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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궁방양안은 庚子量案과 같은 일반양안에 기 하여 작성하 다. 필
요에 따라 진기 여부나 주인․작인명을 새로 기입하기도 하 으나 체 인 

형식은 일반양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궁방 은 소유지와 수세지가 혼효되어 

있고, 경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궁방양안을 통해 실제의 소유 계를 

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내수사 양안을 통해 궁방양안에 수

록된 토지의 성격과 주기재 방식을 검토하 다. 먼  내수사 토지의 특성을 

고찰한 후 내수사 양안에 수록된 토지의 성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내수사 

양안에 나타난 주기재 방식을 분류하여 검토하 다. 

핵심어: 내수사, 궁방 , 궁방양안, 양안, 작궁둔, 유주민결면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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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시 에는 상당히 많은 宮房田이 존재하 으며, 존하는 宮房量案도 그 수

가 상당하다.1) 궁방양안은 각 궁방에서 토지를 새로 획득하거나 기존의 토지에 

한 재조사가 필요할 때 궁방에서 군 에 의뢰하여 작성하 다. 기본 정보는 庚

子量案과 같은 일반양안에 기 하 으며 필요에 따라 진기 여부나 주인․작인명

을 새로 기입하기도 하 다.2) 체 으로 보면 궁방양안의 기재 양식은 일반 양

안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개별 양안을 놓고 그 내용을 악하려고 하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

다. 이것은 궁방 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궁방

 가운데에는 궁방의 소유지 뿐 아니라 궁방에 소속된 民結에서 수세하는 수세

지도 있으며, 호조로부터 일반 민결의 세를 할 받는 이른바 ‘無土’도 있었다. 이 

 토지가 특정된 소유지와 수세지만이 양안에 수록되었는데, 기재된 내용의 의

미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궁방양안의 내용을 악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난 은 주인과 작인을 

구분하는 것이다. 토지의 주인을 기재한 경자양안의 경우 궁방의 소유 토지와 민

간의 소유 토지가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궁방양안의 경우 주인과 작인을 구분하

지 않거나 궁방의 권리 의식을 반 하여 실제 주인을 작인으로 악한 경우도 있

다. 따라서 주인과 작인을 구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자료를 활용하기 한 제다. 존하는 궁방양

안을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성격을 악하는 것은 기본 인 제가 된

다. 본 논문은 궁방양안의 이해를 해 내수사 양안에 수록된 토지의 성격과 주기

재 방식을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 정조 11년(1787)에 작성된 內 司及各宮房田畓摠結 奴婢摠口都案(奎9823)에 수록된 궁

방 의 규모는 有土免稅地, 無土免稅地, 出稅田畓 등을 포함하여 35,000결 정도로 당시의 

국 총결수 1,444,637결의 2.4%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조 즉 년 궁방의 면세지 

3만결 정도를 한 결과로 정조 즉 년 궁방  이  궁방의 면세지 규모는 약 6만결로 

추산된다. 朴準成, 1994 ｢17․18세기 宮房田의 확 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서
울 학교 국사학과 257면.

 2) 박 순, 2010 ｢조선후기 量案의 작성과 활용｣, 한국문화 51,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20-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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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 양안은 재 확인된 궁방양안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자료

가 남아 있다. 따라서 다른 궁방에 비하여 다양한 사례가 확인될 뿐 아니라 자료

의 시계열성도 뛰어나다. 그 에서도 특히 18세기에는 양안이 집 으로 작성

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토지를 상으로 여러 차례 양안을 작성한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도 주로 18세기 내수사 양안을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

다.

궁방 은 그 성격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궁방 을 분류하여 지칭하는 용어도 매

우 다기하 다. 궁방의 소유권 여부를 기 으로 소유지인 永作宮屯과 수세지인 

民結免稅地로 구분하기도 하 으며, 국가의 입장에서 면세여부를 기 으로 出稅

地와 免稅地로 구분하기도 하 다.  토지의 특정 여부로 有土와 無土로 구분하

기도 하 다. 그 가운데 ‘민결면세’라는 용어는 시기에 따라 궁방에 소속된 민결

면세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무토’를 가리키기도 하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구

자들도 동일한 성격의 토지에 해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 다.3) 그러나 이것

이 혼란을 가 시키는 경우도 있다.

용어 상의 혼란을 정리하는 데에는 숙종  庚子量田 시행 당시에 작성된 量田

謄 의 내용이 지침이 된다. 여기에서는 양안에 궁방 을 기재하는 방식을 규정

하고 있는데, 소유지는 ‘永作宮屯處’, 수세지는 ‘有主民結免稅處’로 지칭하고 있

다.4) 본고에서도 이에 기 하여 ‘永作宮屯’과 ‘有主民結免稅地’로 구분하여 지칭

 3) 궁방 에 소유지, 수세지, 무토면세 등 세 가지 성격의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은 연구자들

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각각의 명칭은 다르게 사용하 다. 박 성은 주로 획득 과정에 주목

하여 매득지․ 수지․민결면세지로 구분하고 이것이 有土와 無土로 분화하여 유토면세지, 
유토출세지, 무토면세지로 변화한 것으로 악하 다. 이 훈은 1895년의 結戶貨法稅則에 

근거하여 제1종 유토, 제2종 유토, 무토로 나 어 악하 는데, 제1종 유토는 宮屯, 매득지, 
작궁둔 등 매득과 개간에 의해 성립된 장토, 제2종 유토는 유토면세지로 수나 사여에 

의해 성립된 토지로 악하 다. 宮嶋博史는 작궁둔, 유토면세, 무토면세로 나 어 악하

다. 사료 상에 등장하는 궁방 의 분류와 성격  연구자들의 이해는 다음  참조. 박
성, 앞의 논문; 이 훈, 1988 朝鮮後期社 經濟史硏究 제3장 宮房田과 衙門屯田의 개과

정과 소유구조;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第二章 李朝時代における收租

權的土地支配の展開過程,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4) 量田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39면 庚子三月十一日 “守全羅道觀察使兼右道均田使

爲相 事 … 諸宮家田畓段 或有自該宮給價買得而免稅  或有無主處永賜牌免稅  或有民結

折受而免稅  … 若是買得 賜牌免稅而永作宮屯處段 改量後一以收租案所付數爲准 以免稅

懸 後 加出剩結 該宮自是定主 以該宮奴名懸主是遣 去免稅二字 屬之應稅民田爲旀 有主民

結免稅處段置 亦以收租案所付數爲准 以該宮免稅懸 後 傍書本主姓名 以別其民田免稅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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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토지가 특정되지 않은 채 세액만을 할 받는 無土는 ‘無土

免稅’로 칭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免稅’는 국가의 입장에서 면세한다는 의미로 

궁방의 입장에서는 收稅를 뜻한다.

본고는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내수사 토지의 집  과정을 

통해 그 특성을 검토할 것이다. 2장에서는 내수사 양안을 심으로 토지의 성격이 

양안 상에 어떻게 반 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내수사 양안에 나

타난 주기재 방식을 분류 검토하여 그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궁방 은 그 성격이 다기할 뿐 아니라 그 경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따라서 궁방 의 성격을 악하기 해서는 경  구조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에 천착하지 못했다. 한 본고는 궁방양안을 검토할 

때 제기되는 의문들을 일거에 해소시킬만한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존하는 내수사 양안을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내수사 토지의 집  과정

조선 왕실의 소유지는 당  고려 왕실의 庄處田과 각종 賜牌田 등을 양도 받은 

것과 태조, 태종 등 국왕의 사유지를 토 로 조성되었다. 이에 더하여 건국 기 

국가 정비 과정에서 각종 寺田과 籍沒田 등도 왕실 소유지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조선 기에 조성된 왕실 토지는 자녀균분상속이 되풀이됨에 따라 지속 으로 재

분배되며 축소되어 갔다. 그 결과 차 소규모로 분산되어 가는 왕실 토지를 안정

으로 유지 리하기 하여 세종 에 內 所를 설치하 다. 내수소는 세조 12

년(1466) 內 司로 개편되었다. 이후 왕실 소유지는 長利를 통한 奪占, 開墾, 買得, 

折受 등 여느 양반 지주경 과 같은 방식으로 확 되어 간 것으로 평가된다.5)

17세기에 이르러 각 궁방에서 궁방 을 확 하는 주된 방식은 折受 다. 수

는 양안 상의 無主地를 찾아 내 소유지로 立案받은 후 개간하여 면세를 받는 방식

이었다. 그러나 수지는 이미 경작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민간과 궁방사이에 

是遣”(  필자).

 5) 李章雨, 1987 ｢조선 기 왕실 소속 토지에 한 일고찰｣, 高麗末․朝鮮初 土地制度史의 

諸問題 서강  인문과학연구소; 梁擇寬, 2007 ｢朝鮮前期 王室의 土地所有와 經營｣, 韓國史

論 53, 서울  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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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 다. 뿐만 아니라 궁방 의 혜택에 편승하려는 

토지소유주들의 投托으로 궁방 이 증가하면서 면세지가 과다하게 확 되는 결

과도 낳았다. 이 때문에 조정 내에서는 궁방 의 폐지나 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논

란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그 와 에도 내수사의 경우는 內奴婢의 復戶와 投托 문제가 주로 거론

되었으며,6) 토지 수와 련된 논의는 상 으로 었다. 물론 내수사 토지 문

제가 언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7) 내수사 노비나 여러 궁가의 수 면세 문제

에 비하면 상 으로 그 비 이 다는 것이다. 

내수사는 성종  이래  논의가 자주 제기 되었으나  주장의 주된 근거

는 내노비나 場 수 등의 문제 다. 이것은 17세기에도 동일하 다. 이로 미루

어 볼 때 내수사는 재정 으로 내노비 身貢에 의존하는 면이 컸으며, 상 으로 

수를 통한 토지 확 에는 극 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8)

내수사 토지의 연원은 양안의 서명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존

하는 궁방양안에는 內題나 表題에 토지의 획득 경 를 기재한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재 확인된 791건의 궁방양안을 통해 확인되는 궁방 의 획득 방법은 

築筒․築堰 등의 개간, 買得, 移屬, 折受, 賜 ․賜牌, 無後奴婢의 記上 등 다양하

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수사는 여타 궁방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축통․축언 등 개간이나 매득, 이속은 내수사와 여타 궁방에서 공통 으로 나

타난다. 매득은 특히 후궁방, 군․군방, 공주․옹주방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

는데, 이것은 乙亥定式 이후 신설 궁방에 토지를 折受하는 신 값을 지불하여 토

 6) 효종실록 권10, 효종 4년 1월 6일(계유) “前領議政李景奭應旨上箚曰 … 內 之陳告投托 宮

家之折受立案 爲弊極矣 多矣”

 7) 효종실록 권9, 효종 3년 11월 13일(신사) “前判書趙絅在抱川 應旨上疏曰 內 司所屬田土 

分明案付膏膄  非不足 而何故侵奪疑似民田 使居其旁新 之民 撤屋而流離乎”

 8) 내수사각방 상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조 17년(1793) 내수사의 총수입은 71,200여 냥, 
이  내노비의 신공은 30,000여 냥으로 추산된다. 내노비의 신공은 원래 노 2필, 비 1필을 

걷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 50년(1774)부터는 노에게만 1필을 징수하 기 때문에 이 때를 

기 으로 내노비의 신공 수입이 크게 어들었다. 한 내수사 토지는 정조 즉  후에 원래

의 3배 정도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작궁둔이 증가하면서 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 다. 
따라서 정조 즉  이  내수사 수입에서는 내수사각방 상책에 비하여 내노비 신공의 비

이 훨씬 높고 토지 수입의 비 은 극히 낮았다. 내수사각방 상책의 분석은 정동훈, ｢18
세기 말 內奴婢의 身貢 부담｣(미발표 원고) 참조. 정조  이후 내수사 토지의 증가에 해서

는 아래에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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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방명  
연원 開墾 記上 買得 移屬 賜 折受 기타 미상 합계

內 司

明禮宮

龍洞宮

壽進宮

於義宮

後宮房

大君․君房

公主․翁主房

기타

12
22
13
9
5
19
　

15
6

41
　

　

　

1
　

1
　

2

3
9
7
7
2

43
9

15
3

18
1
3
6
2
9
2
4
1

　

　

　

　

　

3
2
2
　

1
13
9
5
4

20
4

10
　

3
　

1
1
　

3
1
1
　

125
65
45
41
16
82
19
7
18

203
110
78
69
30

179
38
54
30

합계 101 45 98 46 7 66 10 418 791

<표 1> 궁방양안을 통해 본 궁방 의 연원(단 : 건) 

지를 매득하게 한 給價買得制를 시행하 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수․사여의 

경우 여타 궁방에서는 일반 으로 나타나지만 내수사의 경우에는 한 사례만 확인

되어 내수사의 경우 수의 비 이 낮았던 것으로 악된다.

신 내수사에서는 다른 궁방에서는 가 드문 내노비의 記上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기상은 후손이 없는 노비가 그 재산을 주인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노비의 숫자가 많을수록 기상 답도 늘어나게 된다. 국에 산재한 내노비의 숫

자를 감안하면 내수사에 기상된 답이 상당하 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정조 

11년(1787)에 작성된 內 司及各宮房田畓摠結 奴婢摠口都案에 수록된 내노비

의 숫자는 3,900여 구에 이른다.

이와 련하여 내수사 양안의 표지에 ‘無后’라고 기재한 경우가 많다는 이 주

목된다. ‘무후’ 기재는 숙종 3년(1677)에서 정조 7년(1783) 사이에 작성된 내수사 

양안 67건에서 확인된다. 이  평안도 양안 15건은 모두 무후노비 기상 답의 양

안이며, 라도는 1건이 기상 답이며, 나머지 41건은 연원을 알 수 없다. 만약 평

안도의 와 같이 ‘무후’ 기재가 무후노비의 기상 답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내수

사 토지의 상당부분은 기상 답을 통해 획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수사 토지 에는 다른 궁방이나 아문에서 이속된 토지가 많았다는 것도 

요한 특징이다. 이는 양안뿐만 아니라 연 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먼  

조 31년(1755) 儲慶宮, 정조 2년(1778) 延祜宮 토지가 園을 계기로 내수사에 이

속되었다.9)  정조 즉 년에는 大嬪房(숙종 후궁 희빈장씨), 明善公主房․明惠公



內 司 양안에 수록된 토지의 성격과 主 기재 방식 37

主房( 종의 딸) 등 代盡한 궁방이 된 후10) 그 토지의 상당 부분이 내수사로 

이속되었으며,11) 정조 원년에는 暎嬪房의 수 면세 토지가 量內漏卜이라는 이유

로 출세지로 환되면서 소유권이 내수사로 이속되었다.12) 재 이 토지의 양안

들도 상당수 남아 있다.

이상 양안을 통해 확인되는 내수사 토지의 연원을 보면 다른 궁방과 마찬가지

로 개간이나 매득을 통한 경우도 있으나 내노비의 토지 기상, 정조  여타 궁방으

로부터의 이속이 큰 비 을 차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타 궁방과 달

리 수를 받은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내수사 토지의 체 규모는 정조 11년(1787)에 작성된 內 司及各宮房田畓摠

結 奴婢摠口都案(이하 ‘도안’으로 약칭함)을 통해 확인된다. 이 책에는 有土免

稅, 無土免稅, 出稅, 寺位免稅, 柴場․郊草坪 등 내수사 소속 토지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  사찰에서 수세하는 寺位免稅地와 隨起收稅하는 火田과 柴場 등 결부

수가 악되지 않은 기타 지목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유래와 그 규모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9) 승정원일기 조 31년 6월 5일(정미) “上命書傳曰 儲慶宮前日田畓中 園所位田 戶判日後入

侍時 酌量定給 其餘及奴婢 屬之內司”; 승정원일기 정조 2년 6월 11일(기해) “徐有防 以戶

曹 啓曰 延祐宮 今已 園 本宮免稅田畓一千二百四十一結一負四束 依法式 今年爲始 出稅

上納之意 分付各道 何如 傳曰 允”

10) 정조실록 권1, 정조 즉 년 4월 10일(신해) “査正諸宮房冒受免稅田結 … 敎曰 代盡宮房 依

戶判所奏 還出稅 溫嬪․安嬪․明善․明惠公主․寧嬪․貴人․䄙嬪․昭 ․張貴人房田結 

竝還屬戶曹 有子孫外祠版 竝入壽進宮 而所罷宮家折受奴婢第宅 亦令戶曹及內 司 査出以聞 

至於大嬪房 旣有奉常寺祭物 以時享祀 又有次知中官 不必更置宮房 田結一體還屬 其他擧行 

亦遵出稅他宮房例事 令該曹該司知悉 四宮及諸宮之別判付賜 外 法外加受處 丙戌以後以未

準給 無判付受出  竝査實草記 還出稅”

11)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5월 2일 “申禁內 司無得直關外邑 先是 嶺南御史有 河東官屯 

一土兩稅  事下本道 慶尙監司李祖源狀啓  此土本明善宮屯土 丙申罷宮 移屬內 司 而結

卜則入戶曹 其後內司移牒戶曹 嚴辭發關 一從高摠徵稅 民多散亡 土無起墾 … 敎曰 自今隨起

收稅 一從民願 因此思之 直關之弊 自有禁令 詳載於大典通編 而內司尤 外司自別 所 句管

 次知中官也 名以官員  書題 流也 雖於京司文簿 以書題爲之 故皆用牒呈 元無通關 況外

邑乎 近來若行關於外邑 不但大是越法 又或直關則其罪當如何 此後若有一毫犯科之弊 則先自

內 司重治 當該次知中使決杖定配 行首官吏亦當刑配 以此嚴飭各司 冒犯官員 亦當一依法典

重勘”

12) 승정원일기 정조 원년 5월 15일(기묘) “義烈宮折受金海․星州․慶州等三邑田土量內量外 

更令査啓矣 該道狀聞 日昨來到 而此俱是量內漏卜査得  非量外加耕云 旣非量外 不可仍置 

竝還屬公家爲宜 敢此仰達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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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구분 유토면세질 무토면세질 출세 답질 합계 비고13)

內 司

儲慶宮 이래

231.308
179.407

622.000
100.000

43.517 896.825
278.407

기타 5곳

정조  

移屬

貴人房 이래

寧嬪房 이래

大嬪房 이래

䄙嬪房 이래

明善公主房 이래

明惠公主房 이래

昭 房 이래

延祜宮 이래

暎嬪房 이래

　

　

　

　

　

　

　

　

　

　　

　　

　　

　　

　　

　　

　　

　　

　　

393.315
58.472

669.553
560.760
329.209
152.117
50.681

240.098
102.430

393.315
58.472
669.553
560.760
329.209
152.117
50.681
240.098
102.430

　

　

기타 2곳
기타 1곳
기타 3곳
기타 2곳
　

기타 9곳
　

소계 　 　 2,556.635 2,556.635 　

합계 410.715 722.000 2,600.152 3732.867 기타 22곳

출 : 內 司及各宮房田畓摠結 奴婢摠口都案(奎9823).

<표 2> 내수사 토지의 유래와 성격(단 : 結)

이 책에 정리된 내수사 토지는 모두 3,732결 86부 7속이다.14) 이  본래부터 내

수사의 토지 던 곳은 896결 82부 5속으로 체의 1/4 정도에 불과하 다. 그리고 

경궁을 제외한 9개 궁방의 토지는 정조 즉  후에 이속된 것으로 정조 즉  당

시의 내수사 토지는 1,176결 23부 2속이 된다.

정조  반의 상황을 반 한 탁지지에 수록된 내수사 면세지의 규모는 이보

다 약간 많은 1,390결 62부이다. 그러나 수진궁의 3,720결, 의열궁의 3,053결, 용동

궁의 1,898결, 명례궁의 1,688결에 비하면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15) 따라서 내

수사 토지는 정조  된 궁방의 토지가 이속되면서 격히 불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기타는 柴場, 場, 郊草坪, 菜田, 栗園 등 處로 표시된 곳이다.

14) 도이상에 수록된 내수사 토지는 체 3,876결 18부 5속으로 본문의 합계보다 143결 31부 8속
이 더 많다. 본문은 무토면세, 유토면세, 출세로 나뉘어 있으나 도이상은 무토면세, 유토면

세, 草坪, 火田, 출세, 加火田 등으로 항목을 세분하여 차이가 나는 직 인 이유를 악하

기는 어렵다. 다만 본문에는 日耕으로 기재된 火田이 도이상에는 137결 7부 7속으로 나타나 

도이상에서 화  등의 결부수를 악한 것이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악된다. 

15)  支志 外篇 版籍司 14면 諸宮房免稅總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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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내수사 토지는 다른 궁방에서 이속된 토지와 여러 면에서 비되는 측

면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내수사 토지는 부분이 유토면세지인데 비하여 다른 

궁방에서 이속된 토지는 출세지로 소유지인 작궁둔에 해당된다는 이다.

유토면세지 에는 작궁둔과 유주민결면세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사의 유토면세지 에도 일부 작궁둔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토면세지의 결부 수 자체가 410결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내수사 

토지  작궁둔은 매우 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궁방의 토지가 이속되면

서 내수사는 토지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규모의 소유지도 확보하게 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지인 작궁둔은 지 를 수취하는 토지로 속 에 

규정된 수취량은 조 200두로 유주민결면세지의 수취량 조 23두와는 격한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정조 즉 년 궁방 의 이속을 통해 내수사의 토지 수입도 크게 

증 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원래의 내수사 토지와 이속 토지는 군 별로 소재한 토지 규모 면에서도 차이

를 보인다. 도안에 수록된 출세지와 유토면세지 175건의 규모를 보면 원래의 내

수사 토지는 3결 이하가 체의 62.3%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이속 토지는 17.3%

만이 3결 이하이다.  내수사의 10결 이상 토지는 7.8%에 그치지만 이속 토지는 

42.9%가 10결 이상이다. 즉, 원래의 내수사 토지는 이속 토지에 비하여 그 규모가 

극히 세하 다.

이속 토지가 규모인 것은 각 궁방에서 수를 통해 한 지역에 규모 토지를 

확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명례궁 등 여타 궁방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내수사 토지가 소규모로 분산된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내노비의 기상 답이나 역  죄인의 몰 답 등 개인의 

私有地가 유입된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래의 내수사 토지와 이속 토지는 분포 지역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음의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의 내수사 토지는 라도에 집 되어 있으며, 이속 토지에 

비해 평안도 토지의 비율도 높다. 이와 달리 이속 토지는 경기도에 집 된 경향을 

보이며, 라도에도 많은 건수의 토지가 있으나 내수사에 비하면 비 이 낮다. 숙

종-정조에 작성된 내수사 라도 양안 70건  52건의 표지에 ‘無后’라는 기재가 

있는 것을 보면 라도에 내수사 토지가 많았던 것은 내노비의 기상 답이 많았

던 것과 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역별 토지의 결부 수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인다. 내수사 토지의 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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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

결부수
내수사 타 궁방 이래 합계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

21
16
11
5
6
4
3
1
1
3
6

27.3%
20.8%
14.3%
6.5%
7.8%
5.2%
3.9%
1.3%
1.3%
3.9%
7.8%

2
7
8
5
6
7
8
4
7
2

42

2.0%
7.1%
8.2%
5.1%
6.1%
7.1%
8.2%
4.1%
7.1%
2.0%

42.9%

23
23
19
10
12
11
11
5
8
5

48

13.1%
13.1%
10.9%
5.7%
6.9%
6.3%
6.3%
2.9%
4.6%
2.9%

27.4%

합계 77 100.0% 98 100.0% 175 100.0%

<표 3> 도안에 수록된 내수사 토지의 연원별 토지 규모 황(건) 

      　연원

결부수
내수사 타 궁방 이래 합계

경기도

경상도

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10
12
32
3

16
　

4

13.0%
15.6%
41.6%
3.9%
20.8%
　

5.2%

40
9

17
9
9
1

13

40.8%
9.2%

17.3%
9.2%
9.2%
1.0%

13.3%

50
21
49
12
25
1
17

28.6%
12.0%
28.0%
6.9%

14.3%
0.6%
9.7%

합계 77 100.0% 98 100.0% 175 100.0%

<표 4> 도안에 수록된 내수사 토지의 연원별 건수 황(건) 

결부수는 체 으로 토지 건수에 상응하는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이속 토지는 

40건의 토지가 있던 경기도보다 17건이 있던 라도 토지가 압도 으로 많다. 이

것은 라도에 규모의 작궁둔이 집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6) 그 결과 32건

16) 궁방 이 라도에 집 된 것은 모든 궁방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도안에 따

르면 라도의 궁방 은 12,013결로 체 궁방  33,921결의 35.4%를 차지한다. 무토는 

7,203결(33.3%), 유토면세는 3,468결(35.7%), 출세지는 1,342결(51.8%)에 이른다. 趙暎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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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

결부수
내수사 타 궁방 이래 합계

경기도

경상도

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46.755
18.672

112.396
7.5400
46.258
　

43.204

17.0%
6.8%

40.9%
2.7%

16.8%
　

15.7%

347.689
291.426

1421.354
138.305
284.062
26.113
227.093

12.7%
10.7%
51.9%
5.1%
10.4%
1.0%
8.3%

394.444
310.098
1533.750
145.845
330.320
26.113

270.297

13.1%
10.3%
50.9%
4.8%

11.0%
0.9%
9.0%

합계 274.825 100.0% 2736.042 100.0% 3010.867 100.0%

<표 5> 도안에 수록된 내수사 토지의 연원별 결부수 황(건) 

인 라도 내수사 토지는 112결에 불과하지만 17건인 이속 토지는 1,421결로 10배 

이상이나 된다. 내수사 토지는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었던 반면 이속 

토지는 소수 지역에 규모로 집 되어 있었던 것이다. 

평안도의 경우는 라도와는 다소 양상을 보인다. 평안도 토지는 원래의 내수

사 토지 16건, 이속 토지 9건이 있었는데, 결부수에서는 내수사 토지가 46결, 이속 

토지가 284결로 이속 토지가 더 많다. 하지만 체 토지나 라도 소재 토지가 10

배의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하면 그 차이는 작은 편이다. 도안에 수록된 평안도의 

궁방 은 유토면세 336결, 출세결 283결 합 619결로 체 궁방 의 1.8%를 차지

할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내수사 토지는 다른 궁방에 비하여 평안도의 비 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평안도에 내노비의 기상 답이 다수 존재하

고 있었다는 사실과 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11년(1787) 도안을 통해서는 정조  반 궁방의 와 이속으로 내수

사에 작궁둔이 유입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속 토지를 제외한 

원래의 내수사 토지는 소규모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그 에서도 라

도와 평안도에 소재한 토지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내수사 

토지  내노비의 기상 답이 많았다는 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

다.

도안은 면세지와 출세지를 아우르는 내수사 토지의 체 규모를 보여 다. 

2008, ｢19世紀 王室財政의 運營實態와 變化樣相｣, 서울 학교 경제학부 박사학 논문, 78쪽 

<표 2-7>  83쪽 <표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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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무토면세결 유토면세결 합계 출

1787
1807
1814
1824
1854
1860
1874
1880
1884
1895

722
2,119
2,118
2,118
2,058
1,923
1,518
1,773
903

2,083

410
1,678
1,592
1,592
1,845
1,828
1,778
2,069
1,777
2,069

1,132
3,797
3,710
3,710
3,903
3,751
3,296
3,842
2,680
4,152

도안
萬機要覽
 支田賦攷(규 5740)
〃

탁지 부고(규5173)
비변사등록 철종 11년 3월 5일
탁지 부고(규2940)
內國歲出入表
탁지 부고(규2939)
結戶貨法稅則

<표 6> 내수사 면세지의 규모 변동(結)

그러나 이후에는 출세지에 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며, 만기요람, 탁지 부

고 등을 통해 면세지의 추이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이

다.17)

이를 보면 내수사의 면세 은 도안(1787)과 만기요람(1807) 사이의 20년 만

에 1,132결에서 3,797결로 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무토면세결은 722결에

서 2,119결로, 유토면세결은 410결에서 1,678결로 늘어났다. 이후에는 다소의 증

감이 있기는 하지만 고종 까지도 이 시기와 같은 큰 증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

난다.

항목별 증감 상황은 내수사각방 상책(이하 상책으로 약칭)을 통해 일부나

마 그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1,397결이 증가한 무토면세결은 정조 16년

(1792)에 양지, 용인, 이천 등지에서 최소 90결이 증가하 고, 순조 4년(1804)까지 

다시 음죽의 60결이 늘어난 것이  상책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례를 제외

하면  상책에서 확인되는 정조 17년(1793)과 만기요람이 작성된 순조 7년

(1807)의 군 별 항목별 면세액수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증감이 없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안과 만기요람 사이의 무토면세결 증가분은 

도안이 작성된 직후에 증치되었거나 그 이 에 설치되었으나 도안에 락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무토 증가분의 부분은 정조  반에 증치되었던 것이

17) 도안  조 , 의 논문, 235-238쪽 <부표 2>  <부표 3>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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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0 + 신설 합계

0
0-1결
1-5결

5-10결
10결 이상

　

18
6
　

　

39
　

　

　

　

　

5
1
　

4

　

2
1
1
18

39
25
8
1

22

합계 24 39 10 22 95

<표 7> 도안과 탁지 부고(1814)의 유토면세지 결부수 변동 황(군 수) 

다.

유토면세지는 도안과 만기요람 사이에 1,268결이 증가하 다. 군 별 결부

수가 확인되는 도안과 순조 14년(1814)에 작성된 탁지 부고를 비교해보면 
도안에는 73개 군 , 탁지 부고에는 95개 군 에 유토면세지가 존재하여 그 

사이에 22개 군 에 유토면세지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도안에 수록된 73개 군 의 토지 결부수를 탁지 부고와 비교해보면 

39개 군 은  변함이 없었고, 23개 군 도 진기에 따라 1결 이하의 변동이 있

었을 뿐이며, 단지 4개 군 에서만 10결 이상의 변동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유토면세지는 부분 거의 변함없이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18) 신 10결 이상의 

규모 토지 18곳이 새로 유토면세지로 편입되어 이것이 증가의 주원인이 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를 고찰하기 하여 도안과 탁지 부고 사이에 10결 이

상의 토지가 증가한 지역을 뽑아  상책에서 그 사유를 추 해 보았다. 

<표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수사 토지는 일시에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I. 

곡산-부안은 도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직후인 정조 15년(1791)~정조 17년

(1793)의  상책에 이미 등장하는 토지다. 그 에는 새로 면세지가 된 경우(나

주)나 매득한 경우(부안)도 있으나 加火田이나 蘆田, 柴場 등도 포함되어 새로운 

18) 도안 상의 유토면세지가 순조 14년(1814)까지 소멸되거나 무토면세지로 환된 경우는 극

히 일부에 불과하다. 소멸한 경우는 라도 장흥 1결 87부 6속, 창원 2결 53부 4속, 개천 36부 

8속이 확인되며, 유토면세지에서 무토면세지로 환한 경우는 라도 무주의 1결 47부 4속
만이 확인된다. 하는 탁지 부고 4종을 비교해 보면 군 별 유토면세지의 결부수는 

큰 변화없이 19세기 후반까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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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군

도안

(1787)
결부수

상책

(1791-1793)
내노비 상책

(1804, 1806)

탁지 부고

(1814)
결부수

I

1 곡산 1건(가화 ), 15냥 앞과 동일 14.280 

2 나주

1건(신면세),
황조 150석

혹은 거핵 650근
앞과 동일 157.683 

3 산 1건, 90냥 앞과 동일 187.580 

4 주 1건(가화 ), 254냥 앞과 동일 11.488 

5 함종 2건(노  포함), 90냥 앞과 동일 60.000 

6 주 1건, 9냥 앞과 동일 10.019 

7 괴산 시장 1건(가화 ), 40냥 1건, 50냥 48.611 

8 부안
1건(신매득, 부안 고부),

397석 8두 7승
x 73.748 

Ⅱ

1 가평 x 1건, 200냥 1건, 211.1냥 30.046 

2 옹진 x 1건, 339냥 1건, 339냥 61.632 

3 지평 시장 x 1건, 200냥 2건, 801냥 179.396 

4 고부 1건, 26냥 1건, 88냥 2건, 114냥 12.330 

5 김포 3.21 5건, 84.9냥 1건, 100냥 4건, 100냥 50.990 

6 박천 2건, 123.6냥 1건, 954냥 3건, 1778.1냥 46.180 

7 장흥 1.876 4건, 1088냥 2건, 4242냥 2건, 4242냥 x

8 정주 2건, 410냥 1건, 783.1냥 2건, 1688.29냥 25.009 

9 진 30.3 5건, 64.4냥 1건, 351냥 6건, 407.4냥 64.256 

10 한성부 채  1건 1건, 0.3냥 3건, 271냥 4건, 271.3냥 x

Ⅲ

1 고양 12.7 4건, 7냥 6건, 89.6냥 27.180 

2 장연 1건, 140냥 3건, 159.6냥 17.042 

3 황주
3건, 340냥 

거핵 70근
4건, 350냥 

거핵 70근
113.390 

Ⅳ
1 x x 17.858 

2 평 x x 15.111 

<표 8> 도안과 탁지 부고(1814) 사이의 유토면세지 증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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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확보하여 수입원을 늘려갔음을 알 수 있다. 이  나주나 주는 각각 157

결, 187결에 이르는 규모 토지다. 따라서 이미 정조 에 규모로 내수사 토지

를 집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토지는 도안 작성 직후에 새로 획득

한 것일 수도 있으나 도안에서 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Ⅱ. 가평-한성부는 내수사 노비의  후 재정을 보 하기 한 給代

로 지 된 토지다.  액수는 88냥에서 4,242냥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총액은 

8,000여 냥에 이른다. 탁지 부고의 토지 결수와 비교해 보면 결당 수취액수가 

상당히 높아 이 토지들은 소유권이 지 된 작궁둔이었던 것으로 단된다.

한편 Ⅲ. 고양-황주는 정조 15년(1791)~정조 17년(1793)의 상책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후에 다시 그 액수가 다시 증가한 곳이며, Ⅳ. - 평은 순조 에 신

설된 곳이다. 이를 통해 순조  반에도 꾸 히 유토면세지가 확 되고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도안과 만기요람, 탁지 부고,  상책을 검토한 결과 유토면세지

는 정조 와 순조  반에 집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내노비 

에 따라 조로 지 된 토지를 제외한 실질 인 증가는 정조 에 집 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악된다.

내수사 재정은 16세기 이래 내노비의 신공을 심으로 운 되었으며, 토지의 

비 은 낮았다. 하지만 정조 에 이르러 된 궁방의 토지를 이속시키고 매득, 

개간을 통해 작궁둔을 확충하는 한편 면세지도 확 하여 토지 수입을 늘려갔

다. 아울러 내수사 노비가 된 후에는 8,000냥을 수취할 수 있는 토지가  

재원으로 충원되었다. 이에 따라 정조  이후 내수사 재정에서 토지 수입의 비

도 격히 높아졌다. 이것은 역으로 조 까지 내수사 재정에서 토지 수입이 차

지하는 비 이 극히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는 내수사 양안에 수록된 토

지가 극히 소규모인 것과도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내수사 양안과 토지의 성격

1) 내수사 양안의 황

재 확인된 궁방양안은 모두 791건에 이른다. 작성 시기는 18세기가 406건으



46 奎 章 閣  37

궁방명  시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합계

內 司

明禮宮

龍洞宮

壽進宮

於義宮

後宮房

大君․君房

公主․翁主房

기타

25
17
20
20
9

14
4

19
1

129
39
30
28
13
105
16
24
22

23
47
23
16
3
44
9
11
5

19
　

　

　

　

6
8
　

1

7
7
5
5
5

10
1
　

1

203
110
78
69
30

179
38
54
30

합계 129 406 181 34 41 791

<표 9> 궁방양안의 궁방별․작성 시기별 황(건)

로 체의 51.1%를 차지한다. 18세기 양안이 집 으로 남아 있는 것은 숙종․

조․정조 에 걸친 여러 차례의 궁방  개  조치로 다수의 궁방양안이 작성되

었다는 과 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궁방별로는 내수사 양안이 가장 많은 203건으로 체의 26%를 차지하는데, 다

른 궁방 과 함께 작성되어 기타로 분류한 것까지 포함하면 205건이 된다. 내수사 

양안의 경우 18세기에 집 된 경향이 더욱 강하여 내수사 토지가 포함된 체 

205건의 양안  130건, 63.4%가 18세기에 작성되었다. 

왕 별로 내수사 양안이 존하는 건수를 보면 숙종  52건, 조  53건, 정조

 48건으로 세 왕 에 작성된 양안이 집 으로 남아 있다. 토지의 소재지별로

는 라도 양안이 75건으로 압도 으로 많으며, 경상도, 경기도, 평안도 양안도 비

이 높다. 도안에 수록된 내수사 토지는 라도에 50.9%가 집 되어 있고, 세 

도에도 10~13%가량이 존재하 다는 에 비추어 보면 존 양안의 건수와 토지 

분포는 상당히 한 계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왕 별로 나 어 보면 숙종 에는 경상도․평안도․ 라도, 조 에

는 라도, 정조 에는 라도․경기도 양안이 집 으로 남아 있어서 다른 경

향을 보인다. 특히 조  내수사 양안 53건  39건이 라도 양안이라는 은 

에 띈다. 이처럼 시기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내수사 양안의 작성 이

유와도 한 련이 있다. 

숙종 에는 우선 내노비의 記上田畓에 한 양안이 많다는 것이 주목된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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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 왕 숙종 경종 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한제국 미상 합계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

　

1
18
12
4

13
4

　

　

1
　

1
　

　

1
3
1

39
3
3
3

　

12
7

19
　

8
2

　

5
1
2
　

1
　

　

2
　

　

　

　

　

　

1
　

　

　

3
3

　

2
1
2
　

　

　

　

2
5
1
11
1
　

　

3
1
　

3
　

　

1
31
35
75
22
29
12

합계 52 2 53 48 9 2 7 5 20 7 205

<표 10> 內 司 양안의 지역별․작성시기별 황(건) 

종  양안 53건  25건이 기상 답의 양안이다. 재 내수사 양안  기상 답 

양안이 41건이라는 에 비추어 보아도 숙종 의 비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경종  1건, 조  12건, 정조  2건이 더 만들어졌을 뿐이다.

조 31년(1755) 內侍奴婢減貢事目에 수록된 내수사 소속 納貢內奴婢의 숫자는 

3,684구이며, 도안에 수록된 숫자는 3,900 여 구 다. 하지만 순조 1년(1801) 내

노비 에서 알 수 있듯이 내수사 재정에서 내노비 신공이 차지하는 비 은 

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내노비 기상 답의 양안이 사라져가는 양상은 이런 추세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숙종  내노비 기상 답 양안 25건 에서는 평안도 양안이 13건으로 가장 많

은 수를 차지한다. 체 기상 답 양안 41건 에도 평안도가 18건으로 평안도 지

역에 기상 답 양안이 많이 남아 있다. 도안에 수록된 내수사 노비의 숫자는 함

경도가 1,243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평안도 1,062구, 황해도 861구 순이다.19) 

이런 가운데 유독 평안도 지역의 기상 답 양안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주목된

다.

한편 숙종  경상도 내수사 양안의 경우 기상 답양안은 4건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신 숙종 38년(1712)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內 司 推刷官이 경상도 比

安, 泗川, 星州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내수사 답을 조사하여 작성한 양안

이 8건이나 남아 있다. 아마도 노비 추쇄 을 견하면서 내수사 토지의 개타량을 

19) 도안에 수록된 내수사 노비의 숫자는 본문 3,976구, 도이상 3,941구로 차이가 있으며, 도별 

口數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도이상을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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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양안에서 내수사 토지는 모두 內 司屯田畓으로 악

되어 있다. 

조 에는 체 53건  39건이 라도 양안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18건은 

조 15․16년(1739․1740), 13건은 조 21․22년(1745․1746)에 내수사 원을 

견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시기는 경자양  이후 라도의 陳田을 재조사한 시기 다. 조 15년 8월에

는 兩湖지역에 진 이 많아 특히 진 이 많은 읍을 수령이 改量하 다.20)  조 

21년 5월에는 湖南審理使의 啓請에 따라 라도 각 읍의 陳田을 타량하 다.21) 진

조사는 조 32년(1756)까지 14개 읍에서 시행되었다. 그 결과 査陳量案이 작성

되었는데, 이에 짝하여 내수사 양안도 다시 작성되었다. 하는 조  내수사 

양안  라도 29건과 충청도 2건이 모두 두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특히 담양, 

옥과, 장성, 정읍 등 4개 읍은 두 시기의 양안이 함께 남아 있다.22)

정조  내수사 양안은 모두 48건인데, 이  34건이 정조 7년(1783)에 작성되었

다. 이러한 양상은 내수사 뿐 아니라 다른 궁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정조  궁

방양안 94건  51건이 이해에 작성되었다. 도별 분포 상황은 다른 시기에 비해 

특정 지역에 집 된 경향은 약하며 내수사 토지의 소재 여부와 보다 한 상

계가 있다.

이 해에 작성된 양안 34건  12건에는 ‘陳起區別成冊’, ‘陳實區別成冊’ 등과 같

은 제목이 붙어 있다.23) 이와 같은 제목은 숙종  이래로 간간이 보이지만 이 해

에 보다 집 으로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주로 陳起 여부를 집 으로 

악하여 양안을 작성한 것으로 단된다. 이것은 조  이래 陳田 조사의 연장선

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조 의 조사가 라도 지역에 집 된 데 비하여 

이 때에는 국에 걸쳐 인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4년 뒤인 정조 11년(1787)에는 도안이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궁방별로 나

어 지역별로 보유한 有土免稅地, 無土免稅地, 出稅田畓  노비의 숫자가 정리

20) 비변사등록 105책, 조 15년 8월 1일.

21) 비변사등록 113책, 조 21년 5월 16일, 5월 30일.

22) 18세기 査陳量田의 시행에 해서는 왕 종, 2001, ｢18세기 후반 양 의 변화와 ‘시주(時主)’
의 성격―충청도 회인 (懷仁縣) 사례를 심으로―｣, 역사와 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17-222면 참조.

23) 全羅道 陽縣所在內 司田畓打量陳起區別成冊(奎18468)이 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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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따라서 정조 7년(1783)의 양안 작성은 이 책의 작성과 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궁방양안은 개 토지를 획득한 후 작성하고 이후에는 양  등과 같은 변동이 

발생하거나 재조사가 필요할 때 궁방에서 군 에 요청하여 작성하 다. 따라서 

작성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작성 횟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 가운데 

18세기 내수사 양안이 집 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 시기 내수사의 토지 리나 

국가의 궁방  정책과 한 련을 맺고 있는 것이었다.

내수사 토지의 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도안이다. 이 책의 

내수사 조항에는 군 별로 유토면세, 출세, 무토로 나 어 결부수를 기록하 으

며, 이속된 토지는 이속 궁방도 함께 기록하 다. 이 책에서 개별 항목으로 악

된 토지는 양안의 작성 단 이기도 하 는데, 모두 200건에 이른다. 이  양안이 

확인되는 토지는 총 94건으로, 반 정도가 양안이 남아 있는 셈이다.

내수사 양안 205건  도안에 수록된 토지의 양안은 116건으로 역시 반가

량이다. 여타 도안에서 확인되지 않는 토지의 양안 89건 에는 도안 작성 

이후에 새로 획득된 토지인 경우도 있으나 이 에 양안이 작성되었지만 도안에
서 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 에는 내노비의 기상 답 양안이 32건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한다. 이  일부는 방매하거나 다른 궁방에 이속되었으며,24)  

일부는 私田으로 환 된 것으로 보이지만25)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

되지 않는다. 

2) 내수사 양안에 수록된 토지의 성격

여느 궁방 과 마찬가지로 내수사 토지에도 소유지인 작궁둔과 수세지인 유

주민결면세지가 섞여 있었다. 토지에 한 권리를 근거로 한다면 두 종류의 토지

는 구분이 명확하다. 하지만 실제 수, 개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계는 그

리 간단치 않았다. 수는 원칙 으로 無主地를 상으로 하 으나 量案을 근거

24) 大靜縣內 司無後奴婢己上田畓折價放買庫員落種數及買得人姓名幷錄成冊(奎 18460); 慶
尙道慶州南面內瓦里伏在內 司無后奴壬秋記上田畓改打量成冊(奎18618); 慶尙道善山府內

司屯田畓字號庫員成冊(奎18498).

25) 大靜縣案內 司己上田案中混入私田畓別件成冊(奎20592); 大靜縣案付內 司己上田案中

有文券混入私田畓別件成冊(奎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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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 기 때문에 수 당시에 이미 개간된 有主地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免稅 혜

택을 기 하며 投托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소유권 분쟁과 궁방면세지의 확

를 발시켰다.

궁방 의 소유권 문제는 숙종 21년(1695) 乙亥定式을 통해 정리되어 작궁둔

과 유주민결면세지를 구분하고, 작궁둔에서는 매 負에 租 2두, 유주민결면세지

에서는 매결 米 23두를 수취하게 되었다. 궁방 의 면세지는 종  이후부터 이

미 면세 결수를 제한하 으며, 이것이 다시 을해정식을 통해 확인되었다.26)

내수사 토지는 을해정식과 무 하게 여 히 면세지로 남아 있었는데, 조 5년

(1729)부터 다른 궁방과 마찬가지로 면세 결수를 제한하 다.27) 당시 내수사의 면

세지 규모가 어느 정도 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수사 양안 상에서 조 5년(1729) 

경상도 진주, 조 10년(1734) 라도 용담, 정읍 등지에서 면세 결수를 제한하여 

과분은 出稅하게 하고, 면세지에서도 田稅 외의 結錢과 三手糧은 상납하게 하

다는 사실이 확인된다.28) 내수사 토지는 경국 에 無稅로 규정되어 있으나 

궁방  증가와 더불어 조 5년부터 면세 결수를 제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사 토지도 작궁둔 출세지, 작궁둔 면세지, 유주민결면세지로 

구분되었는데, 정조 7년의 도안에서는 이를 출세지와 유토면세지로 구분하

다. 이  출세지는 거의 부분이 정조 즉 년 궁방 로 해당 토지의 면세가 

폐지된 후에 내수사로 이속된 토지로 그 성격이 명확하다. 그러나 유토면세지에

는 작궁둔과 유주민결면세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 계를 악하기

가 어렵다.

하는 양안과 도안을 비교해보면 205건  도안에 수록된 토지의 양안

이 116건이다. 이 에서 소유지가 분명한 출세지 양안은 28건이며,29) 나머지는 83

26) 박 성, 앞의 논문, 20-28면; 이 훈, 앞의 책, 168-180면.

27)  조실록 권21, 조 5년 1월 9일(갑인).

28) 慶尙道晋州牧內 司畓打量陳起區別案(奎18489) “玖束因戶曺關始己酉出稅”; 全羅道龍潭

縣內 司句管田畓免稅區別成冊(奎18445) “甲寅因戶曺關民結出稅”; 全羅道龍潭縣內 司

句管田畓免稅區別成冊(奎18445) “甲寅因戶曺關出稅 … 稅則每年春收納該司是白遣 結錢三

手量依例磨鍊收納各司是白齊”; 全羅道井邑縣所在內 司免稅田畓改打量成冊(奎18448) “因
事目甲寅爲始出稅”; 全羅道井邑縣所在內 司位畓打量御覽成冊(奎18449) “戶曺關據甲寅

爲始民結出稅”

29) 정조 즉 년 내수사로 이속된 토지의 양안 에는 이속 이 에 각 궁방에서 작성한 양안도 

26건이 있다. 이  20건은 출세지, 5건은 유토면세지, 1건은 채 의 양안이다. 이것은 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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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성격

연원

도안 수록 도안 미수록

합계　유토

면세
출세

출세․유

토면세
소계 면세 미상 소계

開墾

記上

買得

移屬

折受

기타

미상

　

7
　

3
　

　

75

　

　

　

7
　

3
18

　

1
　

　

　

　

2

　

8
　

10
　

3
95

　

1
　

1
　

　

2

12
32
3
7
1
　

30

12
33
3
8
1
　　

32

12
41
3

18
1
3

127

합계 85 28 3 116 4 85 89 205

<표 11> 내수사 양안 수록 토지의 성격(건) 

건이 유토면세지 양안이고 3건이 출세지와 유토면세지가 함께 수록된 양안이다. 

따라서 도안에 수록된 토지의 양안 에서는 유토면세지 양안이  다수를 

차지한다.

유토면세지의 경우 양안 상에서 소유지와 수세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 소유 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內題에서 확인되는 토지의 연원을 통해 소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 있다. 買得이나 開墾, 내노비의 記上 토지는 당 부터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로 

소유지에 해당된다. 한 타궁방에서 이속된 토지도 소유지에 해당된다. 한편 경

 상태를 나타내는 두락수나 種子 지  상황을 기재하거나 도이상을 두락수로 

기재한 경우도 있는데,30) 이처럼 토지 경 에 련된 내용이 기재된 토지도 작

궁둔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조 5년(1729) 내수사의 면세 총결을 제한하면서 토지의 결부수가 어든 사례

도 하나의 단서가 된다. 를 들어 용담 의 경우 원래 1결 36부 8속의 내수사 토

지가 있었는데, 조 10년(1734)에 88부 2속에 해 출세 조처가 내렸다. 그 결과 

용담 의 내수사 토지는 출세지를 제외한 48부 6속만이 남게 되었다.31) 즉, 양안

서 제외하 다. 

30) 를 들어 정조 7년(1783) 내수사 평양 양안에는 답의 결부수와 함께 두락, 일경수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平壤府所在內 司田畓打量成冊(奎18521).

31) 全羅道龍潭縣內 司句管田畓免稅區別成冊(奎18445).



52 奎 章 閣  37

에서 출세지의 기재가 삭제된 것이다. 이 수치는 도안에 수록된 용담 의 내수

사 토지 결부수와 일치한다. 이것은 곧 출세로 환됨에 따라 내수사와의 연 성

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당 의 토지가 유주민결면세지 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경상도 양․진주, 라도 곡성․옥과․용담․정읍 등에서 확인된다.

양안에 기록된 收租․收稅 액수를 통해 소유지와 수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도 있다. 을해정식 이후 소유지인 작궁둔에서는 결당 租 200두, 유주민결면세

지에서는 결당 米 23두를 거두는 것이 정식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는 작궁둔에

서 租 400두, 민결면세지에서는 米 40두를 걷은 것으로 나타난다. 내수사 강진 양

안의 도이상에는 實結 19복 6속의 수취액이 米 7두 8승 4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를 환산하면 결당 40두에 해당한다.32) 따라서 이 토지는 유주민결면세지 음을 

알 수 있다. 

토지의 수세와 련해서는 내수사의 수입 내역을 기록한  상책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도안이 작성된 직후인 정조 17년(1793)부터의 수입 내역을 월

별․房別로 기록하고 있는데, 토지의 결부수는 기록하지 않고 단지 군 명과 상

납액만을 기록하 다. 따라서 도안이나 양안과의 직 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집계 방식을 통해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상책의 토지 수입은 크게 네가지 방식으로 집계되어 있다. 하나는 토지소

재지․지목별 상납액을 집계한 경우다. 를 들어 ‘靈巖 露兒島田畓 辛亥條稅’와 

같이 기재된 경우다. 이와 달리 토지소재지만 기록하고 지목은 생략한 채 ‘免稅’

로 기재한 경우도 있다. ‘長湍 免稅 壬子條稅’와 같은 경우다.  하나는 여러 군

의 수취 총액만을 기재한 경우다.  이 경우에도 ‘懷仁等官 田畓 辛亥條稅’처럼 

지목을 밝힌 경우와 ‘水原等官 壬子條 免稅’처럼 지목 신 ‘免稅’로 기재한 경우

가 있다.33) 

이  免稅로 기재된 곳은 부평, 황주 등 8개 군 과 경기도의 수원등 , 양성등

, 풍덕등  등 3개 지역이 있다. 8개 군   신면세로 기재된 황주를 제외한 

7개군 은 도안에서는 무토면세로 기재된 곳이며, 수원, 양성, 풍덕도 모두 무

토면세가 있던 곳이다.34) 따라서  상책의 면세는 무토면세를 의미한다는 것을 

32) 全羅道康津縣內 司田畓災實區別成冊(奎20483).

33) 이외에 ‘戶曹來鄭房免稅’로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는 和緩翁主房의 토지가 이속된 것으로 

‘鎭川等七邑’, ‘安城等四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외에는 사례가 없다.

34) 도안에 기재된 무토면세는 경기도 13개 읍과 라도 순천, 주, 황해도 문화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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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상책

출세지 유 출세지 무

합계
출세

출세

+유토

출세

+무토

출세

+유토

+무토

소계 유토 무토 기타 소계

군 명 

수록
36 16 6 3 61 15 3 18 79

군 명 

미수록
3 3 6 45 5 2 52 58

합계 39 19 6 3 67 60 5 5 70 137

<표 12> 내수사각방 상책의 수세액 집계 방식

알 수 있다. 다만 수원과 양성은 이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도안 이후에 

무토 면세지가 加定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무토면세를 제외한 작궁둔과 유주민결면세지의 수취는 군 명을 

기재한 경우와 여러 군 의 수취액을 집계하여 기재한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안과  상책을 비교해 보면 기록된 지역의 숫자

가 크게 차이가 난다. 즉, 도안의 출세지와 유토면세지는 모두 183건 이지만 
상책에는 125개만 보여 58개나 차이가 있다. 이들 58개는 도별로 통합되어 ‘英

陽等官’과 같이 기재되었을 것이다.35)

군 별로 보면 도안에 수록된 137개 군   상책에 수록된 곳은 79개 군

, 수록되지 않은 곳이 58개 군 이다. 수록된 군 의 토지 성격을 보면 출세지

가 있는 곳이 61개 군 , 없는 곳이 18개 군 으로 출세지가 있는 곳이 다수를 차

지한다. 반면 군 별 수취액이 수록되지 않은 곳은 출세지가 있는 곳이 6개 군 , 

출세지가 없는 곳이 52개 군 으로 출세지가 없는 곳이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

서 상책의 군 명 수록 여부는 출세지의 존재와 한 련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군 별 수취액이 기록된 곳이 내수사의 작궁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기도는 수원등 , 양성등 , 풍덕등 의 항목에 ‘면세’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군 별로 ‘면세’라고 기재하 다.

35) 경상도는 양등 , 라도는 김제등 , 충청도는 회인등 , 평안도는 성천등 , 황해도는 

신천등 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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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토면세지만 있지만 군 명으로 기재된 15읍  12읍의 내수사 양안이 

한다.36) 이를 통해 보면 6종은 경궁 등 타 궁방에서 이속된 토지, 3종은 내

노비 기상 답, 1종은 사  환속 토지, 2종은 미상으로 토지의 속성상 부분이 

작궁둔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상책에 군 명으로 기재된 경

우는 개 작궁둔이며, 일 하여 기재된 경우는 유주민결면세지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4. 내수사 양안의 主 기재 방식

양안은 戶名이든 實名이든 기본 으로는 그 주인명을 기재한다. 그러나 궁방양

안의 경우 토지의 성격에 따라 주인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고 작인명을 기재한 경

우도 있다. 그러나 인명이나 ‘時 인명’의 형태로 기재하여 주인명인지 작인명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주기재란에 한 이해는 궁방양안 검토에서 

최고의 난제가 된다.

궁방 은 소유지인 작궁둔과 수세지인 유주민결면세지가 있는데, 소유자를 

악한 경자양안에서는 두 토지를 구분하 을 뿐 아니라 면세 여부도 함께 악

하 다. 따라서 경자양안에서 궁방 을 악하는 방식은 면세하는 작궁둔과 출

세하는 작궁둔, 유주민결면세지 세가지로 구분되었다. 경자양  당시 궁방 의 

주 기재 방식에 한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① 작궁둔 면세지: ‘宮房免稅’

② 작궁둔 출세지: ‘宮奴名’

③ 유주민결면세지: ‘宮房免稅 本主姓名’,37) 혹은 ‘時執人姓名 宮家免稅’38)

의 규정에서는 작궁둔 면세지는 궁방명과 면세 사실을 기재하고, 작궁둔 

출세지는 宮奴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 다. 그리고 유주민결면세지의 경우 주인

36) 15개 읍은 강원도 홍천, 경기도 양천, 여주, 라도 고창, 옥구, 정읍, 충청도 결성, 평안도 

삼화, 화, 평양, 곡산, 서흥, 수안, 토산, 평산이다.

37) 이상 量田謄  庚子三月十一日.

38) 量田謄  庚子慶尙左道均田使量田私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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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기재하여 民結임을 명시하고 궁방의 면세지임을 병기하도록 하 다. 이에 

따르면 토지의 성격과 면세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의도한 바는 경자양안에 반 되어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구체

인 기재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존하는 경자양안  궁방 의 주인 기재 내

용을 뽑아 이웃 토지의 四標에 기재된 소유주와 함께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작궁둔 면세지

   의성: 主 今 內 司                  * 사표 內 司

   주: 明禮宮免稅 作 인명 永作      

   상주: 主 今 劉昭 房屯 作 인명      * 사표 作

② 작궁둔 출세지

   임실: 淑安公主房位 時作 인명 出稅   * 사표 작인명

③ 유주민결면세지

   능주: 인명 內位                     * 사표 인명

   순천: 인명 內司                     * 사표 인명

   순천: 王子宮屯免稅 인명             * 사표 인명

   고산: 인명 明惠公主房免稅 民結      * 사표 인명

④ 미상

   남해: 主 今 龍洞宮 時 인명          * 사표 인명

   순천: 仁嬪屯免稅 時 인명            * 사표 인명  

   화순: 內 司 (時) 인명              * 사표 內 司

   담양: 寧嬪房 인명                   * 사표 宮

첫 번째는 작궁둔 면세지에 해당하는 토지다. 의성의 경우 ‘내수사’로만 기재

하고 면세 여부는 생략하 다. 경자양  당시 내수사 토지는 모두 면세지에 해당

했기 때문에 면세 사실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주의 경우 ‘명례방면세’라고 하

여 규정을 따랐는데 특별히 ‘ 작’이라고 주를 달아 토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作’이라고 하여 작인명을 함께 기록하 다. 이처럼 ‘작’을 기재한 경우는 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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劉昭 房屯에서도 보인다. 다만 이 경우는 사표가 ‘作’의 인명으로 되어 있어서 

유주민결면세지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작궁둔 출세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임실의 사례가 보인다. 이 경우 

경자양 의 규정에서는 宮奴名을 쓰도록 하 지만 규정과 달리 ‘淑安公主房位’로 

기록하고 ‘時作’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여 이것만으로는 토지의 성격을 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마지막에 ‘出稅’ 사실을 특기하여 작궁둔 출세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궁방명과 인명을 병기한 경우로 유주민결면세지에 해당하는 토지다. 

내수사의 를 제외하면 규정과 같이 ‘궁방명면세’로 기재하 는데, 고산의 경우 

특별히 ‘民結’이라고 주를 달았다. 이 경우는 사표가 모두 인명으로 되어 있다. 

네 번째는 궁방명과 ‘(時) 인명’을 병기한 경우다. 이 에는 사표가 인명으로 

된 경우도 있고, 궁방명으로 된 경우도 있다. 사표의 기재 내용을 소유주명으로 

본다면 남해와 순천의 경우는 ‘時’가 소유주를 가리킨다. 이것은 유주민결면세지

의 주인을 ‘時執人姓名 宮家免稅’로 기재하게 한 규정의 변형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표가 궁방명으로 기재된 화순이나 담양의 경우는 ‘時’를 작인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자양안에 나타난 ‘時’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를 요한

다. 나아가 유주민결면세지에 하여 궁방면세지임을 명시하기 해 사표에 궁방

임을 특기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 경자양안에서 확인되는 궁방 의 주인 기재 양식을 보면 양 의 규정을 

그 로 따르거나 토지의 성격을 명시한 경우는 토지의 소유 계를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개 에는 규정과 다른 경우도 있어서 토지의 소유 계를 확인하기 어

려운 경우도 보인다.

내수사 양안의 주기재 방식은 궁방의 필요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다. 그 에서는 아  주기재를 생략한 경우도 있고 궁방면세와 인명을 병기해야 

하는 유주민결면세지에서도 궁방면세나 인명의 한 쪽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반

면 소유지인 작궁둔에는 작인명을 부기하거나 작인명만 기재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 경자양  당시에는 규정되지 않은 ‘量’, ‘時’, ‘時作’, ‘作’, ‘作 ’ 등의 명칭

도 부기되어 있다. 이처럼 기재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수사 양안의 주인명 기

재 내용을 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서는 경자양  이

후부터 정조 까지 작성된 양안을 심으로 내수사 토지의 주인-작인 기재 방식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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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 양안의 주인-작인 기재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내수

사와 인명을 병기한 경우, 내수사만 기재한 경우, 두 인명을 병기한 경우, 인명만 

기재한 경우가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부기된 명칭의 의미를 

추 해 보고자 한다. 

1) 내수사와 인명을 병기한 경우

① 내수사 - 時作

무장 (1740): 主 내수사면세 時作 인명          * 사표 時作

순흥부(1749): 主 今 내수사 時作 인명           * 사표 時作

장성부(1783): 내수사면세 時作 인명             * 사표 (時作)

② 내수사 - 時

주목(1740): 量 내수사 時 인명                * 사표 時

김해부(1790): 主 내수사 時 인명                * 사표 時

보성군(1783): 量 내수사 時 인명                * 사표 제3자

고창군(1755): 儲慶宮 時 인명                   * 사표 경궁

⑤ 내수사 - 量 - 主

장수 (1783): 내수사둔 量 인명 主 인명        * 사표 量

④ 내수사 - 인명

남평 (1783): 量 인명 내수사                   * 사표 인명

내수사와 인명을 병기한 경우 인명은 時作, 時, 量, 主, 인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에 띄는 공통 이 있는데, 사표가 부분 내

수사가 아닌 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다. 따라서 양자를 병기한 경우는 時

作이나 時와 같은 명칭과는 상 없이 모두 인명이 실질 인 주인을 나타내는 것

으로 생각된다.

‘時’로 표 된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악된다. 주목(1740)과 김해

부(1790)처럼 ‘時’가 사표에 등장하는 경우는 ‘時’가 소유주를 가리킨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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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1783)의 ‘時’는 사표와는 이름이 다르다. 정조 7년(1783) 국 으로 작성

된 내수사 양안에는 주인 기재를 ‘量 인명 時 인명’으로 기재하여 당시의 주인명

을 악한 경우가 다수 나타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보성군(1783)의 ‘時’는 양안 

작성 당시의 주명을 악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창군(1755)은 원래 경궁의 永賜牌免稅田으로 이 해에 내수사에 이속

된 토지다. 여기에서도 궁명과 ‘時’를 병기하고 있는데, 사표는 경궁으로 되어 

있다. 경궁 토지가 작궁둔이기 때문에 이 때의 ‘시’는 주인이 아닌 작인이 된

다. 따라서 ‘時’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본주를 가리키기도 하고 작인을 가리키기

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내수사만 기재한 경우

① 時 내수사

은진 (1739): 時 내수사  내수사         * 사표 내수사

성천부(1783): 時 내수사                      * 사표 미상 : 무후노비 기상 답

② 量 내수사

보성군(1757): 量 내수사                 * 사표 내수사

옥과 (1740): 量 내둔                   * 사표 내둔

-옥과 (1745): 내수사둔(진 ), 時 인명(기 ) * 사표 내둔

-옥과 (1783): 내둔                     * 사표 내둔

③ 主 내수사

진 (1783): 主 내수사                   * 사표 내수사

함열 (1783): 主 내수사                  * 사표 인명

-함열 (1739): 主 인명                   * 사표 인명

-순천부(1868): 내수사둔                    * 사표 인명

내수사만 기재한 경우 내수사는 ‘時’, ‘量’, ‘主’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사표도 내수사로 기재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는 내수사의 

소유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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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함열 (1783)의 경우 ‘主 내수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표는 동일한 토

지를 수록한 함열 (1739)의 주명과 일치한다. 함열 의 내수사 양안은 조 15년

(1739)에는 경자양안 상의 주명을 기재하 으나 정조 7년(1783)에는 내수사를 주

명으로 기재하 다. 순천(1868)의 경우에도 내수사둔으로 되어 있으나 사표는 인

명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내수

사와 인명을 병기한 형태에서 한쪽을 생략하 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옥과 의 경우 동일한 토지의 양안 세 건이 남아 있는데, 조 16년(1740)

과 정조 7년(1783)에는 내둔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조 21년(1745)에는 起田의 경

우에는 ‘時 인명’으로 기재하고 있다. 사표가 내둔임에 비추어 볼 때 이 때의 ‘時’

는 作人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 인명과 인명을 병기한 경우

① -今

창원부(1722): 主  인명 今 인명             * 사표 今

② -時

흥군(1692):  인명 時 인명                * 사표 무  

옥구 (1701): 古 인명 時 인명                * 사표 무

③ 量-時 

산군(1745): 量 인명 時 인명                * 사표 量

장성부(1745): 量時 인명                      * 사표 量時

안성군(1842): 量主 인명 時主 인명            * 사표 量主

④ 主-時

진안 (1685): 인명 時 인명                   * 사표 인명

김제군(1783): 主 인명 時 인명                * 사표 主

⑤ 量-時執․時作

흥양 (1686): 量時 인명 時執 인명            * 사표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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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1689): 量作 인명 時作 인명            * 사표 미상

인천부(1783): 量主 인명 時作 인명            * 사표 미상

통진부(1834):  인명 時作 인명              * 사표 

⑥ 主-作

고양군(1741): 主 인명 作 인명                * 사표 미상

상원군(1764): 인명 作 인명                   * 사표 인명

내수사 양안에서 인명을 병기한 경우는 ․古․量과 今․時로 악의 시 을 

구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상도 경자양안에서는 主와 今主를 구

분하고 있는데, 내수사양안에서는 ‘量’과 ‘時’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 이다. 조

 라도 査陳量田이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 한 내수사 

양안에서도 동일한 형식이 많이 나타난다. 

경자양안에서 ‘구’와 ‘ ’으로 구분할 때는 ‘今’이 양안의 사표에 기재된 재의 

주인이고 ‘구’가 이  양안의 주인이다. 반면 ‘量’과 ‘時’를 구분할 때에는 ‘量’이 

사표에 기재된 주인이며 ‘時’는 양  후 내수사 양안을 작성하는 시 의 주인이

다. 장성부(1745)의 경우 ‘양’과 ‘시’가 동일인인 경우 이를 축약하여 ‘量時’로 기

재하기도 하 다. 이를 통해 ‘양’과 ‘시’의 의미는 명확해진다. 이외에 -時, 古-

時, 主-時로 악한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반면 ⑤와 ⑥에서 보이는 ‘時執’, ‘時作’, ‘作’ 등으로 일컬은 경우는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앞에 기재된 ‘量’이나 ‘主’의 경우 양안 상의 주인으로 볼 수 있으

나 뒤에 기재된 ‘時執’, ‘時作’, ‘作’의 경우는 궁방양안 작성 당시의 주인을 가리

키는지 작인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궁방 의 층 인 경  상

태를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인명만 기재한 경우

  

궁방양안의 주 기재 방식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인명’, ‘主 인명’, 

‘時 인명’, ‘時作 인명’, ‘時執 인명’, ‘作 인명’, ‘作人 인명’, ‘作  인명’ 등으로 인

명만 기재한 경우다. 이  ‘인명’으로만 기재한 경우는 사표를 통해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라면 사실상 그 성격을 악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들이 빈번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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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나마 다른 명칭을 부기한 경우 여러 사례들을 통해 그 경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서는 인명만 기재한 경우를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

다.

① 主 인명

장성부(1740): 主 인명                  * 사표 主

부안 (1792): 主 인명              * 사표 제3자

② 作․作人․作 ․時執 인명

신천군(1754): 作 인명                 * 사표 제3자: 내노비 기상 답

장연 (1794): 作 인명                * 사표 작: 매득 답

화부(1764): 作人 인명                 * 사표 미상: 내노비 기상 답

풍덕부(1778): 作  인명                 * 사표 미상: 金貴人房 이속 답

순천부(1706): 時執 인명               * 사표 無: 내노비 기상 답

③ 時 인명

강진 (1703): 時 인명                 * 사표 미상: 내노비 기상 답

능주목(1783): 時 인명                  * 사표 제3자

능주목(1720): 時 인명                 * 사표 무: 경자양안 상의 주명

- 능주목(1740): 인명                  * 사표 인명

④ 時作 인명

선산부(1708): 時作 인명              * 사표 무: 내노비 기상 답

진 (1756): 時作 인명              * 사표 미상: 儲慶宮 이속 답

안성군(1842): 時作 인명              * 사표 미상: 내수사 作畓處

은진 (미상): 時作 인명               * 사표 내수사답

① ‘主 인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사표가 主名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主 인명’의 사례는 주로 ‘量-時’로 量主와 時主를 주인

으로 악한 조  사진양안과 정조  진기구별성책에서 나타나며 주명이 사표

에 기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 주명을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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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作’, ‘作人’, ‘作 ’, ‘時執’으로 악한 경우는 내노비의 기상 답이나 작

궁둔 출세지, 매득 답 등 내수사의 소유지가 분명한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 장

연 (1794)의 경우 사표에도 作의 인명이 올라 있지만 이 땅이 내수사가 훈련도감

에서 매득한 堰畓이기 때문에 내수사의 소유지임이 분명하다. 아마도 훈련도감에

서 규모 堰畓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개간에 참여한 작인들의 이름으로 사표를 

작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39) 

한편 ③ ‘時 인명’의 경우는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난다. 한 부류는 숙종  내노비 

記上田畓 등 내수사의 소유지에서 나타난다. 이 경우는 ‘時作’이나 ‘時執’과 유사

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악된다.  한 부류는 조  査陳量田 후에 작성한 

양안인데, 이 때의 ‘時’는 ‘量’에 비되는 것으로 ‘時主’를 의미한다. 한편 능주목

(1720)의 경우 사표가 생략되어 있으나 능주목(1740)과 비교하면 ‘時’가 경자양안 

상의 주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時’는 토지의 종류와 작성 시기, 동일 토지를 수

록한 양안과의 비교 등을 토 로 보다 엄 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④ ‘時作 인명’만으로 기재한 경우는 무양  이후가 3건, 그 이 에는 4건의 

사례가 보인다. 4건 모두 내수사의 소유지로 단된다. 이외 내수사나 다른 인명

과 병기된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도안에 수록된 출세지 양안에서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역시 작궁둔의 작인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활용된 것으

로 단된다. 하지만 무장 (1740) 등 몇몇 사례에서는 ‘時作’이 양안 상의 主名으

로 나타나 ‘時’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성격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악해야 할 

것이다.40)

이상 내수사 양안 주기재 방식을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내수사만 기재한 경우는 작궁둔, 내수사와 인명을 병기하거나 인명과 

인명을 병기한 경우는 유주민결면세지일 가능성이 높다. 인명만으로 기재한 경우

는 ‘主’로 기재한 경우는 유주민결면세지, ‘作’, ‘作 ’, ‘作人’, ‘時執’ 등으로 기재

한 경우는 작궁둔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時’로 기재한 경우는 시기나 양안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그 방식이 항상 일 된 것은 아니었다. 그 로 장성부 내수사 양안에 

등장하는 有德의 名字로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39) 黃海道長淵縣朽般坊所在內 司買得訓局堰畓打量成冊(奎18513).

40) 全羅道茂長縣內 司免稅畓改打量成冊(奎18435) “主 內 司免稅 時作 汝昌 太明”; 全羅道

長城府所在內 司田畓打量陳起區別成冊(奎18477) “量 內 司免稅 時作 金 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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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740: 主 金 選奴有德                       * 사표 유덕41)

② 1745: 量時 有德                             * 사표 유덕

③ 1783: 量 內 司免稅 時作 金 選             * 사표 유덕

조 16년(1740) 양안에 유덕은 김회선의 奴로 주인으로 올라 있다. 5년 후에 

작성된 양안은 量主와 時主를 구분하 는데, 유덕의 경우 이를 통합한 ‘量時’로 

올라 있다. 유덕이 경자양안 상에도 주인이며 당시에도 주인이라는 의미다. 그런

데, 정조 7년(1783) 양안에는 ‘時作 김회선’이라고 하여 본주인의 이름이 시작으로 

등장한다. 만약 조 16년(1740)의 양안이 없었다면 유덕이 경자양  당시의 주인

이고 김회선은 정조 7년(1783) 당시의 작인으로 이해할 법하다. 따라서 정조 7년

의 양안만을 보았다면 그 성격을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궁방양안에는 이처럼 주인과 작인을 혼동할 수 있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 이

것은 실질 인 계를 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탓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궁방 의 고유한 속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수, 개간, 투탁 등으로 형성된 

궁방 은 수조지를 확 하려는 궁방과 궁방의 면세 혜택에 편승하려는 민간의 이

해가 낳은 타 의 산물이다. 그리하여 한쪽이 일방 인 소유권을 행사하기도 어

렵고 한쪽의 소유권이 완 히 박탈되지도 않았다.42) 앞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

인 기재란의 혼선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결을 작궁둔으로 악하려는 궁방의 입

장을 반 한 것이라고 하겠다. 동일한 혼선은 경자양안 상의 사표 기재에서도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방양안의 주기재를 이해할 때 가장 난감한 부분은 ‘時’로 기재된 부분이다. 

‘시’는 때로는 ‘時主’나 ‘時作’으로 기재되기도 하지만 ‘時’만으로도 ‘시주’나 ‘시

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무양안의 성격을 검토하

는 데서 요한 논 이 되기도 하 다.43)

41) 이웃한 필지의 사표에는 ‘同人畓’으로 올라 있어서 사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
러나 奴名으로 등재된 인  토지의 사례를 보면 ‘동인’은 奴名인 ‘有德’이 된다.

42) 박 성, 앞의 논문; 이 훈, 앞의 책; 宮嶋博史, 앞의 책.

43) 이 훈은 ‘時’는 재라는 시 을 가리키지만 갑술양  단계에서는 ‘作’, ‘時作’, ‘時執’ 등과 

함께 소유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경자양  단계에서 소유주를 지칭하는 ‘起
主’로 체되고 작인을 의미하게 된 것으로 악하 다. 무양안 단계에서의 ‘時主’는 土地

國用이라는 제 하에 임시 이고 한시 인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악하 다. 이
에 해 왕 종은 조  査陳量田 때부터 主나 量主에 비되는 실의 소유자를 ‘時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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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 양안에서 나타나는 ‘시’는 그 자체로서는 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만 그 의미는 일의 이지 않다. 토지의 성격이나 궁방의 인식에 따라 때로는 ‘시

주’로 때로는 ‘시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의미가 뚜렷하게 부

각되는 것은 조  사진양  이후에 작성된 양안에서 ‘時’가 量主에 비되는 時

主로 악되고 있다는 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사용된 ‘시’의 용법은 그 용례를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18세기를 심으로 내수사 토지의 집 과 양안에 수록된 토지의 성

격, 내수사 양안 상의 주기재 방식에 해 살펴보았다.

17세기 궁방 이 수를 통해 확 된 것과 달리 내수사 토지는 내노비의 記上

과 정조 의 移屬, 내노비  후의 給代 등을 통해 확 되었다. 부분의 증가

는 정조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그 이 까지는 체 규모가 크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소규모의 토지가 국 각지에 분산된 양상을 보 다. 이러한 특징은 내노비 기

상과 같은 내수사 토지의 연원과 련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사 양안은 재 205건이 확인되는데 숙종, 조, 정조 에 작성된 양안이 

153건으로 이 시기에 매우 집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가운데 숙종 에는 

평안도 기상 답과 경상도 둔토 조사, 조 와 정조 에는 진기 악을 해 작

성한 양안이 집 으로 남아 있어서 국가의 궁방  리가 이 시기에 많은 양안

이 남아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정조 11년(1787)에 작성된 내수사 각

궁방 답총결여노비총구도안과 비교해 보면 이 책에 수록된 토지 200건 가운데 

94건의 토지에 한 양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양안을 기 으로 보면 

205건  116건이 의 책에 수록된 토지다.

내수사 토지는 여느 궁방과 마찬가지로 작궁둔과 유주민결면세지로 구분된

다. 양안  타 궁방으로부터 이속되거나 매득 는 개간한 토지, 내노비의 기상

답은 내수사의 작궁둔으로 악된다. 이외에 조 5년 내수사 토지의 면세 제

로 기재하 으며, 정조 15년(1791) 회인  양안을 통해 공식 인 주명 기재방식으로 채택된 

것으로 악하 다. 이 훈, 1997 ｢量案 上의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 조선토지

조사사업사의 연구, 민음사, 78-84쪽; 왕 종,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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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 인한 출세 조치, 두락이나 종자, 수취액과 같은 농업 경 과 련된 기록, 

내수사각방 상책의 기록 등을 통해 토지의 성격을 추 해 볼 수 있다. 

내수사 양안의 주기재는 내수사와 인명을 병기한 경우, 내수사만 기재한 경우, 

인명과 인명을 병기한 경우, 인명만 기재한 경우로 나 어진다. 이  내수사와 인

명을 병기한 경우나 인명과 인명을 병기한 경우는 주인명을 밝힌 경우로 개 유

주민결면세지에 해당하며, 내수사만 기재한 경우는 작궁둔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인명만으로 기재한 경우는 ‘主’의 경우 유주민결면세지, ‘作’, ‘作 ’, 

‘作人’, ‘時執’ 등은 작궁둔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時’로 기재된 경우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숙종 에는 내노비 기상 답의 작인, 조  이후에는 量主

에 비되는 時主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時’의 경우 보다 세 하게 

분류하여 그 의미를 추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궁방양안의 이해를 하여 소유권의 귀속 문제를 심으로 내수사 

양안에 수록된 토지의 성격과 주 기재 방식을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이로써 개별 

양안의 성격을 온 히 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궁방 은 선학들의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검토되었듯이 층 인 소유와 경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궁방양안의 기재 내용에도 투 되어 여러 가지 난제들을 낳고 있다. 따라

서 궁방양안의 내용을 제 로 악하기 해서는 궁방 의 운  구조에 한 이

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2010. 10. 25), 심사일(2010. 11. 26), 게재확정일(2010. 11. 30)

참고문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宮房量案

量田謄 
內 司及各宮房田畓摠結 奴婢摠口都案
 支田賦攷
內 司各房捧上冊
朴準成, 1994 ｢17․18세기 宮房田의 확 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서



66 奎 章 閣  37

울 학교 국사학과.

박 순, 2010 ｢조선후기 量案의 작성과 활용｣, 한국문화 51, 서울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왕 종, 2001 ｢18세기 후반 양 의 변화와 ‘시주(時主)’의 성격―충청도 회인 (懷

仁縣) 사례를 심으로―｣, 역사와 실 41, 한국역사연구회.

李榮薰, 1988 朝鮮後期社 經濟史硏究, 한길사.

李榮薰, 1997 ｢量案 上의 主 規定과 主名 記載方式의 推移｣, 조선토지조사사업사

의 연구, 민음사.

趙暎俊, 2008 ｢19世紀 王室財政의 運營實態와 變化樣相｣, 서울 학교 경제학부 

박사학 논문.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內 司 양안에 수록된 토지의 성격과 主 기재 방식 67

Abstract

The Nature of Land Units Recorded in the Land Survey Record 
of the Naesu-sa / 內需司 Office (“Naesu-sa Yang’an”), and the 

General Fashion of Recording the ‘Land Owners’

 Park, Hyun Soon

The “Gungbang Yang’an” Land survey records (survey records of land units related 

to the royal family) share a similar form with ordinary Yang’an records. Yet the 

Gungbang-jeon land units themselves had a complicated internal structure in terms of 

ownership and operations, so it is rather difficult to understand all the figures included 

in such records. Especially in cases of Gungbang-jeon units that were owned by 

civilians (有土民結免稅地), determining the real owner through a Yang’an record is 

extremely difficult.

In this article, the Naesu’sa office’s Yang’an records are consulted in order to 

ascertain the general nature of a land unit recorded in a Gungbang Yang’an record and 

determine the principles that were applied to the recording of land owner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a Naesu-sa office land is examined, as well as how they were 

recorded in a Naesu-sa Yang'an record. Then how the land owners were recorded in 

that Naesu-sa Yang’an records is examined.

Keywords: Naesu-sa, Land of Gungbang, Gungbang Yang’an, Yang’an, Land owned 

by Gungbang, Land taxed on by Gung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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