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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라말 

김 건 태** 

16서1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에서는 조쌍대대로 살아오던 몹治를 벗어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士族들이 많았다. 이 무렵 서구를 비롯하여 이웃 중국과 일본에서는 농 

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지배층들이 줄을 이었다. 도시로 향하는 서구 · 중국 · 일 

본 지배층들의 행렬은 17세기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에 비해 조선후기 양반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먼 옛날 조상들의 터전이었던 둠治로 돌아갈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조선후기 하층 농민들의 이주 방향 또한 비슷한 시기 서구 · 중국 · 일본 농민들 

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상이했다. 17~18세기 서구 · 중국 · 일본에서는 離農이 가 

속화되어 지배층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 갔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상민이나 노비 가운데서 농촌을 떠나 도시나 광산촌 둥지에 

* 이 논문은 2012년 서울대학교 얀문대학의 혹낼훈문 게재지원올 받았옴‘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부교수 

- 197 -



198 . 한국문화 57 

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주지하듯이 조선후기 

에는 동 시기 서구 · 중국 · 일본에 비해 離農民즐이 발붙이고 살만한 도시나 광산 

등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조선후기 고뽑 때는 인민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일찍이 김용섭은 조선후기 농촌사회에서는 소수의 농민이 넓은 토지를 경작함으 

로써 다수의 농민은 연명조차 힘들 정도의 토지만을 경작할 수밖에 없는， 즉 농업 

경영규모의 양극분해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1) 그는 경영규모의 양극분해가 가능 

하게 된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조선후기에는 제초 노통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이앙법이 일반화되고， 지대율이 훨씬 낮은 體t뼈가 확산되었다논 것이다. 농업 

경영에 적극이었던 농민이 지주로부터 많은 토지를 빌려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농 

사를 짓게 되면 貨金과 지대 명목으로 지출되는 곡물의 양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견해이다. 

김용섭의 주장은 논리적인 측면이나 실증적인 측면에서 재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농촌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즉 借地鏡爭이 치열한 상황에서 타착보다 지 

대율이 훨씬 낮은 體t也가 확산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지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지대를 낮추어 주었을 

까? 그리고 조선후기에 다양한 종류의 밭곡식이 생산되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당 

시에 경영규모의 양극분해를 초래하는 作付體系가 일반화되었는지 의문이다. 주지 

하듯이 경영규모의 양극분해는 높은 노동생산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작부체계가 

일반화되어야만 가능하다.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單作↑빠 진행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별 농민이 다양한 농 

작물을 경작하는， 즉 多品種少量生廣體힘]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초래 

한다. 그는 경영규모의 양극분해와 관련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경영규 

모의 양극분해에 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예컨대 1700년) 

의 상황만이 아니라 기준시점(예컨대 1700년)과 비교시점(예컨대 1750년)의 상황을 

함께 보여 주어야한다. 

한편 이영훈은 조선후기에는 농민경영규모의 하향평준화가 진행되고， 소농경영의 

자립성이 제고된다고 주장했다 2) 조선후기 농촌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농민경영규모의 하향평준화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그는 조선후기 들어 소농경영의 자렴성이 높아진다는 주장 

1) 金容燮， 1972 r18 ' 9 世紀의 農業實情과 새로운 農業經營論j r大東文化鼎究~9 ; 金容燮， 1970 r조선후기 
농업사연구~ 1, 一햄圍 

2) 李榮薰， 1988 r朝蘇後期社會經濟史~ ，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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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세기에는 소농민경영이 파탄에 이른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9세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생산성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19세기 말 조선사회는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 빠져 들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19세기 위기론’이다 3) 그런데 그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19세기 후반에 

토지생산성이 크게 하락했다는 근거가 의외로 빈약하다.씨 
김건대 또한 조선후기에는 농민경영규모의 하향평준화가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5) 

나。}가 그는 농업사적 측면에서 볼 때 19세기가 1해1기보다 여유 있는 사회였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6) 이 연구에 의하면 19세기에는 논의 토지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받농사에서 농작물의 다각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집약화가 진행됨으로써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곡물이 생산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농민들은 18세기에 비해 식사량을 더 늘릴 수 있었다. 

이렇듯 농민경영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미해병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후기 농민경영과 농법의 특성을 함께 살펴볼 펼요 

가 있다. 조선후기 농민들이 구사하고 있던 농법이 경영규모의 양극분해를 초래하 

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규모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오는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작부체계에 더하여 조선후기 농민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한 사상이 성리학이었 

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었다. 주지하듯이 성리학은 가난함을 걱정하기에 

앞서 부가 고르지 못향을 걱정하라고 가르쳤다. 성리학은 ‘增’보다 ‘均’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확대재생산을 끝없이 추구하논 농민들은 17~19세기 서구에서도 

매우 드물었다. 당시 기독교의 가르침에 순용하며 살아가먼 서구 농민들도 기본적 

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경작면적을 늘리지 않고， 남는 시간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려 했다.끼 여기서는 17~19세기 서구와 조선 농민들의 의식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19세기 경상도 안동 金漢里 義城金~家의 토지를 경착하던 작인들 

의 모습에 주목하교1자 한다. 

3) 19세기 위기론과 관련왼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 정승진， 1998 í19-20세기 전반 농민경영의 변동양생」 
『경제사학~25 ; 이영훈， 1999 í호남고문서에 나타난장기추세와중기파동~ r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朴基뾰， 2001 í19 ' 20세기초 在村兩班 地圭經쏠의 動向J r맛질의 農民들~(安秉 
直 · 李榮薰 編著)， -빼圍 , 이영훈 · 박이택， 2004 í농촌시장과 전국적 사장통합， 1713- 1937 J r수량경 
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이영훈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4) 19세기 위기론에 내재왼 실중적 취약성에 대해 언급한 글은 다음과 같다 정진영， 2005 í19-20세기전반 
한 ‘몰릭양반’가의 중소지로의 성장과정J r大東文1r.鼎究~52 ; 정진영， 2008 í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在村 兩班地主家의 농업경영J r大東文化鼎究~62 ; 정진영， 2008 í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在村 兩班
地主家의 농업경영(2)J r역사와경계~67 ; 김건태， 2011 í19세기 한 性理學者의 家作J r한국문화~55 

5) 검건태， 2004 r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6) 김건태， 앞의 논문(2011) 

7) A, V α1ayanov， 돼'e 7ñ'e01γ of Peasant Economy, Wisconsin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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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地A들의 모습을 살펼 수 있는 자료를 남긴 金漢里 義城金fX;家는 聽총 金誠

종가이다. 이 집안은 金宗壽(1761~1813 ， 延豊縣藍) • 金鎭華(1793~1850， 鍵州敢

便) • 金興洛(1827~ 1899) • 金應模(1853 - 1869) • 金龍煥(1887~1946) 代에 

작성된 양질의 농업사 관련 자료를 남겼다. 1670~1906 년 사이에 작성된 준호구 

47개(호구단자 포함)， 1808~1812년 .1844~1846년 .1850년 . 1861~1903년 추수 

기， 金鎭華가 양반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여러 사항(居家， 察祝， 處族親， 接쫓， 偶1

牌↑業， 農作， 護職鏡， 節用， 統績， 治圍， 種樹， 治購， 器血， 書籍)을 정리한 『歸田錄』

등이 주요 자료이다 8) 

2. 봄철 작인의 선택 

1 ) 차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의식주， 경조사 비용， 부세 통 한 기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곡물을 모두 생산하지 못하는 농민은 타인의 토지를 벌릴 수 

밖에 없다. 19세기 농촌에서는 지주가 대여하는 토지는 적고， 작인들이 필요로 하 

는 토지는 많았다. 늘 꽁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차지 문제를 

두고 지주와 작인이 만나게 되면 지주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게 마련이다. 지주 

들은 農牛를 보유한 근실한 작언에게 토지를 우선적으로 대여하려고 하였다. 지주 

들은 근실한 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면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農時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9) 이는 농작업에 꼭 필요한 農牛， 챙기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作A들은 토지를 빌리는 데 애를 먹었읍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한한 작인들은 지주가의 家作地 경작과 각종 잡사에 무상으로 동원되더라도 마 

음속으로 원망만 할 뿐 지주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다. 불만을 토 

로하게 되면 다음 해에 또 토지를 벌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작연들의 마음을 헤아리던 지주을도 더러 있었다. 그들은 후손을에게 작인들을 수 

시로 집안일에 동원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10) 

8) 의성김씨가 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검건태， 앞의 논문{2011) 참조 

9) r歸田錄~ r.農作」 “田짧作A 擇其有牛丁動實者 便之없作 而亦必面面操束 使不得懶農失時”

10) r歸田錄J r農作」 “作者輩 不過縣此土 分半顆數而E 切꺼頻頻使投 以取民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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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토지를 빌려려고 지주가를 드나들었던 농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양 

반， 상민， 노비 등 다양 했다. 김씨가 작인들은 당시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김씨가의 병작지 규모는 1808년 240여 두락， 1850년 480여 두락， 1889년 500여 

두락이었으며， 추수기에 등장승}는 작인들은 19세기 전반에는 연간 40명 정도， 19세 

기 후반에는 연간 60~80명 정도이다. ( (그림 1), (부표 1) 참조)11) 연도에 따라 
작인 수가 크게 차이(예컨대， 1889년 79명， 1890년 63명 등) 나는 원안은 김씨가 

에서 연도에 따라 추수기를 자세히 작성하기도 하고， 소략하게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추수기 내용이 소략한 연도는 세거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 

답의 추수기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김씨가 추수기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이들의 신분 구성을 보면 양반이 20~30%， 상민[김씨가의 노비가 아닌 사람]이 

609φ 전후， 김씨가의 노비가 1O~20% 정도였다. 작인 가운데 양반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타인의 땅을 벌려 생계를 유지하는 양반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8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양반작 

인은 흔하지 않았다. 어느 곳을 가펀지 양반착인을 흔히 볼 수 있게 된 시기는 18 

세기 중 · 후반 무렵부터였다. 18세기 칠곡 석전 광주이씨가 추수기는 양반작얀이 

등장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1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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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800-1903년 김씨가 ξ빈신분 현황 

11) 河技짝힘과 같이 힘號흘 기재한 작얀은 兩행으로 분류했다. 日石과 같이 이름을 기재한 작인은 김씨가 
호구단::>:}를 통해 신분을 확인했다 호구단자에서 이름이 확얀되면 ~YJ1f.， 확인되지 않으면 非쩌牌로 분 
류했다. 

12) 김건태， 앞의 책(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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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엽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약 150여 년간 장시 수가 대략 1 ，100여 곳 전후를 유지 

한 현상은，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통한 농산물의 자급을 추구하려는 농민들의 행위 

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間種， 根籍， 混作， 多品種少量生훌體制， 자급， 안정 

투고일(2011 ， 12, 22), 심사시작일(2012， 1. 14), 심사완료일(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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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tact) 

The Trends and Orientation of Famers’ Management 

in 19th centmy 

Kuentae Kim * 

π1ís artícle aíms to explore the trends of the farm síze and íts oríentatíon through 

the tenants who run the lands owned by Euíseong Kim Clan at Keumgye-ri, 
Andong, ín 19th century , 

Although tenants who worked on the farm owned by the Kim Clan ín 19th 

centuη had a varíety of statuses, the farmíng methods they devísed were ín 

substantíal agreement wíth each other, The farmíng methods such as ínter-croppíng 

(間種) , depth tíllage(根鏡) , crop-míxíng(混作) were carríed out ín a dry fíeld, while 

two crops both ríce and barley were raísed a year ín a rice paddy, The tenants 

conducted a hígh-level of íntensíve agriculture wíth the díversifícatíon of farm 

produás , Therefore , ít was the system of small quanti디T bach productíon the farmers 

made use of. 
When they were confronted wíth corruptíon of taxatíon system, the tenants 

focused on íntensíve farmíng method ínstead of shorteníng the farm síze , Therefore,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of small quantíty bach productíon was ín accordance 

wíth reductíon of the arable acreage , τhe farmers of late 19th century stayed at one 

place much longer than ones of ear냐 18th century díd, because they producted 

more graín than before by usíng íntensíve agriculture , Therefore, the system of small 

quantiψ bach produαíon was more líkely to g뼈 self-suffícíency of farm produc않 

and stabílízatíon of lívíng than mass produáíon of a few seleáed ítems , 

Key Words ínter-croppíng, depth tíllage, crop-míxíng, the system of small 

quanti미 bach produαíon ， self-sufficíency of farm products, 
stabílízatíon of líví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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