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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통해 본 광무양전의 성격 

-忠南 韓山郡 昌外里와 慶北 慶州郡 九政洞 사례 중심으로

金 召 羅

  본고는 대한제국이 실시한 光武量田의 목적과 원칙, 지향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光武量案과 식민지기의 土地臺帳을 비교･분석하였다. 

광무양전이 전국의 218개 郡에서 진행되었음을 감안하여 忠淸南道 韓

山郡과 慶尙北道 慶州郡에서 각각 1개 里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광무양안 연구들은 양안을 통해 조선후기의 토지소유관계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안에 기록된 다양한 정보 가운데 時主/

時作에만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외의 정보들은 당연히 현

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가정한 상태였

다. 그러나 본고가 JigsawMap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광무양안과 토지대

장을 대조해 본 결과, 광무양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지 않

았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광무양전은 일차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소규모 토지는 양전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안정적으로 소출을 낼 수 있는 필지들만이 측량 대상이

었던 것이다. 양안에 올라가게 된 필지들은 각각의 田品과 積尺을 파악

해 結負를 산정해 두었다. 그런데 이때의 전품과 적척은 지목별 토지생

산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된 값이었다.

  전품 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1~6等을 나누는 기준을 전국의 모든 

필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地目이 등급을 산정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垈에는 1~2等이라는 높은 전품을 주로 책



정하는 한편 畓에 田보다 높은 수준의 전품을 부여하였다. 6단계의 등

급 체계 속에서 지목별 분류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토지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윤을 고려하여 소출에 따른 均賦, 즉 均稅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적척의 경우 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가 대체로 필지의 실면적보다 

작았다. 이 역시 지목에 따라 면적을 축소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

다. 논보다 밭의, 밭보다 집터의 면적을 더 많이 줄여준 것이다. 이처럼 

적척은 尺이라는 절대 면적 단위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지목

별로 조정이 가해진 값이었다. 전품과 적척을 지목에 따라 조정하는 관

행은 토지생산성을 고려한 結負 산출을 위한 것이었다.

  지역 간의 결부 부담에도 차이가 있었다. 韓山郡 昌外里의 필지들은 

전반적으로 慶州郡 九政洞의 필지들보다 전품도 높게 책정되었고 양안

상의 면적도 실제에 가깝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결과 구정동은 창외리

에 비해 낮은 田稅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경상도 지역의 田

稅 上納에 드는 물류비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즉, 광무양전은 생산

되는 곡물의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稅穀을 상납하는 데 필요한 운송

비 부담까지 감안하면서 결부를 산정한 것이다.

  한편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하면서 개별 時主名과 직접 연결되

는 실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시주명과 소유주명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광무양안의 時主는 실제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實名/戶

名인 경우도 있지만, 경작과 出稅를 담당하는 作人 혹은 중간에서 이를 

관리하는 마름(舍音)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광무양안이 收稅를 위

해 작성된 장부임을 상기해 볼 때, 시주는 해당 필지에 산정된 결부를 

책임지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광무양안, 광무양전, 토지대장, 結負制, 地稅, 均稅

학  번 : 2012-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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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개항 이후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이권 침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농민들의 봉기, 개혁의 방향을 두고 벌어진 개화

세력 간의 갈등 등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혼란을 바로잡고 

다시금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고종은 독립협회와의 정치적 충돌을 거

쳐 1897년 전제군주체제를 표방하는 대한제국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光武를 연호로 하는 대한제국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財用을 확충하

는 것이었다. 당시 주된 稅源은 인구와 토지였기에 光武戶籍과 光武量

案을 작성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호적은 이전까지 3년을 주기로 

작성하고 있었지만 編戶, 漏戶 등이 항상 문제시 되어왔다. 광무정권은 

호적을 매년 작성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1897년부터 곧바로 호구조사

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모든 호구를 조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하고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戶總보다도 더 적은 호구수를 파악

하는데 그쳤다.1)

  地稅 대상을 조사하는 量田은 공식적으로는 숙종대인 1720년의 庚子

量田이 마지막이었다. 법적으로는 20년마다 양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

나,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시행이 

미뤄지고 있었다. 19세기에는 邑별로 만든 양안으로 庚子量案을 보완하

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양전 사업이 시급하였다. 量地衙門

(1898~1902)의 설치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光武量田은 전국의 모든 토

지를 査檢하여 면적, 등급, 결부수, 主/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899년 양전이 시작되었고, 1901년에는 양안의 내용을 토대로 토지소

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官契를 발급하기로 하고 地契衙門(1901~1904)

을 설치하였다. 양지아문은 점차 지계아문에 그 기능이 흡수되어 1902

년에는 지계아문 산하로 통합되었다. 이후 지계아문 주도로 1903년까

1) 손병규, 2005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대동문화연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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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광무양전이 지속되었는데, 그때까지 양전이 진행된 지역은 218개 

郡에 달했다.

  전국의 토지를 일시에 조사하고 그 기록을 상세히 남겨둔 양안의 사

료적 가치는 상당히 높다. 국가의 토지 지배 방식이나 토지를 매개로 

나타나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로 課稅를 위해 작성된 문서이면서도 양전을 시행하는 중간 관리

층, 현실의 토지 소유주/경작자인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이런 까닭에 양안을 통해 조선후기의 경제적 상황을 설

명하려는 연구들이 다수 축적되어 왔다.

  초기의 광무양안 연구는 양전 사업을 단행한 대한제국의 개혁적 성격

에 주목했다. 조선후기 이래 실학적 기반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토지

개혁론이 개화파, 고종을 거쳐 광무양전으로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지

주층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舊來의 토지소유관계를 ‘근

대적 토지소유관계’로 전환해내면서 광무양안이 근대적 토지대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양안에 기록된 時主/時作에 주목하

여 1인당 토지 소유 규모를 계산, 농민층 분화와 ‘봉건적 지주’, ‘경영

형 부농’의 존재를 시사했다.2)

  양안을 통해 ‘근대적 토지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으로 광무양안의 時主를 戶籍, 族譜 등과 대조하여 時主名이 실제

의 사적 토지소유자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경자양안에서 발견된 代錄, 合錄, 分錄 및 虛錄 현상이 광무양안에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광무양안에 등장하는 時主, 時作은 현실의 사적 토

지소유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수세체제’에 의해 규정된 

징세 대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광무양전은 사적 토지소유를 

근대적 소유로 法認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조선시대 양전과 근본적으

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3)

2) 김용섭, 1968, <光武年間의 量田･地契事業>《亞細亞硏究》31 ; ______, 2004,《新

訂增補版 韓國近代農業史硏究》2,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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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 광무양안이 ‘근대적 토지소유권 장부’의 성격

을 지닌다는 견해를 보강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광무양안에 절

대 면적 단위가 기재되어 있고, 田形을 10개로 세분해 파악했으며, 田

畓圖形圖를 그려 넣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식민지기의 토지대장과 흡

사한 ‘근대적’ 장부로 평가하였다. 또한 광무정권이 官契를 발급한 것은 

일종의 ‘등기제도’로 ‘근대적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의도였다고 

이해한다.4)

  한편 광무양안을 조선시대 양안과 식민지기 토지대장 사이의 과도기

적 장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의 양안은 結負制라는 큰 틀 속에서 

收租를 위해 작성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수조권 분급이 사라지면서 結

負보다 積尺이나 斗落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結負制的 토지파악방식

에서 斗落制的 토지파악방식으로 변화해가는 것인데, 광무양안이 그 과

도기적 단계라고 보았다. 다만 아직 토지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

지 않았고, 경제와 정치가 미분리된 전근대적 요소가 광무양안에 남아

있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광무양안은 조선시대의 양안이 식민지기 토

지대장과 같은 근대적 장부로 나아가는 단계의 것이라고 설명한다.5)

  ‘지주적 토지소유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

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식민지기의 근대

적 토지소유관계 확립이나 地稅 개정이라는 일련의 성과들은 사전에 진

행된 대한제국기의 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대한제국과 식민지 시기는 ‘근대법적 소유권’과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

립 여부에 의해 단계적 차별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6)

3) 이영훈, 1990 <光武量田에 있어서 <時主> 파악의 실상>《대한제국기의 토지제

도》, 민음사 ; ______, 1997 <量案 上의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조선

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4)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1995《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0《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5) 미야지마 히로시, 1990 <光武量案의 역사적 성격>《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

사

6) 배영순, 2002《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 영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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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광무양안을 분석하고 광무양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무양안의 근대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

을 궁극적 목표로 함으로써 양안 자체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

하게 되었다. ‘근대’라는 기준을 미리 세워둔 상태에서 광무양안을 평가

하는 데 그친 것이다.

  연구 방법상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양안의 時主名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검증 과정을 거쳐 현실의 토지소유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는 것을 밝혀냈으나, 그 이외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양안상의 내용을 크

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광무양전이 토지의 상태를 가급적 정확하

게 파악하려고 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 위에서 각종 통계 작업이 진

행되었다. 광무양안에 기록된 토지의 면적이나 등급 등이 실제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었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던 것이

다.

  광무양안과 식민지기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작성된 토지대장을 직접 

대조하여 광무양전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했던 연구도 있었다. 

하지만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유사성에 집중

하면서 결과적으로 광무양전이 ‘근대 지향의 이념’이 투영된 사업이었

다는 기존 입장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7) 그럼에도 해당 연구

는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분석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이한 주체가 각기 다른 시기

에 작성한 두 개의 장부를 비교하면 개별 장부의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

난다. 광무양안 역시 토지대장과의 비교 과정에서 그 특색과 사료적 성

격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의 비교 연구 방법을 활용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

하면서도 유사성보다는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광무양전의 주목적이 현실을 상세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지적

7) 미야지마 히로시, 1997 <光武量案과 土地臺帳의 比較分析>《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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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있다. 양안상의 양전방향과 四標는 개별 필지의 객관적 위치

를 제시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모든 필지를 연속적으로 양전하기 위

해 활용된 정보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목별로 등급 산정 양상이나 면

적 측량의 정확도가 상이했음을 밝히고 이것이 지목별 부세 부담을 조

정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리라 보았다. 광무양전이 토지의 정확한 파악을 

지향했을 것이라는 기존 양안 연구들의 전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다.8) 여기에서는 기존의 근대성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획일성’이

라는 개념으로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은 계통이 다른 장부였다는 입장의 연구도 있다. 

그 근거로 광무양전은 田形을 그리는 목적 자체가 토지조사사업의 지적

도 작성과는 다르며, 지목에 따라 면적 파악률을 달리하였음을 들었다. 

또한 時主를 통해 당대의 토지소유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時主名이 현실의 所有主名과 상이해도 당대에는 所有主가 소유권을 행

사할 때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한다.9)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동

일 선상에 두고 발전 여부를 논하던 기존 연구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통해 광무양안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

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제 광무양안이 무엇을 목적으

로, 어떤 원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고민해 볼 차례이다. 대한제국이 

광무양전을 시행하기에 앞서 작성해 둔 事目이나 조례 등에 기초적인 

양전 방침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실제 양전 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광무양안의 내용을 직접 분석해본다면 事目

에는 등장하지 않는 광무양전의 기본 원칙이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2개 里에서 광무양안과 식

8) 김소라, 2013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비교연구>《조선후기 재정제도의 지속과 변

동》, 한국역사연구회/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공동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2013년 4월 20일)

9) 김건태, 2013 <광무양전의 토지파악 방식과 그 의미>, 고문서학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문 (2013년 9월 14일)



- 6 -

민지기 토지대장을 비교해보면서 대한제국이 실시한 광무양전의 성격

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한 연구들은 각각 충남 논산군 

2개 里,10) 한산군 4개 里,11) 경기도 죽산군 1개 里를12)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이처럼 하나의 郡 내에서 里별 양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전

국의 218개 郡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무양전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기

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2개 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道를 달리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10) 미야지마 히로시, 1997 앞의 논문

11) 김소라, 2013 앞의 발표문

12) 김건태, 2013 앞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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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분석 대상 및 대조

1. 자료와 지역 소개

  

  본고의 연구 대상 지역은 忠淸南道 韓山郡 南上面 昌外里(現 충청남

도 서천군 화양면 창외리)와 慶尙北道 慶州郡 內東面 九政洞(現 경상북

도 경주시 구정동) 2개 里이다. 두 지역을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광무

양안과 舊토지대장이 모두 남아있고, 각 장부에서 동일한 지역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광무양전은 218개 郡에서 실시되었지만, 현재

까지 전해오는 양안은 많지 않다. 식민지기 토지조사사업 역시 전국의 

토지를 조사했지만, 6･25 전쟁 등으로 인해 舊토지대장이 소실된 지역

이 상당하다.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광무양안과 토

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13)

  두 가지 자료가 모두 확인된다 하더라도 광무양안에서 토지대장과 일

치하는 지역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광무양안의 최

소 작성 단위는 面이었고, 그 이하의 里나 洞 단위로는 분류가 되어 있

지 않다. 반면 토지대장은 개별 里마다 작성되었고, 지적도 역시 里별

로 그려졌다. 面 단위의 대조 작업은 실로 방대하여 오랜 기간이 걸리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里별 대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광무양안을 里

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양안에 기재된 들판명(坪名)을 한산

군과 경주군의 古地名과 비교하면서 어느 里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찾아

낸 것이다. 그 결과 충남 한산군 창외리와 경북 경주군 구정동은 각각 

양안상에 昌外, 九政이라는 들판명이 나와서 비교적 수월하게 해당 里

를 기록해 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13) 토지대장 대신 그 기초 자료로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토지조

사부에는 개별 필지의 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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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구획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각 里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충남 한산군 창외리의 광무양안은 光武 5년(1901) 7

월에 작성되었다.14) 양지아문에서 작성하였고 중초본이다.15) 이 지역의 

토지대장은 大正 2년(1913) 11월에 사정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광무양

안과는 12년 차이가 난다.

  경북 경주군 구정동의 양안은 光武 7년(1903) 12월에 작성되었다.16) 

이 역시 중초본으로 정서본은 전하지 않는다.17) 1903년은 양지아문이 

이미 지계아문에 통합된 시점이지만 경주군의 양전은 양지아문이 담당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02년 1월에 경주군 광무양안의 1책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양지아문이 광무양전의 주도권을 지계아문에 넘겨

주고 있던 시점에 양전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안의 작

성 시기로 보건대 지계아문이 주도해 만든 양안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다.18) 토지대장에는 大正 원년(1912) 8월에 사정된 내

용이 담겨있어 광무양안과 9년의 격차를 보인다.

  충남 한산군 남상면은 금강 인근의 평야지대이다. 조선 초부터는 어

업이 번성하여 富村이 형성되었다고 한다.19)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업 

환경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상면의 남쪽은 금강과 맞닿아 있

는데, 금강 하굿둑은 1990년에야 완공되었다. 즉, 그 이전까지는 강물

의 잦은 범람과 그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상면 광무양안을 살펴보면 금강변의 필지들은 대부분 蘆田으로 기록

14) 《忠淸南道韓山郡量案》, <부록 1> 참조.

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 해설집3 -일

반양안･기타양안》, 민속원, 239~243쪽

16) 《慶尙北道慶州郡量案》, <부록 2> 참조.

1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앞의 책, 200~202쪽

18) 양지아문이 작성한 양안과 달리 지계아문이 주도한 양안은 1)경지의 형상도가 없

고 2)時作名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3)家 間數가 기재되지 않았고 4)斗落, 日耕數

가 기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 1990 앞의 논문, 55쪽) 《慶尙

北道慶州郡量案》은 표면적으로 위의 네 가지 특성이 보이지는 않으나, 작성 시기

를 고려해보았을 때 지계아문의 방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 서천군지편찬위원회, 2009《서천군지》,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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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는 곧 당시에도 강과 농경지 사이에는 별다른 제방 시설

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수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창외리 역

시 금강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한산의 남쪽에 있다 해서 南

村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社倉인 南倉이 있어서 穀稅米를 

보관했다.20)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창외리의 지

형과 촌락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충남 한산군 창외리 개황 

  

비고 : 개울 林野 垈地

  창외리는 논이 많은 평야지대로 개울이 사방으로 흐르고 있다. 언덕

과 강을 낀 곳에 垈地가 집중되어 있는데 陽川許氏의 집성촌이었다. 佐

郞公派인 許策이 조선시대에 창외리에 정착한 것을 계기로 동성 촌락이 

20) 위의 책,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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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다. 1920년에는 70세대의 陽川許氏가 창외리에 거주하고 있었

다.21)

<그림 2> 경북 경주군 구정동 개황

  

비고 : 개울 林野 垈地

  한편 경북 경주군 내동면 구정동의 1914년 모습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북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며 골짜기가 많은 것이 

지형적 특색이다. 매 골짜기마다 개울이 흐르고 오른쪽에도 개천이 있

어서 水源이 풍부하다. 현재에도 계단식으로 논이 형성되어 있다. 구정

동에는 慶州李氏의 동성 촌락이 존재했는데22) 현재까지도 그 후손들이 

21) 위의 책, 196~203쪽

22)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7《경주시사》1,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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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다. 1914년과 1925년의 호구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구

정동의 인구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23) 이는 慶州李氏가 안정적으로 동

성 촌락을 유지해 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대조 과정

  앞서 언급했듯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시간적 격차는 10여 년에 불

과하다. 따라서 두 장부에 기재된 개별 필지들을 하나씩 대응시켜보면 

동일한 필지를 각각 어떻게 파악해 두었는지 비교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에 이런 방식의 비교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양안이 面을 최

소 단위로 작성된 까닭에 토지대장의 작성 단위인 里별로 내용을 분류

하기 어렵고, 대조를 할 경우 面 단위의 방대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광무양안에 魚鱗圖와 같은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개별 필지들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한 몫 

했다. 본고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 里의 경계를 광무양안이 

아니라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확정했다. 광무양

전 때의 행정구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 里의 경계 자

체가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에 분석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里의 경계를 확정한 다음에는 양안에서 해당 里의 필지를 기록해 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광무양안에는 里 단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들판명(坪/里/員 등)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里가 어느 부분에 

실려 있는지 곧바로 찾아내기 어렵다. 다만 양안에 기재되어 있는 들판

명이 현재에도 활용되거나, 古地名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참

고로 해당 들판이 어느 里에 속해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다행히도 

두 지역 모두 양안에서 ‘昌外前坪’, ‘九政坪’이라는 들판명이 등장해서 

23) 위의 책, 8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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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里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수월하였다. 광무양안은 모든 필

지를 연속적으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연속된 字號에 속한 필지들은 

모두 인접해 있다. 따라서 해당 들판명의 앞/뒤 자호의 필지들도 분석

하고자 하는 里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서 양안상에

서 里별 구간을 확정해야 한다. 

  里별 토지대장과 광무양안을 확보했다면, 다음은 두 장부를 직접 대

조할 차례이다. 주변 자연 지형을 고려하면서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

된 지적도와 광무양안에 기재된 四標를 비교해보면 두 장부에서 동일한 

필지를 발견해 낼 수 있다. 四標 이외에도 양안상의 地目, 時主名, 면적 

등을 토지대장의 정보와 비교하면서 양전방향을 따라 대조해 나가면 작

업이 더욱 수월하다. 그러나 이를 수작업으로 진행할 경우 양안상의 정

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한 번 대조를 마친 필지들을 수정해야 

할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대조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 Jigsaw 

Map을 활용하였다.24) 이 프로그램은 양안의 매 필지마다 기록되어 있

는 四標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웃한 필지를 찾아내어 양안을 지적도화 

시켜준다. 量田圖를 그려주는 것이다. 지적도와 量田圖에 각각 토지대

장과 양안의 정보를 입력한 뒤 양 쪽의 지도들을 비교해 가면서 동일한 

필지를 찾아내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24) JigsawMap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건태 교수와 컴퓨터공학부 서진욱 교수의 

공동 연구로 개발된 양안-토지대장 매칭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

에 대한 설명은 Hyungmin Lee, Sooyun Lee, Namwook Kim, and Jinwook Seo, 

2012 “JigsawMap: Connecting the Past to the Future by Mapping Historical 

Textual Cadasters",  CHI 2012, ACM, 463~47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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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 화면< 3> JigsawMap

그림 대조 완료 상태의 화면< 4> JigsawMap

그림 과 그림 는 각각 창외리 대조 작업 진행 전 후의 화면< 3> < 4> /

이다 왼쪽이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지적도이고 오른쪽이 양안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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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한 量田圖이다. 양안에 기록된 정보만 가지고 컴퓨터가 일차적으로 

구현해 낸 <그림 3>의 量田圖에 비해 필지들의 정보를 직접 비교하면

서 대조를 마친 뒤에는 <그림 4>에서 보듯이 지적도의 형상과 흡사한 

모양의 量田圖가 그려진다. <그림 4>에 ⓐ, ⓑ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양전 당시의 들판별 구획과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의 里별 구획이 

일치하지 않아서 대조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인접 里에 해당하는 부

분으로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대조 결과 충청남도 한산군 남상면 광무양안에서 창외리에 속하는 부

분은 思47~定26, 定35~定50, 定53~初11, 美10~宜9 의 구간이었고, 

경상북도 경주군 내동면 양안에서는 筵92~設22, 席3~瑟31, 吹30~吹

74, 吹79~陸58이 구정동에 해당했다. 

  모든 필지가 일대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다음 <표 1>은 광무양안

과 토지대장의 매칭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매칭 유형
한산 창외리 경주 구정동

광무양안 토지대장 광무양안 토지대장

양안 1필지 ↔ 대장 1필지 211 211 293 293

양안 1필지 ↔ 대장 多필지 41 86 40 84

양안 多필지 ↔ 대장 1필지 49 19 118 49

양안 多필지 ↔ 대장 多필지 19 18 17 15

합계 320 334 468 441

분석 대상 375 520

<표 1>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필지들의 매칭 유형

단위: 필지 

비고  1. ‘양안 多필지 ↔ 대장 多필지’의 대조 결과 한산 창외리는 29쌍의  

대조가, 경주 구정동에서는 25쌍의 대조가 이루어졌다. 

.2. ‘분석 대상’은 ‘양안 多필지 ↔ 대장 多필지’를 제외한 각 항목에서 

큰 숫자들을 합한 뒤 비고 1의 매칭 결과를 더해준 것이다. 

  (Ex. 창외리: 211+86+49+2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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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부의 토지가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결과를 정리할 때 한 

필지의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해주었다. 만약 양안의 1필지가 分筆되어 

토지대장상의 3필지에 해당한다면 1필지의 정보를 대장의 3필지에 각

각 한 번씩 대응해 준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군 내동면 양안에서 吹57

번 필지는 時主 이옥현의 田인데, 이 한 필지가 토지대장에는 110번 

이규상 소유의 田, 111번 이규상 소유의 垈, 112번 이규상 소유의 田 

이렇게 3필지로 나뉘어 실려 있다. 이런 경우 지목이나 이름을 비교할 

때에는 양안의 정보를 세 번 대조해서 토지대장상의 3필지와 각각 비

교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2차적인 分筆 과정을 거치고 나니 대조 결과

의 수가 각각의 자료에 원래 기록된 필지의 수보다 많아졌다. <표 1>

의 ‘분석 대상’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조 작업이 완료된 후 분석을 진행

한 대상이다. 물론 등급, 면적 등은 중복해서 계산에 활용하지 않았

다.25)

3. 광무양전의 토지 파악 방식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한 결과 양전이 실시된 경로와 양전에서 

제외된 필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와 <그림 6>에 이를 표시

해 보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양전 경로이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나 

시작점부터 양전이 끝나는 필지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26) 

즉, 모든 필지를 연속적으로 측량했다는 것이다. 참고할 지적도도 마땅

치 않은 상황에서 동선이 끊기거나 꼬이지 않으면서 몇 백 개의 필지를 

25) 특히 면적비를 계산할 때에는 分筆된 쪽의 면적들을 모두 합산해서 한 번만 계산

해 주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구정동 吹57번의 경우, 토지대장상의 110, 111, 

112번 필지의 면적을 더한 값을 양안상의 면적과 비교하였다.

26) 중간 중간 경로가 끊겨있는 것으로 표시된 지점은 지적도 상의 경계를 벗어난 부

분과 대응되는 부분으로, 양전 자체가 끊겼다가 재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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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림 5>와 <그림 

6>을 보면 당시의 量田官들이 이를 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창외리 양전 경로와 미파악 필지

비고 : ▶ 양전 시작/끝 지점 林野 미파악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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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정동 양전 경로와 미파악 필지

비고 : ▶ 양전 시작/끝 지점 林野 미파악 필지

  지적도 위에 양전 경로를 그리다 보면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이 필

지를 파악하는 방식이 상이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토지조사사업은 전국

의 모든 里마다 동일한 축적의 지적도를 작성하였는데, 500m×400m 

단위로 구획을 나누고 동쪽 맨 위의 필지를 1번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 뒤 남→서→남→서의 순서로 구획을 따라가면서 地番을 매

긴다. 즉, 모든 里의 1번 필지는 북동쪽의 끝에, 맨 마지막 지번을 부여

받은 필지는 남서쪽의 끝에 존재한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이 개별 里마

다의 완결성과 동시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지향했음을 의미한다. 그 과

정에서 인접 지역과의 연속성은 중요하지 않았고, 매 필지는 里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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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일괄적인 구획에 의해 나뉘어져 지적도에 옮겨졌다.27) 이때의 

분할은 배미나 두렁 혹은 길이나 물줄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한편 양전은 원칙적으로 5結마다 천자문 순서에 따라 字號를 붙이고, 

매 자호마다 새롭게 지번을 매기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5結 단위의 

분할은 대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한 사람이 농사짓는 필지 혹은 

한 배미에 속한 땅은 임의로 나누지 않고 1필지로 파악하고자 했기 때

문이다. 실제로 지적도와 대조해보면 길이나 개울 건너편에 있는 필지

라도 時主가 같을 경우 하나의 지번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

우 양안상의 田畓圖形圖 역시 대부분 두 필지를 하나로 합쳐서 그려놓

았다. 광무양전은 가급적 時主별로 필지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네

모반듯한 구획이나 일정한 축적 등은 양전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

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 역시 토지조사사업과는 달랐다. 대체로 관아 

자리를 天 1번으로 매긴다는 공통점이 발견되나, 바로 다음 번호인 天 

2번은 동서남북 중 어느 방향의 필지에 부여한다는 규칙이 없다. 일단 

관아에서 양전을 시작하고 나면 지번은 순전히 양전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매겨진다. 어떤 경로를 거쳐 해당 필지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동일

한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매 양전 때마다 다른 자호와 지번을 부여받게 

되는 체계인 것이다. 창외리의 경우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 동남쪽

에서 양전이 시작되어 남쪽으로 빠져나갔다. 구정동은 이와 달리 서쪽

에서 양전이 시작되어서 동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두 개 里에서 양전

의 시작 위치가 다른 것 역시 관아에서 출발한 量田官이 해당 里에 도

착하기까지 거쳐 온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필지를 구획하면서 획일적 표준화를 지향했던 토지조

27) 식민지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지적도는 일괄적으로 500m×400m 라는 면

적에 따라 구획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의 구획에 분산되어 그

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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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업과 달리 광무양전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용인하는 다양성을 내재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필지들을 지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광무양안

토지대장
광무양안의

필지 파악률전 체
양안과 

대응되는 필지

필지수 평수
필지수

(A)

평수

(B)

필지수

(A')

평수

(B') 
′

×100 
 ′

×100

畓 160 159,916 161 197,911 157 197,191 97.5 99.6

田 95 20,281 140 31,936 108 29,540 77.1 92.5

垈 65 3,994 71 7,035 69 6,876 97.2 97.7

小計 372 236,882 334 233,607 89.8 98.6

林野 9 17,589

墓 13 4,376

池沼 1 104

합계 320 184,191 395 258,951

<표 2> 한산군 남상면 창외리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지목별 필지 현황

비고  1. 광무양안에 기재된 필지의 면적은 1量田尺=1.02m로 계산한 뒤 坪으

로 환산

      2. 광무양안의 평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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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양안

토지대장
광무양안의

필지 파악률전 체
양안과 

대응되는 필지

필지수 평수
필지수

(A)

평수

(B)

필지수

(A')

평수

(B') 
′

×100 
 ′

×100

畓 160 70,468 143 106,381 135 103,913 94.4 97.7

田 270 57,257 247 111,951 200 97,623 81.0 87.2

垈 38 3,178 115 18,484 106 17,721 92.2 95.9

小計 505 236,816 441 219,257 87.3 92.6

林野 14 9,915

墓 7 2,093

池沼 3 34,006

합계 468 130,903 529 282,830

<표 3> 경주군 내동면 구정동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지목별 필지 현황

비고  1. 광무양안의 평수 계산 방식 및 표기 방법은 <표 2>의 비고 1, 2와 

     .  같음

      2. 현존하는 구정리 토지대장에는 총 619필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90필지에는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529필지만을 

조사 대상으로 함

      3. 비고 2의 90필지와 연결되는 광무양안의 畓 91필지 역시 조사 대상

에서 제외함

  광무양전은 기본적으로 畓과 田만을 조사하고 家垈의 경우 지목상으

로는 田으로 파악한 뒤 별도로 垈라고 표기해 두었다. 따라서 토지대장

에서 畓, 田, 垈로 분류된 필지만이 양안과 연결할 모집단이 된다. 그 

중에서 양안과 대응되는 필지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광무양전

의 토지 파악률을 알아볼 수 있다. 

  <표 2>와 <표 3>의 
′

×100은 필지수를 기준으로 광무양전의 토지 

파악률을 계산한 것이다. 77~97%의 파악률을 보이는데 지목별로 차이



- 21 -

가 두드러진다. 창외리와 구정동 모두 畓과 垈의 파악률이 92% 이상인

데 비해 밭의 파악률은 각각 77.1%, 81%로 수치가 현저히 낮다. 밭이 

여타 지목에 비해 광무양전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00은 면적을 기준으로 파악률을 계산한 것이다. 토지대장상에 

기록된 畓/田/垈의 총 면적 대비 양안과 연결되는 필지들의 대장상 면

적을 살펴보았다.28) 세 가지 지목 중 특히 畓의 면적 기준 파악률이 상

당히 높은 것이 눈길을 끈다. 한산군 창외리의 경우 1913년 창외리 전

체 畓 면적의 99.6%에 달하는 필지가 12년 전 광무양전 당시에도 파

악 대상이었다. 한편 창외리와 구정동의 모든 지목에서 필지수를 기준

으로 계산한 것보다 면적 기준 파악률이 높다. 필지수로 계산한 파악률

은 낮은데 면적으로 본 파악률이 높다는 것은, 광무양전 당시 다수의 

소규모 필지들을 양전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田은 두 가

지 파악률 간의 차이가 확연하다. 즉, 광무양안에 올라있지 않은 필지

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의 밭이었던 것이다.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면 더

욱 확실해진다.

  토지대장에 올라있는 필지들 중 광무양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 

미파악 필지들은 앞서 살펴본 <그림 5>와 <그림 6>에 표시해 두었다. 

참고로 <그림 5>의 ⓒ부분과 <그림 6>의 ⓓ부분은 광무양전 당시의 

들판 구획과 토지조사사업 때의 里별 경계가 달랐던 탓에 양안에서 해

당 지역의 정보를 찾지 못한 부분이다. 지형을 고려해 봤을 때 미처 확

인해보지 못한 양안의 다른 부분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

이 높다.

  ⓒ와 ⓓ 두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양전에서 제외된 필지들, 특히 밭

28) 면적 기준 파악률은 순전히 토지대장상의 정보만을 가지고 양안과 연결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면적 기준 파악률이 90%로 나왔다면, 이는 토지대장에 

실린 畓/田/垈의 총 면적이 100일 때 이 중 90에 해당하는 필지들이 광무양안에 기

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면적 기준 파악률은 광무양안에 기재된 積尺과 토지대장

상 평수와의 면적비를 나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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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산기슭이나 개울가에 위치한 좁은 필지들이었다. 창외리 양

전에서 다수의 필지가 미파악된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그림 7> 창외리 미파악 필지 중 일부

비고 : 양전 경로 미파악 필지

  <그림 7>에 표시해 둔 미파악 필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모두 田으

로, 개울가에 위치해 있다. 개울 위쪽의 필지들은 모두 家垈여서 일반

적인 田畓에 비해 1필지의 크기가 작은 편인데, 광무양전에서 파악하지 

않은 田들은 그보다도 더 작은 규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전 경로

를 살펴보면 해당 필지들을 측량하러 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14필지는 고스란히 광무양안에서 

빠져 있다. 이는 경로가 복잡해서 양전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양전을 건너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광무양안에 누락된 필지들을 陳田으로 보았다.29) 이

에 따르자면 밭의 파악률이 낮은 것 역시 해당 필지들이 陳田이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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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러나 ‘미파악 필지=陳田’이라는 도식을 제시하기 전에 이러한 

필지들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양안에 누락된 토

지는 대체로 산이나 개울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 규모가 작았다. 산기슭

이나 개울가의 필지는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하다. 더욱이 산에 위치

한 다수의 火田은 경작을 몇 년이나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을 것

이다. 또한 <그림 7>에서 살펴본 것처럼 1필지의 크기가 家垈보다도 

작은 田은 영세농의 생계형 필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면적이 작은 필지

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 죽산군 금산리에서의 광무양전도 마찬가

지였다.30) 즉, 광무양전은 불안정한 상태의 소규모 토지는 파악하지 않

는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꾸로 광무양

전이 어떤 토지를 측량 대상으로 삼았는지 알려준다. 안정적으로 소출

을 낼 수 있는 상태의 필지들이 양전 대상이었던 것이다.

29) 이영훈, 1990 앞의 논문 ; 이영호, 1995 <光武量案의 기능과 성격>《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 ______, 2010 <대한제국시기의 토지제도와 농민층분화의 

양상>《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 왕현종, 2010 <광무 양전･지계사업

의 성격>《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30) 김건태, 2013 앞의 발표문,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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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結負 산정의 실상

1. 토지생산성을 고려한 田品 책정

  조선시대는 물론 대한제국기에도 田稅 부과 기준은 結負였다. 조선후

기 1結당 과세액은 租100斗였다. 1896년 이후 지세의 금납화가 전국

적으로 실시되면서 부담액이 조정되어 1結당 沿郡은 30兩, 山郡은 25

兩을 납부하게 되었다.31) 충남 한산군과 경북 경주군은 沿郡으로 분류

되어 매 結당 30兩을 부담하였다.32) 結價는 점차 인상되어 1900년에

는 1結당 50兩, 1902년에는 80兩이 되었으나,33) 과세 기준으로써의 

結負 활용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결부는 토지의 등급인 田品과 절대 면적인 積尺을 활용해 산정한

다.34) 따라서 등급과 면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해당 필지의 세

액이 달라진다. 특히 전품은 한 등급 차이에도 기준 결세액이 크게 달

라졌기 때문에 세납자에게 매우 민감한 대상이었다.

  조선에서는 양전을 할 때 모든 지목에 동일하게 1~6等이라는 6단계

의 전품을 활용하였다. 15세기 양전 관련 지침들을 기록해 둔 《田制詳

定所遵守條劃》의 等第田品 관련 조항에 토지의 등급별로 대략적인 자

연 환경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다. 이를 보면 땅의 등급을 가르는 주요 

요소는 水源과 땅의 비옥한 정도, 재해에의 노출 빈도 등이었다.35) 즉 

토지의 생산성이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였던 셈이다.

31) 정희찬, 2011 <갑오개혁기(1894~96년) 상납 愆滯 문제와 公錢의 換送> 《한국사

론》57, 280~281쪽

32) 《八道甲午條結戶都案》

33) 이종범, 1995 <한말･일제초 土地調査와 地稅問題>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581~582쪽

34) 전품별 자세한 결부 산정 방식은 김건태, 1999 <갑술·경자양전의 성격>《역사와 

현실》31 참고.

35) 《田制詳定所遵守條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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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무양전 초기의 事目에서도 “전답의 등급을 나누어 결수를 정할 때

에는 舊典에 의하여 6개의 등급으로 나눌 것”을 명시하고 있다.36) 또

한 지계아문이 양전을 담당하던 시기의 事目을 보면 “전답의 등급은 토

질과 물줄기, 위치 등을 살피고 地價와 소출량을 확인한 뒤 指審人의 

평론을 참작하여 기존 양안에서의 전품을 고려하면서 책정할 것”이라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37) 이는 곧 15세기의 전품 책정과 유사한 기

준이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전까지도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토지조사사업 역시 토지의 가치를 고려하여 畓, 田, 垈의 등급을 책

정하였는데, 여기에는 地價라는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있었다. 畓은 特

4級~22級까지 26등급, 田은 特4級~14級까지 18등급, 垈는 임대 가격

을 기준으로 等外4級~최고 125級 이상의 등급을 활용하였다.38) 지목

별로 각기 다른 등급 체계와 세율을 적용한 것인데, 이 역시 6개의 등

급 구분을 모든 지목의 필지에 동일하게 활용한 광무양전과 차이를 보

이는 부분이다.

  결부제는 畓, 田, 垈 모두에 6단계의 동일한 등급,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필지의 비옥도만을 놓고 전품을 책정할 경우 지

목별 생산성 격차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즉 동일한 면적의 畓과 田

이 같은 등급을 받았을 경우, 결부제 하에서는 두 필지의 생산력 격차

가 무시되고 같은 액수의 田稅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벼는 밭작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부피당 가치도 높다.39)

36) “一. 田畓分等 定結規例 竝依國朝舊典 分爲六等 田畓積一萬尺 一等一結 二等八十

五負 三等七十負 四等五十五負 五等四十負 六等二十五負”, <量田事目> (김용섭, 

2004 앞의 책, 294쪽에서 재인용)

37) “一. 田畓定等은 土質과 水根과 坐地 詳察며 本價와 穀出을 採探고 指審人

의 評論을 參聽여 舊量案의 本等을 傍照야 高下 定事”, <地契監理應行事

目> (김용섭, 2004 앞의 책, 336쪽에서 재인용)

38) 朝鮮總督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249~303쪽 (미야지마 히로시, 1997 앞

의 논문, 220쪽에서 재인용)

39) 조선후기 벼와 보리는 2:3의 비율로 교환되었다. (조선후기 곡물 가격에 대한 자

세한 정보는 전성호, 2007《조선후기 米價史 연구》, 한국학술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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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소출량과 시장 가치를 무시하고 결부수를 기계적으로 산출해 세

액을 결정했다면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을 것이다. 그러나 결부제는 조

선시대는 물론 대한제국기까지 활용되었다. 이는 결부제를 유지하면서

도 논과 밭의 생산력 격차를 보완해 지목 간 田稅 부담을 조율할 수 있

는 방안이 존재했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40) 

    地目　

田品
畓 田 垈 합계

1 13 (8.1) 1 (1.1) 64 (98.5) 78 (24.4)

2 82 (51.3) 2 (2.1) 1 (1.5) 85 (26.6)

3 64 (40) 74 (77.9) 138 (43.1)

4 1 (0.6) 18 (18.9) 19 (5.9)

5

6

합계 160 (100) 95 (100) 65 (100) 320 (100)

<표 4> 한산군 창외리 광무양안의 지목별 전품 분포

단위: 필지, (  )안은 %

    地目　

田品
畓 田 垈 합계

1 1 (0.4) 38 (100) 39 (7)

2 55 (20.4) 55 (9.8)

3 1 (0.4) 5 (1.9) 6 (1.1)

4 106 (42.2) 31 (11.5) 137 (24.5)

5 92 (36.7) 89 (33) 181 (32.4)

6 52 (20.7) 89 (33) 141 (25.2)

합계 251 (100) 270 (100) 38 (100) 559 (100)

<표 5> 경주군 구정동 광무양안의 지목별 전품 분포

단위: 필지, (  )안은 %

40) 김소라, 2013 앞의 발표문,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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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무양안에 기록된 전품을 지목별로 분류해 놓은 <표 4>와 <표 5>

를 보면 양전 당시 6개의 등급 구분을 모든 지목에 무차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품 책정 시 지목을 참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家垈가 받은 등급이다. 한산 창외리에서는 

98.5%, 경주 구정동에서는 100%의 垈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垈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광무양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18

세기 초에도 垈田을 가장 비옥한 땅과 함께 높은 등급으로 매겨야 한다

는 건의가 있었고41) 垈地는 으레 등급을 올려서 기재하는 것으로 인식

하였다.42) 

  앞서 등급이 토지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

다면 垈地가 높은 등급을 받은 이유는 水源과의 거리가 가까웠거나 토

지 비옥도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체

로 습기가 적은 곳을 주로 집터로 활용해왔고, 비옥한 토지의 경우 垈

地보다는 田/畓으로 활용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므로 이는 설득력이 부

족하다. 그렇다면 垈田의 생산성은 水源이나 타고난 비옥도가 아니라 

관리하는 이의 지속적인 관심에 의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집터에 붙어있는 텃밭을 여간해서는 묵히지 않을 뿐 아

니라 1年 2作을 할 만큼 적극적으로 가꾸었다.43) 家垈의 특성상 텃밭

은 집주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農地가 된다. 더욱이 한 톨의 곡식이 아

까운 상황에서는 垈田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세종대부터 양전 대상을 논하면서 집에 딸린 텃밭을 ‘이익이 

있는 곳’으로 분류하고 있었다.44) 家垈에 높은 등급을 매겨놓은 까닭에 

41) 《肅宗實錄》권46, 34년 9월 25일 “領議政崔錫鼎曰 … 蓋關東雖與嶺南相近 土品

之饒瘠相懸 故垈田及最優之地 以四等爲定 他田以五六等遞降 …”

42) 《備邊司謄錄》영조 38년 5월 23일 “御史洪樂純曰 家垈例爲陞等 而今番或有未及

陞等者 故臣隨其土品之膏沃 採其田夫之公論 略有陞等處 而一從渠輩公論爲之 故似無

怨言矣”

43) 김건태, 2013 앞의 발표문, 10~11쪽

44) 《世宗實錄》권102, 25년 11월 14일 “戶曹啓量田事目 … 一. 私處家舍基地及苧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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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집터로 활용되다가 밭으로 바뀐 곳은 오히려 등급을 감하는 실

정이었다.45) 이처럼 垈田은 여타 田에 비해서 면적당 소출량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고, 자연히 垈는 높은 등급을 받게 되었다. 광무양안에서 

垈가 1~2등급을 주로 받은 것은 이러한 관행이 이어져왔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畓과 田의 등급 분포가 보이는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한산 창외리에

서는 59.4%의 畓이 2등급 이상을 받은 반면 田의 96.8%는 3등급 이

하 판정을 받았다. 논에 비해 밭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경주 구

정동에서는 畓이 4, 5등급을 주로 받은데 비해 田은 5, 6등급이 대부분

이었다.46) 두 지역 모두 밭보다 논의 등급이 높다. 이는 전품을 책정할 

때 단순히 토지의 비옥도만 본 것이 아니라 지목 간의 토지생산성 격차

까지 고려했음을 짐작케 한다.

  논에서 기르는 벼와 밭작물인 보리, 콩 등은 시장 가치는 물론이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큰 차이를 보인다. 경작 여건이 월등히 나아진 오

늘날에도 논과 밭의 수확량 차이는 여전하다.47) 앞서 垈田이 면적당 소

莞田菓園漆林竹林等凡有利益處 以他田之例量之 若公處及寺院基地 毋令幷量 …”

45) 《純祖實錄》권23, 20년 3월 27일 “慶尙監司金履載 以量田事目啓 改量事目別單 

… 家舍坐地及楮苧竹漆果園蔬圃等 蒙利之地 參酌陞等 昔之家基 今爲瘠田者 亦令減

等 …”

46) <표 5>에서 田이면서 1~2등급을 받은 56개의 필지는 그 중 85.5%가 토지대장에

서 垈로 분류된 필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광무양전 당시에도 실제로는 家垈였

으나 田이라고만 기록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필지들은 추후에 분석할 광무

양안과 토지대장의 면적비에서도 田보다는 垈의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밭으로 활용되던 필지들 중 5, 6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다. 

47) 최근 5년 간 국내에서 생산된 벼, 보리, 콩의 단위면적(10a)당 생산량(kg)은 다음

과 같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논벼 706 653 659 638 677

겉보리 468 406 428 416 414

쌀보리 450 293 368 411 323

콩 198 147 166 152 193

    (출처: 통계청, 농작물 생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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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많아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된 것과 같은 이유로 논 역시 밭보다 토

지생산성이 높아서 등급도 높게 매겨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자양

전 때에도 밭의 수입이 논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밭은 토질이 좋더라도 

등급을 높게 매기지 않았다.48) 이러한 인식은 광무양전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논보다 밭에 높은 등급을 매겨놓은 것은 

이를 반영한다. 田과 畓의 생산성 격차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이윤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품을 책정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광무양전은 원칙적으로 1~6等을 나누는 기준을 모든 필

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등급 산정에 畓, 田, 垈라는 

지목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똑같이 田이라는 지목으로 파악되었다 하더

라도 그곳이 집터여서 텃밭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1~2等이라는 높은 

전품만을 책정한 반면 일반적인 밭으로 활용된 곳은 그것보다 낮은 등

급을 받았다. 또한 논과 밭을 비교해보면 토지생산성의 격차로 인해 대

체로 논에 밭보다 높은 등급을 매겨놓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그간 광무

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 연구가 수행된 총 7개 里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난다. 대부분 垈가 1~2등급을 받았고, 畓이 田에 비해 높은 등급으

로 책정된 것이다.49)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一. 전답의 등급을 나눌 때 일체 토질에 따라 하되, 기름지거나  

메마른 것이 전에 비하여 다름이 없는 것은 옛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름지거나 메마른 것이 뒤섞인 곳은 기름진 것과 메마

른 것을 나누어서 둘로 만든다. 밭은 垈田과 토질이 기름진 곳   

외에는 3등 이상은 시행하지 않는다. 논은 물의 근원이 넉넉하여 

旱災를 입지 않고 곡식이 잘 되는 땅은 1, 2등으로 시행하고, 水源

이 없고 모래와 돌이 섞인 척박한 땅은 그 토질에 따라 차례차례

48) 《純祖實錄》권23, 20년 3월 27일 “慶尙監司金履載 以量田事目啓 改量事目別單 

… 庚量時田則土品雖沃 俱不過於三四等者 蓋以田之所收不及於畓故也 …”

49) 미야지마 히로시, 1997 앞의 논문 ; 김소라, 2013 앞의 발표문 ; 김건태, 2013 

앞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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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급을 배정한다.50)

  1820년 순조대에 작성된 量田事目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를 보면 

田은 家垈나 아주 비옥한 곳을 제외하고는 3등급 이상을 매기지 말고, 

畓은 水源이 없고 척박한 경우 외에는 1, 2등급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벼농사의 특성상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했을 때, 

水源과 떨어져 있고 모래와 돌이 섞여 물이 쉽게 빠져버리는 땅을 논으

로 활용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대부분의 논을 

1~2等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이나 다름없다.

  광무양안에 기재된 전품이 畓/田/垈에 따라 그 분포를 달리한 것은 

과거부터 이러한 인식이 존재해왔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의 양전은 6

단계의 등급 체계 속에서 관행적으로 지목별 분류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윤에 따라 결부를 책정

하면서 결부제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소출에 따른 均賦, 

즉 均稅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런데 <표 4>와 <표 5>에는 지목별 전품 차이보다 더욱 극명한 지

역 간 격차도 발견된다. 한산군 창외리의 필지들이 대체로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반면 경주군 구정동의 필지들은 4등급 이하가 대부분이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일단 垈의 경우 1等 혹은 2等만을 받은 것은 두 지

역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논과 밭에서는 창외리가 대체로 더 높은 

등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畓의 경우 창외리에 있는 논의 99.4%가 

3등급 이상을 받은데 비해 구정동의 논 중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곳

은 0.4%에 불과하다. 田의 경우 창외리에서는 81.1%의 밭이 3등급 이

상으로 책정되었으나 구정동에서는 3등급 이상의 밭이 22.6% 밖에 되

50) 《純祖實錄》권23, 20년 3월 27일 “慶尙監司金履載 以量田事目啓 改量事目別單 

… 一. 田畓分等 一從土品 其膏瘠比前無異者 依舊等施行 其膏瘠相雜處 分膏瘠爲兩

作 而田則垈田及土品膏腴處外 勿以三等以上施行 畓則水根有裕不被旱災 禾穀茂盛之

地 一二等施行 無水根而沙石瘠薄處 隨其土品次次排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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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 구정동의 田 중 1~2등급을 받은 필지들 대

부분이 실제로는 家垈로 분류되었어야 함을 감안한다면 창외리와의 차

이는 더욱 극심하다.

  두 지역 간에 이처럼 전품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제로 지역 간 토지 비옥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지형이나 水源과의 접근성 등에 따라 전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양전 당시 의도적으로 두 지역의 등

급 책정을 달리했을 가능성이다. 지역별로 등급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

을 느끼고 임의로 한 지역에 낮은 등급을 매겼을 수도 있다.

  <그림 8>과 <그림 9>를 보면 둘 중 더욱 타당한 설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림 8>은 두 지역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전체 필지의 등

급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필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등급별 필지

수를 표시해 보았다. 

<그림 8> 토지대장상의 등급 비교(전체 필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지역의 필지들에 매겨진 등급은 크게 다르

지 않고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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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價를 기준으로 전답의 등급을 책정했음을 감안하면, 두 지역의 地價 

수준이 대체로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농경에 활용되

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생산성이 地價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쳤을 것이다. 따라서 1910년대 초반의 충남 한산군 창외리와 경북 경

주군 구정동 두 지역은 토지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

다.51)

<그림 9> 광무양안상의 전품 비교(전체 필지)

51) 《朝鮮總督府統計年報》에는 1段步당 평균 쌀 수확량(石)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토지생산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충청도, 전라도의 토지가 비옥했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경상도의 평균 쌀 수확량이 더욱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개별 郡의 상황은 

그가 속한 道 전체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1900년대 초반 충

남 한산군과 경북 경주군의 쌀 생산량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경주군이 더욱 높은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910년 1911년 1912년 1913년

경기도 1.203 1.005 - 0.912

충청북도 0.797 0.986 - 0.891

충청남도 0.987 1.042 - 0.871

경상북도 1.277 1.312 - 1.118

경상남도 1.251 1.226 - 1.132

전라북도 1.067 1.172 - 1.076

전라남도 0.941 1.104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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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광무양전에서는 <그림 9>에서 보듯이 구정동의 전품을 창외리

에 비해 낮게 책정했다. 전품의 지역적 편차는 畓을 위주로 살펴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림 10> 토지대장상의 등급 비교(畓)

<그림 11> 광무양안상의 전품 비교(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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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조사사업 당시 두 

지역의 畓은 대체로 14~15等을 받으며 비슷한 등급 분포를 보였다. 그

러나 <그림 11>에 드러나듯 광무양전에서는 지역에 따라 畓이 받은 전

품이 상당히 달라졌다.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 모두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윤을 고려

해 등급을 산정했다. 그런데도 두 장부에 기재된 등급의 분포는 이처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토지조사사업이 地價라는 확실한 등급 산정 기

준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이를 동일하게 적용했음을 고려한다면 <그

림 8>에 토지생산성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윤이 더욱 잘 반영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의 비옥도가 양안에 기재된 것

처럼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광무양안에 나타나

는 지역별 전품 수준의 차이는 양전 당시의 의도적 재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2. 稅 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한 積尺 파악

  結負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등급과 면적을 함께 활용해야 하는 만큼 

면적을 측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작업이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광무

양안에 토지의 절대 면적인 積尺이 기재되어 있음에 큰 의의를 부여한 

바 있다.52) 본 절에서는 광무양안에 기록된 적척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

보기 위해 이를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면적 비교를 위해서는 우선 단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여

기에서는 토지대장에서 사용한 坪으로 양안상의 면적을 환산하였다. 

52) 미야지마 히로시, 1990 앞의 논문 ; 왕현종, 1995 <대한제국기 量田･地契事業의 

추진과정과 성격>《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 최원규, 1995 <대한제국

기 量田과 官契發給事業>《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 이영호, 1995 앞

의 논문 ; ______, 2010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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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표 7>은 두 장부 간 대조가 가능한 필지들의 면적을 지목

별로 합산해 놓은 것이다.

양안상 

지목

필지 면적(坪) 면적비



×광무양안(C) 토지대장(D)

畓 159,916 196,923 123.1

田 20,281 29,504 145.5

垈 3,994 7,180 179.8

합계 184,191 233,607 126.8

<표 6> 한산군 창외리 양안 지목별 토지대장과의 면적비

양안상 

지목

필지 면적(坪) 면적비



×광무양안(C) 토지대장(D)

畓 70,468 105,878 150.2

田 57,257 105,605 184.4

垈 3,178 7,774 244.6

합계 130,903 219,257 167.5

<표 7> 경주군 구정동 양안 지목별 토지대장과의 면적비

  양안에 기재된 적척이 실제 필지의 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

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토지대장과의 면적비를 계산

해 보는 것이다. 다만 토지조사사업에서도 면적을 100% 정확하게 측량

했다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양안상

의 면적을 100으로 보고 면적비를 계산해 보았다. 면적비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의 차이가 작은 것이다. 

또한 100보다 클수록 양안에 실제보다 작은 면적을 기록해 두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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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

  우선 전체적으로 면적비가 100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광무양안에 기재된 적척이 대체로 필지의 실면적보다 작은 값이었음을 

의미한다. 광무양전이 실측 기반의 양전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

다.53) 그럼에도 양안상 적척의 대부분은 토지대장상의 면적보다 작은 

값이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광무양전의 면적 측

정 대상이 토지조사사업과 달랐다는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은 지적도를 

통해 이웃 필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한 뒤, 경계선 내의 영역으로 개별 

필지의 면적을 계산하였다. 반면 양전은 舊來로부터 陳/起의 구분이 중

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구역을 조사한다

는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100평의 논이 있는데 배미를 나누면서 생기는 논두둑 등을 제

외하고 실제로 벼를 심은 면적이 80평이었다면, 양안에는 80평만 기록

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밭 역시 밭두렁을 제외한 면적만을 양전 대

상으로 인식했을 것이고 垈田의 경우 가옥이 자리한 부분을 일단 제하

고 텃밭으로 활용되는 부분만 양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물이 

자라지 않는 부분도 모두 포함해 면적을 계산할 때에 비해서 적척이 다

소 작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경작이 실시되지 않는 부분을 

제했다고만 보기에는 토지대장과의 면적 차이가 상당하다.

  지목별로 면적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지역 모두 답의 면적비가 100에 가장 가깝다. 이는 광무양안에 기

록된 논의 적척이 밭이나 家垈에 비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가장 근사

함을 의미한다. 垈地는 이와 반대로 100보다 훨씬 큰 면적비를 보인다. 

특히 경주 구정동의 경우 垈의 면적비가 244.6에 달하는데 이는 광무

양안에 100평으로 기재된 집터의 면적이 실제로는 244.6평 가량이었음

53) 이영호, 1995 앞의 논문, 123~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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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양전 당시 垈地의 면적을 크게 축소해서 기록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垈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田 역시 양안에 기록된 면적이 실

제보다 많이 축소되어 있다.

  모든 지목의 면적비가 100보다 큰 것은 광무양전이 대체로 필지의 

면적을 줄여서 측량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畓-田-垈로 갈수록 면적비

가 커지는 것은 지목별로 면적을 축소해주는 비율이 달랐음을 짐작케 

한다. 양전 당시 논보다 밭의, 밭보다 집터의 면적을 더 많이 줄여서 

기록해 둔 것이다. 積尺은 尺이라는 절대 면적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

나, 실제로는 지목별로 조정이 가해진 수치였음을 알 수 있다.

地目　
面積比 畓 田 垈 전체

100 이하 12 (6.6) 5 (4.6) 3 (3.5) 20 (5.3)

100 ~ 150 132 (72.9) 54 (49.5) 21 (24.7) 207 (55.2)

150 ~ 200 34 (18.8) 34 (31.2) 29 (34.1) 97 (25.9)

200 ~ 250 3 (1.7) 6 (5.5) 21 (24.7) 30 (8)

250 ~ 300 6 (5.5) 4 (4.7) 10 (2.7)

300 ~ 350 1 (0.9) 5 (5.9) 6 (1.6)

350 ~ 400 1 (0.9) 1 (0.3)

400 이상 2 (1.8) 2 (2.4) 4 (1.1)

계 181 (100) 109 (100) 85 (100) 375 (100)

<표 8> 한산군 창외리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지목별 면적비 분포

단위: 필지, (  )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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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目　
面積比 畓 田 垈 전체

100 이하 8 (4.5) 4 (1.3) 12 (2.3)

100 ~ 150 69 (38.8) 63 (21.1) 4 (9.3) 136 (26.2)

150 ~ 200 70 (39.3) 77 (25.8) 6 (14) 153 (29.4)

200 ~ 250 17 (9.6) 52 (17.4) 15 (34.9) 84 (16.2)

250 ~ 300 7 (3.9) 28 (9.4) 6 (14) 41 (7.9)

300 ~ 350 6 (3.4) 26 (8.7) 5 (11.6) 37 (7.1)

350 ~ 400 1 (0.6) 19 (6.4) 2 (4.7) 22 (4.2)

400 이상 30 (10) 5 (11.6) 35 (6.7)

계 178 (100) 299 (100) 43 (100) 520 (100)

<표 9> 경주군 구정동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지목별 면적비 분포

단위: 필지, (  )안은 %

  지목별 면적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8>, <표 9>와 같다.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간이다. 창외리의 경우 畓

의 72.9%에서 100~150의 면적비를 보인다. 논은 대체로 밭이나 家垈

에 비해 1필지의 면적이 크다. 그럼에도 논의 73% 가량에서 토지대장

과 유사한 수준의 적척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광무양전 당시 기술적

으로는 토지의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측량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규

모가 더 작은 밭이나 집터는 면적을 측량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田, 垈로 갈수록 실제 면적의 절반 이하로 적척을 

기록해 둔 경우가 많아진다. 이는 단순히 낮은 수준의 측량 기술로 인

해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54)

  지목에 따라 면적 축소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전품 책정 문제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垈의 경우 1~2등급의 높은 전품만을 받은데 

비해 면적은 실제 집터의 반절도 안 되게 파악해 두었다. 또 畓은 田보

54) 미야지마 히로시, 1997 앞의 논문,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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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급이 높았을 뿐 아니라 면적도 더욱 실제에 가깝게 기록하였다. 

이는 지목에 따라 결부수 산정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낳

는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지목별 토지생산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

법으로 결부 산출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전품과 적척 자체를 조절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모든 필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획일화된 등

급을 적용해 지목별 형평성을 맞추는 대신 지목에 따라 면적과 등급을 

조정하면서 民에게 부과되는 실질적인 전세 부담을 조율하고자 했던 것

으로 보인다.55)

  한편 충남 한산군 창외리와 경북 경주군 구정동 사이의 지역적 격차

는 면적 파악에서도 나타난다. 면적비 200 이상의 필지는 창외리에서 

전체의 13.6%에 불과한 반면 구정동의 경우 42.1%에 달했다. 구정동

에서는 광무양전 당시 파악한 면적에 비해서 토지조사사업 때 측량한 

면적이 2배 이상인 필지가 42% 가량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림 12>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면적비(전체 필지)

  <그림 12>는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면적비 

55) 김소라, 2013 앞의 발표문,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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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마다 몇 %의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구정동 필지들이 면적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외리와 같은 

한산군에 위치한 여타 4개 里의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해보아도 경주 

구정동의 면적 축소 경향이 뚜렷하다. 

가양리 요곡리 마명리 신장리

畓 117.3 113.9 111.9 113.3

田 122.9 113.4 135.2 141.7

垈 119.8 130.4 150.5 146.6

전체 116.5 114.6 117.3 122.2

<표 10> 한산군 마산면 4개 里의 

광무양안에 대한 토지대장의 지목별 면적비

             (출처: 김소라, 2013 앞의 발표문, 153쪽)

  <표 10>은 충남 한산군 마산면의 4개 里에서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의 면적비를 계산한 것이다. <표 6>에서 창외리의 면적비가 畓 123, 

田 146, 垈 180 가량이었던 데 비해 위의 4개 마을은 전반적으로 훨씬 

100에 가까운 면적비를 보인다. 특히 畓의 경우 4개 里 모두 면적비가 

120 이하로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당히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0>에서 가장 면적비가 높은 곳은 마명리의 垈인데, 이는 

창외리에서 田의 면적을 파악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종합해봤을 때 

한산군 내 5개 里 중에서 창외리의 면적비가 가장 높았던 것이다. 그러

나 그마저도 경주 구정동에 비해 광무양안-토지대장 간 면적 차이가 

작은 편이었다.

  광무양전 당시 한산에 비해 경주의 토지 면적을 실제보다 더 많이 줄

여서 기재한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구정동은 등급도 낮고, 면적도 

더 많이 축소해 준 것이 된다. 지목별로 나타나는 차등은 토지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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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차이는 이렇게 설명하기 어

렵다. <그림 8>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창외리와 구정동 전답의 생산

성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시 적척 파악의 지

역적 차이를 불러온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광무양안에 기재된 적척은 절대 면적의 형태이기는 하나, 

필지의 실제 면적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실제보다 작은 값을 

기재해 두었는데, 전품과 마찬가지로 지목별 차이가 드러났다. 전품 조

정만으로는 토지생산성을 감안한 결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 차이가 눈에 띄었다. 창외리에 비해 구정동에서 

면적을 축소해 기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창외리 인근 4개 里의 분

석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道에 따른 지역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

로 짐작된다.

3. 한산군과 경주군의 結負 비교 

  창외리에 비해 구정동에 낮은 전품을 매기고 면적 역시 많이 축소해

주었다면 필연적으로 두 지역에 부과되는 결부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3>은 토지대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평당 몇 束의 결

부를 부담해야 했는지를 매 필지마다 계산해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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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창외리와 구정동의 100평당 結負(束) 산정 현황

  위의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100평당 

결부 부담이 창외리는 4束~43束, 구정동은 1束~28束으로 필지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목별 토지생산성을 고려해 전품과 면적을 

조정하면서 均賦를 꾀하였으나 실제로는 田稅 부담이 고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1~6等의 구분에 따라 모든 필지의 세액을 6단계로 나

누는 것에 비해 토지의 실제 생산력을 더욱 자세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개 里의 필지들 간에 최대 28배의 토

지생산성 격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처럼 100평당 결

부 부담이 필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6단계의 구분을 넘어선 것

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소출의 가치에 따른 均稅를 실제로는 

성취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창외리와 구정동에 책정된 결부의 지역 간 격차

이다. <그림 13>을 보면 구정동이 확실히 결부 부담이 적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지역에서 100평당 납부해야 하는 평균 결세를 계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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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더니 한산군 창외리는 18束, 경주군 구정동은 8束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즉, 구정동이 창외리에 비해 田稅를 절반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광무양전 당시 발생한 일시적인 것인

지 살펴보기 위해 각 군의 邑誌에서 起田/起畓의 總結을 찾아 광무양전

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湖西邑誌 (1871) 광무양안 (1901)

분류 起田 起畓 起田 起畓

결부 685,927 2,121,154 624,977 2,373,152

합계 2,807,081 2,998,129

  <표 11> 충청남도 한산군에 책정된 結總 

단위: 束

 출처: 《湖西邑誌》

慶尙道邑誌 (1832) 嶺南邑誌 (1871) 광무양안 (1903)

분류 起田 起畓 起田 起畓 起田 起畓

결부 4,734,141 5,229,598 4,755,590 5,464,787 4,978,311 7,211,773

합계 9,963,739 10,220,377 12,190,084

  <표 12> 경상북도 경주군에 책정된 結總 

단위: 束

  출처: 《慶尙道邑誌》, 《嶺南邑誌》

  조선후기 한산군과 경주군에 책정된 結總을 살펴보면 <표 11>, <표 

12>와 같다. 고종 8년(1871) 전국적으로 읍지를 작성해 올리는데 한산

과 경주도 그 때 읍지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두 지역 모두 1871년과 

광무양전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만약 지역별로 산정된 총 

결부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 광무양전 이전에도 이미 비슷한 수준의 田

稅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산군의 경우 1871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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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양전 결과 결총이 200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치므로 창외리는 광

무양전 이전에도 100평당 평균 18束 가량을 田稅로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군의 경우 1871년에 비해 2,000結 정도 결총이 늘어났다. 

광무양전에서 산정한 결부수가 이전 시기의 것보다 증가한 상태였던 것

이다. 경주의 경우 1832년 작성한 읍지도 남아있어 結總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때에도 광무양안에 비해 2,000結 가량 낮은 결부수를 부

담하고 있었다. 이는 광무양전 이전에 구정동에 부과된 결부 부담은 

100평당 8束보다도 낮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邑誌에 기록된 결부수는 이전에 작성된 양안을 참고했을 것이므로, 

1720년 경자양전 이래로 줄곧 경주가 한산에 비해 田稅 부담이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언뜻 부조리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광무

양전을 비롯한 조선의 양전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었다. 등급과 면

적을 조정해가면서 한산군과 경주군에 책정되는 田稅를 조정했던 것이

다.

  이러한 조정은 당대의 조세 납부 체계상 지역별로 운송비 부담이 달

랐기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본다. 경상도의 경우 문경새재를 거

쳐 서울로 田稅를 보내는 上納과 낙동강을 통해 동래 부근으로 실어 보

내는 下納이 있었다. 일례로 경상북도 예안현의 경우 田稅를 거두어서 

충주의 可興倉까지 육로로 운반하고, 다시 이를 서울의 廣興倉까지 남

한강의 수로를 활용해 운송하곤 했다.56) 그런데 지리적 특성상 경상도

는 여타 道에 비해 조세를 서울까지 운반하는 데 더 많은 운송비가 들

었다. 이는 조선 초부터 줄곧 지적되어 왔다.57) 1619년의 기록에는 영

56) 이정철, 2013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예안현의 부세상황>《『계

암일록』에 나타난 17세기 영남사림의 삶과 의식》, 한국국학진흥원 주관 학술대회 

발표문 (2013년 11월 4일) 129쪽

57) 《太宗實錄》권5, 3년 6월 6일 “司諫院進時務數條 疏略曰 議政府以慶尙道漕運陸

轉二條 令各司陳其可否 將以轉聞于上 臣等竊惟漕轉之際 船敗人沒 無歲無之 漕運之

難行 一言可決矣 至於陸轉 以其道途之遐邇 定其收租之多少 自十月至二月 使其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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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서 稅米를 상납하는 일이 실로 큰일인데 1石을 보내려면 數石의 

비용이 든다는 내용이 있다.58) 또한 숙종대인 1719년에는 嶺底 7邑에

서 可興倉까지 1石 당 2石의 운송비가 든다는 장계가 올라오기도 했

다.59) 1901년에도 육로 운송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서 대구-부

산의 150km가량의 거리에 대해 육로 운임은 낙동강을 통한 운임보다 

7.5배 비싼 수준이었다.60) 

  부세를 상납하는 데 드는 물류비는 각 군현의 몫이었다. 이는 加米 

혹은 加升米라는 이름으로61) 다시금 백성들에게 전가되었다. 경상도가 

여타 道에 비해 높은 운송비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 중 

일부를 儲置米에서 보조해주기도 했다.62) 그러나 여전히 경상도의 민인

들에게는 물류비 부담이 크게 남아있었다. 창외리와 구정동에 평당 田

稅 부담을 달리하도록 결총이 책정된 것은 量田官들이 등급과 면적을 

산정할 때 토지비옥도와 지목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를 실어 나르는 

데 드는 운송비까지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광무양전은 생산되는 

自輸於忠州金遷 則其事宜若可行 然而自沿海諸州 至于金遷 相去十餘日矣 且於其中 

大嶺隔焉 若使一道 每戶擾動 跋涉險阻 輸租于十日之地 則富者雖有轉輸之力 而租稅

至多 貧者租稅雖小 又無轉輸之力 況當冬月氷合之時 負載往還之際 人民怨咨 牛馬之

困斃 可勝言哉 竊恐數年之間 慶尙一道 必將至於凋弊 由是觀之 漕運陸轉 皆有其弊 

不可得而行矣 …”

    《成宗實錄》권212, 19년 閏 1월 13일 “御晝講 講訖 左承旨韓堰啓曰 … 慶尙人民

等云 草帖之下有二巨川 合流爲洛東江 昔祖宗朝 本道田稅 於洛東江邊設倉收納而漕轉

焉 當收稅也 各出一倍 而其旁近人民利其一倍 爭先駄載 輸之可興倉 民甚便之 今也此

法廢而直輸可興倉 雖出四倍 而人不樂爲之轉輸 其弊不貲 …”

58) 《備邊司謄錄》효종 즉위년, 11월 22일 “今月二十日引見時 戶曹判書李基祚榻前所

啓 … 嶺南運米之役 極爲浩大 一石輸運 必費數石 若每石計捧木匹 則民必樂趨 可慰

各邑人心 而此是偶一爲之之事 不可逐年遵行 …”

59) 《備邊司謄錄》숙종 45년, 5월 18일 “… 右議政李所達 此慶尙監司吳命恒狀達也 

嶺底七邑稅米 自經理廳草記相換發送差人 使之作錢以納 而差人輩勒定價直米一石 定

以七兩五錢云 蓋嶺底七邑 去可興船所頗遠 一石輸納之際 可費二石 …”

60) 이영훈･박이택, 2004〈농촌 미곡시장과 전국적 시장통합, 1713~1937> 《수량경

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30~231쪽

61) 이정철, 2013 앞의 발표문, 129쪽

62) 문광균, 2013 <영남대동법 시행 초기 지방재정의 개편과 그 성격> 《한국사연

구》161, 181~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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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의 가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를 상납하는 물류비까지 염두에 

둠으로써, 농민들의 총 부담을 균등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등급과, 면적의 의도적 재조정은 결부제라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均稅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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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광무양안 時主의 실체

  앞서 살펴보았듯 광무양안에 기록된 전품과 적척은 해당 필지의 정보

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둔 정보가 아니라 수세를 위해 재조정된 값이었

다. 이는 광무양안의 기본적인 성격이 수세 대장임을 명확히 상기시킨

다. 그렇다면 광무양안에 기록된 時主와 時作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

제가 남는다. 매 필지마다 꼬박 꼬박 기재해 둔 時主는 과연 누구이며, 

왜 양안에 이들을 기록해 놓았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

의 광무양안 연구는 時主에 특히 주목해왔는데, 이는 時主名 분석을 통

해 당대의 토지소유권 문제를 설명해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63) 그러나 

時主와 토지소유관계를 곧바로 연결시킬 경우 자칫 광무양안의 가장 기

본적인 성격인 수세 대장의 기능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본 장에서는 

광무양안이 田稅 책정을 위해 작성된 장부임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양

안에 등장하는 時主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등장하는 필지들을 하나씩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별 時主名과 직접 연결되는 所有主의 

실명을 알 수 있었다.64) 다시 말하면 누가 어떤 時主名을 사용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주로 시도되었

던 간접적인 비교 방법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서 동일인물을 찾거나, 

대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비교하는 등- 을 활용하는 대신 곧바로 時主

名-所有主名의 연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63) 김용섭, 2004 앞의 책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1995 앞의 책 ; 

______________, 2010 앞의 책

64) 토지조사사업에서는 결수연명부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地主의 주소와 姓名 기

재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는데 (박석두, 1997 <土地調査事業에 대한 地主家의 認識

과 對應>《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이는 토지대장과 民籍을 연계하고

자 했기 때문이다. 자연히 토지 所有主는 토지대장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때 民

籍에 등재된 실명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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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산군 창외리의 時主-所有主 분석

  時主-所有主의 대응 양상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 이름의 

姓名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표 13>은 창외리를 대상으로 동

일한 필지에서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이 각각 조사해 놓은 시주명과 소유

주명을 대조해 姓, 名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65)

유형 姓名同 姓同 名不同 姓名不同 합계

필지수 21 187 167 375

(비율) (5.6) (49.9) (44.5) (100)

<표 13> 한산군 창외리 광무양안의 時主名과 

토지대장의 所有主名 비교

  창외리 필지의 5.6%는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같은 성명이 올라 있

었다. 아마도 광무양전 당시 토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실명을 시주명으

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두 장부에 기재된 성명이 동일한 

경우는 해당 필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

러나 전체 필지 중에서 姓名同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창

외리 인근 마산면의 가양리, 마명리, 신장리의 경우도 3% 내외의 필지

만이 姓名同으로 확인되었다.66) 물론 마을별로 양안상에 실명을 기재하

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산군 마산면 요곡리의 경우 

전체 필지의 14.2%에서 시주명과 소유주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 죽산군 금산리에서는 姓名同인 경우가 1.7%에 불과했

다.67)

65) 기존의 분석처럼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단순히 같은 이름

을 찾아내는 방식 대신 개별 필지의 시주와 소유주를 확인한 뒤 두 사람을 직접 비

교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66) 김소라, 2013 앞의 발표문,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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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주명으로 戶名을 사용하는 관행은 양반층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이

래 점차 확산되어 왔다. 그렇다면 실명을 사용한 이들은 戶名을 쓸 정

도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창외

리에서 실명을 사용한 이들이 딱히 곤궁한 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인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창외리의 소유주 1인이 보유한 평균 토지 면

적은 2,183평이었다. <표 13>에서 姓名同으로 분류된 토지 소유주는 

총 7명인데, 이들이 보유한 필지의 면적은 창외리 평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경제적 형편상 戶名

을 사용할 수 없었던 처지는 아니었다.

  한편 창외리에서는 시주와 소유주간에 姓과 名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姓名不同의 경우가 전체의 44.5%에 달한다. 해당 필지들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 상황이나 시주명-소유주명 간의 연관성을 정확히 밝혀내

기 어렵다. 아마도 姓名不同의 상당수는 10여 년 간의 매매, 상속으로 

인해 토지의 주인이 바뀐 필지들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매매와 상속

이 활발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1개 里 내의 필지 중 45%가 그 주

인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姓名不同으로 분류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 변동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설명해 내야 한다.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으로는 성명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 외에 개별 이름이 몇 개의 이름

과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안도 있다. 양안에 등장하는 한 명의 시

주가 토지대장에서 몇 명의 소유주와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0

여 년의 세월동안 적지 않은 토지가 상속, 매매되면서 한 시주의 땅들

이 여러 소유주에게로 흩어졌을 것이나, 자주 연결되는 이름들 간에는 

여전히 유의미한 연계성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토지대장의 소유주 한 

명에 대응하는 시주의 수를 확인해보면 한 사람이 광무양전 당시 몇 개

의 시주명을 사용했는지 혹은 광무양전 이후 몇 명으로부터 토지를 상

67) 김건태, 2013 앞의 발표문,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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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매입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시주명과 소유주명이 일대일 대응관계일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꽤나 용이하다. 그러나 하나의 시주명이 여러 명

의 소유주에게 분산되고 해당 소유주들은 또 각기 다른 시주명도 활용

하고 있었다면 시주명만으로 당시의 소유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

렵다.

시주의 수 소유주 필지 수

1인
박태문, 반전롱길, 하련용, 허갑, 허보, 허영, 허오, 

허전, 허평 (9名)
45 (15.3)

2인
김윤배, 남하희, 이봉규, 허녕, 허실, 허안, 허완, 

허의, 허일, 허탄, 허환 (11名)
43 (14.6)

3인
김준창, 전향향길, 허건, 허종, 허준원, 허철, 홍순기 

(7名)
26 (8.8)

4인
김기배, 박성재, 박영기, 허강, 허동, 허상, 허흥재 

(7名)
48 (16.3)

5인 박영무, 이정규, 허균, 허동진, 허련직, 허용 (6名) 47 (15.9)

6인 박규환, 하상도, 하석용 (3名) 37 (12.5)

7인 - -

8인 - -

9인 - -

10인 이상 이승휴[10인], 허성[10인], 김영두[11인] (3名) 49 (16.6)

합계 46 名 295 (100)

<표 14> 한산군 창외리의 所有主(대장) 1인 당

대응되는 時主(양안)의 수

단위: 필지, (  )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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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의 수 시주 필지 수

1인 김덕현, 조명희, 허안, 허원일 (4名) 27 (8.5)

2인

김의배, 김학서, 박영무, 박은근, 장명운, 조사구, 

하상도, 허관보, 허관여, 허기보, 허량칠, 허몽기, 

허윤관, 허준, 허중서, 허행, 허흔, 홍군옥 (18名)

94 (29.7)

3인

김화삼, 박성재, 임윤옥, 전성도, 하인여, 허강, 

허경삼, 허동, 허명보, 허명원, 허사근, 허상, 허순여, 

허익도, 허인용, 허장, 허중옥, 허치구, 허치익, 허현 

(20名)

78 (24.6)

4인
하상두, 허감, 허기선, 허덕삼, 허량서, 허성칠, 허훈 

(7名)
46 (14.5)

5인 허경, 허선, 허선일, 허성필, 허순도, 허여장 (6名) 43 (13.6)

6인 허세원, 허주 (2名) 18 (5.7)

7인 박영신 (1名) 11 (3.5)

합계 58 名 317 (100)

<표 15> 한산군 창외리의 時主(양안) 1인 당

대응되는 所有主(대장)의 수

단위: 필지, (  )안은 %

  

  <표 14>, <표 15>는 각각 1명의 所有主/時主에 연결되는 時主/所有

主의 수를 파악한 것이다.68) 예를 들어 <표 15>의 時主 김덕현은 해당 

시주명이 기재된 5개의 필지 전부가 한 명의 소유주와 연결되었다. 

<표 14>에 나오는 所有主 김윤배가 그 당사자로, 김덕현이 김윤배의 

戶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김윤배는 김덕현 이외에 시주로 전

성도가 기재된 1 필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아마도 광무양전 이후 매득

한 필지일 것이다.

  <표 14>의 所有主 하상도는 총 6명의 시주와 연결되었다. 그 중 본

인의 실명인 時主 하상도와 가장 빈번하게 대응되었다.69) <표 15>의 

68) 세 번 이상 등장하는 時主/所有主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69) 時主 하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시주명은 대장상 소유주 하상도 이외에 다른 

소유주들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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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主 하상도는 2명의 대장상 소유주와 연결되는데 본인 이외의 다른 

소유주와 연결되는 필지는 1곳에 불과하다. 종합해보면 하상도라는 인

물은 광무양전 당시 본인의 이름을 시주명으로 기재했고, 그 중 한 필

지를 양전 이후 다른 사람에게 매매/상속했거나 애초에 다른 이의 필지

를 자신의 이름으로 양안에 기록했을 것이다. 또한 6명의 時主와 연결

되는 것으로 보아 양전 후 다수의 토지를 매입했을 확률이 높으나 양전 

당시 본인 소유의 필지에 다른 이의 이름을 時主로 올렸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한 사람이 5개 이상의 이름과 연결된다면 이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

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일일이 이름을 대조해서 분석해 보아도 실제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려운데 단순히 

‘時主名=실소유주의 戶名’이라는 도식으로 소유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다면 현실을 상당히 왜곡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재지주의 필지들은 대부분 시주명이 소유주의 戶名이 아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4>의 김영두는 舒川郡 板山面 三水洞에 거

주하는 부재지주였다. 그런데도 토지조사사업 당시 창외리에 총 

35,472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 대장상 소유주 중 가장 많은 필지를 보

유한 인물이었다. 창외리 내에 2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광무양안

에는 해당 필지의 시주로 허균, 허기보, 허량서, 허량칠, 허사근, 허선, 

허성필, 허순도, 허준, 허춘집, 허훈 등 11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22필

지 중에는 양안에 時作이 기재된 필지가 하나도 없다. ‘時主는 땅의 주

인이고 時作은 경작자’라는 기존의 이해를 따른다면 김영두는 광무양전 

이후 창외리의 전답 35,000여 평을 소유주로부터 직접 매입했다고 밖

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러나 他郡에 거주하는 이가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陽川許氏의 집성촌에서 허씨 소유의 땅을 35,000평 가까이 

매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광무양전 단계에 이미 김영두

는 해당 필지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창외리에 거주하는 허씨들 중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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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관리,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즉, 

김영두 소유 22필지에 해당하는 11명의 시주들은 해당 필지의 작인 혹

은 마름(舍音)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양안상에 時主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편 창외리의 대장상 소유주들 중에서 친인척 관계인 이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70) 所有主 허녕과 허실은 형제간이고, 허평과 허환은 

사촌, 허욱과 허령은 5촌 등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에서 동일한 시주명

을 함께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형제간에도 각기 다른 戶名을 

시주명으로 활용하고 있었다.71) 그럼에도 이들이 소유한 필지는 전부 

광무양안에 허씨를 시주로 두고 있다. 이 경우는 모두 양안의 시주명으

로 자신의 戶名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한산군 창외리의 광무양안에 기재된 時主는 소유주의 실

명인 경우도 있었고, 同姓의 戶名인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작인이나 마름의 이름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

우는 이름이라는 글자 이면에 두 사람이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

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경주군 구정동의 時主-所有主 분석

  경주 구정동의 시주명도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표 16>에 시주명과 소유주명의 姓名 일치 여부를 조사해두었다. 

70) 《陽川許氏世譜》를 보면 佐郞公派 28~31세손이 토지조사사업 무렵에 창외리에 

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1) 예를 들어 허녕은 광무양안에 허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보유한 필지를 기록해 

두었고, 동생 허실은 허순여라는 시주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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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姓名同 姓同 名不同 姓名不同 합계

필지수 - 316 204 520

(비율) (60.8) (39.2) (100)

<표 16> 경주군 구정동 광무양안의 時主名과

토지대장의 所有主名 비교

  창외리와 달리 姓名同의 경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안에 실명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대신 姓同 名不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는 대부분 소유주의 戶名이었을 것

으로 보인다. 姓名不同인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창외리에

서와 마찬가지로 姓名 일치 여부만으로는 시주와 소유주의 관계를 추적

하기에 무리가 있다.

시주의 수 소유주 필지 수

1인 윤하복, 이종철, 조병태, 최상호, 최준 (5名) 26 (6.1)

2인

김기호, 김영택, 김일선, 김종삼, 김종식, 석두병, 

송규석, 윤경은, 이규두, 이규희, 이용우, 이종서, 

이종태, 최기수, 최기호, 최영호, 최익호, 최재근, 

최훈수, 한덕규 (20名)

109 (25.5)

3인

김기하, 김득문, 김정구, 윤규석, 이규상, 이규수, 

이규철, 이능욱, 이능조, 이종열, 최맹수, 최석우, 

최영종, 최유황, 최재식, 최재원, 최재윤 (17名)

82 (19.2)

4인 이규달, 이위우, 최규호, 최재영, 최재직 (5名) 42 (9.8)

5인 윤달은, 윤하익 (2名) 11 (2.6)

6인 이규신, 이규용 (2名) 19 (4.4)

7인 최영수 (1名) 13 (3)

8인 - -

9인 이규성 (1名) 18 (4.2)

10인 이상 이철우[16인], 이규승[17인], 이종문[17인] (3名) 108 (25.2)

합계 56 名 428 (100)

<표 17> 경주군 구정동의 所有主(대장) 1인 당

대응되는 時主(양안)의 수

단위: 필지, (  )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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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의 수 시주 필지 수

1인
김돌득, 김일극, 윤원례, 이백옥, 장월랑, 조연심, 

최금단, 최순진 (8名)
38 (9)

2인

김금득, 김남산, 김옥진, 김일순, 김천수, 윤봉단, 

이덕매, 이막내, 이막례, 이복남, 이상월, 이옥현, 

최무절, 최원재, 최춘단, 황영진 (16名)

97 (23)

3인

김복례, 김봉근, 김정춘, 박정심, 박춘삼, 손사월, 

윤정월, 이득매, 최길진, 최득진, 최순절, 최춘례 

(12名)

79 (18.7)

4인
노명렬, 이관순, 이막석, 이순례, 이신봉, 이일진, 

최오례, 최차남, 황영심 (9名)
70 (16.6)

5인
이금석, 이덕동, 이신복, 최잠분, 최점단, 한재랑 

(6名)
42 (10)

6인 최오진 (1名) 9 (2.1)

7인
이문심 , 이상렬, 이일례, 최금동, 최순남, 최차단 

(6名)
66 (15.6)

8인 이후진 (1名) 21 (5)

합계 59 名 422 (100)

<표 18> 경주군 구정동의 時主(양안) 1인 당

대응되는 所有主(대장)의 수

단위: 필지, (  )안은 %

  <표 17>, <표 18>은 몇 개의 이름들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경주 구정동의 時主-所有主 대응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한 명의 소유

주와 관련된 시주명이 10개 이상인 경우가 25.2%, 하나의 시주명에 5

명 이상의 소유주가 연결되는 비율이 32.7%에 달하는 등 한산 창외리

보다 이름들 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름들을 직접 대조해 보았기에 광무양전과 토지조사사업 사이에 발생

한 토지소유관계의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표 18>의 時主 최춘단이 소유한 필지들은 전부 <표 17>

의 所有主 최기호 또는 최상호와 연결된다. 최기호 소유의 필지는 한 

번 時主 최차단과 연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時主 최춘단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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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되고, 최상호가 소유한 필지는 모두 시주로 최춘단이 올라가 있다. 

추측컨대 광무양전 당시 최춘단이라는 시주명으로 올린 땅을 최기호, 

최상호가 나누어 받았거나, 두 사람이 각각 소유한 땅을 최춘단이라는 

하나의 戶名으로 양안에 등재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시주명-소유주명

의 비교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토지소유권의 변동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의 所有主 최재윤과 <표 18>의 時主 최순진 역시 이름 간의 

연계성이 잘 드러난다. 양안에 최순진이 시주로 기록된 필지는 토지대

장에서 전부 최재윤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장상 최재윤의 소유

지 역시 단 두 개의 필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時主 최순진으로 광무양안

에 실려 있다. 최순진이 최재윤의 戶名이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처럼 쌍방에서 소유 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

우는 많지 않다. 더욱이 <표 17>의 所有主 이철우, 이규승, 이종문처럼 

많은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각 16~17명의 시주와 연계된 경우, 

이름 분석만으로는 토지소유권의 변동 양상이나 귀속 주체를 확실히 파

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구정동에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所有主 

이종문은 38필지에서 17명의 시주와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각각의 시

주들은 이종문 이외의 소유주들과도 대응된다. 이종문을 중심으로 그가 

소유한 필지의 시주들과, 그 시주들에 대응하는 토지대장의 소유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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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主

所有主

김

금

득

김

남

산

김

돌

득

김

일

극

노

명

렬

박

석

랑

손

사

월

이

막

내

이

막

례

이

막

석

이

문

심

이

신

촌

이

윤

복

이

일

진

이

칠

금

최

귀

절

최

봉

원

합

계

이종문 3 2 3 3 1 2 1 3 11 1 2 1 1 1 1 1 1 38

이철우 2 1 5 9 1 18

임순정 1 1

김종직 2 2

석두병 1 1

정동용 2 2

김진택 1 1

한방우 1 1

김일종 1 1

이용우 1 1

이위우 4 4

김종삼 2 2

이규달 2 2 4

이규수 1 1

이규신 1 1

이종열 1 1

최재직 3 3

이규성 2 2

배성일 1 1

합계 5 3 3 3 6 2 3 4 16 7 12 1 1 14 2 1 1 170

<표 19> 구정동 38필지 所有主 이종문을 중심으로 파악한 

時主-所有主 관계

단위: 필지

  <표 19>를 통해 이종문과 가장 확실하게 연관된 시주가 이막례였다

는 것, 이종문과 이철우의 소유지가 같은 시주명으로 조사된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인척 관계였으리라는 것 등을 짐작할 수 있

다. 慶州李氏 判尹公派의 항렬자는 圭○-鍾○-○雨로 이어지므로, 이규

달, 이규수, 이규신, 이규성, 이종열, 이용우, 이위우 역시 이종문과 친

인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족보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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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손 35세손 36세손 37세손 38세손

李宜發
　

李祐榮
　

李圭一
　

李鍾文
　

李福雨
　

　 　
李轍雨

　 　

　 　
李泰雨

　 　

　 　
李康雨

　 　

　 　
李淳雨

　

　

　
李圭升

　
李鍾德

　
李根雨

　 　 　

　 　 　
李璨雨

　 　

　 　
李鍾杞

　
李允雨

　 　

　 　
李鍾壽

　
李渤雨

　

　

　
李圭成

　
李鍾坤

<그림 14> 경주 구정동 경주이씨 가계도

(출처:《慶州李氏大同譜》 判尹公派)

  구정동에 거주한 慶州李氏는 李齊賢(1287~1367)의 후손으로 경주 

일대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이다. 앞서 살펴본 李鐘文(1873~1962)은 

구정동 入鄕祖인 李鎭宅(1738~1805)의 종손이다. 이진택은 1780년 문

과에 급제한 이래 司憲府 持平, 掌令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종문의 조

부인 李祐榮(1822~1913)은 義禁府 都寺를 시작으로 嘉義大夫까지 올

랐고, 그의 아들인 李圭一(1849~1905) 역시 생원시에 급제하였다.72) 

72)《古文書集成》62 (慶州 蘇亭 慶州李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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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문 본인 역시 1891년 과거에 급제해 進士가 되었으므로, 당시 구

정동 일대에 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인지는 쉽

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4>를 보면 이종문과 여러 시주명을 함께 사용했던 이철우는 

그의 둘째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이철우의 나이

는 만 20세였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그의 이름으로 올라있는 필지들은 

광무양전 단계에서는 아직 아버지인 이종문의 소유였을 것이다. 아들 

이철우 소유의 전답까지 포함하면 광무양전 당시 이종문은 구정동 내에

서만 69필지 총 36,782평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종문은 그가 

소유한 필지들을 17개 이상의 시주명으로 양안에 올려두고 있었다. 이 

시주들 중에서 이막례를 제외하고는 딱히 이종문과 여러 번 연결되는 

이도 없다. 이종문이 17개의 戶名을 만들어 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한 

戶名당 2~3 필지씩 양안에 등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김돌

득, 박석랑 등 다른 성씨의 이름들은 이종문의 戶名으로 보기도 어렵

다. 그렇다면 이종문 역시 한산군 창외리의 부재지주 김영두처럼 자신

의 소유지를 경작하는 인물을 시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높다.73)

  이는 <표 19>의 時主 이일진, 이문심과 연결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욱 확실해진다. 時主 이일진은 대장상 所有主 이종문, 이철우, 이규달, 

이규성과 연결된다. 이종문-이철우는 부자관계이고 이규달은 이종문의 

7촌, 이규성은 3촌이었다. 가까운 친인척들이 소유지를 동일한 이름으

로 양안에 기록해 둔 것은 이일진이 시주로 기록된 필지가 이들의 공동 

소유 전답이었거나, 이일진이라는 작인이 이들의 필지를 모두 경작했거

나 하는 두 가지 경우를 가능케 한다.74) 그런데 時主 이문심이 누구와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후자의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양안에 

73) <표 17>에서 많은 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9명 이상의 시주와 연결되었

던 이규성, 이규승 역시 이종문의 숙부이므로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4) 앞서 살펴본 창외리 역시 동성촌락이었음에도 친척관계는 물론이고 형제간에도  

戶名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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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심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있는 필지들의 실소유주는 김씨, 이씨, 최

씨로 그 성이 다양했다. 7명이나 되는 각기 다른 성씨의 사람들이 동일

한 시주명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문심이라는 실존 인물이 이들의 토지를 

경작했으리라는 설명에 힘을 실어준다. 작인의 이름이 시주란에 올라갔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자료는 구정동이 

속해있던 경주군 내동면 전체의 時主, 時作 기재 양상이다.  

時主, 時作 기재
時主만 기재

전체
공동소유전답 개인소유전답

필지수 631 293 12,465 13,389

(비율) (4.7) (2.2) (93.1) (100)

<표 20> 경주군 內東面 광무양안의 時主, 時作 기재 양상

  양지아문은 경주군 내동면에서 양전을 통해 총 13,389필지를 파악했

는데, 그 중 時作이 기재되어 있는 곳은 631필지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점은 時作이 있는 필지 대부분의 시주명이 官屯, 學校, 洞中, 宗中畓, 

墓位畓, 契畓 등의 공동/기관 소유 전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時作이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필지들의 시주명을 확인해 공동 소유 혹은 기관/

단체 소유 전답으로 보이는 것들을75) 제외하면 12,465필지가 남는다. 

이는 당시 내동면 전체 필지 중 93.1%에 달한다. 즉, 93%가량의 필지

는 姓 +名의 형태로 시주명만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時主를 소유주로, 時作을 작인으로 이해하는 기존 논의대로라면 

1903년 당시 경주군은 90%이상의 자영농이 존재했고, 지주-소작 관계

는 10%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신 時作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시주란에 실제로는 차경인

75) 時主로 감천계, 강당응정, 교궁, 교리동, 교위, 구황동, 군기청, 권씨묘막, 동방동, 

보문동, 분황사, 사리동, 사리역마위, 사마소, 숭덕전, 약대보, 영둔, 왕산동, 외동동, 

장수둔, 장청, 진영둔, 천관동, 천궁동 등이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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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정동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설득력이 있다. 일단 구정동의 광무양안이 1903년 작성된 것으로 

보아 비록 양지아문이 양전을 시행하기는 했으나 지계아문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을 수 있다. 지계아문이 작성한 양안은 時作을 기재하지 않

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 소유 전답 등에는 時作이 기재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순전히 지계아문의 규식에 따른 것은 아닌 듯하

다.

  따라서 경주 내동면 양안에 대부분 時作이 비어있는 것은 창외리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올 수 있다. 時主에 소유주의 戶名이 아니고 姓名

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작인이나 마름의 이름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다. 이 경우 실제로 경작을 담당하는 이가 시주란에 올라가 있으므로 

자연히 時作란에는 기재할 이름이 없어진다. <표 19>처럼 이름들의 관

계가 복잡했던 것은 양안의 時主란에 소유주의 戶名 뿐 아니라 실제로

는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작인의 이름, 즉 그간 우리가 時作이라고 생

각했던 이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양지아문에서 작성한 광무양안에 기록된 時主와 時作이 실제 토지 소

유주 혹은 작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물론 필지별 

대조를 마치고 이름들이 연결되는 빈도를 살펴보면 당시 토지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여전히 時

主-所有主의 관계가 오리무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대체 時主로 누

구의 이름을 어떤 목적에 의해 기록해 두었는지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다.

  이 때 되새겨 볼 사실은 양전의 기초 자료로 당시 농촌사회에서 結稅 

징수를 위해 작성한 衿記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時主/時作을 파

악할 때 衿記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했을 확률이 높다. 衿記가 납세자를 

파악한 장부임을 상기한다면 광무양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실제

로 田稅 납부를 책임진 징세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衿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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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세기 이후 농촌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던 耕作者 出稅의 관행에 의

해 地主地의 납세 책임자로서 소작농이 기록되어 있었다.76) 그렇다면 

광무양안의 시주란에는 衿記에 올라있으면서 田稅를 납부했던 소작인

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납세를 

책임진 인물을 時主로 파악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무양안의 작성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이러한 추론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지목별 전품 책정, 면적 축소 

경향을 보면 양안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려 한 것이 아니라 收稅

를 위해 마련된 장부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양안에 

時主나 時作으로 오른 이상 둘 중 한 명은 田稅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

어야 했을 것이다. 경기도 죽산군 금산리의 사례를 보면 납세를 담당하

는 사람의 이름이 時主 혹은 時作에 파악되기도 했다.77) 물론 時主와 

時作 중에 실제로 누가 田稅를 납부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필지에 산정된 결부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時主나 時作이라는 사실이다. 지계아문 단계로 갈

수록 양안에서 時作이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땅을 경작하는 

작인이면서도 地稅를 부담할 경우 시주란에 오를 여지가 생기는 셈이

다. 

  즉 광무양전 당시 시주를 파악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산정된 결부

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이름으로 해당 

결부를 책임질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주명은 소유주의 실명일수도, 戶名일수도 있고, 과거에 이 땅을 조사

한 양안에 이름을 올렸던 조상일수도 있으며, 衿記에 올라 있으면서 田

稅를 책임지는 차경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광무양안에 기록된 時主만 

보고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量田官에게 중요한 문제는 얼마의 결부수를 산정해내는가이다. 

76) 이영훈, 1990 앞의 논문, 135~137쪽

77) 김건태, 2013 앞의 발표문,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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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양전 결과를 요약해 놓은 已上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양안을 작성해 중앙으로 보내고 나면 상부 기관에서

는 개별 필지의 세세한 정보가 아니라 그 합계인 已上을 주로 확인할 

것이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걷어내느

냐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개별 필지를 소유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파

악하는 일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광무양전 당시 量地衙門은 시행조례를 통해 “전답 시주가 아

침저녁으로 변동하며, 一家의 경우에도 異産, 즉 分戶別産의 경우가 많

은데, 이를 치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가급적 민인들의 편의에 따르도록”하였다.78) 여기서 ‘민인들의 편의’라

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해당 필지와 관련이 있는 이름

이라면 누구의 이름을 時主로 올리든 무방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유주

의 이름만 사용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개별 필지

의 역사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하나의 이름을 선택해 시주명으로 사용

했으리라 본다. 시주명의 주인공은 토지를 물려준 조상일수도, 그를 경

작하여 소출을 내고 稅를 부담하는 작인일수도, 현재 땅을 소유한 본인

일수도 있었던 것이다.79)

78) <量地衙門施行條例> (왕현종, 2010 앞의 논문, 85쪽에서 재인용)

79) 김소라, 2013 앞의 발표문, 16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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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조선은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할 것을 법으로 정해두었다. 비록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왜 양전의 주기를 수행

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잡아두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애초

에 법규를 정할 때에도 전국의 양전을 시행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

이 소모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20년마다 양전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법전에 밝혀 놓은 것은 ‘均’이라는 이념을 관철시

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양전을 통해 땅에서 나는 이윤

에 따라 田稅를 均賦하고, 그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이

다. 이러한 생각은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80) 물론 이때

의 均賦, 均稅는 오늘날의 누진세와는 성격이 달랐다. 각 개인이 가지

고 있는 필지의 총량을 국가가 파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진세의 

개념은 실행할 수도 없었다. 대신 이들은 토지의 생산성과 田稅를 부담

하는데 드는 비용의 총량을 감안해 結負를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 전통은 結價制를 실시한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광무양안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 역시 ‘均’이었다고 할 수 있

겠다.

  불안정한 상태의 소규모 토지는 양전 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제외하고, 

양안에 올라갈 토지들은 지목별로 토지생산성을 고려해 田品과 積尺을 

조정해 주었다. 畓은 높은 등급과 실제 면적에 가까운 積尺을 기재해 

결부 부담을 높였고, 田은 상대적으로 등급을 낮추고 면적도 축소해서 

논과의 생산성 격차를 보완해 주었다. 垈의 경우 1年 2作이 가능할 정

80) 《正祖實錄》권5, 2년 閏 6월 23일 “大司成柳戇上疏曰 … 夫井地 尙矣 限田 亦多

礙掣處 宜先改量 田賦均其肥瘠 省其稅歛 則白地之徵 旣革 未墾之土將闢 遊食之民 

將觀感而緣南畝 上而無椎剝之憂 下而戢武斷之習 簽丁而絶老弱之侵 業賈而鮮征榷之

苦 然後釐量衡之舛而同之 使市肆無邪僞 修庠序之敎而興之 使衆庶敦孝悌 家殷育之資 

國致治平之化 而西漢之均駟 貞觀之瑞醉 有不足言 而日庶幾乎三古之熙皞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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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작에 힘을 쏟는 곳임을 감안해 1~2等을 주로 책정했지만, 면적

은 절반 이하로 기재해 사실상 집터를 제외한 텃밭의 면적만을 양전 대

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100평당 부과된 결부는 1束~43束까지 편차가 극심하였다. 均稅의 의

도는 있었으나 현실화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지역 간의 均賦도 양전에서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서울로 上

納하는 비용을 납세자가 분담해야 했던 당대 현실을 반영해 田稅 부담 

수준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한산군 창외리에 비해 경상북

도 경주군 구정동에서는 田品, 積尺 측정이 헐하고 실제로 부담한 평당 

결부 역시 절반가량 낮았다. 이는 멀리 떨어진 지역 간에도 ‘均’이라는 

기본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광무양전의 메커니즘이었다. 이러한 관행

은 조선시대에 시행된 양전에서 그 始原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처럼 당대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합리성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結負 산정의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時主 기재 양상 역시 당

시의 토지소유관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속에 숨은 토지

소유관계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양안에 기록되어 있는 時主名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실명이나 戶名인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조상의 이름 혹은 田稅 부담자로 衿記에 올라있던 作人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때 時主가 될 수 있는 인물은 해당 필

지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이다.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하면서 지금껏 너무도 근대 지향적인 자

세로 과거를 탐구한 것은 아닌가하는 반성을 할 수 있었다. ‘근대’라는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를 넘지 못하면 미흡하고 불완전하며 뒤쳐진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당대에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

의 메커니즘이 있었다. 광무양전의 실상을 살펴보면 전통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상이 너무도 다양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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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무양안 관련 연구는 상당수 축적되어 있지만 본고가 시도했듯이 토

지대장과의 직접적인 대조를 통한 비교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광무양전이 전국적 작업이었음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좀 더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례 연구가 집적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

지 비교 연구가 진행된 지역 이외의 다른 군현에서 광무양전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밝혀낸다면, 광무양전의 가장 큰 특색인 다양성이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양전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광무양안 이전 단계의 양안들과도 연계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일련의 과제들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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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忠淸南道 韓山郡 南上面 광무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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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慶尙北道 慶州郡 內東面 광무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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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the Kwangmu Land Surveys 
Revealed by Comparing the Kwangmu Land Registers 

with the Colonial One
― Analysis of Two Villages of Ch'ungch'ŏng and 

Kyŏngsang Province

Kim, Sora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tax sources of traditional East Asia were the population and 

land. In particular, in Korea, China, Japan, the three countries created 

nationwide land registers at least 1,000 years ago. In this study, I want to 

find the Korean traditional principle of land taxation through comparing 

Kwangmu land registers(光武量案) made by the Korean Empire in the 

19th century with the modern land registers(土地臺帳)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ach register contains area, class, owner of plots of land. There is 

a 10-year' gap between the Kwangmu land registers and the Colonial one. 

This study tried to find same plot at both registers using a software named 

'JigsawMap' that helps match-up, and compared written informati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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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differences of two-land investigation, which gave some clues 

towar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wangmu land register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government enforced a guideline 

for land investigation and applied it across the country. It demanded using 

autonym as the owner's name, aimed accurate computation of area. Also, it 

operated several class assessment methods by land categori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Empire did not use overt rules and technicalities. 

Nevertheless, its underlying principles and institutions were discovered 

through this research. The Korean Empire utilized a tax system without 

distinction by land types. Instead, it was revealed that they already adjusted 

tax burden taking land productivity into account during land survey. 

Especially, area recorded in the Kwangmu land registers was smaller than 

actual one, shows different rate of reduction by land categories.

At the same time, there were distinctions by regions. Even after 

the grain tax was received by the local government, each taxpayer was still 

responsible for the cost of transporting the grain to the capital. This study 

compared two provinces; one is Ch'ungch'ŏng province, which could ship 

taxation by sea, the other is Kyŏngsang province that was far from the 

capital and had to use an overland route only.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revealed that the burden of land tax was much lighter in Kyŏngsang 

province. Assessments of area and grade were undervaluated compared with 

Ch'ungch'ŏng province. It seems that this was the result of difference in 

inter-regional of tax transportation costs.

The Land taxation system in the Korean Empire was similar with 

the Chosŏn dynasty's one. Kwangmu land registers contained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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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passed down from the Chosŏn. These were different from the 

ideal of the modern state that tried to investigate land as accurately as 

possible and to control it. Rather than to force a standard, they permitted 

diverse standard. Instead of making details, they adjusted tax burden in the 

field. However, they also stuck by those principles; be they different 

assessments according to the value of crops produced in the land, be they 

equal total tax burden in each region. It was the governing philosophy of 

the dynasty that aimed at Neo-Confucian equality among the people across 

the country. Flexibility in diversity, equality in flexibility was their 

indigenous rationalities.

Keywords : Land registers, Land taxation, Land survey, Korean Empire, 

          Chosŏn dynasty, Kwangmu

Student Number : 2012-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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