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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콰 ξ극 * = c그 ‘-

조선시대의 公有財에 대한 소유권 규정은 山林川澤 與民共地라눈 “왕토싸앙”에 

근거하고 있다. 법제도적으로 바다 역시 왕토의 일환으로 여겨졌고， 조선 중기에 

접어들수록 토지자원의 陽給대상 고갈에 따라 t훨鎬) 靈田 등 일부 바다눈 諸宮家

와 衛門어l 절수지의 대상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에 걸쳐 왕토이자 무주물의 이용에 대한 관리규정은 생산수단에 

대한 조세부과 형태가 유일하였다. 조선 초기 수산과 관련된 규정은 經國大典 戶

홈 • 魚廳條에 의하는데， ‘여러 도의 어전과 염분은 등급을 나누어 장부를 만들어서 

戶홈와 각 도， 각 고을에 보관한다. 장부에 누락시킨 자는 장(校) 80대에 처하고 

그 이득은 관에서 몰수한다. 어전을 사사로이 점유한 자도 같다. 어전은 가난한 

백성에게 주되 3년이 되면 교체한다’로 조선 초기부터 私러을 엄금하고， 바다를 국 

가 관리 하에 두는 왕토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조선의 전 바다가 아닌 어 

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부터 이미 사점된 바 있었던 演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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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부 어전에 대한 이용 대상자와 用益 기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용 

익에 따른 조서l부괴눈 정의되지 않고 있다 1) 

이후 수산 관련 조세는 어업행위에 펼요한 懶짧， 演船， 演網 등 어획수단에 부과 

되는 형태로 발달하고 있었다.깅 그러나 경국대전 이외에 관련 세제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징수와 관리기관이 분산된 형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3) 

본격적으로 수산물의 용익을 조세로서 체계화한 것은 다름 아닌 均投海種의 설 

정이다. 통 세목을 정의한 균역법의 대의는 양역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으로 減分

된 국가재용을 새로운 재원으로 보충케 한 것이 주요 골재l다 4) 즉 조선왕조카 

수산업의 생산수단을 대상으로 일원화된 정수기관을 설정하고 해당 조세를 국가재 

정수입으로 전환시킨 균역법은 수산업의 관려 차원이라기보다 減布로 인한 국가 

재정수입의 보충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역해세 제도는 

수산업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에 의해 일원화된 정수기관 및 조세 체제의 성립， 이 

용에 대한 전국적언 규정이라눈 점에서 어업제도로서의 의의도 간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어업제도는 어업과 관련된 볍령(formal rules) , 관행(informal 

cons때nts) ， 그리고 이들 법령과 관행이 지켜지는 질서(effectiveness of enfαcement) 

로 구성되는데? 근대적 어업제도가 성립되기 이전시기에 어업과 관련된 법령은 대 
체로 조세를 통해 규율이 실현되고 있었다. 1차 산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전근 

대적 사회의 경우 생산수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배 영역 하에 두었고， 이를 규 

율하는 제도눈 국가수조권에 의해 발현된 형태라 하겠다. 통 수조권은 재화로서 

地代와 공권유지비로서 부과하는 조세가 미분리 된 상태로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특정을 지니고 있었다.θ 따라서 조선 왕조의 어업에 대한 “조세수취”는 사실상의 

용익을 승인하는 즉， 바다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 수산관련 조세제도와 관련 기록을 통하여 당시의 어업 실태 

와 어업제도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시대성을 보유한 지방 

읍지의 총합얀 『與地圖書』를 집계 분석한다. 균역해세 성립 시기의 수산업과 국가 

재정， 수산물의 수취관계 나。까 지역적 특질 등을 구병하고자 한다. 

1) 崔承熙， 1968 '.제4절 고려시대의 어업J r韓國水훌史J ， 水훌廳， 21면‘ 
2) r비변사등록』 숙종 43년 丁명 표月 288條 (崔承熙， 앞의 책 ， 100-101면 재얀용) 

3) 이욱， 2003 '17세기말-1해l기 전반 魚짧鏡 徵橋規定 整備와 官收官給制J r朝蘇時代史學報J26 ， 186면， 

4) 黃夏鉉， 1979 '良彼의 實相과 均彼法，의 實施 『經濟史學J3， 64-69면 
5) 유통운， 2000 '한국 어업제도 변화의 경제적 성과j r.ζ얀}연구J14， 26-27면 

6) 金玉銀， 1984 r朝蘇王朝財政史鼎究(I)J ， -홉8閒，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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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수산자원을 파악하고 수산업에 대한 조세 수취를 제도가 

아닌 실태를 중심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도 정보의 유 

용성과 사료로서의 가치가 확인된 『여지도서』의 수산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물산항목은 수산물의 지역별 생산 정보， 균세 및 진공항목은 중앙재정으로의 

조세수취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읍과 같다. 

첫째， 『여지도서』의 물산항목을 통해 지역별 수산 물산수와 주요 어종을 제시하 

였고， 진공 품목， 균세 부콰 등 관련 기재사항과 교차 비교를 하였다. 최대 수산물 

산 및 진공의 기재지역은 함경도의 북청으로 수산물산이 35개， 진공물품이 28개였 

다. 최대 균역해세 부과지역은 전라도 영광으로 해세액은 2，823.3냥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지도서』수산물산과 해세， 진꽁항목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일부 지 

역에서는 균세 납부 실적으로부터 기재 누락이 유추되거나 물산， 진꽁， 해세 항목 

간 정합적이지 못한 사례도 제시하였다. 그려나 각 도를 기준으로 총합할 경우 진 

공물품이 수산물산에 포함되고 도의 진콩을 책임지는 감영의 진공물품이 각 지역 

에서 진공물품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여지도서』에 기재된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여지도서』의 불산항 

목은 중앙에서 각 지역의 조세수취 물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여지도서』의 수산물 진상품을 통해 수산물의 가 

공정도가 상당 수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로 염제품， 건제품， 醒제품， 演

제품 등 유통에 용이한 형태이다. 특히 진꽁품목의 종류와 품목별 가꽁저l품은 중 

앙으로부터 원거리일수록 고도화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여지도서』를 통해 균역법 이후 수산 물산， 관련 조세 부담 수준， 지 

역별 특정， 납부 방식 등을 중심으로 당시 수산업과 어촌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이 

해상 제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광범위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 

하였기 때문에 물산과 진꽁， 해세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역에 대해 지역적 꽁통 특 

질 등을 세밀하게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서 읍지 

등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與地圖書， 物廣， 土廣， 進頁， 均않， 海種， 水廣業〉 水運物廣

접수일(2012. 2. 16), 심사시작일(2012， 2, 29), 게재확정일(2012， 3, 12) 



















(Abstract) 

A Study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Marine Products and 

Sea Tax during the King Yongjo Era by Analyzing YOji Toso 

Song, Kyoung Eun *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marine products and sea tax during the King 

Yongjo era. YOji Toso, created base on a survey, contains various fishery records 

that help determine the fishery at that time. The book also provides the information 

on local products and tax through the product-related provisions(t&;Ji) , sea tax(:ft]j'Jt) 

and Jingong(~Jt). In terms of the whole country, 44.97% of the local products 

included in YOji Toso are marine product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among the 

provisions in YOji Toso showe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ith local marine 

products and the number of items in the late Chosun Dynasty. Second, there was a 

correlation among the provisions , the product-related provisions(t&;Ji) , sea tax(:ftJ:fi) 

and Jingong(~yt) meaning that YOji Toso is reliable as a historical record.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product-related provisions(t&;Ji) served as basic 

materials for collecting tax. Third, Jingong(~Jt), a tribute rendered to the king, was 

to help determine the degree of marketization and processing of marine products in 

the 18th century. The farther dista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ad been the 

more advanced the processing. 

Key Words product-related provisions, sea tax, Jingong, YOji Toso, marine 

product,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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