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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개화  정권은 19세기 후반 한국사회가 당면한 내외  모순을 해결하기 

해 국가 반에 걸친 개 을 단행하 다.1)1)이 가운데 재정개 과 련해서는 

세원의 조사․징수․지출을 포 한 재정구조 반을 개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재정기구의 일원화, 조세 납화, 結戶稅를 심으로 한 세제개 , 산제

도 도입, 징수체계의 개편 등 여러 정책이 시도되었다.2)2)

이러한 재정개  가운데 징수체계의 개편은 재정제도의 수립과 앙행정기

구의 개편 뿐만 아니라, 지방사회와 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

다.3)3)군수와 서리를 간수탈의 주된 원인으로 악하 던 개화  정권은 징

1) 유 익, 1994 갑오경장연구 , 일조각 ; 왕 종, 2003 한국 근 국가의 형성과 갑

오개 , 역사비평사.

2) 오두환, 1984 ｢甲午 經濟改革의 구조와 성격｣ 論文集 3, 인하  사회과학연구소, 

25-30면 ; 이윤상, 2002 ｢갑오개 기 근  조세제도 수립 시도와 지방사회의 

응｣ 한국문화 29.

3) 김태웅, 1997 ｢개항이후- 한제국기의 지방재정개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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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하여 간수탈을 방지하고자 하 다.
4)
4)징수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한 징수체계를 마련하기 해서는 지방제도의 개 을 통해 조

세의 조사․부과․징수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지방 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했다. 이를 해 지방제도를 개 하여 당시 지방 에게 집 되었던 징수권․

재 권․행정권을 분리시키고자 하 다.5)
5)

지방제도 개 을 통해 지방 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지방 을 배제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해 ‘結戶錢捧納章程’, ‘管稅司及徵稅署官制’, ‘各邑賦稅所章

程’, ‘稅務視察官章程’, ‘各郡稅務章程’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1896년 4월 조세 징수권은 지방 에게6)환속되었다.6)

조세 징수 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하고자 하 던 정책은 실패하 지만, 그

것은 주로 結戶稅와 련된 것이었으며 雜稅와 련한 징수체계는 다른 방향

으로 개되었다. 당시 국가 재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 것은 결호세 지만,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업과 련된 각종 잡세가 발생하 으며, 이들 세원은 이

후 국가 재정의 주요 기반이 될 상이었다. 특히 어염은 상업의 발달과 함께 

포구에서 유통․ 업세의 주요 상으로 주목되었고,7)7) 한제국기에는 해세의 

과세 상이 생산수단에서 생산물에까지 확 되어 어염과 련된 유통․ 업

세까지 해세의 범 에 포함되었다.8)8)이 듯 상업세의 주요 상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해세를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사검․징수하고자 하 는가.

조세의 사검․징수체계와 련한 연구는 주로 결호세 심으로 이루어졌

다.9)9)해세의 사검․징수체계와 련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편이지만 

1면.

4) 公文編案 12冊(奎18154), 1895.5.9. “差定鄕員 檢納公貨  欲防官吏之犯逋이더니 

憑諸傳聞 新捧結戶錢 亦多消瀜於吏腹云 按察之地 何不致察인지 關到卽時 措辭嚴

關於道內各邑 隨所捧使之陸續上  定限 尺오되”

5) 왕 종, 2003 앞의 책, 275-6면.

6)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I, 국회도서 (이하 法令集 ), ｢勅令第17號 地稅․戶 錢의 

收納을 觀察使․郡守로 하여  句管  하는 件｣, 1896.4.19, 74면.

7) 서 희, 1991 ｢개항기 건  국가재정의 기와 민 수탈의 강화｣ (한국역사연

구회) 1984년 농민 쟁연구 1, 역사비평사, 159-168면 ; 川英德, 1994 李朝商

業政策史硏究 : 十八․十九世紀における公權力と商業 , 東京大學出版 , 98-113면.

8) 해세제도의 변화에 해서는 박성 , 2005 ｢1894-1910년 해세제도의 변화와 세제 

정비의 방향｣ 한국사연구 128 참조.



․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285

支部가 監官을 통해 해세를 징수하 음을 밝힌 연구성과가 있다.
10)10)결호세의 

징수권은 지방 에게 환속되었지만, 해세는 감 을 통해 징수하 듯이 결호세

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탁지부가 해세를 리하 던 시기에(1894- 

1900년) 해세의 사검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징수체계는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검토하고, 징수업무를 담당한 자들의 성분을 살펴 으로써 갑오개

에서 한제국 기 해세 징수체계 개편의 방향과 그 의미를 악해 보고자 

한다.11)
11)

2.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 海稅 査檢의 방향

국가 재정구조 반을 개 하고자 하 던 개화  정권은 재정개 을 해 

먼  당시 징수되고 있었던 세원과 納未納․欠逋 실태를 악하고자 하 다. 

세원 악을 해 지방에서 상납하 던 各樣 名目과 實數를 조사하여 보고하

도록 하면서,12)12) 支部主事를 지방에 견하여 各邑의 納未納과 欠逋의 실태

를 조사․독쇄하도록 하 다.13)13)탁지부주사는 납미납․흠포의 실태 뿐만 아니

 9) 이윤상, 1986 ｢일제에 의한 식민지재정의 형성과정｣ 한국사론 14 ; 이상찬, 1989 

｢1894-5년 지방제도개 의 방향｣ 진단학보 67 ; 유정 , 1992 ｢1894-194년 지

방재정제도의 개 과 이서층 동향｣ 진단학보 73 ; 왕 종, 1992 ｢한말(1894-1904) 

지세제도의 개 과 성격｣ 한국사연구 77 ; 정은경, 1996 ｢갑오개 의 향회제도

에 한 연구｣, 한양  박사학 논문 ; 이 호, 2001 한국근  지세제도와 농민

운동 , 서울 학교출 부.

10) 양상 , 1997 ｢大韓帝國期 內藏院 財政管理 硏究 : 人蔘․礦山․庖肆․海稅를 

심으로｣, 서울  박사학 논문 ; 양상 , 2006 ｢한말 해세 리 기 의 변천｣ 

역사문화연구 25, 한국외국어 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1) 해세 할기 은 탁지부(1894년) → 궁내부(1901년) → 내장원(1903년) → 탁지

부(1904년)로 변화되었다. 1901년부터 해세 할권이 황실기 으로 이속되었는데, 

이 에서는 탁지부가 해세를 할하 던 시기에만 국한하여 해세의 사검과 징

수체계의 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12) 高宗實 권32, 1894.7.1. “軍國機務處進議案 … 一 各道監兵營以及州府郡縣鎭驛

堡胥役軍卒案付總額及各樣上納名目實數 各該公用支放事例錢穀實數 一一成冊 遠

近計程定限 來呈于軍國機務處行 事”

13) 公文編案 5冊, 1894.9.9(全羅道), 1894.12.6(忠淸道), 1894.10.5(黃海道), 1894.11.7

(咸鏡道) ; 9冊, 1895.3.5(京畿道) ; 18冊, 1895.2.7(慶尙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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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各司屯土의 陳起와 징수한 穀物, 還穀과 련한 사안을14)査檢하 으며,
14) 

場稅․浦口稅  鹽田, 箭, 田, 店稅 등의 실상을 조사하기도 하 다.15)15)

재정개 을 해 지방의 상납명목․지출사례․납미납․포흠 등 국가 재정 

실태를 악하면서, 해세와 련해서는 지방 을 통해 실태를 악하고자 하

다. 1894년 9월 慶尙監司 趙秉鎬가 還政․結價․ 鹽船稅 등 조세와 련된 

폐단 문제를 보고하자, 의정부는 경상도에 지시하여 각군의 어염선세를 조사

하고 간수탈을 지하도록 하 다.
16)16)이에 따라 경상도에서는 1894년도 어

염선세를 조사하여 탁지부에 보고하 다.17)17)1894년 10월 황해도에서도 균역청 

구 의 어염선세를 조사하고 海稅都案을 작성하여 탁지부에 보고하 다.18)18)

탁지부는 각도로부터 해세에 한 보고를 받으면서 1895년 5월 8도 감 에 

훈령을 내려 해세에 한 조사를 거듭 강조하 다. 어염선세를 비롯한 각종 

잡세를 징수하는 것이 지 않으나, 실제 국가 재정에 수입되는 것은 거의 없

다며 잡세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 다.
19)19)

탁지부는 지방 을 통해 해세를 조사하 지만 조사 과정에서 세원이 락

되기도 하 으며, 이들 세원은 지방 과 세력가들의 침탈 상이 되고 있었

다.
20)20)탁지부는 1895년 7월 23府에 훈령을 내려 沿海各處의 箭稅를 各邑에

서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 있으나 原數와 크게 차이가 있다며 다시 조사하도

록 하 고,21)21)같은 해 11월에도 各府에 훈령을 내려 어염선세의 白地寃徵이 

있다며 解事․主事를 各郡에 派 하여 어염선세의 實數를 다시 조사하여 보

고하도록 하 다.22)
22)

지방 을 통해 해세를 악하고자 하 던 탁지부는 조사가 미비하고 간

수탈이 발생하자, 이와는 별도로 앙에서 官員을 따로 견하여 해세를 조사

14) 公文編案 3冊, 1894.12.6(全羅道, 忠淸道) ; 22冊, 1895.2.7(慶尙道).

15) 公文編案 22冊, 1895(京畿道).

16) 公文編案 5冊, 1894.9.

17) 慶尙道內沿江海邑甲午條船鹽藿 稅摠數都案 (奎 18099), 1895.閏5. 

18) 公文編案 5冊, 1894.10.6.

19) 公文編案 12冊, 1895.5.9.

20) 公文編案 10冊, 1895.1.17 ; 公文編案 12冊, 1895.3.27 ; 公文編案 73冊, 1896. 

2.3.

21) 公文編案 12冊, 1895.7.23.

22) 公文編案 12冊, 189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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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 다. 內部와 支部는 지방에서 징수되던 각종 세를 조사하기 해 

調査委員을 선정하여 ‘從來 徵收’하던 조세액  종류를 조사하고, 그  ‘存置 

혹은 廢止’할 것을 區分․査定하고자 하 다.23)23)이를 해 1895년 2월 內務衙

門은 각도에 視察委員을 견하여 잡세 실태를 조사하 다.
24)24)

시찰 원은 잡세 뿐만 아니라 지방의 조세․행정․법률․산업 등 지방의 

사정 반을 악하 으며,25)25)그 가운데 잡세와 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訓示各道視察委員草本

一 各邑庖廚數爻事

一 箭藿場塩田數爻及稅款事

一 金鑛公採私採塩採事

一 正鐵水鐵陶器木器鍮器等店幕數爻及稅款事

一 大 場 數爻及稅款事

一 各浦船隻數其把長裝載新 造及稅款事

一 南北江船都中船數沙工數爻及稅款事

一 該地方貧富人性剛柔物色繁華凋殘風俗開壤墳赤白樹木宜種及物産多寡一一査

   檢事
26)26)

시찰 원은 各邑의 庖廚, 箭․藿場․塩田, 金鑛, 正鐵․水鐵․陶器․木

器․鍮器 등의 店幕, 場 , 各浦船隻의 수효, 物産의 多寡 등 국의 산업과 

稅款 반을 조사하 던 것이다. 시찰 원은 내부 소속이었지만 1895년 3월 

‘各大臣間規約條件’에서 잡세 조사를 해 내부와 탁지부가 조사 원을 견한

다고 하 듯이, 탁지부의 지시를 받아 ‘結戶及各樣納諸條’의 시행 실태도 보고

하 으며,27)27)어염선세와 련해서는 세액까지 책정하 다.28)
28)

시찰 원의 잡세 련 업무는 이후 農商工部로 인계되었다. 1895년 3월 

23) 奏本․議奏 I, ｢各大臣間規約條件｣, 1895.3.29, (서울 학교규장각 인본, 200- 

201면).

24) 官報 , 1895.2.19.

25) 김태웅, 1997 앞의 논문, 136면.

26) 梧下記聞  三筆, 1895.2.19, (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 1, 여강출 사, 317-321면).

27) 公文編案 12冊, 1895.11.14.

28) 驛訓指 5冊(奎 17897), 1897.2.26. “乙未條 塩稅 視察金洛龜가 昨夏에 以一千

三百二十兩으로 執總와 前義州府에 勘納엿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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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정으로 農商衙門과 工務衙門이 통합되면서 농상공부는 農業, 商業, 工業, 

郵遞, 電信, 鑛山, 船舶 등 산업 반을 담당하게 되었다.29)29)산업 반과 우

체․ 신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농상공부는 먼  우체 업무와 련된 驛土를 

조사하기 해 1895년 9월 국에 査辦委員을 견하 다.
30)30)농상공부 사

원은 역토를 조사하기 해 견되었지만, 조사 상은 역토만이 아니었다.

委員이 洪州府에 내려갈 때 驛土를 辦理하고 機를 定稅하라는 訓令을 奉承하

고, 내려온 뒤에 場 ․庖厨․浦口․土産․金銀銅鐵煤炭等․塩田․水鐵店을 

조사보고하라는 訓令을 奉承하여 訓令이 三度(이온즉)
31)31)

홍주부에 견될 때 洪州府査辦委員 孫承鏞에게는 역토뿐 아니라 機를 

定稅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고, 홍주부에 내려온 뒤에는 場 ․庖厨․塩田 등

을 조사하라는 업무가 추가되었다.

東萊府査辦委員 尹熺模 역시 ‘本府管內各郡所在 驛田畓과 場 物品及驛戶

多寡와 現存驛馬을 査辦後에 成冊을 修正야 後 上 오며 前下訓令을 依

야 各郡所在 塩藿에 一年所出과 相當 稅條을 該郡守와 協議와 假量定

稅’하 다.32)32)이처럼 농상공부 사 원은 역토 뿐만 아니라 機․鹽田․場

․浦口․客主․庖主․店鑛의 수와 매매 물품․口文 등 산업 반을 조사하

던 것이다.33)
33)

농상공부 사 원이 조사한 구체  항목은 다음과 같다.

一 塲 所出稅錢 所産物種 庖厨所出牛皮稅錢及庖主姓名査 事

一 各浦各場旅閣所出口文多 及客主姓名査 事

一 塩筏庫數筏主姓名所出塩數稅錢有無査 事

29) 法令集 I, ｢勅令第48號 農商工部官制｣, 1895.3.25, 214면.

30) 官報 , 1895.9.26.

31)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2冊(奎17896), 1896.2.9. “委員이 洪州府에 下來 時에 

驛土辦理 事와 機定稅 事와 下來온 後에 場 庖厨浦口土産金銀銅鐵煤炭

等塩田水鐵店探 隨報 事로 承奉온 訓令合三度”

32)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冊, 1896.6.11.

33)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冊, 1895.11.15(남원부), 1896.1.11(의주부), 1896.1.18(해

주부), 1896.2.3(해주부),  1896.5( 주부), 1896.6.2(평양부) ; 2冊, 1895.11.12(충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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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基庫數基主姓名稅錢數爻査 事

一 水鐵店庫數店主姓名稅錢査 事

一 正鐵店庫數店主姓名査 事
34)34)

 조사 항목에서 보듯이 농상공부 사 원이 조사한 내용은 시찰 원이 

조사하 던 것과 동일하다. 農商工部 査辦委員이 驛土․鹽田․ 機를 조사하

면서 ‘內部章程로 各樣廢瘼을 修成冊報于內部’라 하고35)35)1895년에 시찰 원

이 조사하 던 鹽稅를 1896년에는 사 원이 조사하 듯이,36)36)농상공부 사

원은 시찰 원 업무를 계승하여 역토 뿐만 아니라 잡세와 련된 산업 

반을 조사하 던 것이다.37)
37)

농상공부는 산업 반과 稅款을 조사하면서 해세와 련해서는 보다 엄

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塩船稅査檢規則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 다. 

앙에서는 시찰 원․사 원을 견하여 해세 실태를 조사하 지만, 당시 지

방에서는 해세를 無名雜稅와 함께 된 것으로 이해하 다. 金浦郡에서는 

탁지부가 1895년도 해세를 납부하라고 하자 1894년 이후 各樣雜稅를 모두 革

罷한다는 公文이 있어 그 동안 해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 다.38)38)지방에서

는 해세까지 무명잡세의  상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 던 것이다.

이에 농상공부는 무명잡세를 하라는 勅令 이후 어염선세가 제 로 징

수되지 않아 이에 한 조처가 요구된다며, 세칙은 탁지부와 논의하여 결정하

겠지만 지 은 어염선세를 사검하는 것이 무여서 사검규칙을 작성하니, 사

검규칙 안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것을 탁지부에 요청하

다.39)
39)

탁지부는 농상공부의 요구에 해 사검규칙에는 동의하지만 新式規則을 정

하기 에는 우선 式에 따라 收捧하자고 하 다.
40)40)그러나 농상공부는 그러

34)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冊, 1896.5.

35) 驛土所關査員質報存襠 1冊, 1896.5.26.

36) 驛訓指 5冊(奎 17897), 1897.2.26.

37) 농상공부 사 원이 조사한 항목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咸 郡各

場 物産客主收稅設庖鹽田及礦店處成冊 (奎 19460), 平壤府各郡査辦列 成冊

(奎 19458)이 있다.

38) 公文編案 84冊, 1896.8.10.

39)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奎 17880), 189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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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항을 査檢章程中에 添入하기는 곤란하다며 탁지부에 戶曹․糧餉廳․均

役廳․軍營에서 收入하 던 各 稅額 문서를 인계해  것을41)요구하 다.41) 

이에 탁지부는 이 에 各營邑鎭이 거두던 各 稅額은 로 탁지부에서 

收入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해세 련 문서를 농상공부에42)넘겨주었고,
42)
 

1895년도까지는 式에 따라 상납하고, 1896년 春等條부터는 農商工部의 新定

稅則을 따르도록 하 다.43)43)

어염선세사검규칙이 제정된 이후 어염선세의 조사는 農商工部 査檢委員이 

담당하 다.44)44)농상공부 사 원은 역토와 산업 반에 한 조사를 체

으로 1896년 6월-9월 사이에 완료하고 査辦委員信章을 반납하 다.45)45)사

원의 사검 업무가 종결되고 1896년 8월 23부에서 13도 체제로 지방제도가 개

정되면서, 사 원 신 道를 기 으로 사검 원을 새로 견하 던 것이다. 

갑산부와 강릉부 사 원이었던 朴奎元, 金翼濟가 함경남북도․강원도 사검

원에 그 로 차정된 것을 제외하면 사검 원은 모두 교체되었다.
46)46)

40)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6.11.

41)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6.13.

42)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6.18.

43) 公文編案 84冊, 1896.8.10.

44) 驛土所關文牒去案 1冊(奎 17898의 2), 1896.9.16.

45) 박진태, 1996 ｢한말 역둔토조사의 역사  성격 연구｣, 성균  박사학 논문, 14면.

도   명 직         명 성   명 출        문서년월일

江 原 道 江原道第二査檢委員 金翼濟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5冊 1897.6.12.

京 畿 道
京畿第一査檢委員 方漢吉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0冊 1898.8.28.

京畿第二査檢委員 尹舜求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5冊 1903.7.21.

慶尙南道 慶南第二査檢委員 蔡斗永 驛訓指 6冊(奎 17897) 1897.11.25.

慶尙北道 査檢委員 金善久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5冊 1902.12.23.

全羅南道
全南第一査檢委員 申聖俊 農商工部去牒存案 2冊 1897.6.2.

全南第二査檢委員 李喆圭 農商工部去牒存案 2冊 1897.6.2.

全羅北道

全北第一査檢委員 申尙默 農商工部去牒存案 2冊 1897.6.2.

査檢委員 吳承默 驛訓指 3冊(奎 17898의1) 1899.1.30.

査檢委員 申重贊 驛訓指 4冊(奎 17898의1) 1899.12.8.

忠淸南道 忠南第一査檢委員 姜載成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9冊 1898.2.

46) 농상공부 사검 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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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견된 사검 원은 어염선세만을 조사한 것은 아니었고, 사 원의 

업무를 계승하여 산업 반을 조사하 다. 1896년 8월 정부는 各 雜稅를 革

罷하면서 탁지부 文憑에 근거하지 않고 수세하는 것은 冒徵․私徵이라며 이 

세들을 모두 토록 하 다.
47)47)용천군에서는 이 조칙에 따라 平安北道査檢

委員 河正龜의 조사 업무를 지시킨 이 있었다. 이에 해 농상공부는 ‘

塩船舶과 場 庖肆旅閣等 諸般事件은 本部에셔 管’하는 것으로 무명잡세를 

創始한 것이 아니라고 하 다.
48)48)사검 원은 사 원이 담당하 던 塩船稅

와 場 ․庖肆 등 산업 반의 조사 업무를 계승하여 塩船稅,49)49)場 ․驛

土,50)50)紙筒稅,51)51)못의 灌漑와 吏逋52)52)등을 조사하 던 것이다.

농상공부 사 원․사검 원이 해세를 사검하게 되면서 郡의 역할은 해세 

사검을 보조하는 것이 되었다. 사검 원이 군에 도착하기 에 지방 이 먼  

해세를 조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사검 원이 도착하면 조사문서를 인계하여 

사검 원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세를 사검하도록 보조하 다.
53)53)

査檢委員 趙駿夏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8冊 1897.12.25. 

忠淸北道 査檢委員 李象羽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1冊 1899.4.

平安南道 査檢委員 田龍夏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0冊 1898.9.21.

平安北道 査檢委員 河正龜 驛訓指 6冊(奎 17897) 1897.10.5. 

咸境南北道 塩船舶等査檢委員 朴奎元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5冊 1897.2.3.

黃 海 道
黃海道第二査檢委員 宋岐玉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0冊 1898.11.8.

黃海道第一査檢委員 李元植 驛土所關訴題存檔 8冊 1901.3.

    * 직명에 査檢委員만 기록한 것은 第一․二 여부를 악할 수 없는 경우 으며, 

해당 道 여러 郡에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만 제시하 다.

47) 法令集 II, ｢詔勅 各 雜稅 革罷에 한 件｣, 1896.8.11, 150면.

48) 驛訓指 6冊(奎 17897), 1897.10.5(龍川郡).

49) 驛訓指 6冊, 1897.11.1(延安郡).

50) 驛訓指 6冊, 1897.9.8(陽智郡), 1897.11.25(三嘉郡).

51)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3冊, 1901.5.14(永春郡).

52) 驛訓指 6冊, 1897.9.8(延安郡).

53) 驛土所關文牒去案 1冊(奎 17898의 2), 1896.9.16. “本年八月二十八日本部第一号

訓令內開에 管內各郡에 罔夜飛飭야 沿海沿江各地方에 在 塩船舶과 田竹

田을 核査區別야 令到三十日內에 淸冊報明고 成冊一件은 査檢委員到界 

日에 交付라온바 諒已飛飭各郡야 趁期竣査이온지라 現下에 咸鏡南道沿海

沿江 塩船舶等査檢委員朴奎元을 另派前往야 不日査檢 오니 貴觀察使 該

委員과 協議야 査務 補助며 管內各郡에 一體訓飭야 各該郡守로 該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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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부가 해세를 리하 던 갑오개 ~ 한제국 기에는 해세를 조사하

기 해 지방 을 활용하거나 앙에서 시찰 원․사 원을 견하 지만, 

그 주된 방향은 지방 을 배제하고 앙에서 원을 견하여 해세를 조사하

는 것이었다. 결호세의 경우에는 징수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하고자 하 지만, 

해세는 사검과정에서부터 지방 을 배제하여 앙에서 직  해세를 악․통

제하고자 하 던 것이다.

이러한 사검방식은 국가 행정업무를 세분화하여 국정을 운 하고자 한 정

책이 반 된 것이었다. 갑오개 을 계기로 앙행정기구가 정부와 왕실기구로 

분리되고 議政府-8衙門(이후 7部)체제로 개편되었으며, 각 아문은 총무국과 

회계국을 공통으로 두면서 장업무에 따라 별도의 局을 설치하 다.
54)54)행정

기구가 분화되고, 그 업무에 맞게끔 각각의 국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

라 재정은 탁지부가, 산업 리는 농상공부가 담당하 다.

앙행정기구의 정비와 함께 지방제도도 개정하여 지방 에게서 조세 징수

권을 분리시키고, 지방재 소를 설치하여 재 권도 분리시키고자55)하 다.55) 

지방행정기구도 세분화하여 지방 에게 집 되어 있었던 조세권․재 권․행

정권을 분리시키고자 하 던 것이다.

비록 지방 에게서 징수권․재 권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결호 의 징수권

이 지방 에게 귀속되었지만, 해세의 사검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하고자 하

듯이 세원의 사검․징수 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하려는 정책은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앙에서 사 원․사검 원을 견하여 해세를 사

검하 던 것은 지방 의 간수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행정기구를 분화하고 

담당 업무를 세분화․ 문화하려는 국가 정책의 반 이었던 것이다.

앙에서 원을 견하여 해세를 사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 이 발

생하기도 하 다. 농상공부 사 원이 해세를 사검하 지만, 사 원은 기본

으로 역토를 조사하기 해 견되었다. 그러나 사 원이 견된 이후 역

토 뿐 아니라 산업 반과 궁내부 할 둔토 등으로 조사 상이 확 되면서 

의 査務 協議措辦되 該査檢文簿에 印章을 交捺야 一件은 本部로 修上하고 

一件은 該郡에 另置 며”

54) 왕 종, 2003 앞의 책, 212면.

55) 도면회, 1998 ｢1894-1905년간 형사재 제도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124-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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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이 증 되었다. 이에 海州府査辦委員은 농상공부의 훈칙에 따라 各浦

口․各塲 ․각종 物産을 조사하고 있지만, 담당 업무가 무 많으니 지 의 

한 일이 아니면 잠시 지해  것을 요구하 다.56)
56)

이처럼 업무가 증가하면서 해세의 사검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

다. 仁川府査辦委員 李泰來는 해세를 사검하면서 永宗鎭 各浦 塩井稅를 265

兩으로 책정하 는데,57)57)이는 갑오개  이  各司에서 징수한 1,500여 량에 훨

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58)58)이에 탁지부가 세액이 감액된 이유를 묻자, 농상공

부는 사 원에게 염정세 사검을 겸행하게 하 는데 염정세 사검은 사

원의 주된 업무가 아니어서 조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 다.59)
59)

행정업무가 분화되면서 농상공부가 산업 리를 담당하 지만, 사 원 1

명 는 2명이 1府의 역토를 비롯한 여러 세원 반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기구가 분화되고 업무가 세분화․ 문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새로운 원이 충원되어야 했다. 그러나 갑오개

기 원은 1880년  앙행정기구의 인원에 비해 1/5정도로 축소되었다.60)60)행

정기구는 분화되었지만 업무를 담당해야 할 원은 오히려 축소되었기 때문

에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 의 비 조로 인하여 조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

다. 농상공부는 어염선세 사검 원이 도착하기 에 郡에서 먼  어염선세

를 조사하여 사검 원이 도착하면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 다. 그러나 지방

이 어염선세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문서를 작성하 다 하더라도 락된 어

염선세가 많아 사검이 지체되기도 하 다.61)
61)

탁지부가 해세를 할하고 앙에서 원을 견하여 사검함에 따라, 지방

은 해세에 간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 다. 특히 갑오개  이  郡에

서 앙에 해세를 납부할 때, 지방재정으로 什一條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56)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1冊, ｢別告｣, 1896.3.20.

57)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4冊, 1897.1.21.

58)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4冊, 1897.1.22.

59)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4冊, 1897.2.18.

60) 왕 종, 2003 앞의 책, 271면.

61) 驛土所關査員質報存檔 5冊, 1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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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납부하 다.
62)62)그러나 갑오개 을 계기로 앙에서 지방 재정을 배정하

게 되면서 什一條는 소멸되었다. 해세 련 권한을 박탈당하고 지방 재정이 

축소되면서 지방 은 해세 사검에 조하지 않고 반발하 던 것이다.

지방 의 간수탈을 방지하기 해 앙에서 원을 견하여 해세를 사

검하 지만 행정 업무의 분화에 따른 새로운 원이 충원되지 못하고, 결호세 

징수권이 지방 에게 환속되었듯이 지방 의 반발을 히 통제하지 못하면

서 지방 을 배제한 해세 사검은 제약을 받았다.

3. 海稅 徵收體系와 海稅 監官의 성분

1) 海稅 徵收體系

조세 징수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하기 해 ‘結戶錢捧納章程’, ‘管稅司及徵

稅署官制’, ‘各郡稅務章程’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이러한 정책은 실

효를 거두지 못하고 조세 징수권은 지방 에게 귀속되었다. 결호세를 심으

로 한 조세 징수권은 지방 에게 귀속되었지만, 해세의 징수체계는 다른 방향

으로 개되었다.

탁지부는 해세를 징수하기 해 별도로 收稅監官을 차정하 다.63)63)1896년 6

월 어염선세 사검규칙의 제정 이후 사검과 징수 업무를 담당했던 농상공부도 

감 을 견하여 해세를 징수하 다.64)64)감 을 통한 해세 징수는 결호세 징수

권이 지방 에게 귀속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이다.65)65)해세의 사검과정에서 

62) 均役廳事目 , 江原道今癸巳秋等船塩稅額總數成冊 (奎19443), 慶尙道內沿江海邑

庚寅條船塩藿 稅總數都案 (奎19534), 全羅道各邑鎭癸巳春等 塩船稅錢總數成

冊 (奎19424) 참조.

63) 公文編案 13冊, 1895.2. “扶安格浦前議政府 箭稅納 屬之本衙門矣 以本縣石浦金

道淵別定監官爲去乎” ; 公文編案 22冊, 1895.4.4. “本衙門所關安山仁川塩收稅監

官差定事” ;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7.29. “舒川東山里居申仁叔訴

狀을 接準온즉 內開 矣身으로 開也島 塩船稅監官을 差定이온바”

64) 公文編案 84冊, 1896.8.10 ;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4冊, 1897.1.21 ; 農商

工部去牒存案 7冊(奎 18152), 1901.6.22.

65) 公文編案 77冊, 1897.1.20. “薪島廢鎭軍役田畓營屯黃草坂 稅民各垌 塩稅都 音

文學詩을 改差고 李祥福으로 監官定 이견과 薪島乙未鎭況排朔條用餘爲九千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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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을 배제하 듯이, 징수 과정에서도 지방 을 배제하고 감 을 차정하여 

‘민-감 - 앙기 ’으로 이어지는 징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 던 것이다.

지방 을 신한 징수원으로 상정된 해세 감 은 어염업에 종사하는 자들

이 자치 으로 선정하거나, 지방 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앙기구 는 사

원이 직  차정하여 견하 다.66)66)그러나 앙에서 차정한 감 의 폐단

이 발생하 을 때는 鹽民 에서 감 을 차정하기도 하 다. 남양군에서 감

의 폐단으로 민들이 염민 에서 감 을 차정해  것을 요구하 을 때,
67)67)탁

지부는 감 을 소환하고 염민 에서 감 을 차정하도록 하 다.68)68)그러나 탁

지부는 징수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시 都監官을 차정하여 세무

를 句檢하도록 하 다.
69)69)감 의 폐단이 발생하 을 때 염민 에서 감 을 

차정하기도 하 지만 도감 을 따로 견하고 있듯이, 감 은 기본 으로 

앙에서 직  차정하여 견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앙에서 직  감 을 차정하여 해세를 징수하 던 것은 징수과정

에서 지방 의 간수탈을 방지하기 해서 다.

沿海各郡의 鹽船稅款에는 恒定한 規則이 있으므로 收稅監官을 別定하여 收捧

하신 것은 폐단을 이기 해서 이오나
70)70) 

조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간수탈의 원인을 지방 에서 찾고 징수체계를 

개 하여 지방 을 배제하고자 하 듯이, 해세의 징수과정에서도 收稅監官을 

별도로 차정하여 지방 의 간수탈을 방지하고자 하 던 것이다. 민들도 감

百餘兩云니 亦爲査推以給於監官處야 以爲來納 며 結稅 自郡으로 依前

訓抽納이 可홈”

66) 公文編案 35冊, 1896.3.27. “本部派 監官李判吉等은 召還고” ; 公文編案 43

冊, 1898.2.7. “靈光茂長에 甲乙丙丁四年條收納키을 爲야 監官李潤 을 另定下

니” ; 公文編案 73冊, 1896.2.3. “今此各 稅款이 都爲 支所管이온즉 惟願

自本部로 擇定稅監下 옵셔” ;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4冊, 1897.1.21. “査

辦委員李泰來가 ( 략) 監  本府邑底居 任聖祚로 差定와”

67)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3.17.

68) 公文編案 35冊, 1896.3.27.

69) 公文編案 35冊, 1896.4.22.

70) 公文編案 84冊, 1896.1.6. “窃査沿海各郡口岸의 凡係 塩船稅款은 恒定 規

則이 在지라 收稅監官을 別定야 收捧심은 省弊  신바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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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해세 징수를 요구하 다. 동 9군의 민들은 各邑 吏屬들의 침탈

을 방지하기 해 탁지부가 稅監을 차정하여 해세를 징수해  것을 요구하

다.71)
71)

탁지부는 감 을 견하여 해세를 징수하 지만, 당시 해세 사검은 농상공

부에서 담당하 다. 해세의 경우 사검과 징수의 업무가 하나의 기 에서 통일

으로 리되지 못하 던 것이다. 이처럼 사검과 징수기 이 분리되면서 두 

기  사이에 해세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상호간의 업무를 견제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 다.

남양군에서 탁지부 감 이 염세를 과도하게 징수한 문제가 발생하자, 농상

공부는 사 원에게 실정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 다. 농상공부는 감 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염민의 요구 로 官에서 차출한 감 은 소환하고 염민 

에서 감 을 차정할 것을 탁지부에 요구하 다.72)72)이에 탁지부는 감 을 소

환하고 염민 에서 감 을 차정하 다.
73)73)

洪州府 舒川郡 盖州島 어염선세 징수를 해 탁지부가 감 을 견하자, 농

상공부는 탁지부에서 雜稅課事 에 따라 새로이 잡세를 징수할 것이 있으면 

농상공부와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의 없이 결정한 것을 항의하며 ‘京外

雜收入大 稅’를 정할 때는 농상공부와 함께 결정할 것을 요구하 다.74)74)이에 

해 탁지부는 이 세는 案이고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어서 의하지 않았

다고 하면서, 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함께 논의할 것을 약속하 다.
75)75)

이처럼 농상공부가 탁지부의 해세 징수, 잡세 신설과 련된 업무에 간여하

고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塩政과 人民의 産業保護에 련된 事 은 농상공

부에서 管轄하고 稅則收入에 련된 事 은 탁지부에서 管理하여 업무가 相

應하고,  兩部이상에 련된 사항은 主任과 有涉大臣이 聯署해서 결정하도

록 新式에 규정되어’76)76)있다고 하듯이, 행정업무의 분화에 따라 각 기 의 역

71) 公文編案 73冊, 1896.2.3.

72)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3.17.

73) 公文編案 35冊, 1896.3.27.

74)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4.25.

75)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4.27.

76)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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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구분되었지만, 서로 련된 업무에 해서는 상호 조하여 처리하는 방

향으로 행정업무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행정기구의 분화에 따라 각 기 의 담당 업무가 문화․세분화되고 서로 

련된 업무에 해서는 의하게 되면서, 각 기 은 상호간의 업무를 견제하

는 역할을 하 다. 그런데 해세의 경우에는 사검과 징수업무마  분리되었다. 

사검과 징수 기 이 분리되어서는 해세 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없었다. 해세의 사검과 징수업무가 특정기 에 통합된 상황에서 사검과 징수

를 담당하는 하부단 를 분리하여 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당시 電報收入

金․郵票代金․庖肆․砂金稅․ 基․驛土賭錢 등 여러 잡세에 해서는 농상

공부가 징수하여, 그 세 을 탁지부에 보내고 있었다.
77)77)따라서 해세도 농상

공부가 사검과 징수를 통합하여 리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해세의 사검과 징수를 농상공부에서 통합하여 리하게 된 것은 1896년 6

월 어염선세사검규칙이 제정되면서 다. 농상공부가 해세의 징수까지 담당하

게 되었지만 사검은 사 원․사검 원이, 징수는 감 이 담당하 기 때문에 

사검과 징수는 분리된 체계를 유지하 다.

농상공부가 징수 업무를 담당한 기에는 징수 문제와 련하여 탁지부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 다. 농상공부 사 원 이태래는 仁川府 前永宗鎭 各

浦의 塩井을 摘奸하고 監 를 차정하여 염세를 수 하도록 하 고, 농상공부

는 이 세를 받아 탁지부에 보냈다.
78)78)그런데 탁지부가 인천부에서 이 세를 탁

지부에 직  상납하지 않고 농상공부에 상납하 다고 항의하 다.79)79)이에 농

상공부는 電報收入金․郵票代金․庖肆砂金等稅와 基․驛土賭錢을 모두 농

상공부에서 징수하여 탁지부에 보내는 것이 재 規例인데, 그 다면 이제부

터 각항 잡세의 수입을 모두 탁지부로 수입할 것인지, 염세만 그 게 할 것인

지 규칙을 정할 것을 요구하 다.80)
80)

이에 해 탁지부는 해세 징수권을 농상공부에 이속할 때 各營邑鎭 해세는 

로 탁지부에서 수입한다고 하 으므로 인천부 종진 염정세는 탁지부 

77) 주 80) 참조.

78)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4冊, 1897.1.21.

79)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4冊, 1897.1.22.

80)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4冊, 18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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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고,  농상공부에서 하부기 이 減額하여 납부한 세를 살피지 않고 받

아 보내기만 하면 폐단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탁지부에 직  납부할 것을 요구하 다고 하 다.81)
81)

인천부 종진의 염세 징수와 련한 갈등은 농상공부가 各營邑鎭의 해세

까지 통합 리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지만, 한편으로 탁지부가 농상공부의 

징수 업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부가되면서 발생하 던 것이다.

이 문제는 농상공부가 징수를 담하여 징수된 세를 탁지부에 보내고 탁지

부는 해세 징수에 더 이상 간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更張 이후로 結錢戶 正稅 이외에 各樣雜稅를 貴部(農商工部 : 호 인용자. 이

하 같음)에서 調査妥辦하고 敝部( 支部)는 稅錢을 단지 越交하는 것에 따라 

收捧만 하고 何地何款과 幾處幾額의 總數를 알지 못하여 재정운 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仰佈하오니 照亮하신 후 各道各郡에 各 鑛處의 稅金과 塩船等 許

多名目과 稅錢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82)82)

1898년 1월 탁지부의 조회에 따르면 탁지부는 농상공부가 결호  이외 각

양잡세의 세 을 보내 주면, 그것을 받기만 하고 농상공부의 해세 징수에는 

더 이상 간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농상공부가 해세를 통합하여 리하 지만 

탁지부의 입장에서 나타나듯이, 농상공부가 해세를 징수하여 보내주면 탁지부

는 그 세를 받기만 할 뿐이었기 때문에 농상공부의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은 

퇴색되었다.

해세 징수에 간여하지 않았던 탁지부는 해세가 그 동안 제 로 징수되지 

못하 기 때문에 이제부터 탁지부에서 해세를 징수하겠다며 1898년 6월 농상

공부로부터 징수권을 되찾아 왔다.83)
83)

81)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4冊, 1897.3.2.

82)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5冊, 1898.1.19. “盖自更張以來로 結錢戶 正稅外各樣

雜稅을 旣自貴部로 調査妥辦則敝部에셔 稅錢을 只隨越交야 慢然收捧고 何

地何款과 幾處幾額의 統年總數을 果難料 니 實有欠於財政核筭야 糢糊莫甚

이기 玆에 仰佈오니 照亮신 後 各道各郡에 各 礦處의 稅金과 塩船等許

多名目과 稅錢原定 數을 繕冊 交시와 以便照據 시고 如有追後抽稅處여

든 隨卽示明시믈 爲要”( 支部 → 農商工部 照 )

83)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5冊, 18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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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을 환수한 탁지부는 먼  1894-1898년 5년간의 未納된 해세를 징수

하고자 하 다. 탁지부는 1894-1898년까지 미납된 해세를 납부하도록 各道에 

독 하면서,84)84)함경북도에 派員 朴秉弼,85)85)옹진에 部監 田在植,86)86) ․무장

에 監官 李潤 ,
87)87)비인에 部監 朴敬 ,

88)88)동래․울산에 派員을
89)89)보내어 해

세를 징수하고자 하 다. 탁지부는 감 을 통한 해세 징수를 계속 추진하 던 

것이다.

2) 海稅 監官의 성분

탁지부와 농상공부는 감 을 차정하여 해세를 징수하 다. 그 다면 이들 

기 은 지방 을 신해 징수원으로 상정된 감 을 어떤 기 으로 선발하고, 

어떤 자들을 감 에 차정하 는가.

감 의 자격조건을 규정한 법제는 없지만,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各

郡指掌完文 이 있다. 이 완문은 義州府査辦委員 金相鳳이 의주부 하 11개 

군의 어염세와 포구세를 징수하기 해 작성한 완문으로 7개 군은 궁내부 

할이고 4개 군은 농상공부 할이었다.90)
90)

궁내부 할 지역에서는 ‘都稅監은 勤實之人으로 擇定되 各浦居間船主人

을 句管事’, ‘稅監을 勤實之人으로 擇定야 捧稅上納事’라 하여 勤實한 자를 

세감으로 차정하도록 하 다.

농상공부 할 지역에서는 ‘一 都稅監二人을 勤實 人으로 擇定되 一則

營門人으로야 上納믈 幹檢커고 一則該邑人으로야 收稅믈 糾察事. 

一 各稅監이 上納에 滯며 章程을 不遵면 都稅監이 營府에 報告고 卽

爲改差事’토록 규정하고 있다. 都稅監에 한 자격 조건만 제시되어 있지만 이 

84) 公文編案 41冊, 1898.8.10(忠淸南道) ; 50冊, 1898.9.7(三陟), 9.20(江陵) ; 52冊, 

1898.8.8(熊津) ; 55冊, 1898.7.9(平安北道) ; 58冊, 1898.11.2(咸鏡北道).

85) 公文編案 58冊, 1898.7.30.

86) 公文編案 52冊, 1898.8.8.

87) 公文編案 43冊, 1898.2.7.

88) 公文編案 41冊, 1898.8.15.

89) 宮內府去來文牒 , 1899.3.10, (서울 학교규장각 인본, 452면).

90) 各郡指掌完文 (奎 1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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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궁내부와 마찬가지로 勤實한 자를 도세감으로 차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다만 농상공부는 도세감 1명을 該邑人에서 차정하도록 하여 거주지에 

한 제한을 두었다.

의주부의 경우 농상공부는 거주지에 한 제한을 두었지만, 국 인 상황

을 보면 감 이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만 차정된 것은 아니었다. 감 으로 차

정된 자의 거주지역을 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도 있었지만,91)91)해당 

지역과는 무 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92)92)감  차정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감 으로 차정한다는 규정이 일률 으로 용된 것은 아니었다.

궁내부와 농상공부 할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 ․신분  제

한 없이 ‘勤實之人’을 감 에 차정하도록 한 것은 갑오개 에서 조세징수체계

를 개편하면서 마련하 던 結戶錢捧納章程․各郡稅務章程에서 제시한 징수원

의 자격조건과 유사하다.

結戶錢捧納章程에서는 신분의 구분 없이 邑鄕員은 향회에서, 面鄕員은 면에

서 廉幹人을 公擧하도록 하 다.93)93)各郡稅務章程에서는 세무주사에 廉潔하고 

聲望이 있는 자를 군수가 추천하여 탁지부 신이 임명하도록 하 다.94)
94)

이들 규정에서는 모두 징수원으로 勤實․廉潔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 다. 

다만 향원은 면 리에서 자치 으로 선발하 지만 해세 감 은 앙기구 

는 사 원이 차정하 듯이 선발 주체에 차이가 있었다.

그 다면 실제 해세 감 에 차정된 자들은 어떤 존재 는가. 各郡指掌完文  

11개 군에 기록된 감 은 稅監 13명, 邑稅監 3명, 營稅監 3명으로 총 29명이었

다. 29명의 성분을 모두 악할 수는 없었지만, 확인된 자들을 심으로 어떤 

자들이 수세감 으로 차정되었는지 살펴본다.

龍川郡 稅監에 차정된 자는 金日鉉, 白學曾, 文學詩로 3명이었다. 金日鉉은 

宣川郡의 鄕으로 1895년도 鐵山郡 宣沙鎭 音를 지냈으며,95)95)碧潼郡 乙未

91) 公文編案 13冊, 1895.2. “以本縣石浦金道淵別定監官爲去乎” ; 公文編案 31冊, 

1896.6.18. “本邑人申仁淑으로 差定監官고” ; 訓令編案 1冊(奎17876), 1895. 

“本鎭居金萬禧로 定監擧行”

92) 公文編案 84冊, 1896.5.1. “該監官朱致祥은 本不在本郡고 原居京中이다이온즉” 

; 公文編案 84冊, 1896.6.27. “監官은 京居金俊漢이옵고”

93) 公文編案 4冊, 1894.9.1.

94) 法令集 I, ｢勅令第162號 各郡稅務章程｣, 1895.9.5, 5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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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 結錢 상납까지 담당하 다.
96)96)1894년에는 驛廳主管人이었다.

97)97)白學曾와 文

學詩도 龍川郡 鄕任으로98)98)鄕長을 역임하 다.99)99)白學曾은 세무주사에 선정된 

경력이 있으며,100)100)文學詩는 都 音을 지냈다.101)
101)

郭山郡 稅監 金相禹은 郭山郡 鄕長을 지냈으며,
102)

102)郭山 業學校校監이기도 

하 다.103)103)昌城郡 邑稅監 姜弘默도 昌城郡 鄕長을 지냈고,104)104)역둔토 원으로 

도조 징수를 담당하기도 하 다.105)105)嘉山郡 稅監 邊昌奎은 1890년 明禮宮 

할 博川津頭의 木花都旅閣主人이었다.
106)106)

碧潼郡 邑稅監 金載熙는 碧潼郡 驛土 音이었으며,107)107)沿江稅를 비롯한 各

公錢 상납도 담당하 다.108)108)이후 그는 龍川郡 薪島 蘆坂을 매득하여 蘆草

를 팔아 업하면서
109)

109)매년 內藏院에 200兩을 납세하 는데, 1907년경 세를 

5,000兩으로 인상하자 이는 ‘過半稅納’이라며 1천량으로 감액해  것을 요구

하 다.110)110)金載熙는 蘆坂에서 약 1만량의 이득을 얻는 재력가로 성장하고 있

었던 것이다.

宣川郡 稅監 金景鉉은 상인으로서 宣川郡의 어염선세 세감 외에 義州等五

郡 新闢土 丙申條 稅監을 담당하 으며,111)111)1899년에는 탁지부에 稅錢 5,000량

 95) 各道各郡訴狀 5冊(奎 19164), 1897.10.

 96) 訓令編案 4冊, 1897.6.28.

 97) 驛土所關査員質報存襠 6冊, 1896.11.28.

 98) 平安南北道各郡訴狀 7冊(奎 19159), 1906.5 ; 9冊, 1907.2.

 99) 公文編案 55冊, 1898.10.25.

100) 公文編案 56冊, 1896.8.10.

101) 公文編案 77冊, 1897.1.20.

102) 平安南北道來去案 8冊(奎 17988), 1904.3.5.

103) 平安南北道各郡訴狀 9冊, 1907.3.

104) 訓令照 存案 I, 1899.9.10, (서울 학교규장각 인본, 200면).

105) 訓令照 存案 V, 1903.4.21, 120면.

106) 博川津頭木花都旅閣主人節目 (奎 18288의 11)

107) 驛土所關査員質報存襠 7冊, 1897.9.8.

108) 公文編案 77冊, 1897.2.9.

109) 龍川港案 (奎 17874) 1906.3.15.

110) 平安南北道各郡訴狀 9冊, 1907.1.

111) 驛土所關査員質報存襠 6冊, 1896.11.28. 新闢土 丙申條 稅監의 경우, 원문에는 

金京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郡이 같고 차정한 사 원도 동일하 기 때문에 

어염선세 세감으로 차정된 金景鉉과 동일인으로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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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先納하고 義州郡의 稅를 外劃하여 상업자본으로 활용하기도 하 다.
112)

112)

의주부 하 각군 세감의 경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주부 하 각군 세감의 직업별 분포

직업          성명 金日鉉 白學曾 文學詩 金相禹 姜弘默 邊昌奎 金載熙 金景鉉

鄕         任 ○ ○ ○

鄕         長 ○ ○ ○ ○

稅  務  主  事 ○

驛 廳 主 管 人 ○

          音 ○ ○ ○ ○

租  稅  上 納 ○ ○ ○

都 旅 閣 主 人 ○

商          人 ○

蘆坂所有(刈蘆營業) ○

學  校   校  監 ○

의주부 어염세감으로 차정된 8명 가운데 향임․향장을 지낸 자가 5명이었

고, 그  3명은 역둔토 도조 징수를 담당한 音․派員을 지냈다. 이들 외 3

명도 音이나 都旅閣主人을 지냈고 어염세 외의 조세상납을 담당하기도 하

다. 이들은 鄕長․ 音으로서 도조나 조세징수와 련된 일에 간여하고 있

었던 것이다.

鄕長制는 1896년 8월 지방제도를 개정하면서 제정된 것으로 향장의 역할은 

군수를 보좌하면서 巡校․書記 이하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었다.
113)

113)향장의 자

격조건은 ‘該郡區域內 士民과 吏額을 勿拘하고 聲望과 才諝가 素著한 人으로 

郡守가 選擇하되 該郡 大 民人이 議 投票하여 多數를 從하되 本郡에 入籍

居住한 지 未滿七年한 人은 應選치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114)

114)향장은 군

수를 보좌하는 행정 료이자 지방사회의 재지세력이었다.

마름의 경우도 농상공부나 내장원은 ‘各田畓所在近地에 信實人을 擇야 

112) 公文編案 86冊, 1900.4.21.

113) 法令集 II, ｢勅令 第37號 地方官吏職制｣, 1896.8.4, 125면.

114) 法令集 II, ｢勅令 第44號 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例｣, 1896.8.7,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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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을 置’하도록 하 는데
115)

115)당시 마름으로 차정된 자들은 주로 書記․巡校와 

같은 ․ 직 속과 양반토호들이었다.116)116)의주부에서도 향임, 향장과 같은 

재지세력들이 마름으로 차정되었던 것이다.

해세 징수체계에서 지방 을 신한 징수원으로 상정된 감 에 차정된 자

들은 향장, 역둔토 마름을 지낸 향 사회에서 향력을 행사하 던 재지세력

이었던 것이다.

감 은 징수권을 갖는 지 로 이권의 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둘

러싼 경쟁이 치열하 을 것으로 보여지며, 龍川郡에서는 宣川民이 세감 차정

을 해 ‘鹽稅監差出請錢’을 쓰기도 하 다.117)117)이와 비슷한 경우로 各郡稅務

章程이 시행되면서 세무주사 자리를 두고 儒鄕層과 吏胥層 사이에 경쟁이 치

열하 는데, 정부는 이서층을 배제하고 유향층에서 선임하도록118)하 지만118) 

많은 지역에서 이서층이 세무주사로 임용되고 있었다.119)119)세무주사에 이서층

이 많이 임용되었던 것은 세무주사의 추천권을 군수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의주부 지역에서 보듯이 해세 감 에 이서층이 아닌 향임층이 주

로 선정되었던 것은 세무주사처럼 감 의 추천권을 군수가 갖는 것이 아니라 

앙이나 사 원이 직  차정하 기 때문이었다.

감 에 향임층이 주로 선임되고 있었지만, 金景鉉, 金載熙처럼 商人이거나 

蘆坂 소유자로 노 를 베어 팔아 업하는 자도 감 에 선임되었다. 이런 모

습은 다른 지역에서도 보여진다. 탁지부는 충청남도 비인군 어세를 징수하기 

해 部監 朴敬 를 견하 다.120)120)어세 부감으로 차정되었던 박경회는 충청

남도 서산․태안․결성․서천의 竹田監官으로 차정되기도 하 다.121)121)박경회

는 감  업무를 담당하 지만, 본업은 수원에서 方笠을 제조하여 매하는 方

115) 驛土所關文牒去案 1冊, ｢農商工部驛畓査辦規例｣, 1895.9.28 ; 內藏院各牧章驛

土各屯土各樣稅額捧稅官章程 (奎 20627)

116) 김양식, 2000 근 권력과 토지 , 해남, 197-198면.

117) 農商工部去牒存案 1冊, 1896.10.2 ; 驛土所關文牒來案 4冊(17898의 3), 1896. 

10.29.

118) 公文編案 60冊, 1896.1.14.

119) 세무주사의 차정 실태는 유정 , 1992 앞의 논문, 99-101면 참조.

120) 公文編案 41冊, 1898.6.11.

121)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5冊, 189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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笠物主 다.
122)

122)그는 죽  감 으로 탁지부에 매년 200량을 상납하 는데, 죽

물을 산지에서 作錢하면 100량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죽물을 수원에 

운송하여 1년동안 方笠을 제조하여 매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方笠物主와 竹田監官을 병행하 던 것이다. 본업과 감  업무를 연계

시켜 상업 활동을 확 할 수 있는 재생산 기반을 확보하 던 것이다.

이처럼 향 사회에서 향력을 행사하 던 재지세력 뿐 아니라 외획을 통

해 상업자본으로 활용하거나, 원료 공 지를 확보하려는 상인들도 감 에 차

정되고 있었다.

갑오개 - 한제국 기 탁지부는 군수와 이서층을 배제하면서 향 사회의 

재지세력이나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상인층과 연계하여 해세 징수체계를 

개편하고자 하 던 것이다.

4. 支部 리기의 海稅 徵收體系의 한계와 변화

탁지부․농상공부는 향 사회의 재지세력이나 상인층을 감 으로 차정하여 

해세를 징수하고자 하 지만, 감 을 통한 해세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 다.

1898년 탁지부가 농상공부로부터 징수권을 환속하고 각도에 해세 미납분을 

납부하도록 하 을 때, 라남도는 갑오개  기 결호세 외 京營鎭의 각양 

상납은 철폐한다는 朝令에 따라 1894년 이후 어염선세를 府에서도 郡에 독

하지 않고, 郡에서도 民에게 수쇄하지 않아 지  5년조를 수세할 길이 없다고 

보고하 다.123)123) 라남도 찰부의 보고에 따르면, 라남도는 1894년 이후 府

郡에서 어염선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 도  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농상공부는 잡세  조칙 이후 해세가 제 로 징수되지 않자 어염선세사

검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감 을 견하여 해세를 징수하고자 하 지만, 라

남도에서는 여 히 해세를 된 잡세로 이해하고 있었고 감 조차 견되

122) 忠淸南北道各郡訴狀 1冊(奎 19150), 1900.1.

123) 公文編案 43冊, 189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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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것이다. ‘민-감 - 앙기 ’으로 이어지는 해세 징수체계가 아직 

국 으로 정착되지 못하 던 것이다.

감 의 징수체계가 국 으로 확립되지 못한 문제와 더불어 감 의 남징

이 문제되기도 하 다. 仁川府 永宗鎭 各浦에서는 塩井稅監이 塩井稅 외 口文

까지 징수하여 문제가 되었고,124)124)남양군에서는 감 이 정규 외의 세를 과도

하게 징수하여 민들은 감 을 염민 에서 차정할 것을 요구하 다.125)125)김포

군에서는 감 이 김포군 解事吏와 함께 塩井을 摘奸하 는데 염민들이 염세

가 무 많다며 감액해  것을 요구하자, 탁지부는 京監官의 성명과 그 동안 

濫捧한 수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 다.126)126)감 의 폐단은 농상공부가 차정

한 감 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농상공부는 동 9군의 해세를 징

수하기 해 감  박 식을 견하 는데,127)127)박 식은 1895-97년 3년조 

16,800량을 건몰하 다.128)
128)

간수탈을 방지하기 한 목 으로 감 을 견하 지만, 감 이 남징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감  차정에 해 인천부에서는 각군에 견한 감 의 폐단

이 많다며, 감 신 세무주사가 징수를 담당하게 해  것을129)요구하 다.129) 

남양군에서도 감 을 앙에서 견하든 염민 에서 뽑든 감  자체가 하나

의 폐단이라며, 각 洞任들이 염세를 징수하여 官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환해 

 것을 요구하기도 하 다.130)130)감  견에 해 지방에서는 감 의 폐단을 

이유로 들어 郡에서 직  해세 징수권을 장악하고자 하 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 징수 실 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 다.

124) 公文編案 84冊, 1896.1.14.

125)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1冊, 1896.3.17.

126) 公文編案 84冊, 1896.6.27.

127)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5冊, 1898.9.17.

128)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 5冊, 1898.9.23, 1898.12.22.

129) 公文編案 84冊, 1896.1.6.

130) 公文編案 84冊, 18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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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세 세입 산과 실수입 비교  (단  : 元)

1895년 1896년 1897년 1898년 1899년 1900년

세입 산 3,728 6,732 2,291 3,536 1,447

당해연도실수입 739 6,061 1,618 819 1,447 1,417

기왕년도소속실수입 919 902 1,432 2,503 5,878 4,590

* 출  : 官報 , 1896.1.20, 奏本 I, 143면, 各稅實入一覽表 (奎 17893)

* 兩은 5兩=1元으로 환산함.

* 1896년도 세입 산에서 잡세는 과세총액 가운데 1/3만 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1896년도 세

입 산 3,728元은 鹽船藿稅 55,912兩(11,183원) 가운데 1/3만 반 한 것이다.

탁지부가 해세를 리한 1900년까지 해세의 세입 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당해연도 실수입도 매년 세입 산보다 게 징수되었고, 그 수입액도 

차 감소하 다. 당해연도 실수입은 감소하 지만 기왕년도소속 실수입은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왕년도소속 실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해

년도 해세가 제 로 징수되지 못하 음을 의미한다. 감 을 통해 해세를 징수

하 지만 제 로 징수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기왕년도소속 실수입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 지만, 특히 1899년도부

터 증하 으며 이러한 추세는 190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기왕년도

소속 실수입이 증가한 것은 1898년 6월 해세 징수권을 환속한 탁지부가 

1894-1898년까지의 미납분을 납부하도록 각도에 독 하 던 것이 일정한 효과

를 거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 추세가 1900년까지 유지된 것

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해세의 징수 실 에서 나타나듯이 한제국기 국가 재정은 세입 산보다 

실제 세입이 항상 부족하 다.131)131) 한제국은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타

개하기 해 지방 의 조세 납부를 강제하고자 하 다. 이것의 한 방편으로 

‘解由 典’을 참조하여 ‘稅納勤慢勸懲法’을 만들고자 하 으며,132)132)탁지부에 해

당 규칙을 작성하여 회의에 제출토록 하 다.133)
133)

131) 이윤상, 1996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 의 변화｣, 서울  박사학 논문, 

119면.

132) 各部請議書存案 5冊(奎 17715), 1898.3.24.

133) 各部去照存案 1冊(奎 17242), 189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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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탁지부는 지방 의 조세 납부를 강제할 새로운 解由規則를 請議하

다.134)134)이 請議는 몇 번의 논의를 거쳐,135)135)1899년 6월 28일 法律 第4號 ‘各府

尹牧使郡守解由規則’으로 제정되었다.136)136)解由規則 1條에는 상납해야 할 조세 

항목으로 結戶錢과 鹽船稅를 명시하 고, ‘各郡結戶錢은 隨所捧卽納하여 左

開期限內畢納하되 若有過當未納이면 勿許解由成給할 事’라 하여 解由規則를 

통해 지방 의 조세 납부를 강제하고자 하 다.

지방 에게 결호 과 어염선세의 납부를 강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이 추진되면서 해세의 징수권도 이제 지방 에게 귀속되었

던 것이다. 1900년 7월에는 조칙을 내려 조세 징수와 련된 폐단이 많이 발

생하고 있다며, 按廉使는 소환하고 京外官이라도 牌尺를 가진 자가 있으면 牌

尺를 推納하도록 하고, 督刷官․派員 名色은 모두 토록 하 다.137)137)조세 

징수와 련하여 견되었던 독쇄 , 원을 비롯한 여러 원을 소환 는 

하여 지방 을 심으로 한 조세 징수 정책을 추진하 던 것이다.

1900년의 경우, 세입 산이 이 에 비해 가장 게 책정된 해이기도 하지만 

당해연도 실수입이 세입 산에 가장 근 하게 징수되었고, 기왕연도소속 실수

입도 1899년 수 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1900년도 해세 징수 실 이 높

았던 것은 지방 에게 조세 납부를 강제한 국가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

었기 때문이었다.

지방 을 통한 조세 징수 강화정책은 해세 뿐 아니라 조세 수입 체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체 세입 산의 미납총액에서 기왕년도소속 

실수입의 징수 실 이 1899년은 75.3%, 1900년은 90.3%까지 증가하 다. 그러

나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지 못하고 이후 계속 감소되었다.
138)

138)지방 을 강제

하는 방식은 일시  효과를 거둘 수는 있었지만, 조세 징수 구조의 근본  문

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해세 징수체계에서는 지방 을 배제하고 감 을 견하여 해세를 징수하고

134) 支部來文 3冊(奎 17765), 1898.10.14.

135) 各部請議書存案 11冊, 1898.11.17 ; 起案 3冊(奎 17746), 1899.1.30.

136) 日省 , 1899.5.21 ; 解由規則 (奎 12206), 1899.6.28.

137) 高宗實 권40, 1900.7.19.

138) 미납총액과 기왕년도소속실수입 비교 (단  :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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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 지만, 이러한 시도도 단되고 해세 징수권은 지방 에게 귀속되었다. 

지방 을 신한 징수원으로 감 을 상정하 지만 감 은 정식 원이 아닌 

일시 으로 고용된 형태 기 때문에 지방 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

으로 갖지 못하 다. 지방 을 배제한 해세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감

을 정식 원으로 충원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을 효과 으로 통

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부족하고 

결호세 징수권이 지방 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해세 징수를 해 감 을 정식 

원으로 충원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방 의 반발로 결호세 징수권이 지방 에게 환속되었듯이, 지방

은 앙 원의 해세 사검과 감 의 해세 징수에 여 히 반발하고 있었다. 이

처럼 탁지부의 해세 사검과 징수 정책에 반발하는 지방 을 제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을 배제한 징수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

다. 이에 1899년 6월 한제국은 지방 의 조세 징수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징

수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세 징수권은 지방 에게 귀속되었다.139)
139)

5. 맺음말

갑오개 에서는 조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간수탈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미납총액

(A)
2,600,000 2,000,000 3,578,000 3,069,700 3,300,000 2,770,000 2,000,000 2,857,000 4,651,144

실수액(B) 586,058 1,528,245 1,171,074 2,310,796 3,290,796 2,000,893 1,344,632 926,922 3,688,195

B/A(%) 22.5 76.4 32.7 75.3 99.7 72.2 67.2 32.4 79.3

     출  : 議奏 (奎 17705), 官報 , 奏本 , 歲入歲出總豫算表 (奎 15295), 各

稅實入一覽表 , 歲入實地收捧額 (奎 20275)(이윤상, 1996 앞의 논문, 124면에서 

재인용).

139) 해세 징수권이 지방 에게 귀속되었지만, 1901년 이후 해세 할권이 궁내부와 

내장원으로 이속되면서 해세는 다시 捧稅官과 派員을 심으로 징수되었다. 당

시 황실기 은 해세의 상을 생산물에까지 확 하여 魚鹽과 련된 유통․

업세까지 해세의 범 에 포함하 다. 상업세 부분까지 포 한 해세를 세 과 

원을 심으로 징수하고자 한 황실기 의 징수체계는, 이  탁지부가 지방

을 배제하고 향임층과 상인층을 심으로 해세를 징수하고자 하 던 방향과 궤

를 같이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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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충하기 해 징수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한 징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

다. 이러한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조세 징수권은 지방 에게 환속되었지만, 

그것은 주로 結戶稅와 련된 것이었으며 海稅의 사검․징수는 다른 방향으

로 개되었다.

재정개 을 해 국가 재정 실태를 악하 던 탁지부는 해세 실태를 악

하기 해 갑오개  기에는 지방 을 활용하 다. 그러나 각군의 해세의 조

사 과정에서 세원이 락되었고, 이들 세원은 지방 과 세력가들의 침탈 상

이 되고 있었다.

이에 탁지부는 시찰 원, 농상공부 사 원 등 앙에서 원을 따로 견

하여 해세를 사검하 다. 이들은 해세만을 담한 것은 아니었으며, 各邑의 庖

廚, 箭․藿場․塩田, 金鑛 등 잡세 반을 조사하 다. 농상공부 사 원은 

역토를 조사하기 해 견되었지만, 역토 외에 어염선세 등 잡세 반을 조

사하 던 것이다. 앙에서 견한 원이 해세를 사검하게 되면서 郡은 해세 

사검을 보조하는 치가 되었다.

탁지부가 해세를 리하 던 갑오개 ~ 한제국 기에는 해세를 조사하

기 해 지방 을 활용하거나 앙에서 시찰 원․사 원을 견하 지만, 

그 주된 방향은 지방 을 배제하고 앙에서 원을 견하여 해세를 조사하

는 것이었다. 결호세의 경우에는 징수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하고자 하 지만, 

해세는 사검과정에서도 지방 을 배제하여 앙에서 직  해세를 악․통제

하고자 하 던 것이다.

앙에서 사 원․사검 원을 견하여 해세를 사검하 던 것은 지방

의 간수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행정기구를 분화하고 담당 업무를 세분화․

문화하려는 국가 정책의 반 이었다. 갑오개 을 계기로 행정기구가 분화되

고, 그 업무에 맞게끔 각각의 局이 설치되면서 재정은 탁지부가, 산업 리는 

농상공부가 담당하 다. 산업 리를 농상공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농상공부는 

사 원을 견하여 해세를 비롯한 각종 잡세 반을 사검하 던 것이다.

지방 을 배제하고 앙에서 원을 견하여 해세를 사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 이 발생하기도 하 다. 행정업무가 분화되면서 농상공부가 산

업 리를 담당하 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원이 충원되지 못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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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명-2명이 1府의 역토를 비롯한 여러 세원 반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갑오개 을 계기로 해세와 련한 권한을 박탈당한 지방 이 

해세 사검에 조하지 않아 제약을 받기도 하 다.

해세의 사검과정에서 지방 을 배제하 던 탁지부는 징수 과정에서도 지방

을 배제하고 收稅監官을 견하여 해세를 징수하 다. 결호세 징수권이 지

방 에게 귀속되었지만, 해세 징수체계에서는 지방 을 배제한 ‘민-감 - 앙

기 ’으로 이어지는 징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 던 것이다.

감 을 견하여 해세를 징수하 던 것은 징수과정에서 지방 의 간수탈

을 방지하기 해서 다. 조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간수탈의 원인을 지방

에서 찾고 징수체계를 개편하여 지방 을 배제하고자 하 듯이, 해세의 징

수과정에서도 收稅監官을 차정하여 지방 의 간수탈을 방지하고자 하 던 

것이다.

탁지부는 감 을 견하여 해세를 징수하 지만, 당시 해세 사검은 농상공

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해세의 경우 사검과 징수업무가 하나의 기 에서 통

일 으로 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검과 징수기 이 분리되면서 두 

기 은 서로의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 지만, 해세 리의 통일성

과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사검과 징수가 통합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했다.

사검과 징수가 분리된 리체계에서 1896년 6월 어염선세사검규칙이 제정

되면서 농상공부가 사검과 징수를 통합하여 담당하게 되었고, 농상공부도 감

을 견하여 해세를 징수하 다. 농상공부가 해세를 징수하게 되면서 해세 

징수에 간여하지 않았던 탁지부는 해세가 제 로 징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898년 6월 농상공부로부터 해세 징수권을 되찾아 왔다. 징수권을 환수한 탁

지부도 감 을 통한 해세 징수를 계속 추진하 다.

지방 을 신한 징수원으로 상정된 감 은 해세 할기 이나 사 원이 

직  차정하여 지방 이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 다. 감 에는 경제 ․신분  

제한을 두지 않고 勤實한 자를 차정하도록 하 다.

이러한 해세 감 에 차정된 자들의 성분은 주로 향장, 역둔토 마름을 지내

며 향 사회에서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향임층이었다. 감 에 재지세력인 

향임층이 주로 선임되었지만 외획을 통해 상업자본으로 활용하거나, 원료 공



․ 甲午改革~大韓帝國 初期(1894-1900년) 海稅 査檢과 徵收體系 311

지를 확보하려는 상인들도 감 에 차정되었다. 갑오개 ~ 한제국 기 탁

지부는 해세 징수체계를 개편하여 군수와 이서층을 배제하고 향 사회의 재

지세력인 향임층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상인층과 연계함으로써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 던 것이다.

탁지부․농상공부는 이러한 세력을 기반으로 해세 징수체계를 개편하고자 

하 지만, 감 을 통한 해세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 다. 감 이 

모든 지역에 다 견되지 못해 ‘민-감 - 앙기 ’으로 이어지는 해세 징수체

계가 국 으로 정착되지 못하 으며, 징수 실 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하 다. 탁지부가 해세를 리한 1900년까지의 해세 산은 계속 감소하 으

며 실수입도 매년 세입 산보다 게 징수되었다.

해세뿐 아니라 한제국기 국가 재정은 세입 산보다 실제 세입이 항상 

부족하 다. 이에 무정권은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해 지방

의 조세 납부를 강제하고자 하 다. 이것의 한 방편으로 1899년 6월 28일 

‘各府尹牧使郡守解由規則’을 제정하여 지방 이 상납해야 할 조세 항목으로 결

호 과 어염선세를 명시해 두고 만약 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解由를 成給하지 

못하도록 하 다. 지방 에게 결호 과 어염선세의 납부를 강제하여 국가 재

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이 추진되면서 해세의 징수권은 다시 지방

에게 귀속되었다.

해세 징수체계에서는 지방 을 배제하고 감 을 견하여 해세를 징수하고

자 하 지만, 이러한 시도도 단되고 해세 징수권은 지방 에게 귀속되었다. 

지방 을 신한 징수원으로 감 을 상정하 지만 감 은 정식 원이 아닌 

일시 으로 고용된 형태 기 때문에 지방 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

으로 갖추지 못하 다. 지방 의 반발로 결호세 징수권이 지방 에게 환속되

었듯이, 지방 의 반발을 제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 을 배제한 해세 징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필자 :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경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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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time tax inspection and levy system from 

Kabo Reform to early time of the Great Han 

Empire(1894-1900)

Park, Sung-Joon *

140)

The Ministry of Finance was in charge of maritime tax during Kabo 

Reform and early the Great Han Empire. At that time the central 

government used local officials or dispatched inspectors for the inspection of 

the maritime tax. But the government inspected the maritime tax mainly 

by dispatching inspectors instead of using local officials. 

The Ministry of Finance excluded local officials for the inspection of 

maritime tax. It also excluded the local officials when levying the tax by 

dispatching revenue officials from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he local 

officials from stealing the tax.

The revenue inspectors dispatch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ere 

mainly Hyangim that oppressed the local communities and merchants that 

newly expanded their power.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tried to revise the maritime tax 

levying system based on these powers. 

They tried to exclude the local officials when levying the maritime tax 

by dispatching inspectors from central government. But this system was 

stopped soon returning the right of levying maritime tax to local officials. 

Even though they dispatched inspector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evy 

*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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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tax instead of using local officials, the inspectors weren’t formal 

officials but just temporarily hired persons. So they had not the authority to 

control the local officials systematically. Due to the resistance of local 

officials, the levying right of land-household tax was returned to local 

officials.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maritime tax levying system excluding 

the local officials not controlling the resistance of the local officials. 

Key Words : Kabo Reform, The Great Han Empire, The Ministry of 

Financ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mariti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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