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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職田法이 폐지되고 임진왜란으로 토지가 황폐화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궁

방은 주로 折受를 통해 궁방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인 궁방전을 확보하였다. 그

런데 절수는 원칙적으로 無主陳荒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 토지가 장토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간 작업을 거쳐야 했다. 개간 작업은 궁방이 담당하기

도 했지만 민들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들이 物力을 들여 개간한 궁방전

에는 ‘宮房―中畓主―作人’이라는 중층적 토지소유구조가 형성되었다.1)1)

중답주는 궁방전을 起墾作畓하고 장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끊

* 이 논문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AKS-2011-EBZ-3104).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1) 박준성, 1984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이영훈,
1988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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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는 拒納과 抗租를 통해 권한을 신장시켜, 궁방전의 실질적 소유자로 자리매

김하며 궁방전을 침해해 간 존재였다.2)2)이러한 중답주가 존재했던 대표적인 장

토로는 載寧郡 餘勿坪 장토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궁방전에는 중답주와 발생기원이 비슷한 役價導掌이 있었다. 역가도장

은 자신의 자금으로 궁방전을 개간하거나 築堰築筒하고 도장에 差定된 자였다.3)3)

발생기원의 측면에서 중답주와 역가도장은 비슷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중

답주와 마찬가지로 역가도장이 존재했던 대표적인 장토 역시 재령군 여물평 장

토였다.

1907년 도장 정리 당시 역가도장으로 분류된 자는 15명이었고,4)4)이 가운데 투

탁지로 인정받아 토지를 환급받은 자가 2명이었고,5)5)도장으로 인정되어 배상을

받은 자가 11명이었다.6)6)이 11명 가운데 6명이 재령군 여물평 장토의 도장이었

다.7)7)도장 정리 당시 역가도장으로 분류되어 배상을 받은 도장 가운데 절반 정

도가 여물평 장토의 도장이었던 것이다.

여물평 장토에는 발생기원이 비슷한 역가도장과 중답주가 공존했지만 궁방전

2) 도진순, 1985 19세기 宮庄土에서의 中畓主와 抗租: 載寧 餘勿坪庄土를 중심으로 한국
사론 13.

3) 황성신문 1907.7.1; 臨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이하 要綱), 63면; 請願에對한指令及

同却下供閱書類目錄(奎 20765).

4) 各道郡各穀時價表(奎 21043) 各宮導掌文券還收簿 에 역가도장으로 분류된 자는 15명

이었다. 그 가운데 坡州郡 소재 壽進宮 장토의 도장 吳正善은 역가도장으로 분류되었지만

그는 納價導掌이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京畿道庄土文績(奎 19299) 56책]. 이와
달리 載寧郡 餘物坪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 朴東植은 作導掌으로[黃海道庄土文績(奎
19303) 76책], 黃州郡 大也島 소재 內需司 장토의 康駿鎬는 납가도장으로 분류되었지만(黃
海道庄土文績 10책), 이들은 발생기원이 역가도장에 해당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하
였다. 따라서 실제 역가도장은 16건이 된다.

5) 各道請願綴(奎 21300) 土地還給件 .

6) 要綱 導掌賠償金算出表 , 77-94면.

7) 역가도장으로 분류되어 배상을 받은 장토의 소재지와 관할 궁방은 황해도 재령군 여물평

소재 壽進宮 장토(6건), 봉산군 소재 수진궁 장토(1건), 경기도 음죽군, 풍덕군 소재 內需
司 장토(2건), 평안도 의주군 소재 於義宮 장토(1건), 평안도 중화군 소재 明禮宮 장토(1

건) 였다. 납가도장으로 분류되었지만 역가도장의 분석 대상에 포함한 황주군 대야도 소

재 내수사 장토의 도장 강준호도 배상을 받았으므로 이 경우까지 포함하면 12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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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궁방전을 침해해 간 중답주의 위상만 구명되었고,8)8)역가

도장의 위상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물평 장토에 존재했던 역가도장의 발생기원과 변화 양상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 장토에 존재했던 역가도장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역가도장이

궁방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구명하고자 한다.

2. 17세기 후반~18세기 초 餘勿坪 장토 역가도장의 발생기원

재령군 여물평 소재 궁방전은 蘆田을 개간하여 형성된 장토였다.9)9)16세기 중

반까지 재령군 여물평은 갈대가 무성하고 토지에 염분이 많아 농사짓기 어려운

노전 지역이라, 민들은 여물평 노전에서 갈대를 채취해 삿갓과 삿자리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권세가들이 陳田이라고 칭탁하여 立案을 받

고 오히려 민들에게 갈대를 팔아 민들이 생업을 잃게 되어 권세가들의 입안을

호조에 환수토록 했다.10)10)그러나 노전이 내수사에 이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문제

가 지속되었다.11)11)

宣祖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전을 개간하여 屯田으로 만들고 생산된 곡

물을 關西 지역의 군량미로 충당하도록 하였다.12)12)이에 민들을 동원해 제방을

쌓고 물을 끌어들여 여물평 노전을 개간했는데, 토지를 개간한 이후 주변의 민

들로 하여금 병작케 하면서 종자를 적게 나누어 주고도 많이 주었다고 하고, 수

재나 한재가 들어도 풍년에다 기준을 두고 곡물을 징수해 민들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3)13)이로 인해 재령 지역의 둔전을 혁파할 것을 요구하기도

8) 여물평 장토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용섭, 1965 司宮庄土의 佃戶經濟: 載寧餘勿坪庄土를

中心으로 亞細亞硏究 8-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1970,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 일조각 재수록); 도진순, 1985 앞의 논문 참조.

9) 여물평 지역의 지형과 개간 과정은 김용섭, 1970 위의 책; 도진순, 1985 위의 논문 참조.

10) 明宗實錄 권15, 명종 8년(1553) 8월 14일(戊子).

11) 明宗實錄 권20, 명종 11년(1556) 1월 14일(甲戌).

12) 宣祖實錄 권12, 선조 11년(1578) 7월 16일(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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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4)14)

여물평 노전을 개간했던 초기에는 軍資監에서 둔전을 관할했지만 점차 관할권

이 궁방에 이속되기 시작했다. 軍資監에서 관할했던 둔전이 1593년 訓鍊都監으

로 이속되었다가 永昌大君에게 賜給되었고, 광해군대에는 이를 管餉使에서 관할

토록 했지만 다시 大妃殿과 達城尉에 이속되었다.15)15)이후 여물평 지역이 궁방에

이속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18세기 여물평에는 壽進宮, 毓祥宮, 明禮宮, 和順翁

主房, 和平翁主房 등의 장토가 형성되어 있었고, ‘黃海道載寧餘勿里堰畓 卽諸宮

房大庄’이라고 할 만큼 궁방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16)16)

그런데 여물평은 載寧江과 그 지류인 西江 사이에 위치한 노전 지역이었기 때

문에 장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築堰築筒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 작업을

수행한 자가 역가도장이었다. 1685년 方同知宅戶奴 貴龍은 수진궁에 所志를 올

려 여물평 노전 가운데 掘浦부터 豪音浦까지 100여 석락을 朴太建 등과 함께 銀

子 누백량을 들여 完築했으니 永世耕作할 수 있도록 圖書를 성급해 줄 것을 요

청했고,17)17)수진궁은 貴龍을 도장에 差定하였다.18)18)

1694년 朴時元은 崔貴人房(=육상궁)에 所志를 올려 본인이 物力을 들여 재령

군 노전 12석락을 完築했으니 도장에 차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19)19)崔貴人房은

賜與받은 여물리 노전을 完築했으므로 도장에 차정한다고 하였다.20)20)

築堰築筒 작업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합자하여 수행하기

도 하였다. 1684년 金孝謇과 朴孝健은 합자하여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를 築

筒하였고,21)21)1727년 金時泓, 金世殷 등 7명은 여물평 草尾筒 소재 육상궁 장토를

함께 完築하고 1인당 도장 지분 2석 5두락을 나누어 가졌다.22)22)

13) 宣祖修正實錄 권24, 선조 23년(1590) 4월 1일(壬申).

14) 宣祖實錄 권29, 선조 25년(1592) 8월 1일(戊子).

15) 仁祖實錄 권3, 인조 1년(1623) 12월 7일(壬辰).

16) 黃海道庄土文績 51책, 1791.7.19. 內需司啓文.

17) 黃海道庄土文績 77책, 1685.12. 所志, 北部俊秀坊住方同知宅戶奴 貴龍→壽進宮.

18) 黃海道庄土文績 77책, 1694(甲戌).11. 導掌差帖文記, 壽進宮→奴貴龍.

19)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694.7. 所志, 朴時元→×.

20)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695(乙亥).8. 導掌差帖文記, 崔貴人房→朴時元.

21) 黃海道庄土文績 76책, 1684.10. 所志, 金孝謇→壽進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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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궁방이 賜與받은 여물평 지역의 노전은 17세기 후반부터 築堰築筒 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간되기 시작했던 것이며, 궁방은 築堰築筒 작업을 수행한 자

들을 포상의 형태로 도장에 차정하였다. 淑嬪房(=육상궁)은 스스로 물력을 들

여 完築한 鄭時綱, 柳萬枝를 ‘論賞之道’로 도장에 차정했고,23)23)崔世平, 林仁相 역

시 ‘他無施賞之道’라면서 이들을 도장에 차정하였다.24)24)그리고 淑嬪房은 築堰 작

업을 수행한 김시홍, 김세은을 도장에 차정하면서 ‘自費築筒者 執持導掌 自古流

來之規’라 하였다.25)25)築堰築筒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도장에 차정해, 궁방전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던 것이다.

노전을 築堰한 공로로 도장에 차정된 자들은 장토를 경영하며 궁방에는 상납

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1697년 金振琦는 安仁基에게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

의 도장권을 방매하면서 ‘年年打作上納後 分食是如乎’이라고 했고,26)26)1699년 수

진궁은 尹斗商을 여물평 장토 11.5석락의 도장에 差定하면서 ‘同所出着實 打作上

納’토록 하였다.27)27)17세기 후반 여물평 장토의 도장은 궁방에 ‘打作上納’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698년 長婦 韓召史에게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권을 상속하

면서 작성한 분재기에는 ‘今年爲始無弊上納後 其餘役價段乙良 汝亦次知之意知悉

向事’이라고 되어있다.28)28)役價는 ‘導掌所食役價’라 해서 도장이 차지하는 몫을 지

칭하는 것이다.29)29)‘打作上納後 分食是如乎’, ‘無弊上納後 其餘役價段乙良 汝亦次

知之意’라고 했듯이, 17세기 후반 역가도장은 장토를 경영하면서 궁방에는 ‘打作

上納’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차지하였던 것이다.

22)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27(丁未).7. 導掌差帖文記, 淑嬪房→金時泓ㆍ金世殷.
23)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37(丁巳).11. 導掌差帖文記, 淑嬪房→鄭時綱; 1741(辛酉).4. 導

掌差帖文記, 淑嬪房→柳萬枝.

24) 黃海道庄土文績 45책, 己巳.4. 導掌差帖文記, 毓祥宮→崔世平; 庚辰.9. 導掌差帖文記, 毓
祥宮→林仁相.

25)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27(丁未).7. 導掌差帖文記, 淑嬪房→金時泓ㆍ金世殷.

26) 黃海道庄土文績 78책, 1697.10.29. 도장권매매문기, 金振琦→安仁基.

27) 黃海道庄土文績 76책, 1699(己卯).11. 導掌差帖文記, 壽進宮→尹斗商.

28) 黃海道庄土文績 77책, 1698.6.20. 분재기, ×→長婦 韓召史.
29)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821.10.27. 도장권매매문기, 文時明→金性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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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은 장토를 경영하면서 築堰築筒한 곳의 보수 관리도 담당하였다. 1721년

築筒官이었던 門益成은 재령군 여물평에 내려가서 수진궁 堰畓 가운데 破筒된

곳을 改築하고 上京해서 해당 장토의 도장이었던 金時爔와 李時灄에게 비용을

받았다.30)30)여물평 장토의 도장 김시희와 이시섭은 서울에 거주하며 築筒官을 통

해 破筒된 곳을 改築하며 관리하였던 것이다.

도장은 장토를 관리하며 破筒된 곳을 改築하였지만 堰筒이 파손되었다고 해서

항상 곧장 보수한 것은 아니었다. 1724년 兪漢崇은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 草

尾筒 10석락의 도장권을 방매했는데, 이 장토는 破筒處였다.31)31)이 장토의 도장은

兪漢崇→故千祥璧妻鄭氏→金時泓→韓興瑞로 변동되었는데, 김시홍이 한흥서에게

‘完築 5石落只와 未築 5石落只 海洋等庫’의 도장권을 방매하면서 이 장토는 자신이

물력을 들여 築筒한 곳이라고 하였다.32)32)유한숭은 破筒處 10석락의 도장권을 방매

했고 이후 도장권을 매득한 김시홍이 10석락 가운데 5석락을 築筒했던 것이다.

築堰築筒 작업을 수행하고 도장에 차정된 여물평 장토의 도장은 장토를 경영

하며 物力을 투여해 築堰築筒한 곳의 보수 관리도 담당했다. 그러나 堰筒이 파

손되었다고 해서 바로 改築하는 것이 아니라 海場인 상태로 도장권을 방매하기

도 했으며, 해당 장토의 도장권을 매득한 도장이 이후에 개축하기도 했다.

여물평 지역을 築堰築筒하고 도장에 차정된 역가도장은 왕실 관련 업무에 종

사한 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1695년 內侍府金鉉妻 羅氏는 尹斗商에게

自備築筒한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권을 방매하였고,33)33)1696년 內侍生

徒였던 崔宇柱는 金時海에게 養父가 自備築筒한 수진궁 장토의 도장권을 방매

하였다.34)34)

1727년(丁未) 淑嬪房은 金時泓을 비롯한 7명이 自備物力으로 여물평 장토를

完築한 공로를 인정해 도장에 차정했는데,35)35)築堰築筒 작업에 참여한 김시홍은

30) 黃海道庄土文績 78책, 1721(辛丑).閏6.9. 手記, 門益成→金時爔.

31)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24.6.21. 도장권매매문기, 兪漢崇→(故千祥璧妻鄭氏) “破筒處

十人所管 壹百石落只內 自己所管什石落只.”

32)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27.5.24. 도장권매매문기, 金時泓→韓興瑞.

33) 黃海道庄土文績 76책, 1695.8.17. 도장권매매문기, 內侍府金鉉妻 羅氏→尹斗商.

34) 黃海道庄土文績 77책, 1696.7.14. 도장권매매문기, 內侍生徒 崔宇柱→金時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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淑嬪房 書題所의 掌務였고, 趙泰䉮, 金世殷, 金得秋는 淑嬪房 書題所의 稤宮, 書

員이었다.36)36)1760년 崔德基는 여물평 소재 육상궁 草尾 장토의 도장권을 방매했

는데,37)37)그는 ‘內司書員’이었고 그의 부친이 毓祥宮 所任을 수행하면서 自備物力

으로 築筒했던 것이다.38)38)

1774년(甲午) 육상궁은 尙宮 韓氏가 여물평 장토를 自備物力으로 新築한 공로

를 인정해 도장에 차정하였다.39)39)그리고 尙宮 韓氏는 柳盛根과 金廷禹가 여물평

장토를 完築하는데 공로가 있었다며 20석락지 16作 가운데 6作을 分給해 주었

다.40)40)이후 김정우는 6作의 도장권을 유성근과 분할하면서 ‘主事財主 尙宮 韓氏’

가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해 분급해 주었다고 하였고,41)41)유성근도 3作의 도장권

을 방매하면서 ‘物主 韓尙宮’이라고 표현하였다.42)42)韓尙宮은 여물평 장토를 축언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던 것이고, 유성근과 김정우는 현지에서 築堰 작업

을 담당했던 것이다.

궁방의 사여ㆍ절수지를 민들이 주체가 되어 개간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內官

이나 尙宮을 비롯해 왕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인물들이 築堰築筒 작업에 참여하

기도 했던 것이다. 궁방은 사여ㆍ절수한 해택지나 노전을 개간하는 데 왕실 관

련 업무에 종사한 인물도 활용했던 것이다.

築堰築筒 작업에는 왕실 업무 종사자들 외에 양반층과 상민층도 참여하였다.

1697년 故僉知中樞府事金夢參妻 丁氏는 여물평 소재 수진궁 도장권을 副司勇 李

次萬에게 방매하면서 家翁生時에 노전을 自己築筒하였다고 하였고,43)43)1707년 嘉

35)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27(丁未).7. 導掌差帖文記, 淑嬪房→金時泓.

36)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33.12.20. 도장권매매문기, 掌務 金時泓, 稤宮 趙泰䉮, 書員 金

世殷․金得秋→李光晉.

37)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760.4.28. 도장권매매문기, 崔德基→金鼎禹.

38)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761.2. 漢城府謄給.

39)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74(甲午).1. 導掌差帖文記, 毓祥宮→尙宮 韓氏.

40)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76(丙申).5.17. 手記, 샹궁 한시→김뎡우・뉴셩근.
41)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76(丙申).5.17. 다짐, 金廷禹→柳盛根.

42)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79.7.26. 도장권매매문기, 柳盛根→趙宗國.

43) 黃海道庄土文績 76책, 1697.6.4. 도장권매매문기, 故僉知中樞府事金夢參妻 丁氏→副司

勇 李次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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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大夫行忠武衛副司勇 張燦妻 崔氏는 李碩允에게 末筒 도장권을 방매하면서 家

翁生時에 自己築筒하였다고 하였다.44)44)1728년(戊申) 淑嬪房은 李光晉이 破筒된

胡音浦筒을 改築해서 도장에 차정했는데,45)45)그는 通訓大夫前行直長의 次子 李絳

胤의 外三寸叔으로 副司勇을 지낸 인물이었다.46)46)그리고 수진궁이 ‘京中富民輩

自備築筒 自本宮從民願定稅 就此中 劃給役價 仍作導掌’라고 했듯이,47)47)築堰 작업

에는 재력을 지닌 상민층도 참여했다.

築堰築筒 작업에 참여한 자들을 ‘京中富民輩’라 지칭했듯이 이들 도장의 거주

지는 주로 서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684년 私奴 順伊가 여물평 장토를 개간

하고 수진궁에 올린 所志에 거주지가 ‘西部內需司契居私奴順伊’로 기재되어 있었

고,48)48)1685년 수진궁 장토를 개간한 朴泰健과 方同知宅戶奴貴龍의 거주지도 서

울이었고,49)49)1721년 築筒官을 파견해 破筒된 곳을 改築했던 도장 金時爔와 李時

灄의 거주지도 서울이었다.50)50)여물평 장토의 築堰築筒 작업에는 서울에 거주하

며 재력을 갖춘 왕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양반층과 상민층도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가도장은 노전 지역을 築堰築筒한 공로에 대한 포상의 형태로 도장에 차정

되었듯이 독자적인 장토 경영을 통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권을 궁방

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한편 궁방은 스스로 물력을 들여 築堰築筒 작업을 수행한

도장을 통해 折受․賜與 받은 노전 지역을 作畓化하고 매년 상납을 받음으로써

궁방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역가도장은 도장에 차정해 줄 것

을 요청하며 ‘多費財産 永爲資生之計’라 했고,51)51)이에 대해 궁방은 ‘公私兩利’52)52)

44)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707.2.22. 도장권매매문기, 嘉善大夫行忠武衛副司勇 張燦妻崔氏
→李碩允.

45)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28(戊申).2. 導掌差帖文記, 淑嬪房→李光晉.

46)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744.4.13. 분재기, 父 通訓大夫前行直長 李→次子 李絳胤.

47) 壽進宮謄錄(奎 18980) 2책, 1808(戊辰).4.

48) 黃海道庄土文績 78책, 1684.10. 所志, 私奴 順伊→壽進宮.

49) 黃海道庄土文績 76책, 1685.12. 所志, 朴泰健→壽進宮; 黃海道庄土文績 77책, 1685.12.
所志, 貴龍→壽進宮.

50) 黃海道庄土文績 78책, 1721(辛丑).閏6.9. 手記, 門益成→金時爔.

51) 黃海道庄土文績 78책, 1684.10. 所志, 奴 順伊→壽進宮.



17세기 후반~20세기 초 役價導掌의 발생기원과 위상 변화·347

또는 ‘公私蒙利之道’라고 했다.53)53)발생 기원의 측면에서 보면 궁방과 역가도장은

서로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이다.54)54)

3. 19세기 여물평 장토의 경영과 역가도장의 위상 변화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여물평 장토의 도장은 노전 지역을 축언한 공로로 도

장에 차정되어 독자적으로 장토를 경영하면서 궁방에는 타작 상납하였다. 그런

데 18세기 중반부터 여물평 장토의 경영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748년 金世輝ㆍ柳萬根은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의 도장권을 元萬載에게 방

매하면서 ‘私種子 伍石落只內 官上納 貳石落只 以每石落只 什貳石式 支定上納是

乎矣’라고 하였다.55)55)1석락당 12석을 ‘支定上納’한다고 했듯이, 도장이 궁방에 타

작 상납했던 방식에서 매년 지정액을 상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장이 차지하는 몫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1821년 文時明은

金性哲에게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 도장권을 방매하면서 ‘導掌所食役價 正租

參拾伍石庫乙 金喆孫處買得資生是如可’라고 하였다.56)56)이 장토의 도장은 文時明

→金性哲→李章煥→李春吉로 변동되었는데, 도장의 몫인 役價 35석은 변동이 없

었다.57)57)그리고 1822년 李重桓이 朴以煥에게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의 도장권

을 방매하면서 ‘役價正租柒拾肆石常定處’라고 했듯이,58)58)도장도 매년 고정된 役

52) 위의 주.

53)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27(丁未).7. 導掌差帖文記, 淑嬪房→金時泓ㆍ金世殷.

54) 발생기원의 측면에서 궁방과 도장의 공생관계는 作導掌에서도 확인된다(박성준, 2015 17
세기 후반～20세기 초 궁방전에서 作導掌의 발생 기원과 작도장권에 대한 인식 변화 한
국사연구 168, 140면).

55)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48.3.7. 도장권매매문기, 金世輝ㆍ柳萬根→元萬載.

56)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821.10.27. 도장권매매문기, 文時明→金性哲.

57)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832.7.10. 도장권매매문기, 金性哲→×; 1832.8. 도장권매매문기,
李章煥→李春吉; 1833.4, 도장권매매문기, 李春吉→×.

58)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822.3.9. 도장권매매문기, 李重桓→朴以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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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를 도장 몫으로 차지했던 것이다.

여물평 장토의 庄土文績類에서 궁방의 支定上納은 1748년부터 확인되고, 도

장의 役價는 1777년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59)59)18세기 중엽부터 타작

제에서 도조제로 변경되고 도장은 고정된 역가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조제로 변경된 수취방식에서 도장의 몫과 궁 상납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

지 비교해 본다. 도장 정리 당시 여물평 장토의 역가도장으로 분류되어 배상을

받은 자는 朴東植, 趙命九, 朱學均, 趙羲載, 河肯一, 韓錫東 등 모두 6명이었다.

이들이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에서 차지한 몫과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표 1>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 역가도장의 징수량과 지출액60)60)

도장 징수량 舍音 등 기타 비용 기타 지출 순수입

박동식 租 185.09.4.5 租 9두 結稅 6.00.4 460.25.9

조명구 租 162.0 結稅 12.63.0 395.61.0

주학균 租 109.11.8.5 租 2.9두 結稅 3.37.0 266.66.9

조희재 租 267.14.2.0 結稅 11.37.6 663.35.2

하긍일 租 443.14.8.0 結稅 15.19.1 1103.24.1

한석동 租 256.00.6.0 租 1.06.7.5 結稅 8.78.5 632.95.4

합 租 1,424.14.9 租 4.06.7.5 結稅 57.35.6 3,522.08.5

* 단위: 租―석, 두, 승, 홉 / 結稅․순수입―원, 전, 리
* 租 1石(=18두)=2원 52전.

박동식을 비롯한 6명의 역가도장은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에서 매년 租

200~400여 석씩 총 1,424석 14두 9승을 징수하였다. 여기서 도장이 지출한 비용

은 結稅 약 22석 13두 7승(=57원 35전 6리)과 마름 급료 4석 6두 7승 5흡(=11

원 2전 5리) 합계 약 27석 2두 4승 5홉(=68원 38전 1리)이었다. 전체 징수량

1,424석 14두 9승에서 약 27석 2두 4승 5홉만 결세와 마름 급료 등으로 지출하

고, 나머지 약 1,397석 12두 4승 5홉(=3,522원 8전 5리)을 순수익으로 차지했던

것이다.

59)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777.4.7. 도장권매매문기, 徐興碩→金重輝.

60) 要綱 導掌賠償金算出表 , 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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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綱에 기재된 124건의 도장 지출 내역을 보면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이었던 이들 6명의 경우에만 지출 내역에 궁 상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궁 상납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른다면 다른 도장과 달리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은 궁 상납의 의무가 없이 장토 경영을 통해 획

득한 수입 전액을 차지했고, 수진궁은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황실 재정을 정리하면서 궁방전의 소재지, 규모, 수입액 등을 기록한

國有地調査書(抄) 궁방전 別表 (KO 중B13G 31)에는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

토의 총 수입 定額 7,200석에서 修築費, 雜費 등을 공제한 4,278석이 수진궁의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다.61)61)要綱에는 도장 수입이 1,424석 14두 9승이었고 궁

상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國有地調査書(抄)에는 수진궁의 수입이 4,278

석으로 도장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수진궁 장토에

는 박동식을 비롯한 6명의 역가도장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도장으로 인정받았지

만, 國有地調査書(抄)에는 도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
토 수입의 納入者가 監官 金正洪으로 기재되어 있다.

要綱과 國有地調査書(抄)의 내용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독특한 경영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62)62)도장 정리 당시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에는 도장과 별개로 6명의 감관이 있었다. 國有地調査書(抄)
에 납입자로 기재된 감관 김정홍은 그 가운데 1인으로 都監官을 겸임한 자였고,

6인의 감관은 궁 감관이면서 역가도장의 감관도 겸임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진궁 장토 60개 垌에서 풍흉에 관계없이 지정된 액수 7,108석 13두

6승을 징수했고, 이 가운데 수진궁 직할분이 5,630석 4두 6승이었고 도장의 몫은

1,478석 9두였다. 이는 國有地調査書(抄)의 정액 7,200석과 要綱의 도장 징

수액 1,424석 14두 9승과 거의 일치한다. 전체 징수액에서 수진궁 직할분이

79.2%, 도장의 몫이 20.8%로 수진궁 직할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1) 國有地調査書(抄) 궁방전 별표 는 1908년 황실재정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고, 황실재

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도장이 최종 정리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國
有地調査書(抄) 궁방전 별표 의 작성 주체와 시기는 박성준, 2014 國有地調査書(抄)
 작성에 바탕이 된 원 자료와 작성 주체 규장각 45 참조.

62) 이하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경영 방식은 導掌決定原案(奎 21019) 2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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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관은 수진궁과 도장의 감관을 겸임하면서 징수액에서 수진궁과 도장의 몫을

구분해 상납했지만, 수진궁과 도장이 관할한 장토가 경계를 짓고 구분되어 있었

던 것은 아니었다. 감관은 60개 垌에서 징수한 지정 총액에서 수진궁과 도장 몫

을 약 8:2의 비율로 분할해서 상납했던 것이다.

감관이 전체 징수량에서 수진궁과 도장의 몫을 분할해서 상납했기 때문에 要
綱에는 도장의 궁 상납액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고, 國有地調査書(抄)에는
납입자가 도장이 아닌 감관 김정홍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要綱에 도장
의 궁 상납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도장이 징수액 전량을 차지한 것으로 오해

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는 수진궁이 전체 징수량에서 80%를 차지했던 것이다.

감관은 징수한 총액에서 수진궁과 도장의 몫을 분할한 다음 장토 경영에 드는

비용을 각각 지출했다. 그런데 장토 경영에 드는 비용은 사실상 수진궁이 부담

하고 있었다. 여물평 장토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도감관과 감관 料下 805

석 16두 6승을 비롯해 監考, 別將, 馬房, 秋收官의 급료 등 총 1,472석 4두 6승이

었는데, 이들 비용은 모두 수진궁 몫에서 지출되었다. 수진궁은 직할분 5,630석

4두 6승에서 장토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4,158석을 상납받았다. 이는 國有地調
査書(抄)의 정액 7,200석에서 修築費, 雜費 등을 공제한 수진궁 수입액 4,278석

과 거의 일치한다.

여물평 장토의 감관은 궁 감관과 역가도장의 감관을 겸임하고 있었지만, 도장

은 감관의 급료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고 단지 上房路需나 有司條

로 租 몇 석을 지출할 뿐이었다.63)63)<표 1>에서 보듯이 도장이 지출한 기타 비용

이 조 4석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장토 경영에 드는 비용은 수진궁이

전액 부담했던 것이고 도장은 결세의 1/2만 부담하였다.

도장 정리 당시 수진궁은 감관을 두고 여물평 장토를 경영하면서 지정 총액의

80%를 차지하고 장토 관리 비용 전액을 부담했으며, 도장은 장토 경영에는 관

여하지 않고 감관으로부터 지정 총액의 20%를 도장의 몫인 役價로 지급받았던

것이다.

도장 정리 당시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에서 징수한 지정 총액과 수진궁과

63) 導掌決定原案(奎 21019) 2책, 秋收總額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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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의 분배 비율을 19세기 초 상황과 비교해 본다. 1808년에 작성된 載寧餘勿
坪所在壽進宮堰畓各筒結卜及支定分排成冊(奎 18385, 이하 壽進宮支定冊)에는
각 垌별로 지정액과 도장, 감관, 마름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지정액은 7,577석

6두였다. 1808년과 1907년의 지정액을 비교해 보면 약 469석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지정액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100년 사이에 浦落된 곳이 있었기 때문이

다. 도감관 김정홍은 장토가 성립되었을 때의 지정액은 7,579석 12두였는데, 그

사이에 포락된 곳이 있어 지정액이 7,108석 13두 6승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여물

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지정액은 10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64)64)

壽進宮支定冊에는 각 垌별 지정액만 기재되어 있고 수진궁과 도장의 몫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분배 비율은 도장권매매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 島板垌, 半六垌, 者甲垌, 鵝項垌의 役價

연도 장토명 지정(석) 역가(석) 역가비중(%) 도장

1826

島板垌 254 35 13.8

黃成龍

半六垌 91 15 16.5

者甲垌 185 30 16.2

鵝項垌 80 10 12.5

소계 610 90 14.8

1861 島板垌, 半六垌, 者甲垌, 鵝項垌 90 朴在守

1900
島板垌 35

張元
林半六垌 15

1906

島板垌 35
朱學均

林半六垌 15

林者甲垌 30
朴東植

林鵝項垌 10

壽進宮支定冊에 島板垌, 半六垌, 者甲垌, 鵝項垌의 도장은 林興으로 기재되

어 있고, 지정액은 각각 254석, 91석, 185석, 80석으로 총 610석이었다. 1826년

64) 지정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수진궁이 항상 지정액을 안정적으로 수취한 것은 아니었

다. 19세기 여물평 장토에서는 지정액 7,500여 석을 고수하려는 수진궁과 이를 감액하려

는 중답주의 길항관계가 지속되었다(도진순, 1985 앞의 논문, 331-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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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成龍이 이들 장토의 도장권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도장권매매문기에는 각 장토

별로 도장의 몫인 役價가 기재되어 있는데, 役價는 각각 35석, 15석, 30석, 10석

으로 총 90석이었다.65)65)

1861년 朴在守는 이 4개 垌의 도장권을 다시 방매했는데 役價는 90석이었

다.66)66)1900년 張元은 全大六垌을 비롯한 6개 장토의 도장권을 방매했는데, 여기

에 島板垌과 林半六垌이 포함되어 있었고 役價는 35석과 15석으로 동일했다.67)67) 이

들 4개 垌의 장토는 도장 정리 당시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인 朱學均과

朴東植이 제출한 1906년 役價會計 문서에서 확인되며 역가 역시 동일했다.68)68)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지정액과 마찬가지로 도장의 몫인 역가도 10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지정액에서 수진궁과 도장의 몫을 8:2의 비율로 분

배했던 방식은 19세기 초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수진궁은 장토 경

영에서 도장을 배제하고 현지에 감관과 마름을 두고 장토를 경영하면서 지정액

의 80%를 차지한 반면에 역가도장은 장토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役價로

지정액의 20%를 지급받았던 것이다.

수진궁은 현지에 감관과 마름을 두고 장토를 경영했지만 1830년대 여물평 장

토에서는 궁방의 지주 경영에 저항하는 拒納과 抗租가 자주 발생했고, 이와 같

은 경우 수진궁은 감관과 마름의 교체를 통해 문제를 수습하고자 했다.69)69)그런

데 1839년에 항조가 발생하자 궁방은 도장을 질책하였다.

65) 黃海道庄土文績 76책, 1826.5.4. 도장권매매문기, 黃成龍→×. 壽進宮支定冊에는 네 곳
의 도장이 林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825년 林翼이란 자가 島板筒과 者甲筒의 도장권

을 방매한 도장권매매문기가 있다(黃海道庄土文績 76책). 매수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

지만 1826년 黃成龍이 해당 도장권을 방매한 것으로 보아 매수자는 황성룡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임익은 임흥의 자손인 것으로 보인다.

66) 黃海道庄土文績 78책, 1861.4. 도장권매매문기, 朴在守→×.
67) 黃海道庄土文績 77책, 1900.2. 도장권매매문기, 張元→×. 장원이 도장권을 방매하기 이

전까지는 장토명이 半六垌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장토명에 壽進宮支定冊의 도장이었던
林興의 성을 붙이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장토도 마찬가지였다.

68) 導掌決定原案(奎 21019) 2책.

69) 여물평 장토의 감관과 마름 교체는 도진순, 1985 앞의 논문, 324-3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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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의 黜陟은 도장에게 있으므로 人花의 誠僞는 자연히 알 수 있다. 이 擾攘의

시기에 奸僞한 무리가 간계를 부려 末流의 폐단을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데, 혹 都

捧이라 핑계대고 오로지 宮差에게 위임하고 모두 좌우중립하며 관망하니 6,000包 穀

摠은 언제 捧納되겠는가.70)70)

수진궁은 항조가 발생한 이 시기에 마름이 간계를 부리는데, 마름의 黜陟 권

한을 가진 도장이 단지 징수를 宮差에게 위임하고 자신들은 좌우중립하며 관망

하고 있다며 도장을 질책하였다. 수진궁은 마름의 黜陟 권한을 가진 도장이 방

관한다며 질책했지만, 19세기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은 장토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지정액에서 도장의 몫만 차지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때문

에 항조가 발생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도장이 있었음에도 19세기 여물평 장토에서 항조가 발생

하면 수진궁이 감관이나 마름을 교체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71)71)

장토 경영에서 도장을 배제해 간 양상은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 1861년 작성된 毓祥宮各垌支定及卜數成冊(奎 18736, 이하 毓
祥宮支定冊)에는 여물평 장토의 각 垌별로 자호, 지번, 결부수, 官種과 私種의

두락수, 支定額, 作人 성명이 기록되어 있고, 각 垌의 마지막에는 지정액 총합,

궁 상납, 役價 및 私耕, 監考 등 기타 비용의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毓祥宮支定冊의 지정 총액은 4,461석 10두 6승(100%)이었고, 이 가운데 궁

상납이 1,488석 7두 4승(33.4%), 역가가 1,627석 8두(36.5%), 장토 관리 비용이

1,345석 12두 6승 6홉(30.2%)이었다.

그런데 1861년에 작성된 毓祥宮支定冊을 파악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다. 毓
祥宮支定冊에는 육상궁의 몫인 궁 상납과 도장의 몫인 역가가 구분되어 있지

만, 이는 모두 육상궁의 몫이었다는 점이다.

70) 壽進宮圖署冊(奎 19105) 1책, 1839.9.9. 載寧諸導掌等處 “舍音之黜陟在於導掌 則其人花

之誠僞自可知矣 當此擾攘之時 苟有奸僞之輩 挾肥己之計 發於其間 則末流之弊 有不可言
倘或諉以都捧 專委宮差 擧是左右中立觀望者 則六千包穀摠 將於何時捧納乎.”

71) 여물평 장토의 항조와 궁방의 대응은 도진순, 1985 앞의 논문, 349-3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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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道光二十八年 戊申 五月日 庫直金進業前明文
右明文事段 宮敎是分付據(밑줄 인용자, 이하 같음) 載寧餘勿坪所在 叱里蛇垌所在
正租 壹佰拾柒石玖斗 金琯處買得對答是如可 價折錢文 壹千玖百伍拾捌兩參戔伍分
依數捧上後 本文記玖張 所志壹張 不忘記壹張 並以永永放賣爲去乎
財主 安思協72)72)

가-2. 道光二十八年 戊申 五月日 庫直金進業前明文
右明文事段 本宮屬 載寧餘勿坪 頌瞻至垌 役價 參拾伍石庫乙 買得資生是如可 宮敎
是價折錢文 伍百捌拾參兩參戔上下 故受去是遣 本文玖張 圖署貳張 並以永永放賣爲
去乎 日後若有雜談則以此憑考事
財主 禹弘建73)73)

가-1과 가-2는 1848년 安思協과 禹弘建이 庫直 金進業에게 役價 117석 9두와

35석을 징수하는 여물평 소재 叱里, 蛇垌과 頌瞻至垌 장토의 도장권을 방매하면

서 작성한 도장권매매문기의 내용이다.

보통 도장권의 매매는 개인 간에 이루어졌는데, 위 경우는 매도자들이 궁에서

錢文을 지급해서 도장권을 방매한다고 했듯이 궁에서 도장권을 매득한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도장권의 매매가는 보통 兩 단위까지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경

우는 매매가가 戔, 分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두 도장권의 매득

가는 모두 役價 1석을 16냥 6전 6푼 6리로 계산한 것이다.

두 도장권매매문기에는 ‘宮敎是分付’, ‘本宮屬’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庫直의

소속 궁방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장토는 육상궁 소속이었고 도장권을 매득한

궁방도 육상궁이었다.

<표 3>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 叱里, 蛇垌 도장의 변동

연도 매도자 매수자 전 매도자

1727 故金鼎希妻李氏
韓興世

1728 金世殷

1811 韓孟孝妻 張氏, 長孫 膺祖 金琯 金鼎希, 金世殷

1833 金琯 韓孟孝妻張氏

1848 安思協 金進業 金琯

72)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848.5. 도장권매매문기, 安思協→金進業.

73)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848.5. 도장권매매문기, 禹弘建→金進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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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의 叱里, 蛇垌 장토의 도장은 故金鼎希妻李氏·金世殷→韓興世→金琯→安

思協으로 변동되었는데, 金鼎希와 金世殷은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를 自備物

力으로 築筒하고 도장에 차정된 자였다.74)74)해당 장토에서 도장이 차지한 役價

117석 9두는 1848년 안사협이 庫直 김진업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도장권매매문

에만 기재되어 있지만, 이전 도장이 수취한 役價 역시 동일했다. 1811년 3월 11

일 韓膺祖는 김관에게 도장권을 방매하면서 만약 방매한 役價 117석 9두가 추수

할 때 차이가 있다면 매매가를 감액할 것을 약속하는 手記를 같은 날에 따로 작

성하고 있었다.75)75)매매문기에는 역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응조 역시 역

가 117석 9두를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毓祥宮支定冊에는 안사협이 庫直 김진업에게 방매한 叱里垌, 蛇垌

장토가 확인되며, 役價는 叱里垌 72석 9두, 蛇垌 45석, 합 117석 9두로 안사협이

방매한 도장권의 役價와 일치한다.

가-2의 頌瞻至垌 장토의 도장은 文時明→金性哲→李章煥→李春吉→禹弘建→庫

直 金進業으로 변동되었고, 1821년 문시명이 김성철에게 도장권을 방매할 때부

터 役價는 35석이었고 이후에도 변동은 없었다.76)76)이 장토는 毓祥宮支定冊에
‘宋僉知垌’으로 기재되어 있고, 役價도 35석으로 일치했다.

육상궁은 1848년뿐 아니라 1836년부터 庫直을 통해 役價 1석의 매득가를 일률

적으로 책정하고 육상궁 장토의 도장권을 집중 매득하기 시작했는데,77)77)이들 장

토는 毓祥宮支定冊에서 확인된다. 1836~1848년에 걸쳐 육상궁이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의 도장권을 집중 매득함으로써 築堰築筒을 통해 차정된 여물평 소

재 육상궁 장토의 도장은 소멸되었던 것이다.

74)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727.10.29. 도장권매매문기, 故金鼎希妻李氏→韓興世; 1728.12.

17. 도장권매매문기, 金世殷→韓興世; 1811.3.11. 도장권매매문기, 韓孟孝妻張氏・長孫 膺
祖→金琯; 1833.11. 도장권매매문기, 金琯→×.

75)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811(辛未).3.11. 手記, 韓膺祖→×.

76) 黃海道庄土文績 45책, 1821.10.27. 도장권매매문기, 文時明→金性哲; 1832.7.10. 도장권

매매문기, 金性哲→×; 1832.8. 도장권매매문기, 李章煥→李春吉; 1833.4. 도장권매매문기,

李春吉→×;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848.5. 도장권매매문기, 禹弘建→庫直 金進業.

77) 黃海道庄土文績 75책에는 육상궁이 1836~1848년에 걸쳐 도장권을 매득하면서 작성한

도장권매매문기 29건이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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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은 소멸되었지만 육상궁은 1861년 毓祥宮支定冊을 작성하면서 도장이

존재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궁 상납과 役價를 구분해서 기록했던 것인데,

이러한 기재 방식은 명례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명례궁은 1862년 12월 재령군

장토의 역가도장권을 2,500냥에 매득하고 다음 해부터 250냥을 징수했는데, 징수

항목을 ‘載寧役價’라고 표기하였다.78)78)명례궁도 여물평 장토의 역가도장권을 매

득하고 도장의 몫이었던 役價를 상납 받았지만 그 항목을 여전히 役價라고 표현

했던 것이다.

육상궁은 1836~1848년에 걸쳐 육상궁 장토의 도장권을 매득했지만, 도장이

존재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毓祥宮支定冊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毓祥宮支定冊의 기재 내용은 도장권을 매득하기 이전 시기인 19세기 초반의

육상궁과 도장의 분배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19세기 초반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에서는 지정 총액에서 육상궁은 33.4%, 도장은 36.5%를 차지했는데, 1836~

1848년에 걸쳐 육상궁이 도장권을 매득해 도장을 소멸시키고 도장의 몫까지 차

지했던 것이다.79)79)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궁방은 여물평 노전 지역에 자비를 들여 築堰築筒한

자들을 도장에 차정했고, 도장은 궁방에 상납 의무를 지면서 장토 경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다. 그런데 19세기 수진궁은 장토 경영에서 도장을 배제

하고 현지에 감관을 두고 장토를 경영하며 지주 경영을 강화해 갔고, 육상궁 역

시 지주 경영을 강화하며 도장권을 매득해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의 도장 자

체를 소멸시켜 버렸다. 궁방이 지주 경영을 강화하면서 19세기 여물평 장토의

경영 방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물평 장토에는 역가도장 외 중답주도 존재했으므로 궁방, 역가도장,

중답주가 장토 경영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이제 중답주까지 포함해서

살펴본다.

78) 明禮宮別置冊(奎 19582) 1책.

79) 육상궁이 도장권을 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1848년 육상궁은 궁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宣惠廳 給代錢 22,030냥을 지급받아 도장

권을 매득했다[存案書類(奎 20734), 1908.1.14. 請願書, 毓祥宮掌務 金漢範․鄭漢有․

庫直 朴永基→帝室財産整理局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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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물평 소재 육상궁ㆍ수진궁 장토의 징수량80)80)
(단위: 두)

궁방 연도 구분 두락 징수량 1두락당

육상궁
1861 궁방 4,261.55 79,849.26 18.7

1877 중답주 4,897.25 47,333.5 19.3

결부 징수량 1결당

수진궁
1808 궁방 214.68 136,392 635.3

1877 중답주 205.381 144,190.9 702.1

* 출전: 毓祥宮支定冊(1861년), 毓祥宮中賭租折半收捧成冊(K2-3206, 1877년), 壽進宮
支定冊(1808년), 載寧餘勿坪壽進宮中賭租收捧成冊(한古朝38-3, 1877년).

1861년 毓祥宮支定冊의 여물평 소재 육상궁 장토는 4,261두락이었고, 역가를

포함해 육상궁이 징수한 지정 총액은 79,849.26두로, 1두락당 징수액은 租 18.7두

였다. 여물평 장토에서 중답주가 징수하던 中賭支의 1/2을 장악하기 위해 1877

년 武衛所에서 작성한 毓祥宮中賭租折半收捧成冊의 두락은 4,897두락이었고,

중답주가 징수한 중도지는 94,667두로, 1두락당 징수액은 租 19.3두였다.81)81)여물

평 장토에서 육상궁과 중답주가 징수한 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

러한 양상은 수진궁도 마찬가지였다. 1808년 수진궁이 징수한 지정액은 136,392두

로 1결당 635.3두였고, 1877년 중답주의 중도지는 144,190.9두로 1결당 702.1두였

다.82)82)궁방의 지정액과 중답주의 중도지 비중이 비슷했던 것은 여물평 장토는

전체 생산량을 작인 1/2, 중답주의 중도지 1/4, 궁방의 지정액 1/4 비율로 분배

했기 때문이다.83)83)

이처럼 중답주가 생산량의 1/4을 중도지 명목으로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은 역

가도장과 함께 개간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이 여물평 장

80) 1808년 수진궁의 결부수는 김용섭, 1970 앞의 책, 372-373면 <표 4>, 1877년 수진궁의 중
답주 징수량은 도진순, 1985 앞의 논문, 341면 <표 2>에 근거함.

81) 毓祥宮中賭租折半收捧成冊의 47,333.5두는 중답주가 징수한 중도지의 1/2을 기록한 것
이므로 중답주가 징수한 중도지는 94,667두이다.

82) 수진궁의 중도지는 1/2이 아닌 중도지 전량을 기재한 것이다.

83) 도진순, 1985 앞의 논문,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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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중답주를 제약하기 위해 중도지의 절반을 수취하려 하자,84)84)중답주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載寧郡餘勿坪中賭支未納事招致該民等問目

問 此是 宮庄어늘 有中賭畓主니 是何名目也오

答 己巳築垌 庚午作畓時에 宮有築垌故로 定支定上納이고 畓主起墾 故로 定賭支
와 屢百年轉相賣買也85)85)

중답주는 여물평 장토를 己巳年에 築垌하고 庚午年에 作畓할 때 築垌은 궁에

서 담당해서 支定上納하고, 중답주는 축동한 뒤 起墾作畓했기 때문에 중도지를

징수했다고 주장하였다.

海澤地나 노전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築堰築筒 작업과 함께 토지의 소금기를

빼고 起墾作畓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黃州 大也島 소재 明惠公主房 장토

는 도장 鄭時雄의 부친이 ‘海澤陳荒無主處’를 陳告해서 折受했던 곳이다. 절수한

곳이 海澤地였기 때문에 鄭時雄의 부친은 自備物力으로 100여 명을 雇立해 完築

한 뒤, 30여 戶를 모아 農牛 10여 마리와 田器 등을 지급하고 開墾作畓하였다.86)86)

황주 대야도 소재 명혜공주방 장토는 도장이 築堰과 起墾作畓 작업을 모두 담당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물평 장토는 이 작업을 도장과 중답주가 나누어 담당했던 것이다.

1684년 金孝謇과 朴孝健은 합자하여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를 築筒하고 ‘以待

作畓依例納稅于宮爲白去乎’이라고 했는데,87)87)築堰築筒 작업은 도장이 담당하고

起墾作畓 작업은 중답주가 담당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여물평 장토에는 역가도

장과 중답주가 공존했던 것이다.

중답주는 築堰築筒 작업을 궁에서 수행한 것이라 했지만, 이 작업을 수행한

것은 역가도장이었다. 19세기 역가도장은 장토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

84) 도진순, 1985 위의 논문, 364-367면.

85) 黃海道各郡報告(奎 19157) 7책, 1906.1.23. 載寧郡餘勿坪中賭支未納事招致該民等問目.

86) 黃海道庄土文績 10책, 1708(戊子).9. 刑曹謄給.

87) 黃海道庄土文績 76책, 1684.10. 所志, 金孝謇→壽進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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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906년 당시의 중답주는 築堰築筒 작업을 궁에서 수행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

이다.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여물평 노전 지역을 개간할 때 築堰築筒 작업은 역가

도장이 담당했고, 起墾作畓은 중답주가 담당했다. 따라서 초기의 여물평 장토는

‘궁방―도장―중답주―작인’이라는 다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층

적 구조에서 궁방이 장토 경영에서 도장을 배제하고 지주 경영을 강화하면서

‘궁방―중답주―작인’이라는 중층적 구조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층적

구조에서 중답주의 존재마저 부정하기 위해 1877년에는 무위소에서 중답주의 중

도지 절반을 징수하고자 했고, 대한제국기에는 내장원이 중도지의 절반을 징수

하고자 했던 것이다.

19세기 궁방은 여물평 장토 경영에서 역가도장을 배제하고 중답주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궁방은 중답주가 권한 강화를 통해 궁방전의 실질적 소유자

로 자리매김하며 궁방전을 침해하자 궁방전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답주를

부정했던 것이다.88)88)이와 마찬가지로 장토 경영에서 도장을 배제하고 도장권을

매득해 도장 자체를 소멸시킨 것 역시 중답주를 부정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었

다. 이를 여물평 외 다른 지역 장토의 역가도장과 비교를 통해서 살펴본다.

여물평 장토의 도장을 제외하고 도장 정리 당시 역가도장으로 분류되어 배상

을 받은 자는 경기도 음죽군, 풍덕군, 평안도 의주군, 중화군, 황해도 봉산군, 황

주군 소재 장토의 도장 6명이었다. 각 장토에 도장이 차정된 기원을 보면, 1791

년(辛亥) 내수사는 새로 절수한 음죽군의 廢堤堰陳荒處를 築筒하고 起墾作畓하

는 비용 100냥을 官에서 지불하지 못했는데, 崔鳴璋이 담당하여 거행해서 성사

한 공로를 인정해 그를 도장에 차정하였다.89)89)

경기도 풍덕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도장 역시 1791년(辛亥)에 차정되었다. 내

수사는 경기도 음죽군과 마찬가지로 같은 해 새로 절수한 풍덕군의 廢堤堰陳荒

處를 築筒하고 起墾作畓하는 비용 100여 냥을 官에서 지불하지 못했는데, 金碩

興이 담당하여 거행해서 성사한 공로를 인정해 그를 도장에 차정하였다.90)90)

88) 도진순, 1985 앞의 논문, 364-365면.

89) 京畿道庄土文績 32-1책, 1791(辛亥).4. 導掌差帖文記, 內需司→崔鳴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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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 의주군 소재 어의궁 장토의 도장 林尙沃은 90,000여 金의 비용을 들여

光城ㆍ兼濟屯을 수축해서 도장에 차정되었다.91)91)1734년(甲寅) 명례궁은 중화군

장토가 혁파된 지 오래되었는데 崔世平이 이를 다시 起墾해서 명례궁에 속하게

한 공로를 인정해서 도장에 차정하였다.92)92)

1698년 崔氏는 林萬載에게 ‘黃海道 鳳山 城浦 自備築堰畓 拾貳石落只’ 도장권

을 방매하였는데,93)93)황해도 봉산군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 역시 ‘自備築堰’한

공로로 도장에 차정되었던 것이다. 황주군 대야도 소재 내수사 장토는 明惠公主

房에서 移屬된 것인데,94)94)도장 鄭時雄의 부친이 1668년 明惠公主房에 陳告해서

折受한 ‘海澤陳荒無主處’를 自備物力으로 開墾作畓한 장토였다.95)95)

여물평 장토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장토의 역가도장들도 자비로 築堰하고

起墾한 공로로 도장에 차정되었는데, 이들이 징수량에서 차지한 몫과 궁 상납액

을 비교해 본다.

<표 5> 여물평 장토 외 다른 지역 장토 역가도장의 수입액96)96)
(단위: 원)

지역 도장 징수액(a) 宮上納(b) 도장수입(c)
지출 도장

순수입

비중(%)

결세 舍音등 a/b a/c

음죽 李吉善 41.60 3 38.60 38.60 7.2 92.8

풍덕 姜錫鎬 82.775 2 80.775 0.86 79.915 2.4 97.6

의주 林炳遠 1,128.039 110 1,018.039 60.941 24 933.098 9.8 90.2

중화 金容鎭 311.901 7 304.901 36.696 50 218.205 2.2 97.8

봉산 申錫賢 391.48 7.96 383.52 112.979 31.20 239.341 2.0 98.0

황주 康駿鎬 253.250 20 233.250 24.187 45 164.063 7.9 92.1

90) 京畿道庄土文績 85책, 1791(辛亥).4. 導掌差帖文記, 內需司→金碩興.

91) 平安道庄土文績(奎 19305) 2책, 1890(庚寅).7. 導掌差帖文記, 於義宮→林炳遠.

92) 平安道庄土文績 23책, 1734(甲寅).8. 導掌差帖文記, 明禮宮→崔世平.

93) 黃海道庄土文績 12책, 1698.10.28. 도장권매매문기, 崔氏→林萬載.
94) 國有地調査書(抄) 궁방전 別表 .

95) 黃海道庄土文績 10책, 1708(戊子).9. 刑曹謄給.

96) 要綱 導掌賠償金算出表 , 8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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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지정액에서 수진궁과 도장의 몫은 8:2의 비율이

었고, 수진궁이 장토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음죽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 장토의 도장과 궁방의 몫은 최소 9:1의 비율이었고, 도장이 97~

98%를 차지한 경우도 3곳이 있었다. 그리고 음죽군 도장 이길선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도장이 장토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여물평 장토의 도장과 달리

다른 장토의 도장은 독자적으로 장토를 경영하고 관리 비용을 지출하며 징수액

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장토의 도장은 도장 정리 당시 징수량에서 90%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러

한 도장 몫의 비중은 장기간에 걸쳐 증대되어 온 것이다. 경기도 음죽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도장 金興麟은 1821년(辛巳) 내수사에 所志를 올려 음죽현 堤堰

이 폐기될 지경이라 수세할 수 없으니 내년부터 상납액 租 4석을 매석당 2냥으

로 계산해서 상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97)97)도장 정리 당시 궁 상납액은 3

원이었는데 이는 조 1석(=3원 20전)에 해당하는 것이다.98)98)음죽현 소재 내수사

장토의 궁 상납액은 4석에서 1석으로 감액되었던 것이다.

1734년 명례궁은 최세평을 평안도 중화군 장토의 도장에 차정하면서 打作上納

토록 하였고, 1873년(癸酉)에는 상납액이 250냥에서 350냥으로 상승하였다.99)99)타

작제에서 도전제로 상납 방식이 변경되었고, 1873년에 상납액을 100냥 인상하였

던 것이다. 그러나 도장 정리 당시에는 상납액이 70냥(=7원)이었다.100)100)궁 상납

액이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한 것이다.

황해도 봉산군 소재 수진궁 장토는 면세지였는데 甲午陞總으로 출세를 하게

되자, 도장 申錫賢은 이는 一土兩稅라며 수진궁에 궁 상납 79냥 6전을 頉給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진궁은 30냥을 감액하였다.101)101)

97) 京畿道庄土文績 32-1책, 1821(辛巳).12. 所志, 陰竹廢堤堰導掌 金興麟→內需司.

98) 要綱 導掌賠償金算出表 , 82면.

99) 平安道庄土文績 23책, 1873(癸酉).7. 導掌差帖文記, 明禮宮→金成運; 導掌決定原案
(奎 21026) 1책.

100) 要綱 導掌賠償金算出表 , 90면.

101) 黃海道庄土文績 12책, 1897(丁酉).2. 所志, 申奴順孫→壽進宮. 要綱에는 궁 상납이 7

원 96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신석현은 궁 상납이 39냥이라고 하였다[導掌決定原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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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은 장기간에 걸친 장토 경영을 통해 징수량을 거의 독점하며 권한을 강화

해 간 반면에 궁방의 상납액은 하락해 장토에 대한 궁방의 지배력은 약화되어

갔던 것이다. 도장이 징수량을 거의 독점한 가운데 도장의 징수량이 수확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수확량이 확인되는 중화군 소재 명례궁 장토를 통

해 살펴본다.

<표 6> 중화군 소재 명례궁 장토의 수확량과 징수량102)102)

구분 두락 도조(a) 作錢 수확량(b) 비중(a/b)

답 42두락 136두 5승 　 　 　

전 64두 5승락 47두 4승 5홉 　 　 　

소계 106두 5승락 183두 9승 5홉 625냥 4전 3푼 409두 5승 45%

노전 　 　 2,485냥 4전 5푼 　12,000속 　

총합 　 　 3,110냥 8전 8푼 　 　

중화군 소재 명례궁 장토의 역가도장으로 인정받은 김용진은 현지에 마름을

두고 장토를 경영하면서 추수 시기에는 서울에서 사람을 보내 收捧했다. 1904~

1906년 3개년의 추수기를 보면 징수액은 매해 동일했다. 전답 106두 5승락의 도

조는 183두 9승 5홉이었고 두당 3냥 4전으로 계산해 625냥 4전 3푼을 징수했으

며, 노전에서는 2,485냥 4전 5푼을 징수해 총액이 3,110냥 8전 8푼이었다. 要綱
의 징수액 311원 90전 1리(1원=10냥)와 거의 일치한다.

추수기에는 수확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중화군 장토의 마름인 金基元의

聽取書에 수확량이 밝혀져 있다. 김기원은 노전의 수확량은 12,000束이고, 전답

의 수확량은 409두 5승이라고 하였다. 도장은 전답 수확량 409두 5승에서 도조

로 183두 9승 5홉을 징수했던 것이며, 이는 전답 수확량에서 45%에 해당하는

비중이었다. 중화군 장토의 도장은 작인에게 도조제 방식으로 도조를 징수했지

만, 징수량은 타작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대신 결세 366냥 9전 6

푼은 도장이 부담했고, 작인은 종자를 부담했다.

(奎 20731) 1책].

102) 導掌決定原案(奎 21026)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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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은 노전에서 2,485냥 4전 5푼, 전답에서 전체 수확량의 45%인 625냥 4전

3푼을 징수한 총액 3,110냥 8전 8푼에서 궁방에 70냥을 상납했다. 중화군 장토의

역가도장은 현지에 마름을 두고 도조제 방식으로 장토를 경영하며 징수량을 거

의 독점한 사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도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궁방전에서 역가도장이 차지한 위상도 변화되었다.

1684년 金孝謇은 여물평 노전을 自備物力으로 完築했으니 立旨를 발급해 달라며

수진궁에 所志를 올렸는데, 수진궁은 입지를 成給하면서 ‘收稅之上納 有同各司之

貢物是去乎’이라고 하였다.103)103)1707년(丁亥) 金時爔는 自備築筒한 여물평 장토의

도장권을 매득한 후 立旨를 발급받기 위해 漢城府에 所志를 올리면서 ‘各宮導掌

之畓分 元來國家之物也 猶若各司貢物者然’이라고 했다.104)104)

수진궁은 賜與 받은 노전 지역을 築堰築筒한 공로를 인정해 도장에 차정하면

서 도장의 궁방에 대한 상납을 貢物과 같은 것으로 인식했고, 도장 역시 궁방전

은 국가의 소유물이며 상납은 공물과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삼가 아뢰는 지극히 원통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導掌을 지금 몇 년간 거

행했으나 이른바 役價는 일 홉도 받은 것이 없고 매년 宮役만 責應하니 천하에 이보

다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중략) 役을 지면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이 국가의 법

례인데 役價를 받지 못하고 責役하니 법례로써 헤아려 보건데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

니까.105)105)

己卯年에 金千重은 수진궁에 所志를 올려 본인은 여물평 장토의 도장을 몇 년

간 수행했지만 役價는 1홉도 받지 못한 채 宮役만 담당한 것이 원통하다고 하면

서 役을 지면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이 국가의 法例라고 하였다.106)106)김천중은 궁

103) 黃海道庄土文績 76책, 1684.10. 所志, 金孝謇→壽進宮.

104) 黃海道庄土文績 78책, 1707(丁亥).10. 所志, 金時爔→漢城府.

105) 黃海道庄土文績 76책, 己卯.1. 所志, 金千重→大監 “右謹陳 至寃極痛事段 矣身導掌對
答 今幾年所 而所謂役價 元無一合受食是白遣 年年宮役公然責應 天下冤痛之事 豈有加於

此哉 (중략) 應役則必有價 自是國家之法例也 不受役價而公然責役 揆以法例 豈不萬萬寃

抑乎.”

106) 19세기 여물평 장토의 도장은 장토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김천중이 소지를 올

린 己卯年은 19세기 이전 시기에(1699년 또는 1759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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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상납의 의무만 지고 장토 경영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정을 호

소한 것인 데, 그는 매년 궁방에 일정액을 상납하는 의무를 宮役으로, 도장이 장

토를 경영하고 차지한 이익을 宮役에 대한 대가인 役價로 인식했다.

황주 대야도 소재 명혜공주방 장토의 도장은 1668년 ‘海澤陳荒無主處’를 自備

物力으로 築堰하고 起墾作畓했다. 그런데 崔順益이라는 자가 이 도장권을 무단

으로 빼앗으려 하자, 鄭時雄은 ‘矣父之當初 極力經營 竟畢完成者 不過以此導掌

欲傳之於子孫矣’라고 하였다.107)107)궁방전을 自備物力으로 개간했지만 도장을 궁방

전의 소유자가 아닌 장토의 관리와 경영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다.

역가도장이 발생할 당시 도장은 포상의 형태로 차정되어 장토 경영을 통해 이

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궁방은 개간을 통해 궁방전을 作畓化하

고 매년 도장에게 상납을 받아, 도장과 궁방은 서로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궁방과 도장 사이의 이러한 상납

과 포상의 공생관계가 역가도장이 발생할 당시에는 役을 지고 대가를 획득하는

宮役과 役價의 관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도장은 貢物처럼 매년 궁방에 상납을

해야 하는 宮役을 지고, 그 宮役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役價를 획득하는 존재

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도장이 장토 경영을 통해 획득한 이익이 宮役에 대한 대가의 명목인 役價로

규정되었지만, 도장은 스스로 물력을 들여 장토를 개간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궁방전에 하나의 物權으로 성립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은 도장권을 자유롭게 상속하고 매매할 수 있었고,

수진궁이 여물평 장토 경영에서 도장을 배제했지만 도장은 役價 명목으로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육상궁은 도장권을 매득하였던 것이다.

궁방전에 하나의 物權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도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궁방전

에서 도장이 차지하는 위상도 변화되었다.

107) 黃海道庄土文績 10책, 1708(戊子).9. 刑曹謄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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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文

위와 같이 完文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宗正院 소관 屯土가 江原道 江陵

沙川面 美老里 蒪池方洞 3곳에 있는 데 해마다 홍수 피해를 입어 廢庄될 지경이

었다. 本郡에 거주하는 崔燉相이 起墾을 담당해 1904년 9월 尺量하니 落種이 10石

11斗 9升이고, 結卜이 2結 56負 2束이었다. 起墾 役費가 2,800원이 들었으나 종정

원에서 役費를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지금부터 投托導掌으로 삼고 매년 100圓을
12월에 종정원에 상납하기로 한다. (하략) 1905년 2월. 宗正院108)108)

위 완문은 1905년 宗正院이 작성한 것으로 崔燉相을 강릉군 소재 종정원 둔토

의 투탁도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109)109)최돈상은 폐장될 지경인 종정원 둔토 2

결 56부 2속을 자비 2,800원을 들여 기간했는데 종정원은 役費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그를 투탁도장으로 差定했으며, 최돈상은 종정원에 매년 100원을 상납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종정원은 최돈상을 투탁도장으로 인정했지만, 그가 투탁도장에 差定되는 배경

을 보면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역가도장의 발생 기원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18세기 초에는 自備築筒한 자를 역가도장에 차정했지

만, 20세기 초에는 역가도장이 아닌 사유지를 투탁한 투탁도장으로 인정했다. 이

는 장토 개간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울러 도장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것으

로 장기간에 걸친 도장의 권한 강화로 인해 17세기 후반~18세기 초와 달리 20

세기 초에는 역가도장이 장토의 실질적 소유자와 동일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

던 것이다.

17세기 말 도장이 ‘自備築堰’한 황해도 봉산군 소재 수진궁 장토는 면세지였는

데110)110)甲午陞總으로 출세를 하게 되었다. 이에 1897년 도장 申錫賢은 수진궁에게

108) 江原道庄土文績(奎 19304) 8책, 1905.2. 完文, 宗正院 “右完文事段 本院所管屯土가 在
於江原道江陵沙川面美老里蒪池方洞三處이온바 年復年爲潦水所敗야 專至廢庄之境矣

러니 本郡居崔燉相이가 擔當起墾야 光武八年九月分에 尺量즉 落種이 拾石拾壹斗玖

升이오 結卜이 貳結伍拾陸負貳束廤을 底間起墾役費가 貳仟捌佰圓이나 本院에셔 以役費
錢不給之致로 自今爲始야 投托導掌고 每年上納壹佰圓式爲定야 以十二月來納于本

院 事로 量案二卷은 本院의 仍置고 二卷은 導掌의게 出給고 傳至子孫야 永久遵

行케되 此後若有導掌改遞之日이면 右役費錢貳仟捌佰圓을 準數出給事로 完文成給事.”

109) 최돈상은 도장 정리 당시 투탁도장으로 인정받고 토지를 환급받았다(要綱 投托導掌

地還給濟一覽表 ,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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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志를 올려 ‘以免稅投託耕食’한 장토가 출세조치로 궁 상납과 結稅를 모두 납부

하게 되었는데, 이는 ‘一土兩稅’이니 궁 상납을 頉給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11)111)

신석현은 해당 장토를 투탁지라 지칭하며 궁 상납을 결세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

했던 것이다.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역가도장이 발생하였을 때 궁 상납은 貢物처럼 매년

상납해야 하는 宮役으로, 도장의 몫은 궁역의 대가인 役價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도장의 몫은 사유지의 지주 경영을 통해 획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궁 상납은 국가에 납부하는 결세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궁방전을 개간하고 도장에 차정된 역가도장은 독자적으로 장토를 경영하면서

궁방에는 상납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런데 궁 상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도장은 징수량을 거의 독점하였다. 궁방전에 대한 궁방의 지배력은 약화

되어 간 반면에 하나의 物權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도장의 권한은 독자적인 장토

경영을 통해 강화되어 갔던 것이다. 역가도장은 ‘궁방―역가도장―작인’이라는 중

층적 토지소유구조에서 권한 강화를 통해 궁방전을 침해하는 실질적 소유자로 자

리매김하며 사적 지주와 같은 존재로 위상이 변화되었던 것이다. 역가도장이 발생

할 당시 형성되었던 궁방과 도장의 공생관계가 대립관계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19세기 여물평 장토에서 중답주를 부정했듯이 역가도장을 장토 경영에서 배제

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궁방은 築堰築筒

작업을 수행한 자를 도장에 차정하면서 ‘公私兩利’라며 도장에게 장토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매년 일정액을 상납토록 했다. 그러나 19세기 궁방은

궁방전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주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궁방의 지배력을 약화

시키고 궁방전을 침해하는 역가도장을 장토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도장권을 매득

해 도장 자체를 소멸시켰던 것이다.

110) 黃海道庄土文績 12책, 1698.10.28. 도장권매매문기, 崔氏→林萬載.
111) 黃海道庄土文績 12책, 1897(丁酉).2. 所志, 申奴順孫→壽進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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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가도장의 사회적 지위 변화

여물평 장토를 築堰築筒했던 초기의 도장은 왕실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인물

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도장권이 매매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장의

사회적 지위는 변화되었고, 도장권은 일부 인물에게 집중되었다.

1907년 도장 정리 당시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은 6명이었지만 1808

년에는 19명이었고,112)112)18세기에는 더 많은 도장이 차정되어 있었다. 18세기 후

반 여물평 소재 鵝浦, 俊者浦, 姜瓮浦, 姜自浦, 姜者浦 장토의 도장은 각각 姜啓

順, 姜允己, 姜必信, 金順甲, 金萬錫이었는데 이들 도장권을 姜啓甲이 1775~1805

년에 걸쳐 집중 매득하였고,113)113)강계갑은 이를 1831년에 姜完에게 방매하였다.114)114)

19세기 초 宗浦垌을 비롯해 14개 垌의 도장은 崔昌巘, 黃成龍, 全取淳, 安海淸,

趙完城이었는데 이들 도장권을 朴在守가 1824~1829년에 걸쳐 매득하였고, 박재

수는 이를 1861년에 방매했다.115)115)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여물평 장토의 築堰築筒 작업은 다수에 의해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졌고, 이후 도장권 매매를 통해 점차 일부 인물에게 집중되는 양

상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매매과정을 거치면서 도장에 차정된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도 변화되었다.

도장 정리 당시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역가도장으로 분류되어 배상을 받

은 자는 趙命九, 朱學均, 趙羲載, 河肯一, 韓錫東, 朴東植이었고, 이들은 모두 서

울에 거주하였다.116)116)

112) 壽進宮支定冊
113) 黃海道庄土文績 73책, 1775.5. 도장권매매문기, 姜啓順→姜啓甲; 73책, 1792.5. 도장권

매매문기, 姜允己→姜啓甲; 71책, 1794.4. 도장권매매문기, 姜必信→姜啓甲; 73책, 1795.2.
도장권매매문기, 金順甲→姜啓甲; 73책, 1805.1. 도장권매매문기, 金萬錫→姜啓甲.

114) 黃海道庄土文績 71책, 1831.12. 도장권매매문기, 姜啓甲→姜完.

115) 黃海道庄土文績 76책, 1824.12. 도장권매매문기, 崔昌巘→×; 76책, 1826.5.4. 도장권매

매문기, 黃成龍→×; 76책, 1828.4.29. 도장권매매문기, 全取淳→金尙禹; 78책, 1829.3. 도

장권매매문기, 安海淸→×; 77책, 1829.8.26. 도장권매매문기, 趙完城→×; 78책, 1861.4.
도장권매매문기, 朴在守→×.

116) 導掌決定原案(奎 21019) 2책; 各道郡各穀時價表 各宮導掌文券還收簿 . 이들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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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구는 대한제국기에 判任官으로 光陵參奉을 지냈고,117)117)그의 4대조는 府院

君 趙萬永이었다.118)118)조명구는 趙萬永(고조)→趙秉龜(증조)→趙成夏(조부)→趙東

冕(부)으로 이어지는 풍양 조씨 집안의 인물로서, 그의 아버지 조동면은 이조

판서를 지냈다.

조명구의 대리인 安錫永은 여물평 장토의 도장권을 조명구의 4대조인 조만영

이 1850년에 李春郁에게 매수했다고 했고, 매수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춘욱이 1850년에 도장권을 방매한 매매문기도 확인된다.119)119)19세기 중반에는

풍양 조씨 집안같은 권세가들도 도장권을 매득해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주학균은 1893년 守門將을 지냈으며,120)120)1904~1906년 주학균이 수취한 役價를

기재한 役價會計에는 ‘朱監察宅’으로 기재되어 있다.121)121)朱監察은 朱熙完을 지칭

하는 것으로,122)122)그는 各宮作導掌調査表 에 황해도 안악군 소재 육상궁 장토의

도장으로 기재되어 있다.123)123)주희완은 안악군 장토의 도장권을 1897년 朴老秀에

게 매도했는데,124)124)1897년 박노수가 도장권을 매득한 매매문기에도 매도자가 朱

監察宅奴 初得으로 기재되어있다.125)125)주희완은 監察로서 여물평 장토 외 안악군

가운데 박동식은 거주지는 확인되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자료가 산

견되어 특정 인물로 단정할 수 없었다. 그와 관련된 자료로는 壽進宮 掌務를 지낸 내용

[請願에 대한 指令及同却下供閱書類目錄(奎 20765), 1910.9.3. 伸寃書, 朴東植→統監
子爵寺內]과 ‘中樞院議官叙奏任官六等’(황성신문 1900.4.12.), ‘京居 朴東植氏가 驛屯

舍音으로 淸風郡水山面 等地에 往야’(황성신문 1901.12.5.), ‘再昨日에 我國騎兵 朴

東植이를 窃盜罪人이라고 日本憲兵이 捕縛’(황성신문 1905.5.25.)한 기사 등이 있다.

117) 황성신문 1905.6.7.
118) 導掌決定原案(奎 21019) 2책.

119) 黃海道庄土文績 79책, 1850.3. 도장권매매문기, 李春郁→×. 조만영은 1846년에 사망했
으므로 조만영 생시에 도장권을 매득한 것은 아니다.

120) 承政院日記, 고종 30(1893).3.10.

121) 導掌決定原案(奎 21019) 2책.

122) 承政院日記, 고종 24(1887).6.29.

123) 各道郡各穀時價表 各宮作導掌調査表 .

124) 導掌決定原案(奎 21668) 1책.

125) 黃海道庄土文績 29책, 1897.2. 도장권매매문기, 朱監察宅奴 初得→朴老秀.



17세기 후반~20세기 초 役價導掌의 발생기원과 위상 변화·369

소재 육상궁 장토의 도장도 지냈던 것이다. 그리고 各宮作導掌調査表 에 주희완

의 주소가 堅橋로 기재되어 있고, 주학균의 주소도 ‘京城 南部 堅井橋 39統 9戶’였

다.126)126)주학균은 19세기 후반 監察과 守門將을 지낸 집안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조희재의 도장권은 80년 전 그의 증조 趙得準이 매득했으며, 役價會計에는 ‘趙五

衛將宅’(1901, 1904, 1905), ‘趙知事宅’(1904), ‘趙司果宅’(1905), ‘趙校官宅’(1906) 등

으로 지칭되고 있었다.127)127)조희재도 19세기 후반 관직을 지낸 집안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하긍일은 1886년 守門將을 지냈고,128)128)1893년 古阜郡守에 임명되었으며,129)129)1904

~1907년 역가회계에도 ‘河古阜宅’으로 지칭되고 있었다.130)130)하긍일은 고부군수로

부임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19세기 후반에 관직을 지낸 인물이었던 것이다.

한석동은 1900년 崔台鉉과 宋元奎에게 도장권을 매득했는데, 최태현은 判任官

에서 奏任官으로 승급한 자로 警務廳 總巡, 禮式院 主事, 警務廳 警務官 등을 지

냈고,131)131)역가회계에도 ‘崔主事宅’으로 기재되어 있다.132)132)‘宋主事宅’이라고 기재된

역가회계도 있었는데 송원규 역시 主事를 지낸 인물이었던 것이다. 한석동의 역

가회계에는 ‘韓生員 錫周氏宅’ 또는 ‘韓生員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는 生員

으로 지칭되던 집안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석동이 도장이었던 장토의

역가회계에는 ‘安司果宅’(1902년), ‘安別提宅’(1903, 1904년)이라고 기재된 것도

있었는데, 司果와 別提를 지낸 안씨 집안의 인물도 해당 장토의 도장을 지냈던

것이다.

여물평 장토의 도장을 지낸 인물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築堰築筒 작업을

했던 초기에는 왕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인물이 중심을 이루면서 양반층과 상민

층도 참여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대한제국기에는 왕실 관련 업무에 종사했

126) 導掌決定原案(奎 21019) 2책.

127) 導掌決定原案(奎 21019) 2책.

128) 承政院日記, 고종 23(1886).6.8.

129) 承政院日記, 고종 30(1893).12.27.

130) 導掌決定原案(奎 21031) 1책.

131) 황성신문 1899.9.26; 1903.1.10; 1905.4.12.
132) 導掌決定原案(奎 21031)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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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인물들은 거의 사라졌고, 대부분 하급 관리를 지낸 자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풍양 조씨같은 권세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은 장토 경영에서는 배제된 채 징수량에서 일

부를 역가 명목으로 차지하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는데, 19세기 후반~대한제국

기에는 하급 관리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는 자들이 도장권을 매득해 매

년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수취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여물평 장토 외 다른 지역 장토의 역가도장의 사회적 지위와 거주

지를 대한제국기를 전후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1698년 淑夫人 崔氏는 自備築堰

한 봉산군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권을 司果 林萬載에게 방매했는데, 매매문

기의 筆執은 次子 內醫院正 張天翮, 季子 直長 張天䎘이었다.133)133)장천핵과 장천

숙의 부친은 嘉善大夫行忠武衛副司勇을 지낸 張燦이었고,134)134)장찬은 1662년에

축언 작업을 수행하였다.135)135)장찬은 여물평 소재 수진궁 장토도 自備築筒했던

인물이었다.136)136)

9만여 金을 들여 평안도 의주군 소재 어의궁 장토를 修築한 공로로 도장에 차

정된 林尙沃은 1796년부터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해 국경지역에서 인삼 무역권을

독점한 상인이었다.137)137)임상옥은 상업에 종사한 재력가였던 것이다.

임상옥의 거주지는 장토 소재지와 동일한 의주였지만, 봉산군 소재 수진궁 장

토의 도장 가운데는 ‘西部司醞洞契居 韓光運’이 있었다.138)138)여물평 이외 지역의

장토를 축언한 인물에도 재력을 가진 상민층과 아울러 품계를 받고 관직을 지낸

인물도 참여했으며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도장 정리 당시 도장으로 인정받은 여물평 이외 지역 장토의 역가도장 6명 가

133) 黃海道庄土文績 12책, 1698.10.28. 도장권매매문기, 淑夫人 崔氏→司果 林萬載.

13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과거 및 취재; 戊午增
廣殿試榜目(想白古 351.306-B224m-1678).

135) 黃海道庄土文績 12책, 1716.2. 漢城府立案.

136) 黃海道庄土文績 75책, 1707.2.22. 도장권매매문기, 嘉善大夫行忠武衛副司勇 張燦妻崔

氏→李碩允.

13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유교성, 1967 人蔘貿易의 開拓
者〓林尙沃 한국의 인간상 3, 신구문화사, 382-383면.

138) 黃海道庄土文績 12책, 辛亥.4. 所志, 韓光運→漢城府.



17세기 후반~20세기 초 役價導掌의 발생기원과 위상 변화·371

운데 대한제국기에 사회적 지위가 확인되는 자는 5명이었다.139)139)이들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3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평안도 의주와 경기도 양주에 거주했다.140)140)

경기도 풍덕군 소재 내수사 장토의 도장으로 인정받은 姜錫鎬는 1898년 洪陵

尙膳에 임명되었고,141)141)英親王宮 次知를 지낸 인물로 왕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였다.142)142)황해도 봉산군 소재 수진궁 장토의 도장으로 인정받은 申錫賢은 1888

년 郭山郡守에 임명되었고,143)143)1902년에는 振威郡守에 임명되었다.144)144)신석현의

누이는 尙宮이었는데, 신석현과 申尙宮은 日本憲兵司令部에 잡혀 가기도 했

다.145)145)신상궁이 사망했을 때 고종이 많은 장례비를 하사한 것으로 보아,146)146)신상

궁은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보여진다.

평안도 중화군 소재 명례궁 장토의 도장으로 인정받은 金容鎭은 判任官에서

勅任官까지 오른 인물이었다.147)147)해당 도장권은 김용진의 증조인 金洙根이 매득

한 것이다. 김용진은 金洙根(증조)→金炳國(조부)→金貞圭(부)로 이어지는 안동

김씨 집안의 인물이었다.148)148)풍양 조씨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권세가였던 안동 김

씨 집안에서도 도장권을 매득해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평안도 의주군 소재 어의궁 장토의 도장으로 인정받은 林炳遠은 거주지가 장

토 소재지와 동일한 인물이었다. 임병원은 임상옥의 후손으로 그의 집안은 대대

로 의주에 거주하며 도장직을 계승했던 것이다.149)149)황주군 대야도 소재 내수사

139) 경기도 음죽군 소재 장토의 도장으로 인정받은 인물은 李吉善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자

료로는 景孝殿尙膳(황성신문 1907.9.4.)과 五衛將(承政院日記 1891.11.24.)을 지낸

것이 확인되어, 그가 어느 직역에 해당하는 인물인지 단정할 수 없었다.

140) 各道郡各穀時價表 各宮導掌文券還收簿

141) 황성신문 1898.10.7.
142) 各道請願綴(奎 21301) 1908.4. 訴狀, 李能培→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委員長.

143) 日省錄 1888.12.27.
144) 日省錄 1902.1.28.
145) 황성신문 1906.8.2; 1909.9.28.
146) 황성신문 1910.6.28. “毛橋居 前郡守申錫鉉氏의 妹申尙宮은 三昨日에 長逝얏

 太皇帝陛下게셔 優數 葬費를 下賜신다더라.”

147) 황성신문, 1899.6.8; 1902.7.2.
148) 導掌決定原案(奎 21026) 1책.

149) 平安道庄土文績 2책, 1866(丙寅).4. 導掌差帖文記, 於義宮→林寅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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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토의 도장이었던 강준호는 거주지가 경기도 양주였다.150)150)거주지가 서울은 아

니지만 장토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부재 지주였던 것이다.

여물평과 그 외 지역을 포괄해서 역가도장의 거주지를 보면 17세기 후반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서울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를 보면 역

가도장이 발생될 초기에는 왕실 업무에 종사한 인물이 중심을 이루면서 양반층

과 상민층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장권이 매매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장

의 중심을 이룬 신분층이 변화되었다. 19세기 후반~대한제국기에는 초기에 중

심을 이루고 있었던 왕실 업무에 종사한 자들은 축소되었고,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 집안같은 권세가들이 도장권을 매득하기도 하면서 하급 관리를 지낸 자들

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대한제국기 역가도장권은 하급 관리로서 사회적 지위

의 상승을 도모하며 부를 축적하고자 한 자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것이다.151)151)

5. 맺음말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역가도장은 스스로 물력을 들여 여물평 노전 지역을

築堰築筒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도장에 차정되어 독자적인 장토 경영을 통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권을 궁방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한편 궁방은 자

비를 들여 築堰築筒 작업을 수행한 도장을 통해 賜與 받은 노전 지역을 作畓化

하고 매년 상납을 받음으로써 궁방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역

가도장의 발생 기원의 측면에서 보면 궁방과 도장은 서로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생관계였던 것이다.

여물평 장토에는 이러한 역가도장 외 중답주의 존재가 있었다. 여물평 노전

지역을 개간할 당시 築堰築筒 작업은 역가도장이 담당했지만, 起墾作畓은 중답

150) 강준호는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며 1908년 당시 71세였는데[導掌決定原案(奎 21667)],
이 외에 그와 관련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151) 도장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 변화는 역가도장뿐 아니라 作導掌과 納價導掌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박성준, 2015 앞의 논문, 168면; 2016 18세기 초~20세기 초 納價導掌

의 존재양상과 성격 역사학보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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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담당했기 때문에 역가도장과 중답주가 공존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의

여물평 장토는 ‘궁방―도장―중답주―작인’이라는 다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수진궁은 장토 경영에서 도장을 배제했고, 육상궁은 도장권을

매득해 도장 자체를 소멸시켜 버렸다. 궁방이 장토 경영에서 도장을 배제하고

지주 경영을 강화하면서 다층적 구조에서 ‘궁방―중답주―작인’이라는 중층적 구

조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궁방은 중층적 구조에서 궁방전을 침해하는 중

답주마저 부정했는데, 장토 경영에서 역가도장을 배제했던 것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이었다.

여물평 외 다른 지역 장토의 역가도장도 자비로 築堰하고 起墾한 공로로 도장

에 차정되었지만 장토에서 차지한 위상은 여물평 장토의 도장과 달랐다. 다른

지역 장토의 도장은 장기간에 걸친 장토 경영을 통해 징수량을 거의 독점하며

권한을 강화해 간 반면에 궁방의 상납액은 하락해 장토에 대한 궁방의 지배력은

약화되어 갔다.

도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궁방전에서 역가도장이 차지한 위상도 변화되었

다. 역가도장이 발생할 당시 궁 상납은 貢物처럼 매년 궁방에 상납을 해야 하는

宮役으로 인식되었고, 도장의 몫은 宮役에 대한 대가의 명목인 役價로 인식되었

다. 그러나 궁방전에 하나의 物權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도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서 도장의 몫과 궁 상납은 役價와 宮役이 아니라 사유지의 지주 경영을 통해 획

득한 경제적 이익과 국가에 납부하는 결세로 인식되었다. 역가도장은 ‘궁방―역

가도장―작인’이라는 중층적 토지소유구조에서 권한 강화를 통해 궁방전을 침해

하는 사적 지주와 같은 존재로 위상이 변화되어 갔던 것이다.

19세기 여물평 장토에서 중답주를 부정했듯이 궁방전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

주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궁방전을 침해하는 역가도장을 장토 경영에서 배제시

키고 도장권을 매득해 도장 자체를 소멸시켰던 것이다.

도장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역가도장이 발생될 초기에는 왕실 업무에 종사한

인물이 중심을 이루면서 양반층과 상민층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장권이

매매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장의 중심을 이룬 신분층이 변화되었다. 19세기 후

반~대한제국기에는 초기에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왕실 업무에 종사한 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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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었고,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 집안같은 권세가들이 도장권을 매득하기도

하면서 하급 관리를 지낸 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대한제국기 역가도장권

은 하급 관리로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며 부를 축적하고자 한 자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 導掌, 役價導掌, 中畓主, 宮房田, 餘勿坪, 庄土文績類

투고일(2015. 11. 19), 심사시작일(2015. 12. 9), 심사완료일(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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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rigin of Yeokgadojang(役價導掌) and status change

between late 17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Focused on the farmland of Yeomulpyeong of Jaeryoung county 
152)

Park sung joon*

Yeokgadojang cultivated the waste land and acquired the authority capable of 

managing the farmland as it is appointed to Dojang, Royal Household made the waste 

land as the paddy field and became to expand the economic base by taking the bribe. 

Royal Household and Dojang were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ing of help to build the 

mutual economic base in terms of occurrence origin.

There has been Jungdabju(中畓主) participating in the cultivation other than the 

Yeokgadojang in the farmland of Yeomulpyeong. Accordingly, the farmland of 

Yeomulpyeong at the initial stage has been formed as the multilayered structure called 

‘Royal HouseholdDojang―Jungdabju―tenant farmer’. By the way, Royal Household in 

19th century excluded Dojang in the management of farmland and aimed to deny even 

Jungdabju.

Royal Household alike Jungdabju excluded Dojang in the management of farmland to 

secure the ownership as Dojang invaded the Royal Household lands and has become the 

real owner. The status of Yeokgadojang as the existence like the private landowner 

invading the Royal households lands by enforcing the authority has been changed.

Even though the person being engaged in the task of Royal Family has been realized 

as the center of Yeokgadojang in the initial state that Yeokgadojang occurs, persons 

being the low-ranking government officials have been realized as the center in the 

period of Great Han Empire. Yeokgadojang of period of Great Han Empire was the 

*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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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ase of persons aiming to accumulate the wealth by promoting the increase of 

social status as the low-ranking government officials.

Key Words : Dojang(導掌), Yeokgadojang(役價導掌), Jungdabju(中畓主), Royal 
household lands, Yeomulpyeong, the file of grand land (庄土文績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