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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箭은 표 인 定置 業으로서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 도서 지역에

서 발달하 다.조선 건국 이후 어 은 鹽盆,柴場,牧場 등과 함께 ‘山林川

澤’으로 리되었고 ‘民共之’의 상이었다. 經國大典 에서 어 은 국가

에서 成籍하여 리하되,薦新·進上·常貢을 제외하고 찰사가 貿穀하여 軍

資에 보태도록 하 다.따라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 해 것 외에 어

의 私占은 지되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職田法이 폐지되면서 宮家·營衙門은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이에 따라서 賜 ,立案을 통해서 箭·鹽盆을 확보

하고자 하 다.양란 이 內 司·王子·公主家에서 불법 으로 어 을 탈

하여 조정의 안이 되었다.신료들은 국왕의 私藏이라고 하여 이를 비

하 고,국왕은 職田 신 왕실에 나 어 것이라거나 屬公한 것을 나

어 것이라고 하여 비 을 회피하고자 하 다.

어 의 수가 본격화된 것은 양란 이후이다.양란 이후 국가재정이 부

족한 상태에서 호조에서 왕실· 아문의 재원으로 ‘一時의 權宜’로 어 의

수세권을 분 해주었고,이것이 행하게 되었다.‘산림천택 여민공지’의 원

칙이 일부 무 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 연근해 어업이 발달하면서 어 한 차 증가하 고,생산

량도 증가하 다.이 시기 海防이 강조되면서 해방의 재원으로 沿海之利를

활용하기 시작하 다.兩亂 직후 鹽鐵使制度,巡檢營의 설치를 비롯하여,

全羅道 부안 도 등의 도서진의 신설·강화가 그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衙門·宮家·島嶼鎭·監營 사이에서 어 수세권 구 다툼이

격화되었다. 도 어 은 조선 기부터 성균 의 수세처 으나,양란의

후하여 공주방 등 궁가의 奪占 상이 되었고,숙종8년(1682)에는 도진이

설치되면서 도진의 設鎭 財源으로 분배되었다. 도진은 이를 바탕으로

僉使가 견된 巨鎭으로 자리잡았고 서남해 海防의 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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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성균 은 養賢財政으로서 도 어 의 수세권을 회복하려

하 으나 조선 후기 국정의 방향은 어 수세를 정부에서 직 담당하려는

것이었다.그것은 戶曹收稅 一元化 방향이었다.호조수세 일원화 주장은 양

란 직후부터 제기되었는데,그 주요한 논거 하나는 수세과정에서의 弊

瘼이었다.宮家·營衙門의 어 수세는 差人(別 , 掌,次知 등)을 통한 것

이었는데 이들은 수세를 행하면서 많은 弊瘼을 야기하며,疊徵,濫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성균 은 노비인 典僕이 수세를 담당하면서 濫徵

의 폐단을 일으켰다. 한 조선 후기 서남해 해방의 요도가 높아지면서

서남해 도서에서 어 세가 海防의 요한 재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

어 수세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 기부터 수세처로 수받았던 성균 은 養士之供을 명목으

로 지속 으로 도어 의 수세권을 회복하려 노력하 다.이에 따라 도

진의 운 재원으로서,성균 의 養士財源으로서 도 어 의 수세권 구

갈등이 심화되었다.이러한 구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도진에

서 어 세를 수세하여 정해진 액을 성균 에 移給하는 방안이었다. 도

어 의 捉魚之利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蝟島例’는 이후

魚采之利가 충분한 서남해 도서진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蝟島例’는 어 세를 호조 수세 일원화의 한 과정으로서 제시되었다.숙

종년간 지속 으로 논의된 결과,숙종 43년(1717)‘諸島魚鹽收稅定數節目’으

로 정리되었다.‘節目’은 場·鹽盆· 箭·船隻·貿販 등 魚鹽에 련된 분야

의 수세방식과 액수를 정하 는데,이를 어염 수세의 恒久的인 條例로 삼

고자 하 다. 箭 조항을 살펴보면 어 은 자세한 세액을 정하지 못하고

다만 수세방식에서 차인의 폐단을 이정하고자 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균역법을 성립을 볼 수 있었다.

주요어 :扶安,蝟島, 箭,折受,成均館,句管,島嶼,海防,設鎭

학 번 :2009-21476



- iii -

次 例

國文抄

Ⅰ.序 ·························································································1

Ⅱ. 箭折給政策과 成均館의 蝟島 箭 所管·······················4

Ⅲ.兩亂後 營衙門․宮家의 蝟島 箭折受와 句管紛糾의

擡頭······················································································18

Ⅳ.蝟島鎭 設置와 箭 收稅句管紛糾의 向方···················31

Ⅴ.結語·······················································································50

參 文獻······················································································53

Abstract······················································································57



- iv -

表 次 例

<표 1>蝟島鎭의 上納과 收入 內譯····································38

<표 2>全羅道 諸邑에서 蝟島鎭에 移付한 內譯··············39



- 1 -

Ⅰ.序

조선시기 箭은 鹽盆․柴場․牧場 등과 함께 ‘山林川澤’의 범주로서

리되었다.古來로 田土가 사유제 원칙이었던 것과 달리,산림천택은 조선

건국 부터 ‘民共之’가 원칙이었고,이는  經國大典 에서 조문화되었다.

산림천택은 정책 으로 국가에서 리되었고,민인들은 이를 공공으로 이

용하 다.그런데 16세기 들어서 재정 부족 상으로 職田法이 폐지된 이

후 ‘民共之’의 원칙 하에서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 제한 으로 해 주

던 산림천택에 한 정책이 차 흔들리게 되었다.민인의 이용을 막고 이

용을 독 하려는 私占化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후 壬辰·丙子 양란을 거치면서 산림천택의 공공이용 원칙은 제도상의

일부분에서 무 지게 되었다.양란의 와 에서 궁가에 나눠 田土가 부족

해지자 이 사태를 미 하고자 ‘一時의 權宜’,곧 임시방편으로 호조 소 의

어 ‧염분 수세권을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 던 것이다.이는 곧 上司

衙門으로 확 되었다.어염,즉 산림천택은 민인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어염의 수세권을 수받은 궁가‧아문은 민인을 배제하고 그 이

용을 독 하 고,면세를 칭탁하여 그 이익을 사유화하 다.

이 문제에 해 양란후 국가 재조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 다.그 방향은 柴場과 魚鹽의 수를 인정하지 않고,

호조에서 收稅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었다.효종 시작되어 숙종 에 걸

쳐 산림천택의 수 그 구 으로 인한 각종 폐단에 한 정부의 해결

방향은 분명했지만 그 과정은 복잡다단했다.

성균 이 양란 이 부터 收稅權을 행사했던 蝟島를 비롯한 서해의 島嶼

들 역시 궁방,아문의 奪占 상이 되었다.더구나 양란 후 국방 강화의 분

기 속에서 숙종 8년(1682)蝟島鎭이 설치되자 도어 은 成均館,全羅

道,蝟島鎭에서 각각 서로 句管을 주장하는 곳이 되었다.이후 균역법이 실

시되기까지 도 어 의 수세 구 문제는 지속 인 논의 상이었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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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상이었다.

이와 같은 도어 의 구 갈등과 그 추이를 살피면 양란을 거치면서 조

선 후기 어 에 한 수세권 구 갈등의 두, 개,그리고 그 귀결을 밝

히는 것이 된다.이를 통해 양란 이후 조선 정부가 어 의 불법 탈 을

철폐하고 호조 는 감 을 통해 수세를 일원화해가는 과정의 일단을 악

할 수 있는 사례를 악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 작업은 연 기 자료를

심으로 도어 의 수세권 구 갈등 상황을 면 하게 고찰하는 과정이어

야 하겠다.

어 이 史書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 이다.고려시 의 어

은 魚梁이라 했는데 이에 한 선행 연구가 있어 어량어업의 실태와 그 수

취구조를 악할 수 있다.1)조선 시기는 어 에 한 인식이 고려와 다른

데,朝鮮 前期 箭을 살펴본 연구는 조선 국가의 어 정책과 함께,어물

의 유통 실태를 밝히고 있다.2)조선 후기를 상으로 한 연구는 어 과 함

께 鹽盆을 다루고 있다. 한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업 반의 실태에

한 연구가 증가하 다.3) 箭과 鹽盆은 柴場,牧場 등과 함께 ‘山林川澤’

으로 리되었는데,조선 후기 산림천택을 종합 으로 살펴본 연구를 통해

이 시기 折受 제도와 국가의 ‘山林川澤’ 리 원칙 실태를 알 수 있어

시 상황을 악할 수 있다.4)

어염 외의 산림천택 분야의 경우도 참고해야 하는데,柴場을 심으로

1)이정신,｢高麗時代의 業實態와 魚梁所｣, 韓國史學報 3․4,1998.

홍 의,｢고려시 魚梁川澤의 존재와 수취구조｣, 한국학논총 34,2010.

2)金生基,｢朝鮮前期 場( 箭)에 關한 ｣,동국 학교 석사논문,1984.

朴平植,｢15世紀 朝鮮의 魚箭政策과 魚箭經營｣, 歷史敎育 101,2007.

,｢朝鮮前期의 魚物流通과 箭私占｣, 동방학지 138,2007.( 朝鮮前期 交換

經濟와 商人硏究 ,지식산업사,2009에 수록)

3)金昊鍾,｢朝鮮後期 魚鹽業에 한 支配層의 支配樣相｣, 大邱史學 28,1985.

,｢朝鮮後期 魚鹽의 流通實態｣, 大邱史學 31,1986.

兪泌朝,｢17,18세기 반 鹽業 發展과 鹽盆私占｣, 韓國史論 36,1996.

이 학,｢조선후기 어세 정책의 추이｣, 外大史學 12-1,2000.

,｢조선후기 어업에 한 연구｣, 역사와 실 35,2000.

李旭,｢朝鮮後期 魚鹽政策 硏究｣,고려 학교 박사논문,2002.

4)남원우,｢16世紀 ‘山林川澤’의 折受에 한 硏究｣,연세 학교 석사논문,1988.

김선경,｢조선후기 山林川澤 私占에 한 연구｣,경희 학교 박사논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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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營衙門의 私占 실태를 살펴본 연구는 17세기 이후 조선의 산림천택

이 수를 통해 사 되어가는 모습을 밝히고 있다.5) 한 최근 다도해 지

역의 여러 섬을 심으로 섬주민의 入島 경 나 섬의 경제 기반,水軍鎭

의 置廢 등에 해 밝힘으로써 다도해 여러 섬들의 입체 인 상을 그려볼

수 있다.6)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 어 수의 실태와 어 수세권

공방 과정,그리고 서해 島嶼鎭의 설치와 稅와의 계 등 17~18세기

반 어 수와 수세문제의 처리과정을 蝟島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속에서 작업은 세 방면에서 수행하 다.

첫째, 도어 을 심으로 한 수제도의 변화를,양란 이후 부족한 재

정 속에서 국방의 강화라는 안을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各司自辦

해야 하는 아문의 수세처 확보 공방 속에서 살펴본다.

둘째, 도어 의 실태,성균 의 도어 수세 배경,그리고 양란 이후

궁방의 어 탈취 양상 국방강화를 한 정책 속에서 성균 이 도 어

의 수세권을 구 하기 한 노력을 고찰한다.

셋째,숙종 8년 도진이 설치된 이후로 기존의 궁방과 함께 도어 을

둘러싼 구 분규가 첨 화ㆍ다단화하는 양상과 그 해결의 향방을 살펴본

다. 도를 심으로 균역법 실시 이 시기인 숙종 시기 정부의 ｢諸道魚

鹽收稅定數節目｣(숙종 43년,1717)작성까지 수제가 정비되고 호조로 수

세가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李景植,｢17세기 土地折受制와 職田復 論｣, 동방학지 54-56,1987

,｢朝鮮後期 王室ㆍ營衙門의 柴場私占과 火田經營｣, 동방학지 77-79,1993.

6)김경옥, 朝鮮後期 島嶼硏究 ,혜안,2004

,｢朝鮮後期 古群山鎭의 設置와 運營｣,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2007.

,｢16~17세기 古今島 인근 海路와 水軍鎭의 설치｣, 島嶼文化 3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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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箭折受政策과 成均館의 蝟島 箭 所管

箭은 표 인 定置 業 방법이다.정치어업의 가장 원시 인 형태는

물이 흐르는 일정 지 에 돌을 쌓아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독살이고,독살

의 원리를 바다에서 이용하여 발달한 것이 어 이다.‘箭’,‘簾’등의 어

휘의 ‘箭’ 는 ‘簾’이라는 자에서 보이듯,주로 나무나 나무를 魚路에

길게 세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

법이다.7)따라서 어 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서해안에 주로 분포

한다.8)魚梁,어살,防簾, 簾 등 시 나 지역에 따라서 조 씩 명칭이나

규모가 다르나 그 방법상 원리는 동일하다.9)조선 기까지는 주로 魚梁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箭이라는 용어는 조선 世宗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여 차 일반화되었다.10)

우리나라에서 어 의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고려시 이미 하천과 沿岸

에서 보편화되었다고 보인다.11)고려시기의 서책에 魚梁에 한 기록이 다

수 나타나고 있는데12)고려는 어량과 함께 鹽盆,藿田을 모두 악하고 있

7)水産廳, 韓國水産史 ,水産廳,1968.

朴九秉,｢韓國 業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Ⅲ),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1968.

, 韓國 業史 ,正音社,1975.

김 규,｢古群山群島ㆍ群山 沿岸地域 箭의 類型과 分 ｣, 지역과 역사 16,2005.

8)2006년 군산 일 섬을 조사한 보고서(김 규 편 , 群山島嶼誌 ,군산시,2006)에

의하면 群山島 古群山群島 10여개 섬 거의 모두에서 어 어법을 사용하 다.

大 箭의 경우 주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3미터,길이는 100여 미터에 이르

는 것이었다.다만 大 箭은 많지 않고 주로 ,소 어 이 많았으며,원시 형태

인 독살도 다수 만들어졌다.조석간만을 이용한 어 이 가능했던 곳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ㆍ소 어 이 활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재는 어획량의 감

소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어 이 어업의 한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은 없다.

9)水産廳, 의 책.pp.33~41.

10)조선왕조실록에서 箭은 모두 124건,魚箭은 187건이 檢出된다.이 경향을 분석해

보면,조선 기는 개 魚箭,후기는 箭이 많이 사용되었다. 箭은 선조까지 단

9건이 나올 뿐이고 成宗~中宗 는 魚箭이 많이 사용되었다.조선 후기에는 箭으

로 통용된다.본고에서는 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魚梁 箭 명칭에

해서는 주 2의 朴平植,｢15世紀 朝鮮의 魚箭政策과 魚箭經營｣,p.127참조.

11)고려시기 어량어업에 해서는 주 1의 참조.

12) 高麗史 4卷,世家4,顯宗 7年,p.96.(亞細亞文化社刊,1972,이하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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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3)이에 해서는 조선 의 기록이지만 다음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前朝之時 鹽盆坐數魚梁網所藿田結卜 皆載于周官六翼 王子開福之辰 必賜鹽盆魚

梁14)

고려시기 鹽盆의 坐數와 魚梁·網所·藿田의 結卜이 모두  周官六翼 에 실

려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염분,어량 등을 다 악하고 있었고 이를 국가

운 에 극 활용하 다는 것이다.王子가 開福한 날에는 반드시 鹽盆이나

魚梁을 주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면서 어량의 수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려의 어량 수가 얼마나 되는 지를 기록한 근거는 없지만,

조선 世宗代 조사한 수량을 통해 그 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世宗

實  ｢地理志｣에 나타난 魚梁의 수는 충청도 136,황해도 101, 라도 50,

경기도 34,경상도 7,함길도 4곳으로 총 332곳이다.15)그 에서도 충청도

와 황해도에 가장 많은 어량이 나타나는 것은 라도에 비해 首都에서 가

까워 어량이 다수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어량에서 잡히는 어종을 보면 충청도와 경기도 지방에서 잡히는 어종은

다양하게 나타난다.충청도에서도 가장 어량이 많이 설치된 태안군의 경우

청어·갈치· 어·상어·민어·조기·망어가 주종이며,16)경기도의 경우도 인천

군의 를 보면 魚梁이 19곳인데 주로 치가 나며, 한 오징어·농어·갈

치·홍어·넙치·설치·밴댕이·조기·망어·상어·숭어·민어·가물치·도미·큰새우·

합조개·모시조개·낙지·소라가 난다고 하 다.17)충청도에 이어 두 번째로

‘五月乙巳 宮人金氏生王子 賜名欽仍賜延慶院 金銀器匹段田莊奴婢鹽盆魚梁’.

13) 文宗實  4卷,文宗 즉 년 10월 庚辰,6冊,p.302.(國史編纂委員 刊 影印本–이

하 같음)

‘式目都監形止案 各邑鹽盆坐數 魚梁網所 霍田結卜 俱載無遺’.

14) 世宗實  117卷,世宗 29년 9월 壬子,5冊,p.38.

15) 世宗實 地理志 의 모든 기록에서 어량으로 기록된데 비해 라도 부안 만 魚

梁所라 기록되어 있다.어량소는 고려시 所의 흔 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정신,

앞의 참조).

16)  世宗實  ｢地理志｣忠淸道 洪州牧 泰安郡.

‘魚梁四十六(主産靑魚 魚錢魚沙魚民魚石首魚亡魚)’

17) 世宗實  ｢地理志｣京畿 富平都護府 仁川郡.
‘魚梁十九所(主産眞魚又産烏賊魚鱸魚 魚洪魚廣魚 大魚 魚石首魚亡魚沙魚首魚民魚加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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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량이 많이 설치된 황해도는 어량이 모두 주로 청어가 나고18) 라도 역

시 청어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표 인 곳이 우리가 검토하는 부안군

의 蝟島 다.19)

蝟島는 라도 부안 에 소속된 섬으로 이 蝟島가 書冊에 처음 나

타나는 것은  高麗史 이다.全羅道 古阜郡 保安縣에 한 설명에 猬島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20)

도는 조선 기에 이미 魚採所로 지목되고 있었고,이후 시기에 걸

쳐 그러하 다.

(1)蝟島在扶安縣西海中 周三十里有魚梁21)

(2)蝟島在縣西海中 去岸五十里周三十五里 有魚梁 戶多居之 産靑魚 每年京外

商船 湊集打浦販賣四遠22)

(1)은 조선 기의 자료이고,(2)는 조선 후기의 자료인데,모두 도의

특징으로 魚梁( 箭)이 있음을 들고 있다. 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거의

모든 기록에서 靑魚,石首魚(조기)의 주요 산지로 꼽히고 있을 정도로 표

인 魚採所 다. 도를 포함하는 扶安,靈光 앞 바다를 七山海라고 했으

魚到美魚大蝦生蛤黃蛤落地 螺)’

18) 世宗實  ｢地理志｣黃海道 海州牧 康翎縣.

‘魚梁八十四所(主産靑魚)’

19) 世宗實  ｢地理志｣全羅道 全州府 扶安縣.

‘魚梁所二(在猬島 主産靑魚)’

20) 高麗史 권57,｢誌｣제11,地理1,全羅道 古阜郡.

‘保安縣本百濟欣良買縣 新羅景德王改名喜安來屬 高麗更今名仍屬後 以扶寧監務來兼

辛禑十二年 各置監務 別號浪州有邊山有猬島’

蝟島는 고려시기부터 조선 中宗代까지 猬島로 표기되었는데, 朝鮮王朝實  인쇄

과정에서 猾島로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中宗實  13卷,中宗 6년 4월 丁亥).아마

誤植이 아닐까 한다.조선 仁祖 이후로는 蝟島로 통일되어 표기되었다.

21)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4권 全羅道 扶安縣.

22) 東國輿地誌 (奎 古479051)戊冊 卷之五上,全羅道 扶安縣 山川.

東國輿地誌 (古479051)는 1656년(孝宗 7)柳馨遠이 편찬한 국 지리지로 알려져

있다.다만 하는  東國輿地誌 는 원본이 아닌 필사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양보경,「磻溪 柳馨遠의 地理思想- 東國輿地誌 와  郡縣制 의 내용을 심으로

-」『문화역사지리』 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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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3)波 가 열린다고 해서 波 坪이라고도 했다.

의 자료를 보면 같은 지역에 한 설명이지만 (1)과 (2)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조선 기 자료인 (1)은 단지 어량이 있다는 사실만 언 한 반면,

양란 이후 孝宗代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2)는 魚梁이 있어 戶가 많으며,

청어가 많이 나 京外의 상선이 모여들어 매매하고 사방에 다고 그 내용

을 상세히 하고 있다.경외의 상선이 몰려들 정도라면 어 에서 어물의

생산량이 단함을 짐작할 수 있다.어 일반의 이익이 막 함은 다음에

서도 나타난다.

上等魚箭 一水所捕 或買木緜五百餘匹24)

上等 箭의 경우 한 번 어획고의 가치가 木棉 500필이라고 할 만큼 이

익이 많았다.그러므로 고려 시 부터 箭이 많이 발달하 다.고려 말에

는 豪勢家 등이 魚梁을 만들어 利를 독 하는 일이 커다란 문제가 되었

다.조선 개창 후에 이를 지했지만 바로 사라지지 않고 있을 정도 다.25)

고려 말 이래 魚梁의 폐단이 매우 컸기 때문에 조선은 이를 정리할 필요

가 있었다.26)마땅히 과 법 체제에 해서 설정되었을 것이었지만,건국

제도가 정해지기 까지는 어염에 해서는 司宰監에서 리하도록 하

다.27)이는 고려의 제도를 용하면서 고려 말의 문란한 어염세를 정리

하여 산림천택을 민인들이 이용하게 하기 함이었다.義禁府의 둔 ,어량

23) 肅宗補闕正誤實  13卷,肅宗 8년 1월 丙,38冊,p.599.

七山海는 양란 에는 史書에 등장하지 않는다.18세기 이후 어선의 발달에 따라

어장어업이 발달하면서 石首魚(조기)의 3 産地로 등장하 다.七山海는 매우 험한

바다로 인식되었는데,조운선이 종종 침몰하 기 때문이다( 正祖實  51卷,正祖

23년 5월 甲子,‘法聖沙浦之間 隔以七山大洋 船隻之臭載 非止一再.’).

24) 世宗實  88卷,世宗 22년 3월 乙丑,4冊,p.277.

25) 太宗實  12卷,太宗 6년 11월 己卯,1冊,p.380.

‘左政丞河崙等 上祛民弊數條啓曰 前朝之季 民弊多端 至于我朝 漸次革去 民間尙有餘

弊 … 作梁以收 利 作梁取利 一皆禁斷’

26)고려시기 어염의 폐단에 해서는 홍 의,앞의 .pp.638~643참조.

27) 太祖實  5卷,太祖 3년 1월 戊午,1冊,p.53.

‘都評議使司請以公私魚鹽梁 盡屬司宰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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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등 문,아문의 둔 과 어량의 폐해를 이정하 다.28)그러나 고

려 말의 어량 사 의 폐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그리하여 태종 까지

어량의 폐막에 한 비 이 종종 나타났다.29)豪强한 자들의 노 로서 大

川을 무단 유하여 利를 독 하고 백성의 撈 참여를 지한다거나,30)

公家巨室로서 捉魚를 독 하거나,31)沿海 魚梁을 豪勢家가 탈 한 경우 등

이 비 의 상이 되었다.32) 한 사재감에서만 어량을 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公家,巨室이 각각 어량을 유하여 세 을 바치지 않는 것에

한 비 과,어량을 사재감에서 리하는 원칙을 세우는 문제에 한 논의

도 등장하 다. 한 沿海의 어량을 탈취한 豪勢家를 지하자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었다.33)그 결과 豪勢家,公家巨室의 어 을 사재감에서 리하

게 되는 등 성과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난다.고려 시기 사재감의 어물창고

가 겨우 3칸이었으나 世宗代 사재감의 2층 창고가 여러 곳이며,여기에 임

시 창고까지 어물이 넘친다는 기사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34)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다시 천명된 ‘山林川澤 民

共之’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다시 천명하 다는 것은 山林川澤의 공동이

용과 독 지가 起源이 오래되고 法制로서 수하여 온 통이었음을 확

인하는 것이었다.35)그 과정을 살펴보면,태조는 監察을 견하여 沿海의

고을 어장을 조사하고 어획을 헤아려 세액을 정하고 成籍하 다.36) 한

28) 太宗實  33卷,太宗 17년 6월 戊子,2冊,p.171.

‘命罷義禁府屯田魚梁’

29) 太宗實  12卷,太宗 6년 11월 己卯,1冊,p.380.

 太宗實  26卷,太宗 13년 11월 戊戌,1冊,p.697.

30) 太宗實  12卷,太宗 6년 11월 己卯,1冊,p.380.

‘又豪强奴隷占斷大川 以 利 禁民入手 以致民間 物乏 ’

31) 太宗實  26卷,太宗 13년 11월 戊戌,1冊,p.697.

‘中外公家巨室 各占捉魚 及其收稅之時 多方托故 不卽納稅’

32) 太宗實  29卷,太宗 15년 6월 庚寅,2冊,p.72.

‘沿海魚梁爲豪勢之家奪占 嚴加禁令 以副民望’

33) 世宗實  10卷,世宗 2년 11월 辛未,2冊,p.416.

34) 世宗實  28卷,世宗 7년 6월 辛酉,2冊,p.676.

‘前判羅州牧事 鄭守弘陳 前朝司宰魚物庫在松都 纔單三間而已 五百年間經國之費

未嘗闕乏也 今司宰監則樓庫三四 巍嶪宏壯 猶未能盡容 多作假庫’

35)李景植,｢山地共有의 傳統과 그 倒壞｣, 사회과학교육 3,1999.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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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은 卽位敎書에서

魚梁川澤司宰監所掌 勿令分屬司饔 以一出納 山場草枝 繕工所掌 勿令私占 輕定

其稅 以便民生37)

라고 하여 산림천택의 私占을 하도록 하 다.魚梁 川澤을 司宰監에서

장하게 하고,山場과 草枝는 繕工監에서 所掌하여 사 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니,이런 원칙은 이후 경국 에서 조문화되었다.경국 의

어 에 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諸島魚箭鹽盆分等成籍藏於本曹本道本邑(漏籍 杖八十其利沒官-私占魚箭 ○魚箭

給貧民三年而遞 ( 략)○諸道諸邑諸浦魚箭所出魚物薦新進上常貢外貿穀 ○每年

貿穀補軍資數觀察使具 啓聞38)

어 은 成籍하여 리하되,빈민에게 3년마다 돌아가면서 지 하여 어물

을 생산하고,이를 薦新,進上하도록 하 다.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으로 바

꾸어 軍資에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이때 천신,진상하는 어 은

安山,仁川에서 갖추어 올리는 것으로 한정하되,豊海道·全羅道·忠淸道는

水梁에서 나는 것 가장 먼 잡은 것을 上納토록 하 다.39)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職田法의 폐지와 함께 변화를 맞게 되었다.직

36) 太祖實  12卷,태조 6년 10월 丙戌,1冊,p.110.

‘分遣監察於各道 愼以衷右道豐海道 朴軒忠淸道 崔滈慶尙道 高休全羅道 踏驗沿海州

郡鹽盆 鹽區 魚梁 水梁 量所出多 定其稅成籍’

이 조치를 어장의 국유를 한 어장 분포 상황과 재정의 일부로서의 어세규모를

악하기 한 조처 다는 주장(崔勝熙,｢ 場所有形態의 變遷｣, 韓國水産史 ,水産

廳,1968)이 있으나,국유화가 아니다.收稅를 한 조사이고,그리하여 세종조를 거

치면서 민인과 爭利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37) 太祖實  15卷,太祖 7년 9월 甲申,1冊,p.140.

38) 經國大典 戶典 魚鹽條.

39) 太宗實  26卷,太宗 13년 11월 戊戌,1冊,p.697.

‘各處魚梁水梁新出魚物 理合 先供上 今後安山仁川魚梁各二所 俱以上品定體令其官

趁節結箭所捕魚物 隨卽給狀上納 豐海全羅忠淸各道水梁所産 令所在官 亦以 先捕

給狀傳遞上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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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정,군사 기구 이에 참여하는 양반 료에게 일정한 원칙 하에서

토지를 給하여 으로써 통치권력을 구축하고 농민지배를 철하기 한

것이었다.收租權에 의한 토지지배 조세수취의 체계 으므로 직 법의

폐지는 곧 수조권 土地지배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의미 다.40)수조권의

세습이 박탈됨에 따라 ․아문 양반 료들은 소유권 토지지배,즉

地主로의 환을 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이 과정에서 箭과 柴場 등

산림천택은 부족한 토지를 신하여 內 司,宮家,衙門 등에 분배되었다.

산림천택의 분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세조 이다.41)그 상은 주로

내수사나 궁가 기 때문에 이에 해 신료들의 비 이 제기되었다.어 은

백성들의 생활터 이며 州縣과 戶曹의 재정 기반인데,豪勢家에게 別賜되

어 이들이 이익을 독 한다고 하 다.42) 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

에 어 을 하여 보충하기도 하 다.43)그러나 함부로 어 을 이용하는

것에 해서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하 다.충훈부 등의 약값 등에 어

을 이용하자는 요청이 두 차례 있었지만 두 번 모두 어 을 賜給하지 않도

록 하 고, 신 價 를 더 주도록 하 다.44)

이 게 어 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정책은 연산군 이르러 奪占,

私占의 양상으로 변질되어 갔다.內 司45),宗親46),국왕의 외조모47),후

40)李景植,｢朝鮮前期 職田制의 運營과 그 變動｣, 韓國史硏究 28,1980.

 韓國中世土地制度史 ,서울 학교출 부,2006에 수록

41) 世祖實  44卷,世祖 13년 11월 乙亥,8冊,p.145.

‘御書下戶曹 賜魚箭一所于尹昭訓’

42) 成宗實  33卷,成宗 4년 8월 癸亥,9冊,p.48.

‘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疏 … 濱海之民 仰魚鹽以爲生業 州縣亦資其利以支調度 戶

曹亦收稅以充國用 今諸道魚箭 多以別賜 豪勢貴近之家獨 其利侵牟百姓細民不得秋毫

之利 州縣未受其賜國用亦損 臣等以爲天地爲萬民生財 貴勢不當 民爭利 在前別賜魚

箭 皆還屬公家 聽平民自利 戶曹分魚箭上中下置簿 歲收其稅以贍國用’

43) 成宗實  88卷,成宗 9년 1월 丙戌,9冊,p.548.

‘今魚箭已 典校署 臣請益給魚箭而減冊價 則人人易買矣’

44) 成宗實  149卷,成宗 13년 12월 乙酉,10冊,p.421.

 成宗實  278卷,成宗 24년 윤5월 辛亥,12冊,p.336.

45) 燕山君日記 21卷,燕山君 3년 1월 癸亥,13冊,p.186

‘傳于戶曹曰 靑魚石首魚魚箭 其給內 司’

46) 燕山君日記 36卷,燕山君 6년 2월 辛丑,13冊,p.401.

‘齊安大君琄方居憂 上 求魚梁 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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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48)등 국왕의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어 의 사 이 이루어졌다.따라

서 이 시기 간,신료의 반 가 분명하 지만,연산군은 이들을 다 억 르

고 국왕의 뜻을 철하 는데 심지어는 간의 論執에 해 처벌하기까지

하 다.49)

燕山君을 廢主로 지목하여 일어난 中宗反正은 이러한 무분별한 어 의

賜給을 단할 수 있는 계기 다.그러나 실제로는 종반정 이후에도 왕

자,공신에 한 賜給이 지속되었다.50)연산군 에 나타난 어 의 사 은

주로 왕실을 상으로 한 것이었고,中宗代 어 의 사 은 반정 직후 공신

과 왕실을 상으로 한 것이었다.즉 국왕이 어 을 別賜하여 유할 수

있도록 해 것이었다.이에 해 신료들은 ‘山林川澤 民共之’의 원칙에

배된다는 것과 조선 체가 ‘莫非王土’이므로 국왕의 私藏은 있을 수 없

다는 것으로 반 를 분명히 하 다.51)

한편 中宗반정 이후 廢政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도 원칙에 어 난 국왕

의 別賜를 되돌리고 ‘山林川澤 民共之’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신

료들의 주장은 계속되었다.52)반정 공신에 한 국왕의 別賜가 이어졌지

47) 燕山君日記 54卷,燕山君 10년 7월 己亥,13冊,p.645.

‘傳曰 洪州沙時島 箭 給長 府夫人申氏’

 燕山君日記 54卷,燕山君 10年 7月 癸卯,13冊,p.646.

‘傳曰 瑞山仰島魚箭 賜長 府夫人申氏’

48) 燕山君日記 61卷,燕山君 12년 2월 庚申,14冊,p.40.

‘全羅道扶安地面觀音佛魚箭及骨魚箭 其賜叔華’

 燕山君日記 63卷,燕山君 12년 8월 癸丑,14冊,p.63.

‘傳曰昇平府夫人魚箭鹽盆 竝給張淑容’

49) 燕山君日記 55卷,燕山君 10년 8월 乙丑,13冊,p.653.

50) 中宗實  1卷,中宗 1년 12월 庚午,14冊,p.108.

‘傳于戶曹曰 忠淸道洪州地 音魚箭 其賜坡川君尹湯 可傳永世’

51)이 시기 산림천택의 사 이용을 둘러싼 훈구와 사림의 입장차이가 드러난 것

은 주목할 만하다.훈구 는 어염의 이익을 국가재정에 이용하자고 한 반면,사림

는 국 의 원칙 로 빈민에게 遞給하자고 하 다.이에 해서는 윤정,｢조선 中宗

代 훈구 의 산림천택 운 과 재정확충책｣, 역사와 실 29,1998.;梁擇寬,朝鮮

前期 王室農莊의 擴大와 財政運營,서울 학교 석사논문,2004.참조.

52) 中宗實  1卷,中宗 1년 11월 甲午,14冊,p.97.

‘憲府啓曰 私魚箭則收稅納官 官魚箭則進上 進 皆關於國用 今賜 宰相甚不可也 請

命還收 且廢朝各道魚箭多屬內 司 內 司委差等往來作弊甚多 請令幷屬本道觀察使

察 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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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3)이에 한 반발이 크게 일어나 中宗 4년(1509)에는 두 달간에 걸친

간의 論執으로 결국 어 을 회수하고 田地로 신하 다.54)그리고 齊安

大君,奉保夫人 등에게 하사한 어 을 백성들에게 나 어 주라는 요구

한 계속되었다.55)조선 기 別賜를 통한 어 유 시도가 있었지만 법으

로 정해져 있던 ‘山林川澤 民共之’라는 원칙을 철 히 지키려 하 음을

보여 다.이러한 는 다음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傳曰 潛邸時奴婢田畓魚箭 幷移屬于內 司 院相權橃啓曰 奴婢田畓然矣 但魚箭

當給所主官以昭公道於嗣服之初56)

明宗이 즉 후,潛邸時의 奴婢·田畓·魚箭을 모두 內 司에 옮기라고 하

자, 간들이 나서서 노비와 답은 괜찮지만 어 은 소속 고을에 지 하

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은 어 을 ‘民共之’의 이념에 따라 그 使用收益의 권리를

국가에서 할하면서 수세하거나 는 그 권리를 일시 으로 분 하고 있

었다.57)때로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그럴 경우 신료들의

항에 직면해야 했다.그러나 한편으로,성종 이후로는 왕실과 종친들에게

어 을 분 하고 이를 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 의 수에 한 여

지를 만들어 갔다.이같은 는 中宗의 아들이었던 德 君이 태안의 官

箭을 받아냄으로써 태안 백성들이 어물을 진상할 수 없게 되었던 사건에서

도 볼 수 있다.58) 어 에서 잡아야 할 어물을 백성들에게 나 어 정해

진상 하니 백성의 고통이 매우 컸다는 것이다.

賜 외에,어 을 유하는 방법은 立案과 折受 다.입안․ 수를 통한

53)朴平植,앞의 ,pp.146~152.

54) 中宗實  8卷,中宗 4년 6월 癸未,14冊,p.341.

‘傳于政院曰 朴元宗柳 汀成希顔等 以有勳勞 故賜魚箭矣 因論啓還收 其以田賜之’

55) 中宗實  8卷,中宗 4년 5월 壬辰,14冊,p.332.

 中宗實  8卷,中宗 6년 1월 丙辰,14冊,p.487.

56) 明宗實  1卷,明宗 즉 년 8월 丙申,19冊,p.285.

57)朴平植,앞의 ,p.141.

58) 中宗實  98卷,中宗 37년 4월 己未,18冊,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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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천택의 유는 궁가 뿐 아니라 세력있는 宰相家 등에서 보편화되어 이

미 明宗代 이 문제에 해 조정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59)신료들의 논의

와 반 가 이어졌지만 차 왕자․공주 뿐 아니라 재상가,심지어 조계사

등 승려들까지 箭과 柴場을 받게 되었다.60) 한 泥生地를 가지고

다투는 일도 벌어졌다.61)

특히 어 은 농토에 비해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62)어 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 고,실제로 어 수세권

을 하사하는 일이 늘어났다.이에 따라 어 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어

의 개발 한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어 의 증가 상황을 라도 부안

의 도 어 을 로 살펴보면 世宗代의 어 이 부안 체에서 2곳 뿐이

었지만,63)中宗代에는 15곳으로 늘어났다.64)立案을 통한 새로운 어 의

개발도 이루어진 한편,기존의 어 에 한 불법 인 탈 상도 차 빈

번해져 갔다.私 箭은 물론이고 심지어 官 箭에 한 탈 도 나타났다.65)

이러한 상이 여러 어 을 상으로 발생하 는데,全羅道 扶安縣 蝟島

는 일 부터 어 이 발달한 곳으로 어 의 사여 유 정황을 구체 으

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59) 明宗實  25卷,明宗 14년 2월 辛亥,20冊,p.501.

‘以川澤 之 海邊泥生之地 民所耕食以資其生 而宰相有勢之家 皆據奪自占 … 故爭相

效之比來尤甚 民旣被奪其所食 又勞其力而役之 其爲冤抑 孰甚不但此也 諸王子駙馬多

受魚箭 其奴子多般作弊 往來 船侵暴恐嚇 是以沿海 夫等 不得安接散之四方 弊甚不

貲’

60) 와 같음.

‘以山梁 之 渡迷月溪之上乃畿民刈柴之場 三田渡越邊鄭今院坪 乃祖宗朝閱武之地 居

民刈草以備牛馬之食 而自兩宗復設之後奉恩寺自稱受賜 植其禁標使民不得出入 且江原

道有寺 其前有川梁自前居民捉魚以食 而今則僧人以爲齋宮不遠 亦立禁標使不得 自

古豈有僧人禁獵之時乎 至爲寒心’

61) 中宗實  77卷,中宗 29년 7월 乙酉,17冊,p.524.

62)주 24 주 151참조

63)주 21과 같음.

64) 中宗實  13卷,中宗 6년 4월 丁亥,14冊,p.505.

‘扶安縣西海 有猾島 自古靑魚多産 齊民之無田畓生業 依島結箭資利 不下十五餘

所 詳定時 以此島魚箭 取利倍他 多定靑魚之數 納官之數 可 多矣’

65)주 52와 같음.

 中宗實  94卷,中宗 36년 2월 丁丑,18冊,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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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조선 기 성균 의 수세처로 되었다.성균 의 田結 뿐 아

니라 箭과 柴場도 養賢財政의 하나 다.養賢庫에 箭이 지 된 것은

中宗代로 보인다.66)

祖宗朝儒生之養供 以司宰監之魚 至于中廟 以館學典僕上 始賜魚箭也67)

명종 4년(1549)의 기록으로,유생의 養供에 司宰監의 魚物을 써 왔는데,

中宗代에 이르러 어 을 사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성균 에 어 을 지

한 것도 역시 柴場과 마찬가지로 中宗代로 보인다.68)

이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大司成意啓曰 全羅道蝟島 中廟朝賜 本館 以輔養士之 矣69)

도를 사여했다는 것은 곧 도 어 을 사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에는 어 외의 稅收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70)中廟朝에 성균 에 사

여되어 養士之 에 보태도록 하 음을 알 수 있다.

太宗代 성균 사성 權遇 등이 학교 제도와 인재 선발 규정의 개 에

해 上書하면서 양 고에 어 을 지 할 것을 요청하 는데,71)이 요청에

해 성균 에서 필요한 어물을 司宰監에서 지 하기로 하 다.성균 에

서 어 을 요청한 것은 이처럼 처음에는 饌物의 확보 차원이었다. 체 성

균 재정은 2,000結이 넘는 토지가 주가 되었고,魚物은 饌物이었기 때문

에 養賢財政에서 차지하는 요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66) 太學志 (奎 15217)｢餼廩 土田｣

67) 明宗實  9卷,明宗 4년 10월 庚申,19冊,p.674.

68)기존의 연구(이 학,앞의 ,2000.;李旭,앞의 ,2002)에서는 扶安 蝟島,靈巖

楸子島,羅州 都草島,靈光 角里島·鵲島·紫雲坪 등이 성균 에 수된 것은 孝宗代

로 보았다.

69) 備邊司謄  英祖 3년 9월 19일,82冊,p.128..(國史編纂委員 刊 影印縮刷本–이하

같음)

70) 承政院日記 肅宗 7년 7월 26일,284冊,p.832.(國史編纂委員 刊 影印本–이하 같

음)

‘扶安蝟島 … 太學所收只是每年靑魚之稅 而其稅皆出於 採之船’

71) 太宗實  25卷,太宗 13년 6월 丁丑,1冊,p.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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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부터 양 재정이 충분하게 배정되어 성균 의 재정은 한 편이었

다.72)태종 7년(1407)學田 萬畝를 성균 에 하사하 고73)세종 에는 성

균 에 사여된 결이 2,000결에 이르 다.74)여기에 성종과 종의 특별

사여를 더해 2,600결에 이르는 규모가 되었다.75)이외에도 柴場,노비 등

풍부한 재원을 보유한 아문이었다.76)이 게 확보된 양 재정으로 성균

학생 200명의 식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2,600결에서 결당 10斗를 수세할 경우

26,000두인데,77)이는 15두를 1石으로 한다면 약 1,730석이다.78)처음 정해

진 성균 학생의 수는 200명인데,1인당 하루에 3.3升의 이 지 되었으

므로 정원이 다 찼을때,1년에 필요한 은 약 1,600여 석에 이를 것이

다.79)그러므로 이때의 성균 재정은 체로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

72)성균 의 재정에 해서는 安商元, 成均館養賢財政硏究 ,載東文化社,1975참고.

73) 太學志 (奎 15217)｢餼廩｣

‘太宗七年丁亥 賜學田萬畝于成均館以供粢盛’

萬畝는 약 200결 정도로 볼 수 있다.世宗 26년 ’量田事目‘이 완성되기 이므로,태

종 의 畝法은 고려 말을 기 으로 삼아야 한다.고려말기의 結은 下等田 기 으

로 57畝 6分이었다(金容燮,｢結負制의 展開過程｣, 韓國中世農業史硏究 ,지식산업

사,2000).

74) 世宗實  ｢地理志｣

‘置養賢庫 給贍學田一千三十五結 今上十三年辛亥 加給九百六十五結’

75) 成宗實  173卷,成宗 15년 12월 丙辰,10冊,p.649.

‘其特給田四百結 俾收其稅 以贍其用’

 太學志 (奎 15217)｢餼廩 土田｣

‘中宗六年辛未 上視學館分三所 講經取士乃賜學田百結 十三年戊寅 賜田一百結’

76) 世宗實  5卷,世宗 1년 8월 庚辰,2冊,p.331.

‘始屬奴婢百口於成均館’

 太學志 (奎 15217)｢餼廩 臧獲｣

‘太宗七年丁亥賜奴婢三百口于太學’

 太學志 (奎 15217)｢餼廩 土田｣

‘中宗 … 三十年乙未 賜柴場于成均館 在陽根之南至驪州廣州之境 周圍二十里’

77) 成宗實  173卷,成宗 15년 12월 丙子,10冊,p.660.

‘京畿則官 田主分收 其稅田一結 若下之下則稅應二十斗 而官收十斗田主十斗如遇災

傷官則必取盈焉而田主無所收 忠淸慶尙道例皆全收於官今成均館收稅 令半收乎 全收乎

請取稟’

78) 增補文獻備  卷之91,｢度量衡｣, 二.

‘十五斗爲 斛(平石)二十斗爲大斛(全石)’

79) 太學志 (奎 15217)｢餼廩 供給｣

‘英宗壬戌 始以一百人定員幷寄齋二十人掌議二人色章四人通爲一百二十六人每一員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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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供饋의 상인 성균 학생의 수는 세종 200명으로 증가된 후,80) 經

國大典 에 200명으로 정해졌다.81)그러나 200명의 정원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 다.이미 종 학생 정원이 100명으로 축소되었다.그나마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82)

戶曹判書安潤德曰 今年旱甚中外凶荒 成均館儒生常養雖百人而常不滿其數 故供

饋之數不過五十六十而已 今年適以別試多聚焉 其饋養經費 豈偶然哉83)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불과 50~60명 정도만 공궤의

상이었는데 別試로 인해 학생이 많이 모이자 그 饋養經費에 어려움을 겪

은 것으로 보인다.성균 학생의 정원이 축소되면서 국 2,600여 결에 이

르던 양 재정도 폭 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 재정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성균 이 所管하던 여러 섬의 어

수세권 한 왕실이나 다른 기 의 침탈 상이 되었다. 표 인 로

中宗의 2녀인 懿惠公主가 성균 과 四學이 받은 어 을 침탈하려 하

다.84)왕자‧공주의 어 에 해서는 간을 비롯한 신료들의 비 이

이어졌고,85)국왕은 先王代에 사 한 곳 외에는 모두 屬公하 다며 변명하

日飯米二升饌價米一升點心米三合戶曹每年劃 九百八十八石’

이 기사를 보면 126명 분의 이 988石이다. 략 1인당 매일 3.3升(밥값으로 2升,

반찬값으로 1升, 심으로 3合)이므로 1년 365일 기 으로 3.3×365=1,204升=8.04石≒

1명당 8石이 되므로 200명을 기 으로 연간 1,600石 정도의 이 필요했을 것이다.

80) 世宗實  44卷,世宗 11년 6월 壬寅,3冊,p.187.

‘禮曹判書申商啓 成均館學生常養百五十人 已有成法 今又加五十人‘

81) 經國大典 禮典,生徒.

82)피정만,｢朝鮮時代 成均館의 敎育制度에 關한 硏究｣,성균 학교 박사논문,1990.

pp.63~66.

83) 中宗實  50卷,中宗 19년 3월 丙戌,16冊,p.295.

84) 明宗實  9卷,明宗 4년 10월 己未,19冊,p.674.

‘憲府啓曰成均四學 乃是養育人才之地也 折給魚箭以備其用 此是重學校美意也 今因懿

惠公主上 奪館及四學折受之地 特命以他箭換給 恐以爲輕於養育人才也 答曰 予豈輕

養育人才乎 始因公主上 曾賜其地 厥後議以私箭盡屬於官 其時館學請受其地矣 今

公主欲受 故還賜矣不 改也’

85) 中宗實  94卷,中宗 36년 2월 丁丑,18冊,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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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했다.86)어 의 궁가 은 불법으로 모두 환속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간의 비 이 이어졌고 이에 해 국왕 입장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양란 이 성균 이 소 하던 도 어 에 한 궁가의 수세권 침탈 양

상이 나타났지만 신료들의 비 을 통해 이를 지할 수 있었다.그러나 양

란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쟁을 거치면서 왕자․공주

에게 나 어 田結이 부족하게 되자 箭․鹽盆 등의 수가 본격화된 것

이다. 도는 어 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궁가 뿐 아니라 營門에서도

수세권을 침탈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持平金泓曰 各官 箭自古有之 各官進上時 百姓賴之於此故民間無弊 近來王子君別占

多出 箭以爲己物 使百姓不得下手於其間 以此民不獲利各於 上 抱 貿之私自備納

沿海之民 以此困悴益甚 此弊每欲啓之而今 戶曹公事王子君多占 箭爲弊不貲 故敢啓

上曰 王子君不得折受田地則代受 箭 故已令受之而前 憲府屢啓此事 故今則減之而只

有一處耳’

86) 明宗實  25卷,明宗 14년 2월 己未,20冊,p.502.

‘諸君家魚箭則癸丑年因臺諫所啓 先王朝賜給處外 他餘占受之地則盡使屬公 而 見

戶曹公事則戶曹任意誤給三處 故已令屬公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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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兩亂後 營衙門의 蝟島 箭 折受와 句管紛糾의 擡頭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가 재정은 정상 인 운 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란 종료 후 수세 가능한 田結 수가 1/3로 축소된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재정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87)이때의 상황을 史官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天下兵集於國中八年餘矣 內外物力蕩殘計無所出 … 經兵之地田籍散失 以寡爲多

以起爲陳莫有統紀 田制之紊亂極矣 至是分遣敬差官欲有所釐正而終不得猝變云88)

8년의 쟁으로 물력이 탕진되고 田籍은 사라져 田制의 문란이 극에 달

했다.量田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陳田을 개간하는 일이 가장 주요한

과제로 두되었고,둔 의 설치가 확 되었다.그리고 산림천택을 국가가

심이 되어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산림천택을 활용하자

는 방안은 주로 宮家의 재정을 보충해주기 한 것과 국방력 강화를 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한 것이었다.궁가의 재정을 보충해주기 해

활용된 방안으로 折受를 시작하 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元無免稅折受之事 或以官田及沒入屬公之地 有賜 之規 宣祖壬辰亂後 人民稀

極目陳荒 而王子翁主相繼出閤無可賜 之田 戶曹判書韓應寅以禮賓寺所屬百官宣

飯及倭野人接待魚鹽柴炭所出之地割而 之 其時以爲善於變通 而遂成後來折受之

法 此乃免稅之所由始也89)

본래는 免稅折受하는 일이 없었는데 왜란 이후 토가 황폐화된 상태에

서 王子 翁主가 연이어 出閤하자 賜 할 땅이 부족해졌다.이에 호조 서

韓應寅이 禮賓寺 소속과 倭野人 용의 魚鹽柴炭이 산출되는 토지,즉

87)壬辰倭亂 이 1,515,500여 결( 增補文獻備  권141,｢田賦攷｣1)에서 倭亂 후

674,300여 결로 축소되었다( 磻溪隨  권6,｢田制 說｣下).

88) 宣祖實  131卷,33년 11월 甲子,24冊,p.153.

89) 萬機要覽 ｢財用篇｣免稅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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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천택을 떼어주었다.90)이것이 수의 시작이며,折受之法이 이루어졌다

고 했다. 수의 명칭을 ‘免稅折受’라 하여 왜란 이후 수의 연원을 밝히

면서,면세의 시작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기에도 수는 행해지고 있었다.다만 그 범 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고,국왕조차도 그 범 가 제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왕자라 하더라도 수받을 수 있는 곳은 陳荒地·泥生地나 賜牌田에 그칠

뿐 官屯田 등 有主의 답은 받을 수 없었다.91)즉,無主陳荒地를 떼어받아

스스로 物力을 들여 개간해서 그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조선 기의

‘수’제도인데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의 수는 ‘면세 수’로서 수세권

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해 면세를 받는 형태인 것이다.이후로 왜란 이

후 궁방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한 목 으로 산림천택,즉 魚鹽과 柴場에

한 수세권을 수하는 경향이 빈번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왜란 이후 훈련도감이 심군 이 되면서 재정확보를 해 둔 을 많이

설치하 다.92)둔 은 국 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왜란 까

지 철폐의 상이었지만, 쟁으로 인해 陳荒地가 증하 기 때문에 왜란

이후 군 을 심으로 거 설치되었다.그러나 陳荒地가 감소하고,둔 의

폐해가 속속 보고되면서 둔 을 확 하는 것은 곧 한계에 착하게 되었

다.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鎭을 설치하고 확장,수리 유지하는데 필요

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두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蝟島,古群山 등의 서해 연안과 여러 섬에 해 주목하

게 되었다.93)연해와 섬에 鹽盆과 箭을 설치하고,각 아문에서 소 하고

90)임진왜란 이 의 어염 수는 일정 정도의 경 개입을 제로 하여 사 지배권,

즉 생산시설 생산자에 한 복합 지배를 함축하는 것이라는 연구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김선경,앞의 ,pp.87~120).양란을 후한 수의 차이에 해서는 김선

경 외에도,남원우(주 4의 )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91) 中宗實  73卷,中宗 28년 2월 癸巳,17冊,p.395.

‘見戶曹公事 利城君田畓受出之事似未當 大抵陳荒及泥生賜牌田 猶可以受出也 此則官

屯田 無端欲受 予初見上 亦以爲未穩也 今戶曹以折受爲當 令觀察使覈實啓聞 亦不當

云’

92)金鐘洙, 朝鮮後期 中央軍制 硏究｣,혜안,2003.

宋亮燮, 朝鮮後期 屯田硏究 ,경인문화사,2006.

93) 仁祖實  11卷,仁祖 4년 1월 乙卯,34冊,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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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러 섬의 魚鹽船稅를 일체 하여 軍餉에 보충하도록 하자는 것이

었다.94)사실 이보다 앞서 宮家,勢家,衙門에서 산림천택을 불법으로 유

하는 것을 지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95)이를 해서는 결국

어염세의 수입을 모두 호조에 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96)

호조수세론을 주장하는 신료들의 의견과 수세권을 가진 아문 사이에는

호조수세권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 다.다음의 경우처럼 아문

(성균 )은 수처를 지키고자 하고 호조는 수를 하여 호조에서 句

管하고자 하여 서로의 주장이 치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났다.아문에서

는 각각 자신의 특수성과 정당성을 주장하 다.

(1)洪瑞鳳以成均館官員以知館事意啓曰 各衙門魚稅勿捧以資軍餉事入啓蒙允 而

本館非他各衙門之比 爲儒生供饋 故波 坪石首魚捉得船二十隻 靈光地角里島

鵲島扶安地蝟島海南地楸子島羅州地都草島等地 皆自祖宗朝賜 之地 竝爲免稅而

該曹酌定流來已久 年年收稅納館以供多士 若今年魚稅勿爲收捧則許多儒生供饋之

物無路可繼 國家待士養賢之道有所欠闕 各衙門一樣蠲減極爲未安 請令該曹依

例免稅納館 以爲供士養賢之資何如 傳曰依啓事傳敎矣97)

(2)各衙門魚鹽船稅一切革罷以補軍餉事 臺閣發啓廟 建議 特出諸餉使方有所爲

而今成均館啓辭又如此 凡上司各衙門自前所受之處 疇非祖宗朝賜 之物乎98)

(1)은 성균 의 주장으로,각 衙門의 魚稅를 軍餉에 보태기로 결정된 바

‘訓鍊都監啓曰 … 蝟島羣山島俱是海中要害之地 廣設鹽盆魚箭募集民丁 兼爲把守之計

宜當請嚴立科條著實擧行’

94) 備邊司謄  仁祖 2년 1월 6일,3冊,p.142.

‘鹽盆魚箭 屬于內 司諸宮家 當初宣諭敎民之中 竝有革罷之命 …魚鹽稅入 盡屬於

戶曹軍餉爲當’

95) 仁祖實  3卷,仁祖 1년 윤10월 甲寅,33冊,p.563.

‘古 山林川澤無禁而 民共之 年以來內 司諸宮家及士大夫爭相冒占 至於有主田地

公然攘奪民甚苦之 自今以後 柴場堤堰海澤 箭立案折受 一切禁斷 以革冒占之弊’

96)주 94와 같음.

 仁祖實  10卷,仁祖 3년 10월 壬寅,34冊,p.44.

‘嘗聞一國之兵擧歸之夏官 一國之財擧歸之地部’

97) 承政院日記 仁祖 5년 5월 27일,18冊,p.849.

98)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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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성균 에서는 유생을 供饋해야 한다는 에서 다른 아문과는 다르

다는 을 강조하 다.특히 波 坪의 조기어선 20척과 靈光의 角里島 鵲

島 부안의 蝟島,海南의 楸子島,羅州의 都草島 등 여러 수지가 祖宗朝

로부터 免稅地로 사여받은지 유래가 오래임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므로

처럼 免稅納館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성균 뿐 아니라 각 ·아문들은 수처를 잃지 않기 해서, 는 다시

찾기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 다.守禦廳은 양란 후 둔 을 하는 분

기 속에서 어 과 염분만이라도 수세토록 해 달라는 요청하 으며,99)議

政府나 司饔院 역시 堤堰, 箭 등의 수세권을 요구하 다.100)

(2)는 호조의 반박이다.아문의 어염선세는 모두 하여 군향에 보태도

록 臺閣에서 발의하고 廟 에서 건의하여 결정한 것인데,성균 만 특혜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上司衙門의 수처 에 조종조에서 사여받지 않

은 곳이 어디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각 궁가,아문의 어 염분을 國用에 보태야 한다

는 의견이 많아진 가운데,성균 이나 충훈부 등의 아문이 가진 어 을 정

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성균 의 稅나 忠勳府의 어 염세가

국용이나 軍國에 계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 비 의 핵심이었다.101)

인조 15년(1637)備邊司에서 마련한 ｢京外貢賦減省節目｣을 보면,병자호

란으로 兵火를 입은 각 官의 丙子年條(1636)의 田三稅(田稅·大同米·軍 ),

內司奴婢의 身貢,步兵·匠人·餘丁 등의 價 ,各樣의 作米,各 의 徭役은

모두 收納하지 말 것을 결정하면서,

99) 備邊司謄  仁祖 20년 3월 6일,7冊,p.550.

‘守禦廳啓曰 南漢山城所屬各處屯田中不緊處 以備局公事 旣已革罷 … 屯田則盡爲革

罷 兩衙門 箭鹽盆 依前啓請 限十年或減限五年 仍屬本廳 勿遣監官 令本官 爲句管

收稅上 則民田被侵之害 募民避役之弊自祛 而廳用則有助矣 此事如以爲未妥 則該曹

別爲題給魚鹽之擧 似不得已 令廟 參商 更爲議處之意 敢啓 答曰 依啓

100) 光海君日記 7卷,光海 즉 년 8월 己巳,31冊,p.340.

 仁祖實  19卷,仁祖 6년 9월 丁卯,34冊,p.288.

101) 備邊司謄  光海君 10년 5월 22일,3冊,p.130.

 仁祖實  2卷,仁祖 1년 8월 戊辰,33冊,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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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上司各衙門 箭斜水鹽盆 船收稅之弊 罔有紀極甚至津渡山澤竝爲折受行旅怨

苦樵汲無所 自今一 革罷102)

라고 하여 모든 上司,衙門의 箭,斜水,鹽盆, 船의 折受를 일체 하

도록 하 다. 쟁 후 생산이 없는 상태에서 백성의 세 부담을 덜어주면

서 어염세를 활용하여 국방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의도 다.

어염세 등을 활용하여 국가 재정을 보충하려 한 사례는 兩亂 이후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첫 번째 사례로는 兩湖鹽鐵使制가 있다.103)양

호염철사제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가 재원 마련을 해 鹽鐵을 국가에

서 리하려는 제도이다.鹽鐵使制,鹽鐵調度使制 등으로 변화되면서 어염,

산 등을 호조에서 할하여 수세함으로써 재정난을 타개하고 국가 재정

을 호조로 일원화하려는 시도 다.그 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염철사 제

도는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다른 는 巡檢營의 설치이다.순검 은 仁祖代 巡檢使로 임명된 朴

潢의 건의로 설치된 군 이다.순검사는 조선 中宗代 도 을 잡는 업무를

담당한 리인데,104)양란 시기에는 삼남의 군병을 검찰하는 업무를 담당

했다.105)朴潢은 三道巡檢使로 활동하면서 下三道를 둘러보고 나서 密奏를

통해 仁祖에게 순검 의 설치를 주청하 다.그의 건의에 따라 格浦에 行

宮을 설치하면서 함께 순검 을 설치하게 되었다.106)순검 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강화도를 응원할 수 있는 保障處로,그리고 海防의 咽喉로 格

浦의 요도가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107)

102) 增補文獻備  제148권,田賦 8,租稅 1.

103)염철사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이었

다.염철사제에 해서는 李旭,｢朝鮮後期 魚鹽政策 硏究｣,고려 학교 박사논문,

2001의 제1장 ｢17세기 반 鹽鐵使制 施行과 國家管理策｣참조.

104) 中宗實  4卷,中宗 2년 10월 癸巳,33冊,p.546.이때 정식 명칭은 捕盜巡檢使

이다.이 에는 모두 명칭이 都巡檢使 다.

105) 光海君日記 80卷,光海君 6년 7월 戊辰,32冊,p.326.

106) 仁祖實  40卷,仁祖 18년 1월 壬午,35冊,p.79.

107) 承政院日記 英祖 22년 8월 2일,1007冊,p,86.

‘宗迪曰 邊山格浦實奇異 仁廟朝朴潢密奏作行宮 且有檢營穀 關防中未有如此保障也…

景夏曰 臣嘗聞先輩之 若國家有事則其所倚恃 不可比論於江都 江都若失守則航海

之外無他策 格浦則連陸而有可走之路 臣 左相曰 宗社不可陪往於航海之地 湖南 漕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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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순검 이 심이 되어 지방의 어염을 장려하여 鹽戶, 民을 보호하

면서 이들에 한 수세를 담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이를 통해 檢營의

재정 인 뒷받침을 하고,鹽戶․ 民들이 연락과 군량 운반 등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海防에 활용하자는 것이다.108)박황이 순검사에서 遞差되면서,순

검 은 축소되어 주로 옮겨지게 되었지만,109)실제로 순검 이 설치 운

되었던 것은 海防에서 魚鹽의 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하고자 한 로 볼

수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조 들어서 어염 등 천택을 이용하여 수세

하되,이를 호조를 심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타났다.이는 훈련도감 등 군

이 屯田을 주요 재원으로 한 결과 여러 폐단이 나타나게 되어,둔 운

확 를 통한 營門 財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결과이다.어염의

경우도 아문이 수세를 所管하고 있었지만,국방을 강화하기 한 재정을

확보하기 해 營門이나 호조에서 어 수세를 句管토록 하자는 주장이

차 확산되었다.더구나 이 시기 성균 을 비롯한 궁가,아문의 수세 과정에

서의 폐해는 호조로 수세를 일원화하자는 호조 수세론에 요한 구실이 되

었다.

司憲府啓曰 成均館折受魚箭 皆有定處必有舡隻 捉魚於其處 然後 乃可成籍收稅

以爲養賢之資 自是二百年 規 而近來養賢庫所納 稅 不拘文簿 成空名尺文

給付下人 聞見富實有産業 不問船隻有無 捉魚虛實任意置簿百般侵責 期於畢納

而後 塡名給尺 甚 劫捧價物於各官不干下人 下人不勝侵剝 貸出月利 以塞目前

之責110)

之咽喉 他日有事必以爲歸 嶺南則貢稅其半歸於倭供 國家凡百 責於湖南 亦不可比論

於嶺南 宜多蓄積 以爲日後之慮 可也 朴潢亦以爲 我國駐驆之地 無過於此云矣’

108) 仁祖實  38卷,仁祖 17년 3월 庚辰,35冊,p.53.

‘三南巡檢使朴潢上箚 論海防機宜 … 今若撫循失業之民 減其稅入 絶其橫斂 鹽盆任設

其多 船任令其造作則不出一年 沿海之地鹽盆 船其數什倍 其中如有募屬於巡檢使

別爲 案 使三南沿海 處處連絡 時平則收其稅入 以補軍資 有事則轉運糧餉 多方調

用 其爲有補 豈淺淺哉 備局以爲 鹽等戶 別屬於巡檢使 曾無前規 答曰勿施’.

109) 仁祖實  42卷,仁祖 19년 1월 甲辰,35冊,p.108.

110) 光海君日記 103卷,光海 8년 5월 乙亥,32冊,p.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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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에서는 성균 수처에서 고기잡는 사람들을 상으로 공식 인 문

서도 없이 마음 로 거두어 들이는 것에 해 비 하기도 하 다.이러한

사정은 성균 뿐 아니라 궁가․아문의 수처에서 공통 으로 발생하는

문제 다.

아문이 수지에서 收稅하는 과정에서의 폐단은 매우 커다란 것이었는

데,17세기 말까지도 국정의 주요 논의 사항이 될 정도 다.가장 큰 문제

는 바로 差人에 의한 것이었다.수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문이더라도

실제로 수세하는 것은 差人( 는 次知)들이었다.이들은 수세 과정에서 疊

徵,濫徵 등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궁가‧아문이 차인을 견하

는 방식도 매우 비효율 으로 운 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111)궁가‧아문의

수지에서 거두는 세가 모두 別 , 掌 무리의 주머니만 채우게 된다는

비 이 일 정도 다.112)

성균 역시 도 어 등의 수세처에 典僕을 견하여 수세하 다.

복은 성균 의 노비로서,이들이 성균 의 살림살이를 맡아 책임지고 있었

는데, 체로 그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113)성균 은 이에 한 보상으

로 도 어 의 수세권을 복에게 주어 이들이 운 토록 하고 있었다.114)

이들은 먼 일정한 액을 납부한 후에 지에 가서 징세를 하는 형태

기 때문에 ‘열 갑 의 이익을 보려 골수를 빼먹고 껍데기를 벗기는 잔혹함’

이라고 표 될 정도로 가혹하게 징수하 다.115)이들의 세가 단했기에

때로는 차인을 칭탁하여 場을 독차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 다.116)

111) 備邊司謄  肅宗 14년 4월 26일,42冊,p.136.

‘而次知 掌官中僕隷 無不有憑依私占之利’

112) 備邊司謄  肅宗 1년 윤5월 11일,31冊,p.169.

‘大司憲尹鑴所啓 … 今我國山澤鹽鐵 採之地 皆侵於諸宮家各衙門之折受 而國家不得

焉 各衙門諸宮家 亦不能收取其利 盡爲別 掌輩之囊橐 事之寒心 莫甚於此’

113)최은정,｢18세기 懸房의 商業活動과 運營-牛肉 販賣活動을 심으로｣,이화여자

학교 석사논문,1997.

114) 備邊司謄  肅宗 15년 5월 21일,43冊,p.216.

115) 備邊司謄  英祖 4년 2월 2일.

‘徒欲見十倍之利 椎剝之殘酷 不問可知 海民無以支堪’

116) 承政院日記 肅宗 4년 12월 21일,267冊,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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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차인을 통한 수세 형태는 어 을 운 하는 민인들에게 큰 피해

를 수밖에 없는 구조 던 것이다.따라서 성균 이 차인 견이라는

형태로 수세하는 것에 해 복들의 폐해에 한 비 과 함께,僉使가

리 수납하더라도 성균 에는 같은 양을 수송해 주면 된다는 논리가 설

득력을 갖게 되었다.117)수세권을 돌려달라는 성균 의 요구에도 도 어

은 그 로 도진에서 수세를 담당하는 것으로 남게 되는 요한 이유

가 되었다.

결국 성균 이 소 하고 있던 라도 여러 섬의 어 수세권을 그 로

유지하기는 힘들었다.靈巖의 楸子島,羅州의 都草島,靈光의 角里島·鵲島·

紫雲坪 등의 성균 소 수세처는 양호염철사로 넘어가게 되었고, 도

어 한 곳의 수세권만 성균 에 남았다가 이마 도 순검 이 설립될 때

순검 으로 넘어가게 되었다.118)성균 은 도 어세를 직 수세하지 못

하고 순검 次知가 수세하여 반을 보내주는 것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

았다.119)

성균 은 太學으로서는 상을 유지,강화하기 해서 도 어 의 수세

권을 되찾으려 했다.병자호란 이후 효종이 즉 하면서 일본의 침략 험이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자 성균 은 도의 수세권을 되찾고자 다음과 같이

상언하 다.

南 星以成均館官員 以知館事意啓曰 全南道扶安地蝟島 靈巖地楸子島 羅州地都

草島 靈光地角里島鵲島紫雲坪 等六處 自祖宗朝 折給本館 以補多士供養之資今

至數百年 上司宮家曾不敢侵占 往 鹽鐵設立時 靈羅所屬五島則皆屬鹽鐵 而蝟島

117) 承政院日記 肅宗 15년 5월 21일,335冊,p.837.

‘今若還屬 箭於成均館 則館差憑藉奪利 必不無島民難支之患 朝家前日之處置 反歸虛

地 僉使輸 稅銀之數 亦無異於典僕往來之時 則其在本館 實無所損’

118) 承政院日記 孝宗 6년 7월 21일,136冊,p.639.

‘往 鹽鐵設立時 靈羅所屬五島則皆屬鹽鐵 而蝟島一島猶屬本館(成均館)’

119) 承政院日記 顯宗 3년 12월 14일,177冊,p.832.

‘今則諸處收稅及魚鹽等物 盡爲廢閣 都草島·角里島·鵲島·紫雲坪等島 則移屬鹽鐵 仁

川·喬桐 則屬江華 只自江華 每年輸 白蝦醢缺甕而已 其間供士[上]埋沒之狀 有難形

本館自前所賴 扶安地蝟島 而此亦曾在巡檢營設立之時 移給本營 故不得主管 只自檢

營次知 收稅折半 于本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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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島 猶屬本館 近年以來 本道本官(缺一行半)主投獻宮家 凡島中魚物 産之處 本

館皆不得下手收稅 國學供饋 日益無形 誠非細慮 其本道本官 檢察宮家諸所冒占

竝一一還屬本館以重養士之地 何如 傳曰令該曹査覈處之120)

성균 에서 도의 수세권을 돌려 것을 청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본래

도 뿐 아니라 靈巖의 楸子島,羅州의 都草島,靈光 角里島·鵲島·紫雲坪까

지 모두 여섯 곳이 祖宗朝로부터 사여받은 것으로 성균 에서 수세한지 수

백년이라는 것이었다.그러다가 鹽鐵使 설립시에 다섯 곳의 수세권이 염철

사로 넘어가고, 도 한 곳만 成均館(本館)의 수지로 남았었는데,그나마

도 全羅道(本道),扶安縣(本官)에서 함께 宮家에 바쳐서 더 이상 성균 이

수세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 다.그러므로 이들 本道本官 檢察,宮家

는 모두 冒占하고 있는 것이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성균 의 요구가 이어지자 孝宗은 성균 의 주장 로 국 부

터 6곳의 수세처가 성균 소속이었는지 살펴볼 것을 호조에 명하 다.

亂前文書 蕩失無存 蝟島當初折給成均館之公文 雖不得憑 就得亂後稅案 詳細

査出則蝟島 箭 或陳廢或收稅年各不同而自初竝屬成均館 其間雖有一二箭移屬他

衙門 旋卽還屬本館 以此見之則可知蝟島之從前折給本館 而其中宋唜金奴恰伊

等兩箭 則庚戌年間 移屬巡檢營 奴皮同金箭 則取 內 司報本曹文書 辛卯八月

自淑靜公主房折受而稅案中則自初至今 以成均館收稅懸 其本以成均館收稅之箭

移屬宮家之狀 明白無疑 此本館之所以啓辭也 移屬巡檢營之宋唜金奴恰伊等箭及

移屬宮家之奴皮同金箭 所當還給成均館 以爲養士之資 至於本道本官所占之箭 則

雖不 於稅案 在於蝟島中 成均折受之地 則亦當一體還屬本館 以此分付本道何如

傳曰依啓 巡檢營所屬 則便是國事 仍屬無妨矣121)

주무부서인 호조에서 이를 살펴본 결과 란 의 문서는 남아있는 것

이 없기 때문에 도의 折給 문서 한 없지만,임진란 이후의 稅案을 통

해 도어 이 성균 에 속하 음을 확인하 다.지 순검 ,淑靜公主

房,本道 本官에서 각각 割占하고 있는데,성균 의 어 임이 분명하니

120) 承政院日記 ,孝宗 6년 7월 21일,136冊,p.639.

121) 承政院日記 ,孝宗 6년 7월 24일,136冊,p.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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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돌려주도록 분부하되,순검 만은 그 로 수세하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균 은 養士之供을 명목으로 도어 의 수세권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아문이 어 의 수세권을 되찾은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그것은 호조가

수세를 담토록 하는 것이 이 시기 沿海之利에 한 수세권의 처리방향이

었기 때문이다.어 을 冒占하고 있는 아문이나 궁가로부터 회수하여 각

鎭에 분 하여 軍餉에 보태도록 한다거나,혹은 각 道나 각 郡에서 주 하

게 하여 호조로 보낸다는 방식이었다.鹽盆· 箭으로서 內 司·諸官家에 속

한 것은 모두 하도록 하 으나 여 히 그 폐해가 발생하므로 어염세의

수입은 모두 호조에서 할토록 하여 군향으로 삼자는 것이다.

궁가,아문의 불법 인 어 수의 폐해는 오랜 동안 조정에서 논의된

문제 다.궁가의 어 수에 한 신료들의 비 요구에 仁祖는

소극 인 응으로 일 하 다.122)이에 비해 孝宗은 비교 극 으로

어 수 문제를 논의하 다.孝宗은 즉 후 궁가와 세도가의 私立案을

조사하여 궁가에 통보하고 정리하도록 조처하 다.123)이에 조사 결과 정

리 상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本案載 而諸道査啓中落漏 鹽盆一百十五坐 箭三十五庫 海稅一處 捉 一庫

本案中不爲開 而諸道査啓中現出 鹽盆八十四坐 而陳盆一坐 箭六十二庫 栗

鳧一庫熊鳧一庫 故分秩開 別單三張以入 而本案所載鹽盆 箭落漏於監司査啓

中 似當更査 本案不爲開 而現出於監司査啓中 亦當革罷 本案及査啓中相

准 所當仍存 竝爲上裁何如 傳曰 依啓124)

즉,조사 결과 本案에 기록된 것과 새로 조사한 것이 일치하는 경우는 합

법 인 것으로 인정해서 존속시키고,본안에 실려 있는데 監司의 조사에서

122) 仁祖實  46卷,仁祖 23년 3월 乙巳,35冊,p.213.

123) 備邊司謄  孝宗 1년 10월 24일,14冊,p.228.

‘傳敎諸宮家 箭鹽盆 私立案査出事 似非分付外方 又致紛擾之事 該曹所上文案 准

已爲査來之數 則私立案有無 自然立現’

124) 備邊司謄  孝宗 1년 11월 1일,14冊,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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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된 부분은 다시 조사,그리고 본안에는 없는데 감사의 조사에서 새로

드러난 곳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때의

조처는 불법 인 私立案을 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궁가,아문의 어

수 행에 제동을 걸고,앞으로 수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을 확인한 것이었다.원칙이 그 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궁가

의 수에 해 신료들이 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125)

궁가 아문의 屯庄․鹽盆․ 箭․船隻․願 등 민폐를 變通釐正하고자

하던 孝宗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여, 수처 정책이 잠시 단되

었다.126)顯宗 즉 후 수차례에 걸쳐 의정 鄭太和,좌의정 元斗杓,호조

서 鄭致和 등은 다시 어 과 염분의 처리문제에 해 논의하 지만,

종은 이미 사여된 것은 그 로 두고 새로운 수만을 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 다.127)다시 종 4년(1663)에서 5년 사이 신과 간들은 지

속 으로 宮家의 場․網場․柴場의 수를 할 것을 주장하 고,128)

결국 종은 모든 場과 網場은 宣祖朝에서 사 한 한 곳씩만 남기고 모

125) 備邊司謄  顯宗 8년 8월 5일,26冊,p.927.

‘紫燕設鎭之初 本島近處諸宮家各衙門魚箭鹽盆 盡爲革罷 屬本島 以爲軍 明有先

朝定奪事目 而卽接仁川府使牒報 則紫燕所管之內 淑敬公主房魚箭折受 渾爲啓下 今方

收稅云 事甚可駭 依前定奪施行 而此後如有如此之弊 則宮家次知下人 從重科罪之意

亦爲分 付何如 答曰 允’

126) 顯宗改修實  1卷,顯宗 즉 년 6월 丁酉,37冊,p.105.

‘初先王 初先王旣召用宋時烈等 改紀庶政 整 積弊 遂分遣御史于八道 … 又以軍兵

戰船虛實 及諸宮家各衙門士大夫 屯庄鹽盆 箭船隻願 亂政害民 竝令詢察 欲變

通釐正矣 御史未復命而遭國恤 諸御史皆奔還 事亦隨寢 議 恨之’

127) 顯宗改修實  10卷,顯宗 4년 11월 戊辰,37冊,p.350.

‘上曉以祖宗賜 則仍置 自今新受 則禁絶之意而終不聽’

128)이 시기 특히 3궁이 쟁 이 되었는데 3궁은 壽進宮於義宮明禮宮이다.‘國家因循

制 各殿皆有私藏 上則有內 司 大王大妃王大妃中殿各私一帑 如壽進宮於義宮明禮宮

之屬 或以無後王子之家財 或以大王潛邸時家財 別立一宮之號 分屬於各殿 以爲私財

以宦官主之 親戚恩澤及法外 用 皆出於此 其後日益增加 廣占土田 掠奪藏獲 募集奸

民 州縣莫敢問 法官不能禁 時弊 皆以此爲首 而上所 壽進於義 內司有別 蓋

屬於兩慈殿故也 上以事關慈殿 徒事掩覆 峻拒有司執法之請 此所以滋蔓益甚 不可救正

也’ 顯宗改修實  9卷,顯宗 4년 9월 己巳,37冊,p.339)고 하 다.이 3궁에 龍洞

宮을 더해서 4궁이라고 하 으며 이들은 한제국시기까지 왕실의 內帑으로 유지되

었다.이에 해서는 李旭,앞의 논문 2장 ｢17세기 후반 宮房衙門의 魚鹽折受 擴

大와 政府의 책｣;조 ,｢조선후기 宮房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3,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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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하고,이후로는 수를 지한다는 명을 내렸다.129)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했다가도 방 되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도 실효

가 없었다는 비 이 史官에 의해 제기되었다.130)그러나 실제로 되지

않았더라도 효종 와 종 궁가와 아문의 어 을 하는 것에 해서

는 원칙 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며,이는 이후 숙종 어 에 해 정

부의 원칙이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효종, 종 시기의 어 수 논의는 숙종이 즉 한 후 계속 이어

져,궁가 아문의 어 수에 한 비 과 호조쪽으로 일원화하는 문제가

집 논의되었다.숙종 즉 후 곧바로 인천 大阿島의 어 을 明善公主房

과 崇善君房에서 무단 수한 일이 발단이 되었다.131)大阿島 어 을 명선

공주방에서 차지하자,인천부에서는 이를 되찾지 못하고 폐기된 어 으로

체해왔는데 이마 도 숭선군방에서 불법으로 공문을 보내 차지하 다는

것이다.132)이를 계기로 궁방의 불법 수를 하도록 하 고,아울러 아

문,궁가의 別 , 掌의 폐해도 지 되었다.133)다만 統營 등 軍門의 수요

에 해서는 어 염분을 더 이상 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도

129) 備邊司謄  顯宗 5년 1월 1일,24冊,p.820.

‘取 諸宮家 場網場柴場所受成冊 則或有一二處 或有多至四五處 似當定數折給

矣 上曰 場網場 宣祖朝賜給一處外皆罷 而只限其身在世 身後雖一處亦罷 此後則切

勿許折給可也’

130) 顯宗改修實  10卷,顯宗 5년 1월 甲子,37冊,p.360.

‘海洋折受 雖令査覈革罷而旋罷旋仍 不數歲盡復前套 柴場 場鹽盆 箭 僅得裁量定制

之敎 三司力竭而止矣 竟無減罷之實’

131) 備邊司謄  肅宗 1년 5월 27일,31冊,p.165.

‘仁川 箭 只有大阿島一處 本邑 用 賴於此 而自甲寅年 爲明善公主房折受之地 曾

因其地儒生上疏 還給本官事 自備局覆啓 臣於榻前 亦且陳達 而以事在先朝 故未蒙允

許矣 … 本府旣失大阿島 箭之後 收拾 採不便年久廢棄之 箭地名則便破知 而崇善

君房折受公文 又爲來到 本府形勢 不成模樣 城可寒心 明善公主房折受 箭 則事在

先朝 雖難還給 至於崇善君房新折授處 則決不可不還給 大槪自前宮家 必得空閑之地

而折受其田畓 則亦受空閑之地 或受各邑數外屯田 而近年以來 鹽盆 箭 公然奪取於各

邑田畓 則折受管餉等衙門屯田 其爲無據 人就不知 而以其事係宮家之故 監司守令 莫

敢違拒 一任宮家之所爲 尤極不當矣’

132) 와 같음.

133) 備邊司謄  肅宗 1년 윤5월 11일,31冊,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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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다.13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란 이후 인조,효종, 종을

거치면서 어 의 수세문제는 궁가의 수세권을 지키려는 국왕과 이를

하려는 신료들이 팽팽하게 맞서 커다란 쟁 이 되었다.

도어 의 소 문제를 살펴보면,성균 은 효종 6년(1655)公主房,本道,

本官이 割占하고 있던 도 어 을 다시 所管하게 되었다.그러나 순검

과 함께 도 어 의 수세권을 공유한 형태 기 때문에 顯宗 3년(1662)성

균 은 도 어 을 다시 돌려 것을 요청하고 있다.이것으로 보아 효종

6년의 도 어 환수가 제 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135)

도 어 을 으로 성균 이 구 하게 될 경우,순검 등의 軍營에서는

다른 재원을 요구하 는데,이를 충족시킬 마땅한 재원이 부족했던 탓이었

다.더구나 이 시기에 이미 조선은 강화도를 심으로 서해의 海防을 강화

하려 하고 있었다.136)

仁祖代부터 어 의 무분별한 奪占 私占에 한 책이 활발하게 논의

되었고,孝宗代는 이를 정리하려는 신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그

리고 顯宗을 거쳐 숙종 에 이르러 궁방,아문의 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모아졌다.그리고 그러한 어 수 의 성과는 海

防 강화로 나타났다.서해 해방 강화 방안은 주로 兩湖의 島嶼․沿岸 지역

設鎭이었는데,설진 재원으로 어 이 활용된 것이다.이제 도진의 설치를

심으로 설진과 수세 구 을 둘러싼 분규의 향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34) 備邊司謄  肅宗 1년 9월 7일,31冊,p.192.

135) 承政院日記 顯宗 3년 12월 14일,177冊,p.832.

‘本館乃多士所 之地 自祖宗朝 以養士爲重 前後賜 之地 其數甚多 如全南道扶安則

蝟島 羅州則都草島 靈光則角里島鵲島紫雲坪靈岩則楸子島 及京畿江華仁川喬桐等地

俱有斜水收稅 明白文書 今至數百年矣 今則諸處收稅及魚鹽等物 盡爲廢閣 都草島角里

島鵲島紫雲坪等島 則移屬鹽鐵 仁川喬桐 則屬江華 只自江華 每年輸 白蝦醢缺甕而已

其間供士埋沒之狀 有難形 本館自前所賴 扶安地蝟島 而此亦曾在巡檢營設立之時

移給本營 故缺得主管 只自檢營次知 收稅折半 于本館 其數亦缺祖宗朝養士之意 未

免盡歸虛套 事極寒心’

136)李敏雄,앞의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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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蝟島鎭 設置와 箭 收稅 句管 紛糾의 向方

양란 이후 수군 방어 체제의 정비는 일본군의 침략에 한 방어 측면에

서 17세기 반의 주요한 문제 다.이에 조선정부는 일본의 재침 가능성

에 비하여 남 지방 統制營을 심으로 海防 체제를 구축하 다.통제

을 심으로 鎭管을 편성하되 호남 진은 통제 에 한 응원을 주로 하

고,호남 자체 방어 역시 서해 보다는 남해를 심으로 하도록 하 다.17

세기 반 들어오면서 차 호남 지역의 요성과 강화도 방어에 한

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 다. 라도 笠岩․金城 격포 등지에 축성을

하여 한 상황에 비하자는 논의가 우선 진행되기 시작하 다.137)

17세기 후반 이후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서해안 방어체제 구축이 요

문제로 부각되었다.138)이에 따라 서해안 섬을 심으로 設鎭,設邑 문제가

본격 으로 논의되었다.139)이는 몇가지 변화의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140)첫째,일본과의 계가 안정되면서 남 鎭堡를 심으로 한 방어

체제의 요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141)두 번째는 이 시기 荒唐船의 출

이 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142)황당선에 한 경계가 강화되어 황당

선에 제 로 처하지 못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軍律로 치죄할 정도로

137) 孝宗實  13卷,孝宗 5년 8월 辛巳,35冊,p.686.

138)송기 ,앞의 .pp.14~15.

139)設鎭,設邑 논의에 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연구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고석규,｢設郡논의를 통해본 조선후기 섬의 변화｣, 島嶼文化 15,1997.

송양섭,｢朝鮮後期 羅州諸島의 折受와 設邑論議의 展開｣, 동문화연구 50,2005.

김경옥,｢朝鮮後期 古群山鎭의 설치와 운 ｣,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2007.

140)세가지 요인은 다음 논문에서 제기된 바 있다.송기 ,앞의 ,p.16.

한편 섬에 진을 설치하는 목 이 군사 인 이유보다는 경제 인 이유가 더 크다고

본 연구도 있다.이 에서는 경제 인 이유 외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통제,邊警의

역할도 요한 이유라고 주장하 다.즉,진이란 기구의 특성상 海防이라는 군사

의미가 부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郡邑을 설치할 만한 규모가 못되는 곳에 진을 설

치했다는 것이다.따라서 진의 첨사,만호가 수행하는 역할 한 통상 인 수령의

임무와 같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고석규,앞의 ,pp.11~13).

141)송기 ,앞의 .14쪽.

142)황당선은 개 표류한 국 선박인데,정부에서는 엄히 응하고자 하 다( 備邊

司謄  肅宗 11년 5월 26일,39冊,p.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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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이었다.143)황당선은 서해를 심으로 출몰했기 때문에 이 지역

에 한 방어의 요성이 높아졌다.144)셋째는 17세기 이후 인구 증가로

서해 도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를 리할 필요성이 두되었기 때

문이다.실제로 숙종 9년(1683)첫 蝟島僉使로 임명된 李松 는 부임 직후

에 도에 아를 지었는데,客 用으로 2칸 팔작지붕 건물을 짓고 조정에

殿牌奉安을 요청하 다.145)이송로가 아와 함께 객사를 짓고 殿牌를 奉

安함으로써 朔望,冬至,正朝 등의 大禮를 행하는 것은 鎭 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수령으로서의 지 와 역할을 수행하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46)

즉, 토 에서도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지역에 鎭을 설치하고

鎭 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토의 말단까지 王化가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었다.이 외에도 島嶼 設鎭의 배경으로 해운업 발달과 조운의 확

에 따른 연안 해로의 안 성 확보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147)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서해 도서 지역에 한 설진,설읍 논의가 본격화되

었다.섬에 진을 설치하는 것이 顯宗朝와 肅宗朝 조정의 주요 안이 될

정도 다.이 시기에 와서 島嶼鎭의 설치가 잇다른 것은 그 시기까지는

도서진의 설치가 불가능했거나 불필요했기 때문이었다.불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는 군사를 모집하여 배치하는 문제이다.

兩亂 이후 軍役이 문란한 상태에서 新設鎭에 군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특히 육군에 비해 水軍은 身役이 고달 직역이었기 때문

143) 承政院日記 肅宗 8년 5월 26일,290冊,p.492.

144) 練藜室記述 別集 제17권,｢邊圉典故-荒唐船｣

‘庚寅 所江吾叉浦白翎等地 船出沒 至有登陸 燒害村民 行止叵測 且諮禮部 題此

等島俱 奉天船海金復海 盖相近 必此等地方 船 移咨奉天 沿海嚴禁 若被朝鮮人捕

捉 該地方官 一竝議處云云’

‘壬辰 長淵甕津之間 自春末夏初 採船或七八或十餘 恣意出沒 欲追捕則擧 遠走’

145) 學校謄  6卷,肅廟朝 癸亥 6월 11일.

‘本鎭遠在海外 朔望及冬至正朝大禮 勢不得行禮於本官 臣子分義 不勝未安乙仍于 今

此造成時東軒兼爲客 次以二間八雀造成爲有置 殿牌奉安事定奪行下爲只爲牒呈是白

置有亦 各鎭浦 殿牌奉安旣有前例是白乎等 以造成奉安事 分付同鎭爲白乎㫆 緣由馳

啓事’

146)殿牌와 수령에 해서는 윤석호,｢조선후기 殿牌作變의 展開와 그 性格｣,연세

학교 석사논문,2009참조.

147)李敏雄,앞의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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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한 인원의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148)그래서 수군인데도

육지 병사를 배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149)

두 번째 문제는 재정의 부족이었다.신설 진 에 해서는 인건비,시설

비,소모품 등 많은 비용이 지 되어야 했다.조선 기까지 각 병 의 재

정문제 해결 방법은 주로 屯田의 설치와 운 을 통해 이루어졌다.도서지

방에 둔 을 설치 운 하기 해서는 충분한 민력이 필요하 는데 구하기

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유지하기도 어려웠다. 한 둔 의 폐단이 많이

지 되었기 때문에 둔 을 시행하는 것에 해 큰 부담을 느껴왔다.

17세기 반 이후 양란 복구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섬 등의 邊地

에도 인구가 증가하 다. 도의 경우에도 설진 논의시에 閔維重이 도진

의 인구 증가를 이유로 도진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정도 다.150)

한 어 의 활성화,어선어업의 발달로 魚採之利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

다. 도진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도 도와 주변의 풍부한 稅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151)

도에 진을 설치하자는 논의는 17세기 에 제기되었다.仁祖 7년(1629)

全羅監司 權泰一이 도와 고군산에 진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馳啓하

다.

全羅監司權泰一馳啓曰 扶安之蝟島 沃溝之古羣山 皆爲海路門戶 若設關防於此島

湖西諸鎭掎角相制則所關非細 但蝟島則無藏船之處而古羣山則四面山圍 港水且

148) 肅宗實  39卷,肅宗 30年 1月 乙巳,40冊,p.64.

수군은 七般賤役 하나 다.七般賤役이란 천한 계 이 종사하는 일곱 가지 賤役

인데,官衙의 皁隷,義禁府의 羅 ,地方廳의 日守,漕運倉의 漕軍,水營의 水軍,烽

火臺의 烽軍,驛站의 驛卒 등을 일컫는다.

149) 光海君日記 32卷,光海君 2년 8월 甲午,31冊,p.562.

‘本曹雖行文檢敕海防 而格軍無出處 船數之漸減 勢不得不爾矣’

 仁祖實  28卷,仁祖 11년 7월 甲寅,34冊,p.529.

‘山邑水軍之弊’

150) 承政院日記 肅宗 7년 7월 26일,284冊,p.137.

‘卽今島中居民 至四百餘戶 設鎭之後募入 必多 不煩經理而自成邊鎭貌樣’

151) 承政院日記 肅宗 8년 8월 2일,292冊,p.563.

‘三南沿海之地 採之利 實倍於山峽耕屯之事 如湖南蝟島 則本是成均館折受處 本道

監司 又從而收稅 今則自備局定奪 差 邊 兼管 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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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 藏船可至數百餘艘 且 湖西馬梁舒川等浦相望 迭爲脣齒可作聲援以爲控扼海

路之地 島中別 改稱官號 使之統攝舟師 乘機策應爲當 廟 覆啓不許152)

蝟島와 古群山이 바닷길의 門戶가 되므로 設鎭하면 호서 여러 鎭이 掎角之

勢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더구나 馬梁 舒川과도 서로 脣齒가 된다고 하

여 이 지역이 가지는 지리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때의 외 방어선

이 남 심이었던 을 볼 때 당시 라감사 권태일의 주장은 도와 고

군산의 지역 요성을 일 이 악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해 도서 설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도

서 지역에 거주하는 민인들도 設鎭을 요구하고 있었다. 도진의 설치를

요구한 사람은 扶安人 金夢斗 다.153)

扶安人金夢斗上疏 蝟島形便請設鎭 疏下備局覆奏 請令本道詳察便否稟處 上

從之.154)

김몽두가 어떤 목 으로 설진을 주장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주목해

야 할 것은 김몽두의 건의에 해 조정에서 이를 극 으로 검토하고 설

진을 결정하 다는 이다.이는 조정의 海防 策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조선 기 空島 정책 이후,섬은 주로 목장이나 목재를 기

르는 곳으로 활용되었다.155)그러다가 양란 이후 國家 再造의 과정에서 서

남해 연안의 많은 도서들에 인구가 증가하고 정부에서도 심을 갖게 되었

다.

152) 仁祖實  20卷,仁祖 7년 3월 辛未,34冊,p.321.

153)金夢斗는 扶寧金氏로 무과출신이다( 扶寧金氏科宦  )能麽兒 郎廳,柔遠僉使를

거쳐, 도만호에 임명되었다가 직되었다.이후 충익 장(정3품)까지 올랐으나,李

忠百의 진휼청 은화 偸食사건에 연루되어 도유배되었다( 承政院日記 肅宗 15년

윤3월 10일,334冊,p.767).

당 라감사를 역임한 申翼相은 김몽두 등이 어 의 이익을 바라고 설진을 요

청하 기 때문에 설진을 서두르지 말 것과,설진을 할 경우 김몽두를 변경으로 보

낼 것을 주장하 다(申翼相, 醒齋遺稿 冊六,｢狀啓-在湖南時狀啓 十一｣).

154) 肅宗實  11卷,肅宗 7년 3월 庚午,38冊,p.521.

155)김경옥,앞의 책 1장 ｢島嶼 移住民의 유입과 증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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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몽두의 상소는 閔維重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민유 은 라감사와 병

조 서를 거쳤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당시

김몽두의 상소에 해 숙종은 라감사의 의견을 물으라고 한 상황이었는

데,민유 은 도의 설진에 해 그 필요성을 진달하 다.

此島距陸四十里往來船舶 皆由於此島之內 誠可 海路之要害 雖曰成均館折受之

地 太學所收只是每年靑魚之稅而其稅皆出於 採之船 島中土地人民別無納稅之事

今雖設鎭 太學 稅亦當依前收捧 邊 自不相妨 雖令別 兼管收捧上納於太學

亦爲便好 有何所拘於太學哉 卽今島中居民 至四百餘戶 設鎭之後募入 必多

不煩經理而自成邊鎭貌樣156)

민유 이 도 설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의견은, 도가 왕래하는 선박이

모두 거쳐가는 해로의 요충이므로 설진이 필요한데,島民이 400여 호에 이

르니 병력을 모집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별도의 비용 없이 鎭으로서의 모

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비록 도가 성균 의 折受地이지만 태학이

수납하던 稅를 邊 이 收捧하여 보내주면 되므로 서로 방해될 것이 없다

고 하 다.

민유 은 김석주와 함께 이 시기 호남 지역의 島嶼 設鎭을 강력하게 추

진한 인물이다.이미 康津의 古今島와 靑山島에 설진을 주장한 바 있으

며,157) 도 설진과 함께 나주의 智島에도 설진할 것을 주장하 다.민유

의 주장에 이어 全羅監司 趙世煥의 보고가 이어져 도에 진을 설치하는

문제가 결정되었다.158)

이에 따라 곧 도설진이 추진되었는데,처음에는 萬戶를 견하도록 하

되,士卒이 많아지면 첨사진으로 올리기로 하고,부안의 戰船을 넘겨받아

시작하도록 하 다.159)처음 만호가 임명되었지만 제 로 부임하지 못하자,

156) 承政院日記 肅宗 7년 7월 26일,284冊,p.137.

157) 承政院日記 肅宗 7년 1월 3일,281冊,p.958.

158) 肅宗實  12卷,肅宗 7년 8월 丁酉,38冊,p.547.

‘全羅觀察使趙世煥狀陳蝟島設鎭便宜 備局覆奏請 令兵曹差出萬戶 以扶安戰船移授 待

鎭事旣完 土卒衆多 陞爲僉使 以重按制之任 上從之’

159)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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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당상 에서 僉使를 견하도록 결정하 다.160)이 게 하여

실제로 진이 설치된 것은 숙종 8년(1682)이다.

이 시기 신설된 라도 수군진은 도진 뿐 아니라 古群山鎭161),靑山鎭,

古今島,智島162)등이다.조선 기 총 17개의 수군진163)에 비해 17~18세

기의 수군진은 총 26개로 9곳이 증가하 는데 부분이 島嶼 지역에 설치

된 것이다.164)17세기 후반 라도 도서 지역을 심으로 신설된 진이 많

아지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다.

우선 진을 설치할 때 屯田으로 財源을 삼는 경우가 많은데,지나치게 둔

에 의존할 경우 한 고을에 4~5진을 설치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민폐

가 된다는 이다.165)따라서 둔 을 심으로 설진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

가 없다는 의견이 두되기도 하 다.

신설진에 소용되는 시설, 함,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은 정부에서 고스

란히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었다.비용을 해결하는 가장 고 인 방법

이 둔 의 설치운 이었는데,‘募民設鎭’해야 하는 경우 많은 폐단이 있었

다.166)더구나 島嶼 지역에 設鎭하는 경우 해당 섬에 충분한 田土가 있는

160) 備邊司謄  肅宗 8년 9월 5일,36冊,p.549.

161)天啓甲子(仁祖 5년,1624)에 復設되어 召募別 을 두었다가 康熙乙卯(肅宗 11년,

1685)에 이세화의 건의로 僉使鎭으로 승격되었다.

‘爲海狼賊所侵仍爲廢鎭 天啓甲子復設置召募別 有防牌船以爲把守待變 而崇德丁丑

別 金時賢 改置戰船 康熙乙卯 因巡撫使李世華所啓陞設置水軍僉使’(｢開國五百四年

三月日古群山鎭誌 事例幷 成冊｣, 湖南鎭誌 (奎 12188))

고군산진의 설치와 운 에 해서는 김경옥,｢朝鮮後期 古群山鎭의 설치와 운 ｣,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2007참조.

162) 湖南鎭誌 (奎12188)에서 智島鎭(1682),荏子島鎭(1685)의 건치연 을 확인할 수

있다.

163)조선 기에는 湖南 左道의 蛇渡鎭,右道의 臨淄島에 水軍僉節制使(종3품)를 두고

사도진 소속으로 寧浦 達梁 呂島 馬島 鹿島 鉢浦 突山浦를,임치도진 소속으

로 黔毛浦 法聲浦 多慶浦 木 於蘭浦 群山浦 南桃浦 今甲島를 두어 萬戶(종4품)를

견하 다( 經國大典 ｢兵典 全羅道｣).

164)김경옥,앞의 책.pp.191~192.

165) 肅宗實  12卷,肅宗 7년 7월 丁丑,38冊,p.544.

‘近日兩西屯田 多設鎭防 一邑至有設四五鎭 其弊益滋 宜合數鎭爲一鎭 以省其數 且

於屯民 抄其半爲兵 而留其半以待其闕 上命詢于廟 ’

166) 顯宗改修實  22卷, 종 11년 7월 壬申,38冊,p.28.

‘司諫李奎齡等啓曰 設屯募民 爲近日外方痼弊 而諸道之中 海西尤甚 試以兎山新溪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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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흔치 않았다.따라서 箭 船에 한 수세가 設鎭 財源으로

주목되었다. 도의 경우는 섬에 농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軍餉

재원으로서 稅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167)

도진의 建置沿革과 現況을 도의 구체 인 모습을 통해 살펴보겠다.

本島乃是成均館折水之處也 當初未設鎭前所産靑魚 斜水則成均館檢營地方官三處

各 差人以爲收稅 而田稅則自館獨當收稅矣 康熙辛酉二十年 分因扶安縣金夢斗

上疏 使其身因除萬戶而未到任前啓罷 其代萬戶許彬到任 未久亦爲啓罷 翌年壬戌

九月日 陞戶僉使李松 除授 同年十一月日到任是齊

戰船1隻 兵船1隻 伺候船二隻 具什物

軍兵二百五十名內( 夫三十名 砲手三十四名 火砲手十名 船工十三名 能櫓

軍百二十二名 羅 十八名 旗手二十三名)

還穀 巡營句管賑米(四十六石十斗一升五夕)水營句管儲置米(五十石)

稅 春等稅錢六百兩 秋等稅錢四十兩

防軍八百十名168)

設鎭 에 도가 표 인 靑魚의 산지라는 과,본래 성균 이 수받

은 곳임을 밝히고 있다.특이한 은 斜水에서 성균 뿐 아니라 檢營,지

방 역시 수세하 다는 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斜水란 고을을 나 는

경계가 되는 물을 이르는 말이다.169)

 湖南邑誌 (奎12175)는 1871년 작성되었는데,170) 도진 설진 에 이미

成均館,檢營,地方官 세 곳에서 어세를 수세하 다는 것을 보여 다.환곡

縣 之 俱是至殘之邑 而兎山則九處 新溪其數亦多 避賦役之民 擧皆投入官家 不成

貌樣 請兩邑及道內設屯多 竝爲査啓 令廟 參酌變通’

167) 備邊司謄  肅宗 15년 5월 21일,43冊,p.216.

‘島中旣無一片耕種之地 居民所靠 只在 採’

168) 湖南邑誌 (1871년,奎12175)｢扶安蝟島鎭｣

169) 大典 通 卷之二,戶典 魚鹽.

‘斜水箭網處 定界 立標納稅 于該屬一處也’

경계 지역의 어 이나 網處는 경계를 정해서 표를 세우고 소속처 1곳에만 납세를

하도록 하 다.斜水는 종종 공용의 것으로 인식되어 양쪽에서 수세의 상이 되기

도 하 기 때문이다.

170) 湖南邑誌 (奎12181)는 1895년(고종 32)경에 작성된 라도 56邑의 邑誌를 합편한

全羅道誌이다. 부분 邑誌와 邑事例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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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單位 數量 收納處

稅錢 錢 2,216兩 2錢 5分 均役廳

雜費 錢 246兩 2錢 5分 均役廳

草芚 現物 7畓 右水營

草席 現物 70位 右水營

料米 現物 1石 3斗 本鎭

水軍粮錢 錢 810兩 本鎭

防番錢 錢 1,620兩 本鎭

柴草代錢 錢 150兩 本鎭

生鰒 現物 3貼 5串 本鎭

海蔘 現物 3貼 5串 本鎭

*典據 : 賦役實總 上.5冊.｢蝟島鎭｣

<표 1>蝟島鎭의 上納과 收入 內譯

인 巡營句管賑米나 水營句管儲置米는 도에서 상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진의 稅收額은 稅로 1년 640兩이다.순검 이 설치된 것이 仁祖 18년

(1640)인데 순검 이 설치되면서 그 운 재원으로 성균 수세처 던

도 어 수세권이 순검 으로 넘어갔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순검 은

처음 격포에 설치되었지만, 라감사가 순검사를 겸하게 되어 순검 이

주로 옮겨가게 되었다.171)이에 따라서 성균 ,검 ,부안 ( 라도)에서

나 어 수세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자료인 賦役實總에 기재된 蝟島의 稅目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균역청에 상납하는 稅目은 어세 으로 2,216兩에 이른다.미곡은 없고 모두

어세에서 나온다.반면 같은 섬이라고 하더라도 荏子島鎭은 司僕寺 屯稅米

가 太價 등 잡비 포함하여 187여 石,本鎭 米가 80여 石으로 상당한 양

171)순검 을 설치 운 박황이 심양에 들어가게 되어 巡檢使를 라감사가 겸하

게 되었다(주 109와 같음).이후 순검 은 치폐를 반복하다가 비변사에 속하 다( 

備邊司謄  肅宗 16년 7월 4일,44冊,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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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付處 目 單位 數量

高阜郡 夫番錢 錢 6兩

靈光郡 防軍番錢 錢 1,056兩

靈光郡 募軍番錢 錢 180兩

金堤郡 夫番錢 錢 84兩

扶安縣 夫番錢 錢 54兩

井邑縣 水軍番錢 錢 36兩

茂長縣 正兵番木 木 3同 22疋

*典據 : 賦役實總 上.｢全羅道｣

*총 錢 1,416兩 木 3同 22疋

<표 2>全羅道 諸邑에서 蝟島鎭에 移付한 內譯

의 稅米를 납부하고 있다.172)

어세 이 2,216兩이 넘었지만, 도진을 설치 운 할 때의 재원은 도진

자체 수세분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移付받을 수밖에 없었다.

 賦役實總 에 기재된 기록을 기 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각종 명

목으로 다른 에서 받는 것과 도진에서 수세한 것을 모두 합쳐보면 錢

3,996兩,木 3同 22疋이다. 도에서 납부하는 稅의 2배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한 곳의 진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함을 보여 다.

도는 처음부터 巨鎭으로 설치되었다.처음에 진을 설치하면서 만호를

견하여 진이 안정되도록 한 후에 첨사를 견할 계획이었지만 곧 당상 3

품 첨사가 견되어 巨鎭으로 자리잡았다.거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한 규모 한 커졌을 것이다. 도진의 인원을 살펴보면 군병 250명 외

에도 행정 인원으로는 다음과 같다.

172) 賦役實總 上,5冊,｢全羅道-荏子島鎭｣,麗江出版社,1984.

荏子島는 원래 목장이 설치 운 되었는데 정조 20년(1796)에 내수사의 지휘로

되고 농경지화되었다(김경옥,｢17~18세기 荏子島鎭의 설치와 牧場의 개간｣, 島嶼文

化 24,20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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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軍官15人,鎭吏15人,知印8人,使令10名,軍牢7名173)

(2)額內 軍官 30– 風和(6個月)入番 9,風高(6個月)入番 7

衙前 30명 – 風和(6個月)入番 10,風高(6個月)入番 8

通人 20명 –風和(6個月)入番 2,風高(6個月)入番 1

使令 18명 – 風和(6個月)入番 5,風高(6個月)入番 3174)

(1)은  湖南邑誌 에 기재된 내용이고,(2)는  湖南鎭誌 의 내용으로 두 기

록은 인원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2)의 내용이 風和時와 風高時로

나 어 인원을 배치했다는 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체로

와 같은 규모는 巨鎭이라는 수 에서 諸鎭과 차이나는 정도로 큰 규모로

보기는 힘들다.같은 부안 에 있었던 검모포진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검모

포진이 諸鎭임에도 도진보다 防船 1척을 더 보유하 으며 軍官 등의 숫

자도 더 많았다.175)그러므로 巨鎭과 諸鎭의 차이는 鎭 의 등 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진은 처음에 자리잡을 때까지 만호가 견될 정이었지만 김몽두

등 임명된 자들이 제 로 부임하지 못하고 곧바로 첨사진으로 승격되었다.

처음에 臨淄鎭 소속의 諸鎭이었던 도진이 첨사진이 되자 임치진 휘하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176)임치진은 거진이었지만 첨사가 下官이었고

도 첨사는 上官으로 견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임치진 에 두기보다

는 獨鎭으로 편성하도록 논의되었다.177)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끝에 라

도 監司와 水使의 의견을 참고하여 西海 鎭堡 體制가 변화하 다.178) 도

173) 湖南邑誌 (1871년,奎12175)｢扶安蝟 鎭堡 -蝟島鎭｣.구성이나 숫자에서  湖南

鎭誌 (1895년,奎12188)와는 조 차이를 보인다.

174) 湖南鎭誌 ｢蝟島鎭誌事例成冊｣(1895년,奎12188).

175) 湖南邑誌 (1871년,奎12175),｢扶安蝟 鎭堡 -黔毛浦鎭｣.

176) 備邊司謄  肅宗 8년 9월 5일,36冊,p.549.

177) 備邊司謄  肅宗 8년 11월 25일,36冊,p.579.

‘兵曹判書南九萬所啓 蝟島僉使 以 上特爲差 而爲臨淄鎭管所屬 臨淄乃 下僉使也

其在事體似有妨礙 蝟島僉使似當爲獨鎭 敢此仰稟矣’

178) 肅宗實  14卷,肅宗 9년 윤6월 庚戌,38冊,p.652.

‘設水軍鎭管 於蝟島加里浦 以臨淄古群山山木浦多慶浦法聖浦黔毛浦羣山浦智島 八堡

屬蝟島 以古今島南桃浦金甲島於蘭浦梨津薪智島馬島 寧浦 八堡屬加里浦 以兩鎭當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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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리포에 수군진 을 설치하고, 도에는 임치,고군산 등 8곳,가리포

에는 고 도,남도포 등 8곳을 소속시켜 도와 가리포가 巨鎭으로 자리잡

게 된 것이다.

이 게 도가 처음부터 巨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도의 魚採之利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179)균역

청에 2,000兩이 넘는 어세를 납부할 만큼 어획량이 많은데다가,성균

수처 지만 邊 이 견되어 稅를 리하도록 하 기 때문에 진의 재정

을 안정 으로 리할 수 있었다는 이다.둘째,강화도의 요성과 련

이 있다.강화도가 도성의 咽喉로 인식되면서 도 격포진을 강화함으

로써 강화도의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한 것이다.180)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우선 도의 魚採之利를 살펴보면, 도

의 경우 본래 성균 수처이지만 라도 감사도 수세하고 있었다. 도

에 진을 설치한 이후에는 도진 첨사가 첨사업무에 더해서 稅를 句管하

게 되었다.즉 도첨사가 수세하여 성균 , 라도 감 에 나 어주는 방

식인 것이다.이러한 운 방식은 ‘蝟島例’라 하 는데 이후 다른 곳의 설진

운 에서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朝家若以海防爲重 則不可更恤他事 如以時無目前之急 難於變革則唯當姑依前例

而或欲參酌施行則依全羅道蝟島例 凡諸宮家各衙門所納自本道知數依前上 而以

其餘利屬之本道 爲海防之用 亦或有一分之益 以此意詢問於本道而處之何如 上曰

海防爲重 若 正大之道則依啓聞出給爲當 而諸宮家各衙門事亦不可不慮 依蝟島

例詢問變通可也181)

‘蝟島例’로 시행한다는 것은 여러 宮家나 각 衙門 등 수세권을 가지고 있던

기 에서 수세하던 분량을 감 이나 鎭營에서 수세하여 수세권을 가진 궁

가나 아문에게 보내고,그 잉여분을 감 이나 鎭營에서 경비로 쓰는 방식

南水路咽喉 故詢議於本道監司水使 置鎭管’

179)주 152와 같음.

180)李敏雄,앞의 참조.

181) 備邊司謄  肅宗 10년 5월 15일,38冊,p.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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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의 경우 도진에서 수세를 담하여 도 어 의 수처인 성

균 에 定額을 지 하여 주고 잉여분을 海防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수처에 定額을 지 하여 주고 잉여분을 각종 經費로 사용하는 방안,즉

蝟島例는 매우 설득력있는 안으로 자리잡았다.

사실 ‘蝟島例’는 감 과 아문 사이의 충안이었다.全羅道와 公洪道의

監司들이 沿海의 海利를 本道에 속시켜 海防之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요청에 해 궁가나 아문의 수세권을 박탈한다면 이를 체해 것이 마

땅치 않았던 것이다.182)그러므로 수세권을 監司에게 주는 신 아문에서

수세하던 분량만큼 정액으로 보내주는 방식이 제시된 것이다.

수세권을 가지고 있던 궁가나 아문의 처지에서는 ‘蝟島例’의 형식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지만,수세권을 빼앗기는 것은 커다란 타격이었다.성균

의 경우 稅銀 300兩이라는 액이 定額이었지만 잉여분에 의지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수세권 자체를 돌려받으려 노력하 다.183)

이 게 蝟島例가 가능했던 것은 도에서 생산되는 어획량이 충분했기

때문이다.184)17세기까지 어 의 설치가 속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어선

을 이용한 어선어업도 발달하면서 체 인 어획량이 크게 늘어났던 것이

다.185)이 게 어획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 한 곳에서 성균 뿐 아

니라 라감 , 도진 등 여러 곳에서 수세가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에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청어는 수온에 민감하여

182) 承政院日記 肅宗 10년 5월 13일,303冊,p.96.

‘全羅道公洪道兩道監司 以沿海海利 屬本道 以爲海防之用事啓聞 … 今若以諸宮家各

衙門所屬海利 盡給本道則諸宮家各衙門 更無可以代給之處 … 自今以後 各衙門諸宮家

折受一切勿許事’

183) 承政院日記 肅宗 15년 5월 19일,335冊,p.834.

‘全羅道蝟島 有本館魚箭故每年使館典僕下去本島 納銀三百兩 其當次 先期一年差定

都使令及魚箭之任 蓋此兩任 爲關重 責應之際多有縻費之事 故差 蝟島俾占餘利典僕

之得以保存 正賴此耳 年金錫胄設立蝟島僉使而李師命爲全羅監司時 本館魚箭使僉

使主管每年納稅銀三百兩於本館 其餘則私自取用蓋以本館所納稅銀之數 之 則雖僉使

句管無異典僕往來之時而此魚箭旣屬本館則僉使之代行差奴之任事體不當’

184)주 182와 같음.

‘蝟島捉魚之利甚多 故上 該衙門外 亦有餘利 而他處 則恐海利數 不足爲用’

185)이 학,｢조선후기 어업에 한 연구｣, 역사와 실 35,2000.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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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의 변동이 매우 컸다.186)따라서 청어의 생산에 따라서 어 의 변동

이 심하게 나타났다.肅宗 30년(1704)이 되면서 도의 어획량이 감하게

되었다.이에 정부에서는 도의 稅銀 300兩을 특별히 탕감해 주면서,청어

가 귀해져서 오히려 도진의 운 에 폐단이 된다는 이유로 도진의 수세

권을 성균 에 돌려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 다.187)

두 번째로 강화도의 요성이 커지게 된 사정은 格浦鎭의 설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격포는 仁祖 4년(1626)巡檢營이 설치되면서 行宮을 두었

다가 순검 이 라감 으로 옮기면서 別 만 견하여 리하 던 곳이

다.檢營米도 감 에서 리하고,戰船도 한 척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임

무를 부여받지 못한 곳이었다.그런데 肅宗 16년(1690)변산에서 失火로 소

나무가 2만여 그루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명목만 있던 격포를

첨사진으로 올려 禁山의 일을 담하자는 의견이 두되었다.188)더구나

라감 에서 순검 을 핑계로 격포에서 내의 雜物을 책징하는 것에

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弊瘼이 발생하 다.189)

이에 이듬해 ｢格浦僉使節目｣을 마련하고 격포에 첨사를 견하도록 하

다.190)애 禁山의 일을 담 하자는 의견과 달리 격포진의 가장 요

한 임무는 강화도를 응원하는 것이 되었다.격포가 蝟島 古群山과 聲勢

가 相應하여 해상방어의 요충이 될 만하다는 이유에서 다.191)이를 해

라감사가 리하던 檢營 中軍의 임무를 격포첨사가 겸하게 되었다.따라

서 검 미 등 錢穀,鹽盆·船隻을 모두 격포 첨사가 리하되 비변사의 지

휘를 직 받도록 하 다. 한 요한 임무로는 松禁이었으므로 변산

186) 라도 지역에서 어 을 설치하여 잡은 어종은 청어 다.청어는 수심이 얕은 바

다에서 떼를 지어 다니는 어종이었기 때문이다.성숙한 청어는 3월 하순부터 수온

이 4～5도 가까이 상승하면 깊은 바다에서 연안의 해조류가 무성한 얕은 곳 는

내만에 來遊하여 산란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국립민속박물 , 韓國民俗大百科辭

典 ｢歲時風俗｣,청어잡이).

187) 備邊司謄  肅宗 30년 7월 23일,55冊,p.341.

188) 備邊司謄  肅宗 16년 4월 25일,44冊,p.290.

189) 備邊司謄  肅宗 16년 7월 4일,44冊,p.305.

190) 備邊司謄  肅宗 17년 5월 3일,45冊,p.376.｢格浦僉使節目｣

191) 備邊司謄  肅宗 16년 7월 24일,44冊,p.310.

‘乃是重鎭 而 蝟島古群山 聲勢相倚亦可爲海防之要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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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담당하여 책임을 지게 하 다.

격포진의 상이 정해지면서 戰船 1척,兵船 1척,防牌船 1척,伺候船 2

척이 배치되었다.다만 防軍은 다 채우지 못하고 한 배의 인원만 우선 배

치되었다.격포는 江華島 응원의 임무를 가지게 되어 獨鎭으로 설정되어

통 이나 수 에 속하지 않았다.그런데 戰船 등이 배치된 후 격포진 한

곳으로는 수군 훈련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수군진을 재배치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격포에서 가까운 蝟島·黔毛浦·古群山·群山 네 진

을 격포에 소속시켜 水操를 실시하도록 하 다.이들 수군진들은 右水營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春秋 2차례에 걸쳐 水操를 실시하게 했으나 실상

은 春操時에 고기잡이철이 되므로 이에 념하도록 秋操만 실시하도록 하

고 있었다.그나마 秋操時 우수 까지의 거리가 무 멀어 자주 침몰사고

가 발생하 다.이에 격포진의 설진을 계기로 격포가 主鎭이 되어 가까운

네 진을 리하여 춘추 2회 격포 앞바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

다.192)이 게 되자 巨鎭이었던 도가 격포에 소속되면서 도에 소속되

었던 諸鎭에 한 정리가 필요해졌다.이에 梨津 於蘭 金甲島 등 세 곳은

加里浦에,智島·法聖浦 등 두 곳은 臨淄鎭에 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193)

그러나 獨鎭으로서 네 진을 할하던 格浦鎭은 곧 다시 別 鎭으로 격하

되고 말았다.194)격포진은 이후에도 첨사진과 별장진으로 昇格,降下를 되

풀이하 다.그 이유는 뚜렷하지 않지만 처음 설진시 선,병선,사후선

등은 배치되었으나 충분한 防軍을 모집하지 못하 으며,水操시 침몰사고

192) 備邊司謄  肅宗 18년 11월 25일,46冊,p.490.

‘禮曹判書柳命賢所啓 臣句管檢營之事 格浦有所變通之事 敢此仰達矣 格浦說鎭 爲

江都應援 自作一鎭 不令統屬於統水營 意有所在 而旣有戰船之後 元無習操之擧則揆

以軍政 實涉疏虞 傍近蝟島點毛浦古群山群山等四鎭 各有戰兵船 鎭下水卒皆以 採爲

業 故春操則節値 採 例不赴操 秋操則合操於右水營 而道里險遠 或不免敗船之患 民

情極以爲憫 曾聞所江鎭 亦不管束於京畿水營 自本鎭聚率傍近邊鎭 設操於前洋云 格浦

一依所江例 蝟島等四鎭屬之格浦 使格浦爲主鎭領率四鎭水卒 每年春秋習操於格浦前洋

而此後則右水營 勿令句管 蝟島等四鎭則軍政修擧 事甚便好’

193) 備邊司謄  肅宗 19년 7월 14일,47冊,p.531.

194) 承政院日記 肅宗 22년 4월 27일,365冊,p.470.

‘因全羅監司狀啓 格浦僉使 降爲別 事 備局覆啓蒙允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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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종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195) 한 인근에 복되는 성격의 진이

많았던 것도 원인이었을 것이다.196)

격포진의 昇降으로 나타나듯이 이 시기에는 많은 鎭堡들의 昇降,置廢가

반복되었다. 방상의 필요도 요한 요소가 되었지만,獨鎭으로서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募民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없을 경우 진을 유지하는 것

이 어려웠다. 箭 場 어업이 발달하여 ‘魚采之利’가 풍부했던 도진

은 강화도를 응원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진으로 평가받으면서 巨鎭으로서

의 상을 오랫동안 릴 수 있었다.

한편, 도진의 설치로 성균 이 도 어 을 구 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어졌지만 성균 의 재정 한 양란 이후 매우 어려워진 상태 다.성균

에서는 도 어 이나마 수세권을 회복해야만 그나마 부족한 재정에 조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그 기 때문에 숙종 15년(1689)비변사의 결

정으로 도어 수세권을 도진에 仍屬시키기로 결정하 음에도 성균

은 수세권을 회복하기 한 노력을 지속하 다.

숙종 19년(1693)에는 行大司成 權瑍이 다시 여러 섬에 한 수세권을 주

장했다.197)이 시기 성균 사성의 주요 임무가 각 島嶼의 수세권을 찾

아오는 것으로 보일 정도 다. 사성을 역임한 李鳳徵,姜碩賓에 이어서

權瑍 역시 수세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 다.그리고 權瑍의 상소를

통해 각 섬의 수세권을 성균 에 돌려주라는 명을 받아내었다.198)

그러나 성균 에 돌려주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균 이

어 수세권을 독 하지는 못하 다.全羅監營,格浦鎭에서 복해서 수세

195) 景宗實  13卷,景宗 3년 7월 乙未,41冊,p.298.

196) 正祖實  33卷,正祖 15년 8월 壬子,46冊,p.236.

197) 備邊司謄  肅宗 19년 2월 8일,47冊,p.504.

‘全羅道靈光郡所在 角里島鵲島於義島浦作島水島禁只島等處 乃國初本館折受之地 而

中間見失 前大司成李鳳徵陳疏請復 蒙允 其後大司成姜碩賓 陳達於榻前 白蝦 魚收

稅及田畓 自本館(成均館)句管事蒙允之後 自備局査問於本道則監司李玄紀啓請還給本

館 而伊時備局 以事在久遠 不可率易復 之意 防啓 今當物力蕩竭無以成樣之日 得此

田畓及收稅則庶可爲補用之資 下詢大臣而處之何如 睦曰此是本館所屬而卽今本館之難

支如此 還給宜當矣 上曰 許給本館 自來秋次知收稅可也’

198)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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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람에 성균 의 수세가 힘들어지자 성균 은 古群山,蝟島의 수세를

성균 에서 오로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 수세를 폐

지하면 이미 설치된 여러 鎭堡의 경비가 나올 데가 없다고 하 기 때문에

부득이 그 로 두었다.199)심지어 숙종 30년(1704) 況이 매우 부진해서

성균 에 도 어 을 돌려 주기로 정부에서 합의한 이후에도 라감 에

서 도에서 세를 징수하기도 하 다.200)

더구나 숙종 연간 몇 차례의 흉년으로 賑恤 문제가 요하게 논의되었는

데 진휼에 필요한 재정을 앙 정부에서 으로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

에 지방 은 이를 확보하는 것이 요한 임무가 되었다.곧 賑恤財政에 古

群山,蝟島의 세를 보충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201)문제는 이 게 임시로

한번 진휼재정에 포함된 箭稅는 진휼이 끝난 뒤에도 각 道에서 행 으

로 수세를 계속하 다는 것이다.202)성균 은 도의 어 수세권을 管

하고자 하 으나,어 세의 활용 분야가 지속 으로 확 되었다.여기에 差

人·委次의 폐단,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은 호조를 통한

수세일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203)어염의 세를 호조에서 리하

되,수납은 지방 이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宮家․衙門의 수를 지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숙종

199) 備邊司謄  肅宗 21년 1월 6일,49冊,p.651.

‘因承旨李徵明所達 群山島蝟島等處 疊稅之弊 請爲減除 故知委於本道矣 其後監司

狀啓 以爲罷此收稅 則設置之 諸鎭 用無路云 故終難變通 不得已置之矣’

200) 承政院日記 肅宗 31년 8월 30일,426冊,p.943.

‘全羅道蝟島 屬之本館 自本館收稅 以補供士之費 久矣 辛酉年間 設鎭本島之後 廟

使本鎭收稅直納於本館 以其嬴餘補助軍 近因 産絶乏收稅零星 故還屬本館矣 春

間始 館吏則 稅果不如前 而本道監營亦且收稅云 不但 夫之難支 事體亦甚未安 旣

已還屬本館之後 則監營勿爲撗侵事 定式知委 何如 上曰 依爲之’

201) 承政院日記 肅宗 23년 11월 13일,374冊,p.982.

202) 承政院日記 肅宗 33년 1월 5일,434冊,p.344.

‘大司成李晩成所啓 蝟島是本館賜予之地 每年 差收稅其來已久 自本島設鎭之後 令本

鎭收納于本館而不能准納其稅 故又自本館 差矣 年本道監營 諉而賑資 有分稅之擧

故刑曹判書金宇杭爲大司成時 以爲本館所屬 監營不宜橫侵陳達榻前 仍命 屬本館 而

前監司權尙游 又以設賑事 狀請分稅 該曹覆啓許矣 雖 屬本館 魚採之民 尙難支堪 監

營又爲分稅 則不但有流散之弊 卽今監營 又無設賑之事 依前定奪 屬本館 何如 上曰

令該曹稟處’

203) 備邊司謄  肅宗 29년 1월 13일,53冊,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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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698)궁방의 수를 제한하고 지하는 내용으로 定式이 제정되었다.

癸亥年間 有各衙門諸宮家鹽盆 箭柴場査覈之命 而厥後或許或不許未有明白定式

至是戶曹判書閔鎭長 請詢大臣著爲一定之規 柳尙運 鹽盆旣有戶曹所管 不害參

酌劃給 而 箭柴場弊及絶海窮峽 決不可開路 上命鹽盆給三坐 柴場給可合一處

箭勿許 此蓋指新宮家也 鎭長以 宮家 則自今一竝勿許之意 更稟定式204)

癸亥年間(숙종 9년,1683)에 각 衙門에 있는 여러 宮家들의 鹽盆과 箭과

柴場을 조사하 다가,이때에 이르러 新宮家와 宮家의 鹽盆 箭 柴場의

수에 한 규칙을 만들어 정식으로 삼았다.그러나 이후로 궁가의 수

가 실제로 근 되지 못하 다.205)

이에 다시 숙종 34년(1708)어염의 收稅 法式을 정하도록 하 다.206)이

에 따라 동년 諸宮家와 각 衙門에서 折受한 곳 存置할 곳과 할 곳

을 일일이 조사하여 왕의 재가를 받았다.이때,宮屯, 場,柴場,鹽盆에

해서는 비교 틀이 정해졌으나 어 의 경우는 大 와 好否도 다르기 때

문에 일정한 조례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이 있었다.그래서 각기 그 고을

수령과 궁가의 差人이 함께 검토하여 1년에 받아야 할 액수를 책정하여 해

당 아문에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하 다.207)이를 통해 국의 수처에

해 체 인 규모와 상세 내역을 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헌부에서는 어염을 총 하는 아를 세워 차인의 폐해를

막을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제출하 다.208)이를 해 비변사에서는 먼

204) 肅宗實  32卷,肅宗 24년 11월 庚子,39冊,p.516.

205) 練藜室記述 別集 제11권 ｢政敎典故｣.

 承政院日記 肅宗 27년 2월 25일,396冊,p.142.

‘掌令兪命弘啓曰 請乙亥定式後 諸宮家冒濫折受之處 一倂革罷’

206) 增補文獻備  제158권 ｢魚鹽｣.

이를 ‘戊子定式’이라고 칭한다.李旭,주 3의 ,pp.142~144.

207) 備邊司謄  肅宗 34년 12월 30일,59冊,p.890.

‘箭段置 必 酌定收稅之數然後可無濫傷之患 而大 不同 地形亦異 難准以一定之式

令各其該邑守令 宮差眼同 商確酌定 其一年應捧之數穀本司施行爲白乎’

208) 承政院日記 肅宗 42년 11월 16일,499冊,p.934.

‘蓋京外各衙門 各遣差人 百端侵虐 盡歸任使 私橐 僅以其十百之一 用之公 … 我

朝亦令湖西之瑞泰 湖南之靈光等邑 以管鹽稅 而只存其名 疏漏莫甚 今若別立一司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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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의 어염 생산지를 철 히 조사한 후 목을 정하여 시행할 것을 주청

하 다.209)이런 논의 끝에 숙종 43년(1717)‘諸道魚鹽收稅定數節目’(節目)

을 講定하고 어염 반에 걸쳐 어민을 보호하기 한 조치를 내렸다.‘節

目’의 내용과 ‘箭’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諸道魚鹽收稅定數節目｣

我國三邊際海 沿邊五六千里 盡爲風寒之地 雖於要害關防處 設置營鎭是白乎乃

戰船數 城池不完 所可依賴 只是海上民心是白去乙 魚鹽之地 京外衙門及新

官家 幾盡折受 徵斂無法 侵剝日甚 戶鹽丁 怨讟徹天 日後風濤有警 則難望

得力哛不喩 近年沿海之荐被災荒 或多歸咎於此事是白乎等 以大臣初有停稅之請

憲府繼有摠括之論 實由於此是白置 摠括一款 事係大段變通 論議亦多不一 雖

不得卽速講定是白乎乃 大臣又以酌量善處之意 陳箚論列 公私俱無掣肘 海民亦可

蒙惠 更爲分付諸道 今年停稅除良量減收稅之數爲白乎矣 但令諸道監司 隨意酌定

則號令必有所不及之處 今以已上來外方文書 參商多 定爲魚鹽收稅恒式 自今以

後依此擧行 切勿撓改爲白乎矣 事係遙度 或有不便是白去等 許令諸道 啓聞變通

爲白齊

箭

取 各道成冊則 箭收稅 多 數百兩 廿數兩 其數不一是白在果 此則箭場有

好否 延袤有廣狹 不可遙度定稅 別定邊 中剛明差使員 使之審察形止 採取公論

定式後收稅爲白乎矣 賜 折受處良置 一體施行爲白齊

設網處 亦有收稅是如爲白去乎 箭一體差使員摘奸 隨好否量把數 一定稅式爲白

齊 若各衙門諸宮家 私自出力結箭處乙良 不在此限是白齊210)

節目에서는 民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들고 있는데 鎭營을 설치

하기는 했지만 戰船이나 성벽을 믿는 것보다는 해변의 백성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어염 생산처를 아문과 궁가에서 모두 수하

여 백성들을 침탈하니 戶 鹽丁의 원성을 얻어 혹 바다에 사태가 발생하

大官領之 … 摠括沿海 鹽 酌量其稅 諸宮家各衙門 不得更遣差人 從前藉此 用 量

宜劃給 則其所資用 一也 而各處差人 非理侵 之弊 從此杜塞 海民庶可永久保生 而其

在國體 亦免瑣屑苟簡之歸矣 請令廟 講定節目劃卽施行’

209) 備邊司謄  肅宗 42년 11월 19일,69冊,p.855.

210) 備邊司謄  肅宗 43년 1월 28일,70冊,p.884.｢諸道魚鹽收稅定數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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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들의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 하고 있다.

한 어염을 총 할 아를 설치하는 일은 大變通에 속하고 논란이 많아

서 실행하기 어려운 신,外方의 문서를 기 으로 많고 음을 헤아려 어

염 수세의 恒久的인 條例로 삼고자 한다고 하 다.그리고 ‘場’,‘鹽盆’,

‘箭’,‘船隻’,‘貿販’등 다섯 가지로 나 어 세액을 정하고자 하 다.

箭 조항을 살펴보면 邊 에서 강직한 사람을 差使員으로 삼아 그

실상을 살피고 공론을 청취하여 세를 규정하여 받아들이되 賜 하 거나

折受한 곳도 같이 시행한다는 내용이다.다만 각 衙門과 宮家에서 私的

으로 結箭한 곳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여 사 재산권을 인정하 다.이 節

目의 조항은 이후  續大典 에 반 되었다.211)그리고 英祖 26년(1750)균역

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제도 완성을 보게 되었다.212)균역법 이후에도 궁

방· 아문의 수,입안 행 가 근 되지는 못하 으나 어 수세의 규칙

과 액수가 정해지게 되면서 무분별한 수와 疊徵,濫徵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211) ‘節目’에서는 어 에 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지만, 續大典 에서는

라도 어 을 大中 로 나 고 각각 眞魚 300尾,150尾,75尾를 稅額으로 정하 다

(眞魚 25尾 =作木 1필).(李旭,앞의 ,p.140.참조)

212) 備邊司謄  英祖 26년 6월 19일,121冊,p.98.

‘今 戶錢講究 實爲 民 而非予之本意 卽仰體昔年聖意 其若輕賦於所補 予何惜焉 凡

諸魚鹽條 竝令度支句管 爲輕賦之一助’

‘昔年의 聖意’라는 것이 바로 숙종 43년(1717)의 ‘節目’을 講定한 일을 지칭한 일이

니 英祖代 실시한 균역법에서 海稅條 의 기틀은 숙종조의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

쳐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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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結語

조선은 국 부터 ‘山林川澤 民共之’의 원칙하에 箭‧鹽盆‧柴場을 리

하 다.그 에서도 어 은 薦新,進上,常貢 외에는 貿穀하여 軍 에 보

태도록 하 다.나머지 부분은 가난한 백성에게 3년마다 遞給하도록 하여

私占을 지하 다.

16세기 이후 職田法이 폐지되면서 재정 자립을 이루지 못한 왕실,

아문은 賜 ,立案을 통해 어 을 유하기 시작하 다.양란 이 까지 그

나마 제한된 역에서 이루어지던 어 의 사 은 양란을 거치면서 더욱 심

화되었다.그 형태는 免稅折受라고 하여 宮家,營‧衙門이 어 의 수세권을

차지하는 것이었다.이러한 상은 17세기~18세기 사이에 더욱 심화되어,

조선 부터 지켜온 ‘山林川澤 民共之’의 원칙이 일부 무 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이에 신료들은 宮家의 어 수를 할 것과 어 수세

를 호조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 다.그러나 어 의 수세권 구 갈등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세권 구 갈등의 양상이 잘 나타난 사례가 라도 부안

도어 이었다. 도는 조선 기에 이미 어 이 발달한 곳이었다.따라서

조선 기부터 성균 에게 賜 되어 양 재정으로 활용되었다.그런데 양

란 후 국가 재조기에 국방력 강화가 국정 안으로 두되면서 도를 비

롯해서 성균 이 句管하던 여러 섬의 收稅權이 軍資에 활용되었다.임진왜

란 직후 兩湖鹽鐵使制의 실시라던가 巡檢營의 설치 운 은 어염세를 국

방에 이용하려 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이었다.실제로 도 등의 어 수

세권은 염철사,순검 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양란 후 일본과의 계가 안정되자 성균 은 그동안 궁가, 문에 빼앗

겼던 도수세권을 회복하기 해 노력하 다.효종 에 도어 이 성균

의 소유 음을 인정받게 되었다.그런데 숙종 8년(1682) 도에 수군진이

설치되면서 도어 은 도진에서 구 하게 되었다.

도진은 設鎭 후 바로 上官 僉使가 견되어 巨鎭의 지 에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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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鎭을 할하게 되었다. 도진이 여러 국방상 요인 외에도, 도진의 풍

부한 箭稅가 큰 역할을 하 다. 도진이 도어 수세권을 구 하게

되자 성균 은 다시 수세권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에 성균 은 양 이

라는 역할을 내세워 도어 수세권을 회복하고자 하 다.그러나 이 시

기 성균 이 도어 에서 수세하는 방식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다.성균

이 句管處에서 수세하는 방식은 差人( 는 成均館 典僕)을 통한 수세

다.차인이 정해진 양보다 과도하게 수세하는 濫徵이 막 한 弊瘼을 야기

하면서,이에 한 비 이 커지게 된 것이다.

한편 도진의 운 재원을 도어 의 수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균 의 양 재정도 확보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제시된 방

안이 ‘蝟島例’다.‘도례’는 蝟島鎭 이 어 세를 할하여 수세하고,정

해진 액수를 성균 에게 移給하는 방식이었다. 도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 후기 어업의 발달에 따라 도 어 의 생산이 증가하여 어물생산량이

지속 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도례는 이후 여러 어 ,염분 등의 수

세권 구 갈등에서 하나의 표 인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도례가 제시되기 까지 산림천택의 수세권을 소유한 궁가, 아문에

서 차인을 통해 직 수세하던 방식이 보편 인 방법이었고,이러한 방식

은 濫徵,疊徵의 폐단을 야기하 다.이에 조선 정부는 궁가․ 아문의 불

법 인 수를 폐지하고,차인의 폐단을 막기 한 책을 강구하 다.그

것은 어 의 收稅를 戶曹로 一元化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숙종

21년(1695)의 ‘乙亥定式’을 거쳐서 숙종 34년(1708)의 국 魚鹽柴牧場의

수실태조사,그리고 숙종 43년(1717)의 ‘諸島魚鹽定數節目’의 제정이라는 일

련의 과정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비록 숙종 제도가 완비

되어 실제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收稅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

기 한 과정이었다.이는 결국 조 시기 균역법의 실시와 그에 따른 海

稅條 의 成立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기 시작된 어 수세권 구 갈등이

양란 후 더욱 심화되면서 宮家‧營‧衙門의 갈등이 노정되었다.조선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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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大典 체제에서 어 은 薦新‧進上‧常貢을 제외하고는 찰사의 所管이었

다.그런데 양란 후 국방의 강화,진휼재정의 확보,궁가의 재정 보장, 아

문의 재원 확보 등 재정수요가 증하게 되자 어 등 산림천택의 수세를

국가가 할하는 문제는 단히 요한 과제로 떠올랐다.이때 그 방향은

호조로 수세를 일원화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蝟島例’는 호조 수세 일

원화의 한 방식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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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 of Taxation and Jurisdiction

ConflictsConcerningFishtrapinWidoIslandof

Puan-City,Cholla-DoinLateChosunDynasty

Kim,SangKee

HistoryMajor,

DepartmentofSocialStudie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 typicalfixingfisheriescalledEojeon( 箭)developedinsoutheast

coastalareasofCholla-Do(全羅道).EojeonwasmanagedbytheState

forSanlimchontaik(山林川澤)along with Yeombun(鹽盆),Sijang(柴場),

Mokjang(牧場)andsharedbypeople.PrivatepossessionofEojeonwas

wasprohibitedaccordingtoKyungkukdaejeon( 經國大典 ,thePrinciple

Law ofChosunDynasty).

Since 16th Century,Jikjeon-bob(職田法) was collapsed,the royal

family,army,andyamen(宮家·營衙門)altogethergotthroughfinancial

difficulties.SotheytriedtosecuretherightsofEojong,Yeombunby

meansofSayeo(賜 )andYipan(立案).BeforeYangran(兩亂),Naesusa

(內 司),prince and princesstook illegally possession ofEojeon,It

Provokedcontroversiesamong governmentcabinets.TheGovernment

officialscriticizedandarguedtheillegitimacyoftheprivate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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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Eojeon,Tothecontrary,thekingventuredtoprotectthat.

Afteryangran,privatepossessionofEojeongotintostride.Atthat

time,thefinancialsituationoftheStatewasintrouble,government

distributedSusekwon(收稅權)fortheroyalfamily,armyandyamen.It

becameacustomarypractice.Moreover,withcoastaldefencegrowing

important,governmentbegan to spend the interests ofthe coastal

resourcesforthecoastaldefence.Eojeonalsoexpandedgraduallywith

inshorefishinggrowth.Therefore,interestsofEojeonhelpedthecoastal

defence such as Yeomcholsa(鹽鐵使), Sungeomyeong(巡檢營), new

constructionandstrengtheningofDoseojin(島嶼鎭).

Thedisputeon Eojeon Tax collection jurisdiction intensified among

yamen-royalfamily-doseojin-gamyounginthisprocess.Sungkyunkwan(成

均館)hadbeeninchargeofWido(蝟島)Eojeontaxcollectionfrom the

earlierperiodofChosunDynasty.Butaroundyangranperiod,ithadbeen

subjectedtotheoccupancyoftheroyalfamilysuchasGongjubang(公主

房). Later, the 8years Sukjong(숙종)8(1682), Widojin(蝟島鎭) was

installed.Itwasdistributedtothefinancialresourcesofwidojin.Widojin

wasstabilizesGeojin(巨鎭)onthebasisofwido’sEojeontax,proceeded

toperform thecentralroleofcoastaldefenceofSouthwestsea.

Sungkyunkwanoncetriedtorestoretaxcollectionauthrityofwido

eojeon via Yangkyunjaejing(養賢財政), but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wasdirecttaxcollectiontakingchargeofHojo(戶曹).

Theclaim tobeinchargeofthetaxcollectionfrom Hojostarted

rightafterImjinwaeran(壬辰倭亂).Atfirst,thegroundsfortheclaim

wasproblemsintheprocessoftax levy.Thetax collection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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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in chargeoftax collection ofEojeon belonged toloyalfamily,

army and yamen.But this caused excessive and overlapped tax

collection. Besides, importance of the southwest coastal defence

increased.Tax collecting ofEojeon roseto the surfaceasa vital

financialsourceofdefenceinthecoastalareas.Sogovernmentneeded

tounifytaxcollectionofEojeon.

However,sungkyunkwan exercised jurisdiction over tax in Wido

Eojeonfrom earlierperiodofChosunDynastykepttryingtorestore

jurisdictionalrights in the name ofhigh education.Therefore,the

jurisdiction conflicts were getting serious concerning Wido Eojeon

whichwasthefinancialsourceofsungkyunkwanaswellaswidojin.

Finally,itcametotheconclusioncalledWidorye(蝟島例)thatmeant

widojinshouldcollectthetaxofwidoEojeonandtransferfixedamount

oftax to the sungkyunkwan.Itwas possible because there were

sufficientamountsproducefrom WidoEojeon.Sothe‘widorye’was

suggestedasanimportantpolicytosecurethefinancialsourceofthe

southwestislands’militaryport,andbecameasteppingstonetothe

Hojo’scentralizationoftaxcollect.Atlast,itwasdecidedtoaclause,

Jedoeoyeomsusejeongsujeolmok(諸道魚鹽收稅定數節目) in the year

Sukjong43throughrigorousarguments.Itwasaclausethattriedto

prescribethetax rateofmarineproduce,Itpaved theway tothe

Kyunyeokbub.

Keywords : Buan(扶安), Wido(蝟島), eojeon( 箭), jeolsu(折受),

Sungkyunkwan(成均館),jurisdiction,islands,marinedefense

StudentNumber:2009-21476


	Ⅰ. 序言
	Ⅱ. 漁箭折給政策과 成均館의 蝟島漁箭 所管
	Ⅲ. 兩亂後 營衙門?宮家의 蝟島漁箭折受와 句管紛糾의   擡頭
	Ⅳ. 蝟島鎭 設置와 漁箭 收稅句管紛糾의 向方
	Ⅴ.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