社 經濟史 硏究- , 지식산업사, 2007, pp.324-328.



- 30 -

된 것은 秈米라고 하는데, 杜米를 먹는 자는 열에 여섯, 일곱이고, 秈米를 먹는 

자는 겨우 열에 셋, 넷입니다”라고 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86) 소주의 미곡 

작황은 米商의 교역 동인에 있어서 중요하였다. 소주의 미곡 생산량 증가는, 미

상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이윤 감소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87)

한편 상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한 일련의 행위 역시 호서관의 세수

에 영향을 미쳤다. 호서관의 ‘관외’에 해당하는 지역인 상류의 丹陽과 常州에 곡

물 시장이 설립되었던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88) 예컨대 상인이 천초산 

미곡을 丹陽이나 常州에서 판매한다면, 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즉 상인이 

호서관의 ‘관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강남 지역에 미곡을 판운할 수 있었던 것

이다.

이뿐만 아니라 상인이 ‘관내’ 교역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

다. 대표적으로 상인이 10석 이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사

86) <江 巡撫張師誠奏報遵旨密査滸墅關關稅盈餘短缺實在緣由摺>(J20.10.14), 硃批奏摺財政

類 368-018. “ 州本地所産之米, 之杜米, 自外省販來 , 之秈米, 食杜米 , 有十之六

七, 食秈米 , 僅十之三四.”
87) 이후에도 호서관의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소주의 미곡 작황이 좋아서 미상이 소주로 

오는 빈도가 줄었던 것이 빈번하게 보고된다(< 州織造文祥奏報滸墅關徵收稅銀數目

摺>(D6.3.20), 硃批奏摺財政類 375-019). 
88) 이 사안은 이미 가경 17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州로부터 360여 리 上流에 위치하였

던 鎭江府 丹陽縣의 七里廟에 滸墅關의 口岸을 설치할 것인가가 사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대운하를 경유해 호서관의 ‘관내’까지 온 ‘北來貨船’의 과세는 호서관의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丹陽縣의 七里廟와 滸墅關 사이에 太湖로 통하는 

支流가 많아 이곳을 통해 太湖로 ‘요월’하는 상인이 많았다. 따라서 丹陽縣의 七里廟에 口

岸를 설치하여 이를 단속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그러나 도광 3년 당시 소주직조 延隆이, 
조사 결과 丹陽縣 七里廟 지역을 지나가는 대운하의 폭이 상당히 좁아 口岸을 세워 商船을 

정박시킬 수 없는데다가, 이미 가경 17년 口岸의 설치를 요청하였을 때 戶部에서 '滸墅關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즉 滸墅關의 세를 납부하는 것은 예에서 벗어난 것'(未至滸關即納滸關之

稅係屬例外), 즉 징수 대상이 아니라며 議駁하였던 사례를 들어 丹陽縣 七里廟에 口岸을 설

치할 필요 없이 巡査를 통해 ‘요월’을 단속할 것을 주장하였다(< 州織造延隆奏報確査常州

迤北毋 添設口岸緣由片>(D3.4.27), 硃批奏摺財政類 372-026). 그러나 이후 문제가 더욱 심각

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丹陽과 常州에 상당수의 米豆行棧이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호서

관의 세수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州織造文祥奏報滸墅關徵收稅銀數目摺>(D6.3.20), 硃批

奏摺財政類 375-019).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丹陽과 常州에 口岸을 설립하여 세금

을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조치는 釐金制度가 도입된 이후에야 비로소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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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있다. 대운하를 기준으로 호서관의 上流에 도착한 米商은, ‘白拉’이라고 불

리는 地棍에게 돈을 내고 미곡을 船에 나누어 실어 호서관을 통과하였다. 이 

때 船에 나누어 실은 미곡의 수량은 10석 이하이므로 면세 대상이 되었다. 그

리고 미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호서관을 통과한 뒤 재차 船에 나누어 실었던 

미곡을 돌려받음으로써, 미세 납부를 회피하였던 것이다.89)

이러한 사례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필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봤던 사례와 같이 상인이 천초산 미곡을 강남 지역으로 

판운하지 않고 중간 지역인 안휘나 강서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가ㆍ도 연간에 들

어서 빈번하게 재해가 발생하여 미곡 수요가 증가하였던 江北 지역으로 판운하

였던 사례도,90) 상인의 이윤 확보 측면에서 보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 호서관의 세수가 감소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한 원인에는, 한편으

로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판운된 현상도 있었지만, 미곡의 운송 

노선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곡의 운송 노선을 예측하고 이

에 근거해 구축된 과세 체계의 한계가, 호서관의 세수 결손으로 나타났던 것이

다.

89) < 州織造豫 奏報遵旨常川到關稽稅査弊幷剔除滸關弊端摺>(D13.2.6), 硃批奏摺財政類 

377-025.
90) < 州織造嘉祿奏爲滸墅關短收盈餘銀兩請照數賠繳摺>(J25.6.19), 硃批奏摺財政類 370- 

050; < 州織造延隆奏報滸墅關實收稅銀數目摺>(D3.5.19), 硃批奏摺財政類 372-027. 
양주관은 회안관과 호서관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이 발생

하였다(倪玉平, 2010, pp.66-72). 그러나 도광 15년에서 21년 사이의 양주관의 세수 

상황은 설명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양주관은 회안관, 호서관과 달리 도광 15년부터 

21년까지 계속해서 ‘足額’을 기록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회

안관 뿐만 아니라, 10만 냥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계속해서 기록하였던 호서

관과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에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었던 ‘川楚

産米’가 江北 지역으로 그 판매 경로를 바꾸는 경향이 있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

다고 생각한다. 호서관은 米商이 오지 않았던 것이 도광 15년, 16년, 17년에 발생한 

세수 결손의 주 원인이었으며, 같은 시기 강북 지역에 홍수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米商 중 상당수가 ‘천초산미’를 강북 지역으로 판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주관은 세칙상 미곡에 대해서 과세를 행하였기 때문에 세수가 증

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도광 15년에서 21년 사이 양주관의 ‘족액’ 현상은, 강북 

지역의 재해로 인한 미곡 운송 노선의 변화가 그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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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Ⅶ> 미곡의 운송 노선 변화

변화 전                                            변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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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淸朝의 대응과 그 한계

1. ‘除弊六條’와 ‘分賠章程’의 개정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판운되는 현상을 운송 노선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면,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감소 현상은 모두 두류나 미곡의 운송 노선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남래잡화’ 역시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를 이탈하여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북방의 

각 성으로 판운되는 경우가 많았다.91)

따라서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은, 과세 대상이 되는 물류 전체량의 감소

보다는 법정 운송로를 벗어난 물류로 인한 통관 물류량 감소에 의해 야기된 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관제도는 특정한 물류 노선을 설정하고 그 위에 과세 체

계를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물류 노선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관세 감소를 야기하

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청조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조에서 물류 노

선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이상, 제도 개정 등을 통한 세수 보전이 가능하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물류 노선의 변화에 대한 청조의 대응을 상

관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은, 황제 차원의 관심과 조치가 수

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있었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중 있는 사안으로 

취급되었다. 특히 도광제는 세수 결손 현상이 강소성의 몇몇 상관에 국한되지 않

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책을 세울 것을 명하며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다.

각 관 稅課의 盈絀은 商貨의 多寡로 말미암으니, 裕課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恤商을 먼저 해야 하고, 恤商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除弊

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근래 듣기에, 각 관의 姦丁, 蠹吏이 勒徵

91) < 州織造延隆奏爲査辦南北商稅偸漏出海之弊請旨嚴禁摺>(D4.8.17), 硃批奏摺財政類 

3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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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인에게서)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통과시키거나, 正銀을 罰銀

으로 만들어 上下가 나누어 가진다고 한다. 게다가 奸商은 偸漏하며 

繞越하고 조운선은 包攬하거나 (私貨를) 夾帶한다. 百弊가 叢生하니 

세수 결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이는) 모두 징수하였던 각 관원

이 丁胥들이 법에서 벗어나 橫徵하고 작당하여 폐단을 일으키도록 

두었던 바로부터 말미암아 상인이 발이 묶여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

던 것으로, 榷務에 크게 관계가 있다. 各省의 督撫로 하여금 각 常

關이 무엇 때문에 虧短[세수 결손]이 있고 商貨는 어떻게 유통되는

지를 조사하여 밝히고 章程을 妥議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아울러 漕

運總督은 조운선이 (私貨를) 夾帶하는 것을 嚴禁하라. 각 常關의 감

독은 마땅히 타고난 양심[天良]을 激發하는 데 힘써, 공무을 빌어 자

기 잇속을 채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곧 각 口岸의 家人을 크게 裁

減하고 엄히 통제하라. 만약 예전대로 낭비하고 꼬투리를 잡아 해를 

입히는 일이 있다면 해당 督撫으로 하여금 실제에 근거하여 엄히 

탄핵하도록 하라. 만약 奸商에게 透漏하는 등의 폐단이 있다면, 또

한 즉시 懲辦하여 교활한 풍습을 경계하라. 따로 片奏한 각 關의 分

賠章程에 대해서는, 아울러 (해당 督撫로 하여금) 情形을 가까이 가

서 살펴보도록 하여, 例에 따라 (결손액을) 균등하게 할당해도 되

는지, 혹은 新例에 준하여 각기 각 임기에 따라 賠補해야 하는지 모

두 妥議하여 보고하라.92)

이에 따르면, 도광제는 각 상관의 세수가 商貨의 多寡, 즉 일반 물류량에 좌우

되며, 이를 증가시켜 ‘裕課’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除弊’를 해야 한다고 보고 

92) <兩江總督孫玉庭奏報査明龍江淮宿等關徵收稅課酌議査禁弊端等事摺>(D3.12.10), 硃批

奏摺財政類 372-051, “各關稅課之盈絀, 由商貨之多寡, 而裕課必先恤商, 恤商必先除弊. 
乃近聞各關奸丁蠹吏勒徵賣放, 及以正作罰上下分肥. 加之, 奸商偸漏繞越, 糧船包攬夾

帶, 百弊叢生, 虧短日甚. 總由經徵各員任聽丁胥人等, 例外橫徵, 通同舞弊, 以致商人裹

足不前, 於榷務大有關係. 著各省督撫, 各關因何虧短及商貨如何流通査明, 妥議章程

具奏. 並著漕運總督, 嚴禁糧船夾帶. 各關監督務 激發天良, 毋得假公濟私. 卽 各口

岸家人, 大加裁減, 嚴行約束. 如有仍前耗費, 藉端擾累情事, 由該督撫據實嚴叅. 如奸商

有透漏等弊, 亦卽懲辦以 風. 至另片奏各關分賠章程, 並著就近察看情形, 應否照

勻攤, 或遵新例各按各任賠補, 一倂妥議具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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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除弊’의 대상은 ①家丁과 胥役의 착복, ②奸商의 ‘요월’, ③包攬, 夾

帶로 인한 탈세이며, 이는 가정과 서역 또는 運軍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

다. 따라서 각 상관의 책임자와 조운총독으로 하여금 속하의 가정과 서역, 또는 

운군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상관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각 성의 독무는 대부분 기존의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의 상관의 세수 결손액이 그리 

크지 않았던 데다가, 혹 세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상관의 책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이다.93) 

그러나 당시 兩江總督 孫玉庭과 江 巡撫 韓文綺는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는 당시 강소성에 소재한 상관의 세수 결손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손옥정은 회안관과 용강서신관의 세수 및 이와 관련한 물

류 상황에 대해 보고한 뒤 다음 6개의 조항을 제시하였다.

ⓐ 상인의 ‘到關手續’은 신속해야 함

ⓑ 貨物을 稱量할 때의 科則은 공평해야 함

ⓒ 保家, 鈔戶의 禁革은 엄정해야 함

ⓓ 繞越, 偸放이 있다면 巡役을 처벌해야 함

ⓔ 胥吏의 掯單은 査察하여 일소해야 함

ⓕ 看關, 守口, 家丁은 신중하게 선발하여 최소한으로 파견해야 함94)

손옥정의 ‘除弊六條’는 대부분 상관 소속의 가정과 서역에 관계된 내용으로 구

성되었다. 그 중 ⓐ, ⓑ, ⓔ는 ‘到關手續’ 과정에서 가정과 서역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 조항이며,95) ⓒ, ⓓ는 ‘요월’이나 포람 등을 단속할 

93) 倪玉平, 2010, pp.162-163.
94) <兩江總督孫玉庭奏報査明龍江淮宿等關徵收稅課酌議査禁弊端等事摺>(D3.12.10), 硃批奏

摺財政類 372-051. 이를 편의상 ‘除弊六條’라고 칭하겠다.
95) ‘到關手續’은 상인이 관에 도착하여 검사를 받고 납세한 뒤 통과하는 일련의 절차

를 가리키는 것이다. 상인이 ‘關內’에 들어오면, 우선 지정된 口岸에서 家丁과 胥役

에게 각종 검사를 받고 그 口岸의 稅則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 세금 납부가 끝

나면 증명서로서 船과 적재 화물의 내용을 기입한 紅單을 상인에게 발급하고, 같은 

내용을 기입한 紅簿는 常關에서 보관하였다. 이후 상인이 ‘관내’의 다른 口岸을 지

나갈 때 홍단을 제출하도록 하여 중복 징수를 방지하였다(祁美琴, 200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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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는 가정과 서역에 대한 조항이다. ⓕ는 가정과 서역의 선발 요건 강화

를 강조한 것이다. 결국 ‘제폐육조’는 상관 책임자가 속하의 가정과 서역을 嚴督

하여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不正을 줄이려는 조치였으며, 도광제가 지적한 ‘제

폐’의 구체적인 시행안이었던 것이다.

가정과 서역의 부정을 줄인다면, 상인은 이윤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편

의상 상인의 이윤에 대한 등식을 다시 살펴보겠다.

이윤 = 판매 가격 - 구매 가격 - 운송비 - 세금 부담

이 등식에서 상인의 이윤과 관련하여 청조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운송비와 

세금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

는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조가 상인의 이윤을 증가시키려면, 세금 부

담을 줄여주거나 또는 법정 운송로를 적절하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운송

비를 줄여줄 수 있었다.96) 가정과 서역의 부정을 줄이는 것, 즉 ‘제폐’는 위 등식

에서 세금 부담 완화를 의미하였다.

상인의 이윤 증가는, 앞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일반 물류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청조의 인식은, 

“裕課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恤商을 먼저 해야 하고, 恤商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除弊를 먼저 해야 한다”는 도광제의 언급이나, “恤商하여 商人을 招徠하는 것이 

실로 裕課의 本源”이라는 손옥정의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97)

廖聲豊, 2010, pp.54-57; 淹野正二郞, 1985, pp.127).
96) 여기서 거론한 세금 부담은 기본적으로 관세도 있지만, 이 외에 갖가지 명목으로 

징수되는 부가세와 勒索에 의한 피해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국가 권력이 상인에게 

세금 징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상인의 금전적 혹은 그 이외의 부담을 포괄한다. 한
편 부가세에 대해서는 祁美琴, 2004, pp.259-266 참조. 이러한 각종 명목의 부가세는 

건륭 연간 평균적으로 관세의 약 10% 정도였는데, 기본적으로 각 상관의 경비로 사

용되었고 그 나머지는 상당 부분 內務府로 귀속되었다(賴惠敏, ｢清乾隆朝的稅關

皇室財政｣,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46, 2004). 그러나 이후 대규모 세수 결

손이 발생하였던 淮安關과 滸墅關의 경우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가세’로는 경비뿐

만 아니라 內務府에 보내야 하는 ‘할당액’을 채울 수 없었다. 따라서 감독이 본인의 

養廉銀으로 이를 보전하거나 혹은 각종 경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졌

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다루지 못하였으나, 각 상관과 內務府의 재정 관계

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추후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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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除弊六條’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

는 추상적인 ‘경고’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상인의 세금 부담 완화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상인의 이윤 증가를 위해서는 세금 부담뿐만 아니

라 운송비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였다. 특히 당시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의 빈번

한 단절은 상인에게 운송비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법정 운송로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한 운송비 절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청조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도광제가 上諭에서 언급한 ‘分賠章程’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 손옥정은 

기존의 例가 공평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98) 

그러나 江 巡撫 韓文綺는 ‘分賠章程’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였다.99) 그는, 호서

관의 경우 세금이 많이 걷히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例에 따라 前任의 세수 결손을 後任이 분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하였

다. 그리고 도광 2년(1822)에 제정된 新例에 따라 각기 각 임기의 月日에 따라 

세수 결손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청하였다.100)

한문기는 손옥정을 비롯한 여타 督撫와는 달리 例의 한계를 인지하였기 때

문에, 新例의 적용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例는 세수 결손액이 클 경우 이를 상

97) <兩江總督孫玉庭奏報査明龍江淮宿等關徵收稅課酌議査禁弊端等事摺>(D3.12.10), 
硃批奏摺財政類 372-051. “臣査, 各關稅額, 雖有多寡不同, 而卹商招徠, 實爲裕課本

源. 加以裁汰冗濫, 査禁繞越, 卽年歲間有豊歉, 亦不至盈絀懸殊.”
98) <兩江總督孫玉庭奏報査明龍江淮宿等關徵收稅課酌議査禁弊端等事摺>(D3.12.10), 

硃批奏摺財政類 372-051.
99) 한편 호서관과 양주관을 조사한 江 巡撫 韓文綺는 ‘除弊六條’와 거의 유사한 5조

항의 除弊案을 건의하였다. 다만 그 내용은 결국 각 상관 책임자로 하여금 속하 家

丁과 胥役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除弊六條’와 큰 차이는 없었다

(<江 巡撫韓文綺奏報査明滸揚二關恤商除弊及賠補虧短稅銀情形摺>(D4.1.19), 硃批奏

摺財政類 373-003).
100) <江 巡撫韓文綺奏報査明滸揚二關恤商除弊及賠補虧短稅銀情形摺>(D4.1.19), 硃批奏

摺財政類 373-003. 한편 양주관의 경우 세금이 많이 징수되는 달(旺月)과 그렇지 않

은 달(衰月)의 구분이 뚜렷하였다. 상관 책임자의 任期가 각기 旺月 혹은 衰月에 걸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例에 따라 하루에 징수해야 할 세금이 동일하다면 형평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문기는 3,4,5,9,10,11 6개월은 旺月로 삼아 할

당액의 10분의 6을 징수하도록 하고, 6,7,8,12,1,2 6개월은 衰月로 삼아 10분의 4를 

징수할 것을 제안하였다(<江 巡撫韓文綺奏報査明滸揚二關恤商除弊及賠補虧短稅銀

情形摺>(D4.1.19), 硃批奏摺財政類 3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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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책임자가 배상하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었다. 불공평한 

상황과 신례 적용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다.

延隆은 도광 3년 3월 18일에 州織造로 부임하였으며, 같은 해 5월 19일에 關

期(도광 2년 5월 3일-도광 3년 5월 2일)동안 호서관에서 징수한 관세 총액을 보

고하였다. 그는 부임한 날짜인 도광 3년 3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54일 동안 

72,423냥을 징수하였고, 전임 소주직조 嘉祿은 도광 2년 5월 3일부터 이듬해 3월 

7일까지 301일 동안 255,954냥을 징수하였다. 호서관에서는 關期(도광 2년 5월 3

일-도광 3년 5월 2일)동안 모두 328,377냥을 징수하였으며, 세수 결손은 112,774

냥이었다. 新例에 따라 각 임기에 거둔 액수를 기준으로 각자 배상액이 정해졌

다. 호서관의 할당액 441,151냥을 355일로 나눈 수 1,243냥이 하루에 징수해야 할 

액수라고 한다면, 延隆은 1,243냥×54일인 67,122냥을 징수해야 하였고, 가록은 

1,243냥×301일인 374,143냥을 징수해야 하였다. 이에 따라 연륭은 72,423냥-67,122

냥인 5,301냥의 영여를 기록하였던 반면, 가록은 255,954냥-374,143냥인 -118,189

냥을 기록하였다.101) 만약 例에 따른다면, 세수 결손액 112,774냥에 대해 연륭

은 54/355를 곱한 17,154냥을 배상하고 가록은 301/355를 곱한 95,620냥을 배상해

야 하였다. 그러나 新例에 따라 영여를 기록한 연륭은 免處되었던 반면, 가록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하여 처벌되었다.102)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新例의 시행은 배상 규정의 합리화를 위한 조치였

다. 당시 세수 결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조는 배상 규정의 합리화를 통해 혹

시 발생할 수도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방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던 

바와 같이 적어도 이 당시까지는 대부분의 독무가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으로 인해 문제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도

광 10년(1830)에는,

여러 해에 걸쳐 缺額을 낸 淮安關, 滸墅關, 揚州關, 臨淸關 및 간혹 缺額을 

낸 九江關, 南新關, 鳳陽關, 蕪湖關, 龍江西新關은 각기 欽定盈餘銀數에 준하

101) < 州織造延隆奏報滸墅關實收稅銀數目摺>(D3.5.19), 硃批奏摺財政類 372-027. 다만 

소수점을 버리고 계산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 실제 延隆은 +5,318.329냥
을, 嘉祿는 -118,912.766냥을 기록하였다.

102) 淸 典事例  卷238 戶部87 ｢關稅｣, p.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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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것의) 60퍼센트를 額內盈餘로 삼고 (이에) 결손이 있을 때는 (감독이) 
배상하도록 한다. 또한 額內盈餘의 결손액 비율에 따라 例에 의거하여 議處

한다. (欽定盈餘銀數의) 40퍼센트는 額外盈餘로 삼아 (이에) 결손이 있다면 

(감독이) 배상하도록 하되 處分은 寬免한다. 각 관에서 嬴餘를 초과한 세수를 

징수하였다면, 즉 그 초과분[多收]의 비율에 따라 분별하여 議敍를 부여함으

로써 공평함을 분명히 한다.103)

라고 하여 개정된 배상 규정이 시행되었다. 그 대상은 호서관과 양주관을 포함해 

모두 9곳이었다. 새로운 배상 규정은 세수 결손 현상이 심했던 회안관과 호서관

에 효과가 있었다. 예컨대 호서관의 할당액 중 영여는 250,000냥이었는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책임자는 100,000냥의 결손까지는 議處되지 않고 배상만 하면 되었

다. 회안관의 경우 영여가 131,000냥이었으므로, 52,400냥의 결손까지는 배상의 

책임만 있었다.

또한 도광 11년(1831)에는 회안관과 호서관의 영여를 기존보다 각각 21,000냥, 

20,000냥 삭감하는 조치가 취해졌다.104) 도광 10년과 도광 11년의 조치는 이미 세

수 감소가 명확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상관 책임자의 배상 책임을 경감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회안관과 호서관에서 발생한 큰 규모의 세

수 결손을 감안한다면, 이 조치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세수 결손 현상을 대응책으로서 ‘제폐육조’와 배상 규

정의 개정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조는 상인

의 운송비 절감을 위한 조치를 통해 세수 결손 현상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03) 淸 典事例  卷238 戶部87 ｢關稅｣, p.805, “歷年缺額之淮安滸墅揚州臨淸等關, 及間

有缺額之九江南新鳳陽蕪湖西新等關, 各按欽定盈餘銀數, 以六成作爲額內嬴餘, 遇有短

, 著落賠繳. 仍按額內盈餘 短收分數, 照例議處. 以四成作爲額外盈餘, 遇有短 , 著

落賠繳, 寬免處分. 各關徵收嬴餘濫額, 卽按多收分數, 分別給予議敍, 以昭平允.”
104) 淸 典事例  卷234 戶部83 ｢關稅｣, p.761ㆍp.762. 따라서 회안관의 할당액은 기존

의 385,363냥에서 364,363냥이 되었고, 호서관의 할당액은 기존의 441,151냥에서 

421,151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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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海路의 제한적 개방

세수 결손 현상의 완화를 위한 청조의 법정 운송로 변경 혹은 확대는, 당연히 

상인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상인이 이윤 확보를 위해 운송비 절감을 위

한 법정 운송로 변경 조치를 요구하였던 사례는 이를 잘 드러낸다. 가경 8년

(1803)에 贛楡縣의 生員 吳昌善은 직접 京師에 와서 贛楡縣의 豆餠을 해로를 통

해 판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하였다.

贛楡縣은 땅이 대부분 높은 언덕이어서 稻粱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민간은 雜糧과 

黃豆를 심어서 稅課를 완납하고 생계에 보탭니다. 생산한 豆는 本地에 商賈의 왕래

가 전혀 없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오직 船을 이용하여 內河를 통해 싣고 太倉州

의 劉河 지방에 이르러 糶買합니다. 그러나 內河는 우회하고 얕아서 (통행에) 막힘

이 있으며 거리가 천여 리에 달해 운반비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동쪽으로 바

다를 면하고 있는 淸口에서 出口하여 渡하면, 즉 劉河로 나아가 도착할 수 있는

데, 舟行이 원래 빠른데다가 裝載가 꽤 많아서 운반비가 수배나 덜어질 수 있습니

다.105) 

그는 贛楡縣 黃豆가 강남으로 海運될 수 있도록 허가하였던 전례와 같이 豆餠

의 해운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였다.106) 贛楡縣의 황두는 건륭 5년(1740) 해로를 

통해 강남으로 판운될 수 있도록 허가받았지만, 豆餠은 회안관의 과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 여전히 대운하를 통해 판운되어야 하였다.107) 그러나 贛楡縣의 두병

105) <兩江總督費淳奏爲妥議贛楡縣豆餠請准由淮關靑口 渡劉河銷售摺>(J8.2.1), 硃批奏摺財政

類 361-001, “贛楡縣地多高阜, 不産稻粱, 民間祗種雜糧黃豆, 藉以完課資生. 所産之豆, 本

地並無商賈往來, 不能銷售. 惟用 船, 由內河載至太倉州之劉河地方糶買. 但內河紆迴淺阻, 
相距千有餘里, 水脚不貲. 惟東面臨海之靑口一處, 出口 渡, 卽可前抵劉河, 舟行旣速, 裝載

稍多, 水脚可省數倍.”
106) 光緖 淮關通志  卷6, ｢續纂令甲｣, p.98.
107) 옹정 13년(1735)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요월’이 문제가 되던 山東의 靑豆와 百豆

를 해로를 통해 江南으로 판운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淸 典事例  卷239 戶部88 ｢
關稅｣, p.821), 건륭 5년(1740)에는 앞선 산동의 사례에 따라 贛楡縣의 黃豆를 해로

를 통해 강남의 劉河口로 판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淸 典事例  卷239 戶部88 ｢
關稅｣, p.824). 그러나 건륭 27년(1762) 山東省의 登州府와 萊州府를 제외한 지역에

서 海路를 통한 豆의 판운이 금지되었다가 이듬해에 재차 허용되었다( 淸 典事例  
卷239 戶部88 ｢關稅｣, p.827ㆍp.828). 이는 해로 이용의 허가로 인해 야기된 갖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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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남 지역으로 판운하려는 상인의 입장에서,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보다 해로

를 이용하는 것이 운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해로가 법정 운송로가 된다면 보

다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오창선은 해로를 법정 운송로로 인정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당시 兩江總督 費淳은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오창선의 주장에 동의하였

다. 그리고 오창선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出洋影 偸漏’ 등의 

폐단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그 근거로, ①이윤이 아닌 生計가 목적이

므로 포람 등이 없을 것이며, ②바다의 조건상 船을 이용해야 하므로 혹 이들

이 大洋에 나가 ‘藉寇妨民’할 염려가 없고, ③北으로는 海州營과 廟灣營, 南으로

는 狼山鎭, 崇明鎭이 있어 단속이 용이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贛楡縣 豆

餠의 과세를 위해 靑口에 口岸을 分設하는 것은, 그 징수액보다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므로, 결국 贛楡縣의 豆餠을 회안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강남 지역으

로의 해운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8)

그러나 가경제는, 오창선의 주장이 私貨를 夾帶하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를 옹호한 비순을 질책하고 계속해서 例를 고수하도록 명하였다.109) 이는 

‘出洋影 偸漏’가 확대될 수 있어 대운하에 위치한 상관의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藉寇妨民’하는 현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후자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동남 연해 지역의 海賊 

문제에 직면하고 있던 가경제로서는, 이러한 ‘해로 개방’ 문제에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110) 비순이 ②를 거론하였던 것은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경제가 비순을 질책하였던 것은, ‘해로 개방’을 허가할 경우 발생할 

폐단, 즉 연해 지역의 치안이나 대운하에 위치한 상관의 세수 감소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이후 ‘해로 개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인의 편의와 이러한 폐단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한다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던 것은, 이러한 논리가 

청조의 해양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08) <兩江總督費淳奏爲妥議贛楡縣豆餠請准由淮關靑口 渡劉河銷售摺>(J8.2.1), 硃批奏摺財政

類 361-001.
109) 光緖 淮關通志  卷6 ｢續纂令甲｣, p.98.
110)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동남 연해의 해적 문제에 대해서는 Murray, Dian H., 

Pirates of the South China coast 1790-1810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다이앤 

머레이 지음, 이영욱 옮김, 그들의 바다: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 심산,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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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제가, 현상 유지시 감당해야 하는 문제보다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당시 해로를 통한 ‘요월’ 현상이 확산되고 있던 상황에서, 문제는 점

차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靑口를 통해 바다로 나가는 

상인에 대한 단속 문제가 계속해서 보고되었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111)

한편 호서관에서는 ‘남래잡화’가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가 아닌 해로를 통해 북

방의 각 성으로 판운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청조는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例를 고수하며 계속해서 이를 단속하였다. 그러나 도광 5년(1825)에 이르러서는 

기존과 다소 차이가 있는 국면이 전개되었다.

御史 熊遇泰는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이 근래 대부분의 南北貨船

이 해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는 海禁이 形骸

化되고 한편으로 호서관의 胥役들이 巡船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勒索한 것이 원

인이므로, 법을 바로 세우고 ‘제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2) 당시 소주직조 연

륭은 이러한 웅우태의 주장에 반박하며, 강해관의 세율이 호서관에 비해 낮아 奸

商이 이를 이용하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巡差가 이를 단속한 것임을 강조하였

다.113) 그리고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해로를 통한 ‘요월’ 현상에 대응하기

가 곤란하다고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금년 또한 河道가 阻塞할 때, 百貨는 해로를 통한 유통[流通海運]에 기대하니, 姦販

은 더욱 핑계를 얻습니다. 이때 만약 (이들이) 內河를 다니게 하도록 강제한다면, 즉 

商情에 不 하고, 만약 멋대로 出海하도록 둔다면, 또한 稅課에 방해가 있습니다. 거
듭 생각해도 헤아려 變通하여 상인이 길을 선택하는 편의를 취해 本關에서 응당 걷

어야 할 稅課를 걷는 것만 못합니다. 무릇 客商 가운데 南雜, 疋, 茶葉, 紙張을 製

販하여 上海로 가 出口하여 판매하는 자 가운데 실제로 關東, 山東의 登州, 萊州, 靑

州 등지에 가서 판매하는 字號 중 (滸墅關 산하의) 婁齊門의 掛號 冊에 이름이 기

입되어 있는 자는 예전대로 세금을 면제하고 驗放하며, 그 冊에 이름이 없는 자

는, 본디 關東에 간다고 거짓보고 하는 자 일지라도, 마땅히 皇上의 파격적인 恤商

之意를 받들어 모두 그 차단하여 억류함을 면해야 합니다. 다만 그 상인이 선박을 

111) 贛楡縣 뿐만 아니라 인근의 海州, 沭陽縣의 두류가 해로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판

운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淸 典事例  卷240 戶部89 ｢關稅｣, p.839).
112) < 州織造延隆奏報滸關收稅 章及現在紊越情形酌擬變通片>(D5.6.6), 硃批奏摺財政

類 374-015.
113) < 州織造延隆奏報滸關收稅 章及現在紊越情形酌擬變通片>(D5.6.6), 硃批奏摺財政

類 374-015.



- 43 -

고용하여 물건을 실어 운반할 때 각 화물을 關에 가서 신고한 뒤 滸墅關의 則例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즉 婁齊門에서 검사를 한 뒤 串을 지급하여 放行하

고, (그 후) 그들이 江海關을 돌아가 照를 제출하고 出口하도록 둡니다.114)

연륭은 대운하의 단절로 인해 기존의 법정 운송로를 고수하는 것이 비현실적

임을 지적하고, 차라리 해로를 통한 교역을 허가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을 주

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인은 운송비를 절감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일반 물류량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판운되었던 기존의 ‘남래잡화’뿐만 아니라, 증가된 물

량의 과세를 통한 세수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륭의 제안은 해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연륭은, 호서관의 과세 대상인 豫東의 黃豆와 海州, 靑口의 豆餠 등을 

비롯한 ‘北貨南銷’의 경우 해운을 계속해서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115) 즉 ‘남래

잡화’와 달리 ‘北貨南銷’는 새로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해로 개방’ 조치를 취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대운하에 위치한 

상관의 세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해로 개방’의 영향이 예상되는 회안관, 

양주관, 호서관에서, ‘北貨南銷’과 ‘南貨北銷’에 대한 과세액은 차이가 있었다. 회

안관과 양주관, 호서관의 ‘北貨南銷’ 과세액 총량과 ‘南貨北銷’의 과세액 총량의 

비율은 약 1.28대 1이었다. ‘南貨北銷’의 해운을 허용할 경우, ‘北貨南銷’의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세수에 대한 영향을 적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116)

114) < 州織造延隆奏報滸關收稅 章及現在紊越情形酌擬變通片>(D5.6.6), 硃批奏摺財政類 

374-015, “今年又値河道阻塞, 百貨期於流通海運, 姦販更得有辭. 此時若强令行走內河, 
旣於商情不 , 若槪聽紊越出海, 又於稅課有妨. 再四思維, 莫若量爲變通, 就商人取道之

便, 收本關應納之課. 凡客商製販南雜 疋茶葉紙張等物, 前赴上海出口售賣 , 除實在行

銷關東登萊靑等處字號, 婁齊門掛號 冊有名 , 仍照 免稅驗放外, 其 冊無名之商, 本

係影 關東等處 , 應仰體皇上逾格卹商之意, 一槪免其截留. 惟令該商於僱船裝運之時, 
各貨赴關報明, 按滸關則例, 完納錢糧, 卽由婁齊門簽驗, 給串放行, 聽其繞走海關, 給

照出口.”
115) < 州織造延隆奏報滸關收稅 章及現在紊越情形酌擬變通片>(D5.6.6), 硃批奏摺財政

類 374-015. 
116) 앞서 살펴봤듯이 회안관의 세수에서 ‘北貨南銷’과 ‘南貨北銷’의 비율을 7:3이라고 

한다면, ‘北貨南銷’는 회안관의 應徵額 385,363냥에 0.7를 곱해 269,754냥, ‘南貨北

銷’는 마찬가지의 계산을 통해 115,608냥으로 추산하였다. 호서관은 세수에서 미세

의 비중 50%를 제외하고, 예동산 두류의 비중 16%를 ‘北貨南銷’로, ‘남래잡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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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륭의 보고를 받은 도광제는, 당시 江 巡撫 陶澍에게 이러한 조치의 시

행 가능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도주 역시 이에 동의하며 연륭의 제안

을 시행할 것을 주청하였다. 다만 이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出洋影 偸漏’ 등

의 폐단을 嚴査하여 방지해야 함을 지적하고, 이것이 후에 대운하의 기능이 회복

되면 例로 돌아갈 것을 전제한 임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117)

도광 5년의 조치는 일부 상인이 해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이는 

청조가 상인의 운송비를 경감시켜주는 조치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그 대상이 ‘南

貨北銷’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그마저 대운하의 기능이 회복되면 

중단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이후 회안관과 호서

관의 세수 결손 현상이 지속되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조가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정 운송로 변경 혹은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118) 그것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청조가 특

정한 물류 노선을 설정하고 그 위에 구축한 과세 체계를 개정하여, 현실의 물류 

는 ‘南貨北銷’로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의해 ‘北貨南銷’는 70,584냥, ‘南貨北銷’
는 149,991냥으로 추산하였다. 한편 양주관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비율을 추정하기

가 곤란한데, 그 세수가 회안관과 호서관에 비해 매우 적은데다가, 역대로 ‘南來雜

貨’와 ‘北來餠豆’에 대한 과세가 大宗이라는 기록에 근거해 그 비율을 1:1이라고 추

정하였다. 따라서 위의 계산에 합산하는 의미가 작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상의 계

산에 따라 ‘北貨南銷’의 과세액과 ‘南貨北銷’의 과세액 비율을 1.28대 1로 추산하였

다. 다만 이는 臨淸關의 세수를 제외한 수치이며, 만약 이를 포함할 경우 ‘北貨南

銷’의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117) <江 巡撫陶澍等奏報遵旨 議滸墅關査稅事宜摺>(D6.3.20), 硃批奏摺財政類 374-031. 

한편 陶澍가 延隆의 제안에 찬성하였던 것은, ‘海運’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광 6년 2월부터 시행된 漕糧의 海運은 민간 상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였다. 
延隆의 제안은 이러한 민간 상인을 招撫함으로써 漕糧의 海運에 대한 참여를 진작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강소성에 한정된 漕糧의 海運은 당시 禦黃壩의 閉塞

이 결정적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자 海運은 곧바로 중단되었다. 陶澍를 포함한 

海運派 관료들은 궁극적으로 海運이 河運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조치 정도

로 간주하였던 것이다(表敎烈. 1995, pp.186-233). 따라서 ‘南貨北銷’의 해운을 허용

한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118) 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정 운송로의 변경은 대부분 기존의 운송로

에 새로운 운송로를 추가하는 형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법정 운송로의 확대를 의

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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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설정된 물류 노선이 현실의 물류 노선과 불일치할 경우 청조가 선택할 수 있

는 방안은, 설정된 물류 노선을 현실의 물류 노선에 맞도록 조정하거나 혹은 그 

반대였다. 설정된 물류 노선을 현실의 물류 노선에 맞도록 조정할 경우, 법정 운

송로의 변경, 실질적으로는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리고 확대된 법정 운송

로에 맞추어 새롭게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결국 행정력의 확장이 수반되

어야 하였다.

특히 해로를 법정 운송로에 포함시킬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해 행정력의 대폭

적인 확장이 필요하였다. 해상 교역의 통제가 대운하를 통한 교역의 통제보다 어

려웠던 것은 차치하더라도,119) 단적으로 해안선의 길이만 보더라도 이를 통제하

기 위한 징세 행정력의 대대적인 확장이 이뤄져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해로 

개방’은 앞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연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조가 ‘해로 개방’을 행할 경우, 징세 행정력뿐만 아니라 치안 행정력의 

확장도 고려해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정 상황에서 행정력 확장은 곤란한 면이 있었다. 가ㆍ도 연간 

戶部 銀庫의 存銀이 건륭 연간의 그것보다 확연히 감소하였던 사실은 이를 잘 

드러낸다. 건륭 연간 약 8,000만 냥에 이르던 호부 은고의 존은은 가ㆍ도 연간에 

들어서 약 2,000만 냥 정도로 급감하였던 것이다.120)

또한 청조가 징세 행정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선호하였던 경향은, 행정력 확

장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121) 적은 인원으로 일정액의 관세를 안

119) 예컨대 대운하를 비롯한 內地의 水路를 통한 장거리 교역의 경우, 상인이 ‘요월’할 

수 있는 몇몇 지점에 복수의 口岸을 설치하여 법정 운송로를 이탈할 수 없도록 통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
는 도광 원년(1821)에 茶船의 出洋 금지를 두고 벌어진 논의에서도 잘 보인다. 규정

상 강해관을 통해 出洋하여 山東과 關東 지역만을 왕래할 수 있는 茶船이, 지정된 운

송로를 이탈하여 동남연해로 가 영국인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茶 이외의 상

품을 夾帶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出洋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江 巡撫魏元煜奏報査議江海關茶船出口情形摺>(D1.3.11), 硃批奏摺財政類 371-020).
120) 金衡鍾, 2007, p.25.
121) 징세 행정에 있어서 청조가 ‘작은 정부’를 선호하였던 것은, 국가가 ‘藏富于民’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관념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이러한 관념은 명대 재정 구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청대까지 이어지

면서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로 인해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 등은 상당히 제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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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운영한 상관제도에도 이러한 청조의 ‘작은 정부’ 선호 경향

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행정력의 확장을 통해 설

정된 물류 노선을 현실의 물류 노선에 맞도록 조정하기보다, 기존의 상관제도를 

고수함으로써 현실의 물류 노선을 설정된 물류 노선에 맞추려 하였던 것이다.

으며, 징세 행정에 필요한 기구나 인원도 최소한도로 머물렀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金衡鍾, 
2007, pp.5-7). 한편 이러한 재정 구조에서 비롯된 ‘최소주의’ 정부 형태는 19세기를 

넘어서까지 지속되었다. ‘최소주의’ 정부 형태는 경제적으로 정체, 혹은 느린 속도

로 성장하던 ‘농업사회’의 통제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국가적 위기나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19세기 청조가 직면하였던 문제는 상당 

부분 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고에서 다룬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 현상 

역시 당시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 청조의 ‘최소주의’ 정부 형태

가 적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청조의 ‘최소주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서술은 Rankin, Mary B., Elite Activism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in China:Zhejian Province, 1865-1911,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pp.10-14; Miller, 
H. Lyman, "The Late Imperial Chinese State", Shambaugh, David, ed., The Modern 
Chines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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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ㆍ도 연간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은, 운송 과정에 있는 상품과 선박에 대한 과세인 관세의 특성상 일반 물류

량의 감소에서 기인한 바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일반 물류량의 감소가 그 원인이며, 한편으로는 일반 물류량의 감소로부터 당시

에 경기 침체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일반 물류량과 

통관 물류량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관세 규모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통관 물류는 청조에 의해 설정된 것

이었다. 법정 운송로에 따라 판운되는 특정 상품과 이를 실은 상선에 대한 과세

가 상관의 세수 규모를 결정하였다. 즉 通關하는 모든 상품과 이를 실은 상선이 

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상관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상인은 법정 운송로를 이용해

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청조는 법정 운송로에만 상관을 설치

해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관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각 상관의 세수 구조는 차이가 있었다. 회안

관의 경우 하남과 산동에서 생산되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는 예동산 두류에 대

한 과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었다. 호서관에서는 사천과 호

북 등지에서 생산되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는 미곡에 대한 과세가 세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약 50%였고, 예동산 두류에 대한 과세는 약 16%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강남 지역에서 생산되어 북방의 각 성으로 판운

되는 ‘남래잡화’에 대한 과세였다.

예동산 두류의 경우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어

야 하였으며, ‘남래잡화’ 역시 대운하를 통해서 북방의 각 성으로 판운되어야 하

였다. 만약 예동산 두류나 ‘남래잡화’가 대운하를 우회하여 운송된다면 회안관의 

세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사천과 호북 등지에서 생산되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는 미곡은, 운송비의 측면에서 당연히 장강을 이용하여 운

송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법정 운송로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상인

이 운송 과정에서 통과하게 되는 구강관, 무호관, 용강서신관, 호서관 중에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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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에서만 미곡에 대한 화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미곡이 강

남 지역이 아닌 타지로 운송될 경우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한편 상관의 책임자나 독무들은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을 보고할 때, 일

반적으로 일반 물류량 감소에 따른 통관 물류량 감소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예동산 두류나 천초산 미곡을 강남 지역으로 판운하는 상인의 입장에서, 판매 가

격과 구매 가격의 차이가 줄거나 혹은 대운하의 단절 등으로 인해 운송비가 증

가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윤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역에 나

서는 상인의 수를 감소시켰고, 자연히 통관 물류량이 감소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경 20년을 기점으로 하여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요월’ 현상이 보고

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요월’은 상인이 법정 운송로를 이탈하여 교역하는 경

우를 이르는데, 이를 보고하는 것은 상관 책임자의 입장에서 곤란한 면이 있었

다. ‘요월’을 단속할 책임이 있는 상관의 책임자가 이를 自認한 셈이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상관의 책임자가 ‘요월’을 보고한 것만으로도 당시 ‘요월’이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요월’ 현상이 이 시기에 이르러 확산된 것은 대운하의 빈번한 단절과 관련이 

있었다.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법정 운송로를 통해 교역하는 편이 

합리적이었다. 법정 운송로는 이전 시기부터 형성된 주요 교역로를 중심으로 설

정되어 있어서 상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송비가 적게 드는 노선이었으며, 

혹 이를 이탈해 교역할 경우 감수해야할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

ㆍ도 연간에는 대운하가 단절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의 이

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졌다. 상인이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를 이용할 경우 이전

보다 운송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비법정 운송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

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불법이지만 해로를 이용한다면 운송비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당시 해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해로를 통한 ‘요월’을 선택하는 경우는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강남 지역으로 판운되었던 것이 회

안관 세수 결손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호서관에서는 예동산 두류가 해로를 통해 운반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미곡이 호

서관의 ‘관내’까지 운반되지 않았던 상황도 세수 결손의 원인이었다. 미곡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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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의 ‘관내’까지 운반되어야 비로소 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과세 체계의 한계

가 호서관의 세수 결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

해 강남 지역으로 운반되었거나 미곡이 호서관의 ‘관내’까지 운반되지 않았던 것

은, 모두 청조가 설정한 물류 노선에 벗어나는 상황이었다. 상관제도는 특정한 

물류 노선을 설정하고 그 위에 과세 체계를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물류 노선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관세 감소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한편 도광제는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 징수 행정을 담당

한 家丁과 胥役의 不正으로 인한 통관량 감소라고 판단하였다. 상인의 입장에서

는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이윤이 감소한 것으로, 이에 따른 통관량 감소가 세수 

감소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양강총독 손옥정이 제의한 ‘除弊六條’는 상관의 책

임자로 하여금 가정과 서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상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

려는 조치였지만, 단순히 구호에 그쳤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밖에 

청조는 세수 결손에 대한 상관 책임자의 배상 규정을 합리화하고, 배상 책임을 

경감하였다. 세수 결손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형평성의 문

제를 방지하고, 현실에 맞게 배상 책임도 경감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관 물류량 감소는,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의 빈번한 단절로 인해 상인

이 비법정 운송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

정 운송로의 변경, 혹은 확대를 통해 상인의 운송비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었다. 

실제 도광 5년 호서관에서 과세 대상인 ‘남래잡화’를 해로를 통해 교역할 수 있

도록 허가한 사례는, 법정 운송로의 변경 필요성을 청조에서 감지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예동산 두류를 비롯한 ‘北貨南銷’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

었고, ‘남래잡화’ 역시 대운하의 기능이 회복되면 다시 대운하를 통해 北運되어

야 하였다. 즉 이는 제한적인 조치였으며 따라서 그 효과 역시 한계가 있었던 것

이다.

청조가 법정 운송로의 변경, 혹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정 운송로를 설치한 목

적과 관련이 있었다. 청조가 과세를 위해 모든 물류 노선에 상관을 설치하지 않

아도 일정액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인이 법정 운송로만을 이용하도

록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 운송로를 변경할 경우 과세를 위한 상관의 

증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특히 법정 운송로에 해로를 포함시킨다면, 이를 

통제하기 위해 행정력의 대폭적인 확장이 수반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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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 사정에서 행정력 확장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곤란하였다. 또한 징세 

행정에 있어서 청조의 ‘작은 정부’ 선호 경향은 행정력 확장을 제한하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적

은 인원으로도 일정액의 관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기존의 상관제도 틀을 유지하

였던 것이다.

요컨대, 가ㆍ도 연간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은, 일반 물

류량 감소보다는 물류 노선의 변화에 의한 통관 물류량 감소로 인해 초래되었으

며, 물류 노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조가 기존의 상관제도를 고수하였던 상황

이 그 배경에 있었다. 가ㆍ도 연간의 관세 감소 현상은 경기 침체에 의한 세원 

감소가 아닌 청조의 세원 포착 능력 감소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본고의 결론이 설득력이 있다면, 관세 규모를 경기지표로서 간주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전개된 기존의 논의는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세 

감소 현상을 주요 근거로 하여 전개되었던 ‘도광 연간의 경기 침체설’과 함께, 

19세기 전반 중국 사회의 변화상을 ‘銀貴錢賤現象’과 관련하여 논의할 경우, 중

국의 내부 구조를 더욱 세밀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咸豊 年間에 太平天國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釐金은, 기존의 

관세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상품 통과세라고 할 수 있다.122) 특히 강소성의 경우 

그 액수가 同治 末 약 300만 냥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123) 이금과 관세 모

두 ‘關所’를 통과하는 상품에 대한 과세가 그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124) 

함풍 연간 이전 강소성에 소재하는 상관의 세수 총액이 이금 총액보다 훨씬 적

었던 상황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125) 태평천국의 와중에서 큰 피해를 

122) 高橋孝助, ｢中國の常關․釐金․海關-商人․商品流通と 制國家-｣, シリーズ世界史

へ問のい3-移動と交流- , 岩波書店, 1990, pp.266-267.
123) 강소성의 이금액은 同治 末 약 300만 냥이었다가 光緖 年間에 들어서 200만에서 

250만 냥으로 감소하였다. 광서 21년(1895) 이후에는 350만 냥을 초과하였다(羅玉東, 
中國釐金史 , 商務印書館, 1936(商務印書館, 2010), p.251).

124) 여기서 언급하는 關稅는 常關에서 거두는 세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淸 末의 關稅는 

洋關에서 거두는 海關稅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한
편 비록 그 규모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청 말에도 여전히 존속하였던 상

관에 대해서는 祁美琴, 1994, pp.337-353; 飯島涉, ｢中國近代における常關制度-牛莊洋關に

よる營口常關の管理を中心として-｣, 社 經濟史學  56-3, 1990 참조.
125) 강소성에 위치한 회안관, 호서관, 용강서신관, 양주관, 강해관의 도광 12년의 할당

액은 364,363냥, 421,151냥, 186,983냥, 163,791냥, 65,980냥으로, 이를 합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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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던 강남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금의 규모가 관세보다 훨씬 컸던 것은, 함풍 연간의 일반 물류량이 가ㆍ도 

연간의 그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금제도와 상관제도의 차이에서 기

인한 바가 컸다고 봐야 한다. 우선, 이금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通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관내 교역’은 기존의 상관제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면세 대상이었지만, 이금제도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장

거리 교역 상인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상관제도의 과세 체

계와는 달리, 이금제도의 과세 체계에서는 중복 과세가 실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금의 명목상 세율은 관세보다 낮거나 비슷하였지만,126) 상인은 중복 과세 등으

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관제도는 적은 행정력으로도 일정액의 관세

를 징수하기 위해 특정한 물류 노선을 상정하고 과세 체계를 구축한 것이지만, 

이금제도는 실질적으로 모든 물류 노선에 釐卡을 설치하고 세금을 징수한 것이

다. 즉 이금의 규모가 관세보다 훨씬 컸던 것은, 행정력 확장을 통해 통관 물류

량을 확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력 확장은 단적으로 신설된 이잡의 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소성에 위치

한 상관의 口岸이 모두 합쳐 134곳이었던 데 반해,127) 강소성의 세 釐金局 산하 

이잡은 무려 254곳에 달하였던 것이다.128) ‘요월’ 되는 상품과 같이 기존의 상관

제도에서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던 부분은 이를 통해 과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지도-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丹陽縣을 비롯해 이전에 ‘요월’ 지점으로 보고

되었던 곳 등에 이잡이 설치되어 과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전란에도 불구하고 咸ㆍ同 年間 ‘상품 통과세’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훨씬 컸

1,202,268냥이다. 다만 회안관과 호서관에서는 세수 결손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실제 세수는 이보다 적었다. 

126) 이금의 법정 세율은 초기 2%에서 후에 5%로 개정되었으며(羅玉東, 1936, p.242), 
관세의 법정 세율은 3%에서 6% 사이로 추정된다(廖聲豊, 2010, p.52). 

127) 祁美琴, 2004, pp.39-51.
128) 羅玉東, 1936, pp.151-152. 한편 강소성의 세 이금국 산하 행정 인원은 2,000명 이상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羅玉東, 1936, p.152), 이는 광서 연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

로, 이전 시기에는 이보다 더 많은 행정 인원과 이잡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서 초에 이금에 대한 정돈이 이뤄져서 함ㆍ동 연간에 비해 그 수가 감소하였을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崔熙在, ｢光緖初(1875∼1885) 體制整備의 硏究｣, 서울大學校博

士學位論文, 1997,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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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현상은, 이상과 같이 일반 물류량의 증가보다는 이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통

관 물류량의 증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가ㆍ도 연간 회안관과 호서

관의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 결손 현상의 원인이 일반 물류량 감소가 아니

라는 본고의 결론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금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 행정력 확장을 통해 물류 노선의 변화에 대응할 경우, 세수 증가를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 통과세’의 급증을 가능케 한 행정력 확장은 무엇보다도 신사층의 

협력에 의해 이뤄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29) 태평천국이라는 

대규모 전란에 직면하여 행정력 확장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실질적으로 불가

능하였던 청조는, 신사층의 협력에 의해 행정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상황은, 이금이 청조 중앙의 재원보다는 지방의 재원으로 귀속되는 경향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중앙으로 귀속시키려는 시도는 청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130) 즉 신사층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이금제도의 시행은, 

국가 재정을 확충시켰으며, 이를 통한 국가 권력의 전반적 확장과 강화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중앙 집권적 통제의 약화라는 문제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였던 것이다.

129) 高橋孝助, 1990, pp.270-271. 
130) 청 말 이금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에 대해서는 金裕利, ｢淸末(1905~1911) 湖北

省에서의 釐金改革에 대하여｣, 서울大學校碩士學位論文,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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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度 關期 正額盈餘 實徵額 差額(實徵額
-正額盈餘)

實徵額 중 
免稅銀

嘉慶원년(1796) 乾隆60.閏2.12-嘉慶1.2.11 365,399 
嘉慶2년(1797) 1.2.12-2.2.11 313,994 
嘉慶3년(1798) 2.2.12-3.1.11 291,340 
嘉慶4년(1799) 3.1.12-4.1.11 386,796 
嘉慶5년(1800) 4.1.12-5.1.11 365,363 477,026 111,663 

5.1.12-5.12.11 365,363 376,823 11,460 
嘉慶6년(1801) 5.12.12-6.12.11 365,363 402,244 36,881 
嘉慶7년(1802) 6.12.12-7.12.11 365,363 366,484 1,121 
嘉慶8년(1803) 7.12.12-8.11.11 365,363 281,965 -83,398 
嘉慶9년(1804) 8.11.12-9.11.11 385,363 336,703 -48,660 
嘉慶10년(1805) 9.11.12-10.10.11 385,363 387,567 2,204 
嘉慶11년(1806) 10.10.12-11.10.11 385,363 286,564 -98,799 
嘉慶12년(1807) 11.10.12-12.10.11 385,363 294,521 -90,842 
嘉慶13년(1808) 12.10.12-13.9.11 385,363 388,487 3,124 
嘉慶14년(1809) 13.9.12-14.9.11 385,363 400,078 14,715 
嘉慶15년(1810) 14.9.12-15.9.11 385,363 363,959 -21,404 
嘉慶16년(1811) 15.9.12-16.8.11 385,363 221,247 -164,116 
嘉慶17년(1812) 16.8.12-17.8.11 385,363 272,400 -112,963 
嘉慶18년(1813) 17.8.12-18.8.11 385,363 237,829 -147,534 
嘉慶19년(1814) 18.8.12-19.7.11 385,363 155,729 -229,634 
嘉慶20년(1815) 19.7.12-20.6.11 385,363 246,383 -138,980 
嘉慶21년(1816) 20.7.12-21.6.11 385,363 386,136 773 
嘉慶22년(1817) 21.7.12-22.6.11 385,363 346,975 -38,388 
嘉慶23년(1818) 22.6.12-23.6.11 385,363 408,830 23,467 
嘉慶24년(1819) 23.6.12-24.5.11 385,363 441,153 55,790 
嘉慶25년(1820) 24.5.12-25.5.11 385,363 253,648 -131,715 
道光원년(1821) 25.5.12-道光1.5.11 385,363 252,211 -133,152 
道光2년(1822) 1.5.12-2.4.11 385,363 275,389 -109,974 
道光3년(1823) 2.4.12-3.4.11 385,363 238,780 -146,583* 
道光4년(1824) 3.4.12-4.4.11 385,363 248,007 -137,356 
道光5년(1825) 4.4.12-5.3.11 385,363 287,808 -97,555 
道光6년(1826) 5.3.12-6.3.11 385,363 301,615 -83,748 
道光7년(1827) 6.3.12-7.3.11 385,363 258,253 -127,110  1,087냥
道光8년(1828) 7.3.12-8.2.11 385,363 307,983 -77,380 
道光9년(1829) 8.2.12-9.2.11 385,363 301,802 -83,561 

附 錄

<부표-Ⅰ>嘉ㆍ道 年間 淮安關의 稅收(단위: 銀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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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10년(1830) 9.2.12-10.2.11 385,363 324,412 -60,951 
道光11년(1831) 10.2.12-11.1.11 385,363 309,549 -75,814 
道光12년(1832) 11.1.12-12.1.11 364,363 357,649 -6,714  46,771냥

12.1.12-12.12.11 364,363 305,182 -59,181 
道光13년(1833) 12.12.12-13.12.11 364,363 146,987 -217,376 
道光14년(1834) 13.12.12-14.12.11 364,363 279,612 -84,751 
道光15년(1835) 14.12.12-15.11.11 364,363 266,716 -97,647 
道光16년(1836) 15.11.12-16.11.11 364,363 302,455 -61,908 
道光17년(1837) 16.11.12-17.11.11 364,363 271,789 -92,574 
道光18년(1838) 17.11.12-18.10.11 364,363 309,944 -54,419 
道光19년(1839) 18.10.12-19.10.11 364,363 296,786 -67,577 
道光20년(1840) 19.10.12-20.10.11 364,363 328,512 -35,851 13,725냥 
道光21년(1841) 20.10.12-21.9.11 364,363 309,612 -54,751  855냥 
道光22년(1842) 21.9.12-22.9.11 364,363 309,137 -55,226 
道光23년(1843) 22.9.12-23.8.11 364,363 189,425 -174,938 
道光24년(1844) 23.8.12-24.8.11 364,363 207,575 -156,788 
道光25년(1845) 24.8.12-25.8.11 364,363 269,278 -95,085 
道光26년(1846) 25.8.12-26.7.11 364,363 273,303 -91,060 
道光27년(1847) 26.7.12-27.7.11 364,363 246,920 -117,443 
道光28년(1848) 27.7.12-28.7.11 364,363 189,068 -175,295 
道光29년(1849) 28.7.12-29.6.11 364,363 304,859 -59,504 
道光30년(1850) 29.6.12-30.6.11 364,363 327,109 -37,254 

* <淮安關監督廣亮奏報淮宿海三關徵收稅銀數目摺>(D3.4.26), 硃批奏摺財政類 372- 

019에 근거하여 -201,349에서 -146,583으로 보정.

근거자료: 倪玉平, 淸朝嘉道關稅硏究 ,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0, pp.223-241와 

<淮安關監督廣亮奏報淮宿海三關徵收稅銀數目摺>(D3.4.26), 硃批奏摺財政類 372-019

를 참조하여 재구성.



- 55 -

年度 關期 正額盈餘 實徵額
差額(實徵額

-正額盈餘)

實徵額 중 

免稅銀

嘉慶원년(1796) 乾隆60.3.3-嘉慶1.3.2 486,429 
嘉慶 2년(1797) 1.3.3-2.3.2 487,550 
嘉慶 3년(1798) 2.3.3-3.2.2 421,285 
嘉慶 4년(1799) 3.2.3-4.2.2 451,384 
嘉慶 5년(1800) 4.2.3-5.2.2 426,151 456,585 30,434 
嘉慶 6년(1801) 5.2.3-6.1.2 426,151 431,676 5,525 
嘉慶 7년(1802) 6.1.3-7.1.2 426,151 423,921 -2,230 
嘉慶 8년(1803) 7.1.3-8.1.2 426,151 383,186 -42,965 

8.1.3-8.12.2 426,151 417,297 -8,854 
嘉慶 9년(1804) 8.12.3-9.12.2 441,151 431,436 -9,715 
嘉慶10년(1805) 9.12.3-10.11.2 441,151 375,072 -66,079 
嘉慶11년(1806) 10.11.3-11.11.2 441,151 329,115 -112,036 
嘉慶12년(1807) 11.11.3-12.11.2 441,151 318,346 -122,805 
嘉慶13년(1808) 12.11.3-13.10.2 441,151 360,103 -81,048 
嘉慶14년(1809) 13.10.3-14.10.2 441,151 414,003 -27,148 
嘉慶15년(1810) 14.10.3-15.10.2 441,151 403,498 -37,653 
嘉慶16년(1811) 15.10.3-16.9.2 441,151 373,176 -67,975 
嘉慶17년(1812) 16.9.3-17.9.2 441,151 392,801 -48,350 
嘉慶18년(1813) 17.9.3-18.9.2 441,151 423,499 -17,652 
嘉慶19년(1814) 18.9.3-19.8.2 441,151 297,090 -144,061 
嘉慶20년(1815) 19.8.3-20.8.2 441,151 343,480 -97,671 
嘉慶21년(1816) 20.8.3-21.7.2 441,151 413,526 -27,625 
嘉慶22년(1817) 21.7.3-22.7.2 441,151 426,571 -14,580 
嘉慶23년(1818) 22.7.3-23.7.2 441,151 428,437 -12,714 
嘉慶24년(1819) 23.7.3-24.6.2 441,151 426,854 -14,297 
嘉慶25년(1820) 24.6.3-25.6.2 441,151 386,390 -54,761 
道光원년(1821) 25.6.3-道光1.6.2 441,151 401,285 -39,866 
道光 2년(1822) 1.6.3-2.5.2 441,151 362,485 -78,666 
道光 3년(1823) 2.5.3-3.5.2 441,151 328,376 -112,775 
道光 4년(1824) 3.5.3-4.5.2 441,151 474,989 33,838 130,917냥 
道光 5년(1825) 4.5.3-5.4.2 441,151 362,171 -78,980 
道光 6년(1826) 5.4.3-6.4.2 441,151 371,440 -69,711 
道光 7년(1827) 6.4.3-7.4.2 441,151 343,382 -97,769 
道光 8년(1828) 7.4.3-8.3.2 441,151 374,691 -66,460 
道光 9년(1829) 8.3.3-9.3.2 441,151 376,531 -64,620 
道光10년(1830) 9.3.3-10.3.2 441,151 380,566 -60,585 
道光11년(1831) 10.3.3-11.2.2 441,151 391,310 -49,841 
道光12년(1832) 11.2.3-12.2.2 421,151 353,124 -68,027 88,650냥 

<부표-Ⅱ>嘉道期 滸墅關의 稅收(단위: 銀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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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13년(1833) 12.2.3-13.1.2 421,151 371,407 -49,744 115,343냥 
道光14년(1834) 13.1.3-14.1.2 421,151 316,408 -104,743 
道光15년(1835) 14.1.3-15.1.2 421,151 395,921 -25,230 148,353냥 

15.1.3-15.12.2 421,151 283,929 -137,222 
道光16년(1836) 15.12.3-16.12.2 421,151 302,389 -118,762 
道光17년(1837) 16.12.3-17.12.2 421,151 300,302 -120,849 
道光18년(1838) 17.12.3-18.11.2 421,151 289,171 -131,980 
道光19년(1839) 18.11.3-19.11.2 421,151 276,177 -144,974 
道光20년(1840) 19.11.3-20.11.2 421,151 301,622 -119,529  52,843냥 
道光21년(1841) 20.11.3-21.10.2 421,151 296,767 -124,384  67,301냥 
道光22년(1842) 21.10.3-22.10.2 421,151 390,697 -30,454  22,147냥 
道光23년(1843) 22.10.3-23.9.2 421,151 274,174 -146,977 
道光24년(1844) 23.9.3-24.9.2 421,151 293,347 -127,804 
道光25년(1845) 24.9.3-25.9.2 421,151 288,863 -132,288 
道光26년(1846) 25.9.3-26.8.2 421,151 291,753 -129,398 
道光27년(1847) 26.8.3-27.8.2 421,151 313,311 -107,840  12,713냥 
道光28년(1848) 27.8.3-28.8.2 421,151 317,389 -103,762 7,384냥 
道光29년(1849) 28.8.3-29.7.2 421,151 279,990 -141,161  41,998냥 
道光30년(1850) 29.7.3-30.7.2 421,151 414,420 -6,731 
근거자료: 倪玉平, 淸朝嘉道關稅硏究 ,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0, pp.2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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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度 關期
正額

盈餘
實徵額

差額(實徵額

-正額盈餘)

實徵額 중 

免稅銀

嘉慶 원년(1796) 乾隆60.4.1-嘉慶1.3.30 72,934 
嘉慶 2년(1797) 72,940 
嘉慶 3년(1798) 2.4.1-3.2.29 72,953 
嘉慶 4년(1799) 3.3.1-4.2.30 65,980 72,954 6,974 
嘉慶 5년(1800) 4.3.1-5.2 65,980 72,957 6,977 
嘉慶 6년(1801) 5.3.1-6.1 65,980 73,012 7,032 
嘉慶 7년(1802) 6.2.1-7.1.1 65,980 73,330 7,350 
嘉慶 8년(1803) 7.2.1-8.1 65,980 73,383 7,403 

8.2.1-8.12 65,980 73,554 7,574 
嘉慶 9년(1804) 9.1.1-9.12 65,980 73,556 7,576 
嘉慶 10년(1805) 10.1.1-10.11 65,980 73,561 7,581 
嘉慶 11년(1806) 10.12.1-11.11 65,980 73,573 7,593 
嘉慶 12년(1807) 11.12.1-12.10 65,980 73,579 7,599 
嘉慶 13년(1808) 12.11.1-13.10 65,980 73,582 7,602 
嘉慶 14년(1809) 13.11.1-14.10 65,980 73,586 7,606 
嘉慶 15년(1810) 14.11.1-15.10 65,980 73,592 7,612 
嘉慶 16년(1811) 15.11.1-16.9 65,980 73,606 7,626 
嘉慶 17년(1812) 16.10.1-17.9 65,980 73,612 7,632 
嘉慶 18년(1813) 17.10.1-18.9 65,980 73,619 7,639 
嘉慶 19년(1814) 18.10.1-19.8 65,980 73,628 7,648 
嘉慶 20년(1815) 19.9.1-20.8 65,980 73,632 7,652 
嘉慶 21년(1816) 20.9.1-21.7 65,980 73,637 7,657 
嘉慶 22년(1817) 21.8.1-22.7 65,980 73,640 7,660 
嘉慶 23년(1818) 22.8.1-23.7 65,980 73,643 7,663 
嘉慶 24년(1819) 23.8.1-24.6 65,980 73,647 7,667 
嘉慶 25년(1820) 24.7.1-25.6.30 65,980 73,650 7,670 
道光 원년(1821) 25.7.1-道光1.6 65,980 73,656 7,676 
道光 2년(1822) 1.7.1-2.5 65,980 73,661 7,681 
道光 3년(1823) 2.6.1-3.5 65,980 73,664 7,684 
道光 4년(1824) 3.6.1-4.5 65,980 73,666 7,686 
道光 5년(1825) 4.6.1-5.4 65,980 73,669 7,689 
道光 6년(1826) 5.5.1-6.4 65,980 71,384 5,404 
道光 7년(1827) 6.5.1-7.4 65,980 73,671 7,691 
道光 8년(1828) 7.5.1-8.3 65,980 73,672 7,692 
道光 9년(1829) 8.4.1-9.3 65,980 73,673 7,693 
道光 10년(1830) 9.4.1-10.3 65,980 73,674 7,694 
道光 11년(1831) 10.4.1-11.2 65,980 73,675 7,695 
道光 12년(1832) 11.3.1-12.2 65,980 73,676 7,696 

<부표-Ⅲ>嘉道期 江海關의 稅收(단위: 銀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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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 13년(1833) 12.3.1-13.1 65,980 73,677 7,697 
道光 14년(1834) 13.2.1-14.1 65,980 73,678 7,698 
道光 15년(1835) 14.2.1-15.1 65,980 73,689 7,709 

15.2.1-15.12 65,980 73,680 7,700 
道光 16년(1836) 16.1.1-16.12 65,980 73,681 7,701 
道光 17년(1837) 17.1.1-17.12 65,980 73,682 7,702 
道光 18년(1838) 18.1.1-18.11 65,980 73,683 7,703 
道光 19년(1839) 18.12.1-19.11 65,980 73,684 7,704 
道光 20년(1840) 19.12.1-20.11 65,980 57,046 -8,934 
道光 21년(1841) 20.12.1-21.10 65,980 73,685 7,705 
道光 22년(1842) 21.11.1-22.10 65,980 32,621 -33,359 
道光 23년(1843) 22.11.1-23.9 65,980 73,686 7,706 
道光 24년(1844) 23.10.1-24.9 65,980 79,821 13,841 
道光 25년(1845) 24.10.1-25.9 65,980 79,788 13,808 
道光 26년(1846) 25.10.1-26.8 65,980 74,291 8,311 
道光 27년(1847) 26.9.1-27.8 65,980 81,893 15,913 
道光 28년(1848) 27.9.1-28.8 65,980 77,796 11,816 
道光 29년(1849) 28.9.1-29.7 65,980 75,731 9,751 
道光 30년(1850) 29.8.1-30.7 65,980 73,752 7,772 
근거자료: 倪玉平, 淸朝嘉道關稅硏究 ,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0, pp,37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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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度 關期 正額盈餘 實徵額
差額(實徵額

-正額盈餘)

實徵額 중 

免稅銀

嘉慶 원년(1796) 乾隆60.2.15-嘉慶1.1.14 122,291 
嘉慶 2년(1797) 1.1.15-2.1.14 106,718 

2.1.15-2.12.14 107,804 
嘉慶 3년(1798) 2.12.15-3.12.14 124,421 
嘉慶 4년(1799)
嘉慶 5년(1800) 4.12.15-5.11.14 105,159 114,495 9,336 
嘉慶 6년(1801)
嘉慶 7년(1802) 6.11.15-7.11.14 105,159 105,476 317 
嘉慶 8년(1803) 7.11.15-8.10.14 105,159 105,669 510 
嘉慶 9년(1804) 8.10.15-9.10.14 105,159 110,183 5,024 
嘉慶 10년(1805) 9.10.15-10.9.14 105,159 107,366 2,207 
嘉慶 11년(1806) 10.9.15-11.9.14 105,159 95,382 -9,777 
嘉慶 12년(1807) 11.9.15-12.9.14 105,159 110,005 4,846 
嘉慶 13년(1808) 12.9.15-13.8.14 105,159 119,104 13,945 
嘉慶 14년(1809) 13.8.15-14.8.14 105,159 125,534 20,375 
嘉慶 15년(1810) 14.8.15-15.8.14 105,159 108,977 3,818 
嘉慶 16년(1811) 15.8.15-16.7.14 105,159 107,227 2,068 
嘉慶 17년(1812) 16.7.15-17.7.14 105,159 95,488 -9,671 
嘉慶 18년(1813) 17.7.15-18.7.14 105,159 111,570 6,411 
嘉慶 19년(1814) 18.7.15-19.6.14 105,159 102,527 -2,632 
嘉慶 20년(1815) 19.6.15-20.6.14 105,159 102,301 -2,858 
嘉慶 21년(1816)
嘉慶 22년(1817)
嘉慶 23년(1818) 22.5.15-23.5.14 105,159 117,258 12,099 
嘉慶 24년(1819) 23.5.15-24.閏4.14 105,159 108,411 3,252 
嘉慶 25년(1820) 24.閏4.15-25.4.14 105,159 104,273 -886 
道光 원년(1821) 25.4.15-道光1.4.14 105,159 110,053 4,894 
道光 2년(1822) 1.4.15-2.閏3.14 105,159 107,391 2,232 
道光 3년(1823) 2.閏3.15-3.3.14 105,159 107,410 2,251 
道光 4년(1824) 3.3.15-4.3.14 105,159 107,861 2,702 
道光 5년(1825) 4.3.15-5.2.14 105,159 102,322 -2,837 
道光 6년(1826) 5.2.15-6.2.14 105,159 102,461 -2,698 
道光 7년(1827) 6.2.15-7.2.14 105,159 114,567 9,408 
道光 8년(1828) 7.2.14-8.1.14 105,159 127,197 22,038 
道光 9년(1829) 8.1.15-9.1.14 105,159 128,567 23,408 
道光 10년(1830) 9.1.15-10.1.14 105,159 125,038 19,879 
道光 11년(1831) 10.1.15-10.12.14 105,159 122,899 17,740 

10.12.15-11.12.14 105,159 116,570 11,411 

<부표-Ⅳ>嘉道期 鳳陽關의 稅收(단위: 銀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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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 12년(1832) 11.12.15-12.11.14 105,159 108,504 3,345  384냥 
道光 13년(1833) 12.11.15-13.11.14 105,159 107,411 2,252 
道光 14년(1834) 13.11.15-14.11.14 105,159 107,431 2,272 
道光 15년(1835) 14.11.15-15.10.14 105,159 107,465 2,306 
道光 16년(1836) 15.10.15-16.10.14 105,159 116,205 11,046 
道光 17년(1837) 16.10.15-17.10.14 105,159 108,407 3,248 
道光 18년(1838) 17.10.15-18.9.14 105,159 108,490 3,331 
道光 19년(1839) 18.9.15-19.9.14 105,159 100,695 -4,464 
道光 20년(1840) 19.9.15-20.9.14 105,159 107,382 2,223 
道光 21년(1841) 20.9.15-21.8.14 105,159 107,175 2,016 
道光 22년(1842) 21.8.15-22.8.14 105,159 96,431 -8,728 
道光 23년(1843) 22.8.15-23.閏7.14 105,159 128,389 23,230 
道光 24년(1844) 23.閏7.15-24.7.14 105,159 116,044 10,885 
道光 25년(1845) 24.7.15-25.7.14 105,159 107,278 2,119 
道光 26년(1846) 25.7.15-26.6.14 105,159 109,844 4,685 
道光 27년(1847) 26.6.15-27.6.14 105,159 110,645 5,486 
道光 28년(1848) 27.6.15-28.6.14 105,159 99,484 -5,675 
道光 29년(1849) 28.6.15-29.5.14 105,159 106,303 1,144 
道光 30년(1850) 29.5.15-30.5.14 105,159 109,852 4,693 
근거자료: 倪玉平, 淸朝嘉道關稅硏究 ,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0, pp.2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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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度 價格 年度 價格 年度 價格 年度 價格 年度 價格

1760 163.625 1780 170.0556 1800 110.2273 1820 204.0833 1840 197.2917
1761 171.6667 1781 166.5417 1801 125.1667 1821 205 1841 201.125
1762 178.1818 1782 181.625 1802 160.2083 1822 1842 208.8333
1763 169.375 1783 186.875 1803 155.7083 1823 202.5 1843 194.375
1764 145 1784 176.375 1804 167.8333 1824 1844 183.2083
1765 142.5625 1785 186.0909 1805 173.5 1825 204.5 1845 172.0455
1766 149 1786 203.7222 1806 197.875 1826 202 1846 168.6667
1767 144.6364 1787 159.9583 1807 194 1827 200 1847 166.2083
1768 143.375 1788 157.0909 1808 194 1828 202 1848 169.8182
1769 144.3333 1789 148.2857 1809 194 1829 197 1849 176.2857
1770 147.3333 1790 132.9 1810 194 1830 197 1850 178.9583
1771 140 1791 133.75 1811 190.875 1831 197.5
1772 145.3636 1792 142.6667 1812 194.125 1832 198.8636
1773 146.7917 1793 136 1813 193 1833 210.2917
1774 151.9167 1794 129.3333 1814 211.0417 1834 228.875
1775 164 1795 127.8571 1815 260 1835 206.7083
1776 164.4583 1796 124.0833 1816 254.2917 1836 194
1777 159.0417 1797 122.7857 1817 233.7727 1837 194
1778 154.25 1798 113.7083 1818 230 1838 195.2083
1779 183.0833 1799 109.1667 1819 215.0455 1839 194
*단위인 分은 兩의 1/100이며, 따라서 1760년의 豆의 가격은 일 석당 1.63625냥

이다.

근거자료: 王業鍵, 清代糧價資料庫, 2008, <http://140.109.152.38/DBIntro.asp>을 참

조하여 재구성.

<부표-Ⅴ> 州府의 黃豆, 大豆의 價格(단위: 分/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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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Ⅰ> 江 省內의 主要 常關ㆍ釐金局ㆍ新關所在地

출처: 高橋孝助, ｢中國の常關․釐金․海關-商人․商品流通と 制國家-｣, シリー

ズ世界史へ問のい3-移動と交流- , 岩波書店,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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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ss of Customs Revenues and Change of Distribution 

Route in the Early 19th Century : 
Focusing on Huaian-guan(淮安關) and Huxu-guan(滸墅關) 

Lee, Sanghou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decline and the sustained deficiency of custom 

revenues in Huaian-guan and Huxu-guan customs in the early 19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 revenues as a reflection of merchandise flow in the economic 

system, previous studies tended to regard the size of custom revenues as an 

economic indicator. Therefore, declining custom revenues theoretically meant to result 

from recession declining the general flow volume of economy. These conventional 

theories assume that the general economic flow volume and that of custom flow are 

proportionally related as the customs revenues are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volume of customs clearance distribution and custom duty rate. But this assumption 

of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flow volume of customs clearance and the 

general economic flow may not be valid. The customs flow volume can change due 

to any factors other than general economic flow when the latter remains unchanged 

or the vice versa is possible when customs flow volume does not change despite 

change in general economic flow.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to explore the 

reason of Huaian-guan and Huxu-guan's sustained loss of custom revenues during the 

early 19th century. Such an approach will contribute to the reassessment of previous 

studies which regard the size of custom revenues as an effective economic indicator. 

Qing government established Changguan(常關) as customs offices at the main 

distribution route, and collected huoshui(貨稅) as cargo tax and chuanliao(船料) as 

vessel tax from merchants. Qing government executed a flat sum system to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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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tax collection to cope with severe fluctuations of customs revenues. The 

central government assigned tax revenue allotment to each customs office on annual 

basis and the heads of custom office transfer such allotted sum to the central 

government at the end of customs tax period. But in Yongzheng era, Qing 

government executed new system that head of Changguan had to transfer all 

revenues collec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This new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embezzlement by the head of Changguan's corruption. This new system 

adopted a rule for higher tax revenues transfer to the central government than the 

previous year pushing the head of Changguan to collect more tax than the previous 

year. As a result, head of Changguan afflicted the merchant with heavier tax burden 

incurring a wide spread public disturbance. Therefore, change of customs system was 

pursued constantly in an effort to effectively control embezzlement by the head of 

Changguan and public disturbance of higher tax burden on merchants. In 1799, a 

revised system which adds certain surplus exceeding the ordinary annual average to 

the flat sum, labeled (‘盈餘定額制’), add on surplus to flat sum(ASFS), was 

introduced. And this ASFS system was in force continuously without major changes 

throughout the early 19th century.

Meanwhile, each of Changguan's taxability guideline wa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Not all the merchants who pass the custom were subject to cargo and 

vessel taxes but only those who are categorized under the prescribed guideline were 

subject to such taxes. Generally, merchants who move in from outside of customs 

territory, guanwai('關外') or move out from inside of customs territory, guannei(‘關

內’) are required to pay such taxes. Merchants who traded in customs territory, 

guannei(‘關內’) were exempted from taxability. And to avoid double taxation for 

long distance traders, cargo tax was levied on certain cargos only in specific, 

customs office, Changguan. And merchants subject to Changguan's taxability have to 

use legal routes. Such regulations made it possible for Qing government to collect 

taxes effectively by setting up customs offices, Changguan on the legal routes 

without huge burden on administration cost for tax collection. Such system of 

Changguan gave wide variance in the level of tax revenue of each Changguan. In 

Huaian-guan, tax revenues on bean crop produced in Henan(河南) and Shandong(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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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 and transported to Jiangnan(江南) was the main source of tax income accounting 

for over 60% of its entire tax revenues. In Huxu-guan, tax revenues on rice 

produced in Sichuan(四川) and Hubei(湖北) and transported to Jiangnan was the 

main source accounting. And the rest was tax revenue levied on sundry cargos of 

Southern area, nanlaizahuo(‘南來雜貨’) produced in Jiangnan and were transported to 

northward along Grand Canal(大運河).

Officers of Changguan and governor-generals in Huaian-guan and Huxu-guan made 

shortfall of custom revenues and both of them reported that declining volume of 

customs clearance was attributable to the decline of whole distribution in economy. 

They also reported that number of merchants active in business decreased for some 

reason resulting in decline of custom clearance volume and eventually incurring the 

shortfall of customs tax revenue as well. 

But beginning in 1815, 'raoyue'(繞越), was frequently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s one of the main factors causing shortfall. 'Raoyue' is referred to a 

sort of tax evasion by merchant using illegal routes. In many cases, bean crop 

produced in Henan(河南) and Shandong(山東) was transported to Jiangnan through 

illegal routes due to frequent disconnection of Grand Canal. Merchants favored the 

illegal routes because they gave substantial savings on transportation cost over the 

legal Grand Canal of frequent disconnection. In particular the merchants using water 

way route can enjoy saving not only on the shipping cost but also on taxes. In 

addition, waterway transportation at that time was in much better condition of 

substantial convenience, waterway was the most popular choice for the merchants. 

The several cases in Daoguang-era mentioned above evidently show that bean crop 

produced in Henan(河南) and Shandong(山東) that were transported to Jiangnan via 

illegal routes was decisive factor of the shortfall of custom revenues in Huaian-guan. 

First of all, no shortfalls of custom revenues were reported from the customs offices 

located in main illegal routes such as Jianghai-guan(江海關) and Fengyang-guan(鳳

陽關). In addition, the case of report that bean crop produced in Henan(河南) and 

Shandong(山東) was transported to Jiangnan using the illegal routes in Daoguang-era 

and other report case of the price stability of Huangdou(黃豆) and Dadou(大豆) in 

Suzou-fu( 州府) also support this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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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fall of custom revenues in Huxu-guan is largely attributable to bean crop 

produced in Henan(河南) and Shandong(山東) and was transported to Jiangnan using 

illegal routes and also to rice crop that were not transported to Huxu-guan's guannei, 

the customs territory, The shortfall of custom revenues in Huxu-guan's guannei is 

also attributable to the loophole in taxation system which allows evasion of cargo tax 

on the rice that was not transported to inside the tax territory to avoid taxability. 

Bean crop produced in Henan(河南) and Shandong(山東) was transported to Jiangnan 

using the illegal routes and the rice were not transported to the Huxu-guan's guanwai 

as a matter of way to avoid taxation guideline and distribution route set by Qing 

government for tax collection. Because system of Changguan was to set up specific 

distribution routes and then built tax system on it, changes in distribution routes 

causes an immediate reduction in customs revenues.

Meanwhile, Daoguangdi(道光帝) sensed that corruption of clerks(胥役) in charge 

of tax collection interfered with efficient flow of merchant customs clearance causing 

shortfall in tax revenues. Merchants who have heavier tax burden will suffer from 

reduction in profit, and subsequently the volume of whole distribution of economy 

will decline causing shortfall in custom revenue. Six article clearing negative(‘除弊六

條’) was policy measure intended to relief merchant's tax burden by tightening up 

supervision of clerks, but that was only window dressing effect of very limited 

achievement in reality. But Qing government streamlined provision of compensating 

for the shortfall of custom revenue by head of Changguan, in a rational manner 

lowering the level of compensation liability. Under the long-term sustainable revenue 

shortfall, government needs some measure to prevent the issue of equitability and 

fairness and at the same time lower the compensation liability in a realistic manner.

However, declining size of customs clearance distribution was caused by the 

merchants shipping through illegal routes due to the frequent severance of the Grand 

Canal. For merchants, the frequent disconnection of regal routes, the Grand Canal, 

meant the increasing cost of transportation. Thus, there was the need of changing or 

expanding legal routes in order to reduce the cost of transportation for merchants. In 

fact, there was an example that Qing government allowed merchants to transport via 

nanlaizahuo along the waterway in 1825. But it was a limited measure of whic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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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did not meet expectations. Although Qing government already recognized that 

there was the need of changing or expanding legal routes, only limited action was 

taken since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Qing dynasty was not good enough for 

expanding administration. And minimalist form of government that Qing dynasty 

favored to govern, became the background of these situation. By forcing the 

merchants to use the legal routes, the Qing government could collect a certain 

amount of tax revenue. Changing or expanding legal routes had to be accompanied 

by the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power such as increasing the fiscal spending. 

Therefore, despite the deficit of tax revenues in Huaian-guan and Huxu-guan, Qing 

government could not help but to maintain the Changguan system which ensured a 

certain amount of tax revenue with the minimum administrative staff. 

In short, Huaian-guan and Huxu-guan's continuous shortfall of tax revenues in 19th 

century was caused by the decrease of customs clearance distribution rather than that 

of the general distribution, along with the fact that Qing government adhered to the 

Changguan system. Thus, the decrease of customs revenues was attributable to Qing 

government's incapability of imposing tax rather than the economic 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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