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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18∼19세기 조선 토지가격의 변화와 그 의미

이 용 훈

  본 논문은 18-19세기 토지가격 변화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토지가격의 장기 인 변화추이와 그 의미를 지주제와의 계 속에서 확인

하고자 하 다.

토지가격은 농업환경 변화,즉 토지생산성의 향을 받았다.그러나 지

주경 의 조건에 따라 유사한 비옥도의 필지들 간에 가격이 달리 책정되

기도 하 다.宮房에서 토지를 매득하는 경우를 보면,放賣人이 그 토지의

작인으로 계속 경작하게 되는 경우의 토지가격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

해 10-20% 정도 낮았다.그 원인은 지주입장에서 토지매득 가격을 그 토

지에서 얻게 될 지 량의 수 과 연동시켜 생각하 기 때문이다.토지를

방매하고 그 토지의 作人이 되는 농민의 경우,토지방매가격이 인하됨과

동시에 차후 상납해야할 지 량 한 인하되었다.이는 지주입장에서 생

산성이 같은 필지라 해도 그 필지에서 수취할 지 수 에 한 상에

따라 거래 가격이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8-19세기 토지가격의 장기추이를 물가(米價)수 으로 나 어

실제 토지의 가치,즉 실질가격을 확인해 보았다.그 결과 19세기의 토지

실질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하 다.

실질지가 하락의 원인과 의미를 규명하기 해 토지가격과 한 계

에 있는 지 량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19세기 반 이후 재

·문 지주지에서의 두락당 지 량이 하락하 음을 확인하 다.지 량

은 생산량과 지 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19세기 지 량 하락의 주원인은

지 율의 하락에 있었다.不在地主地로서 장흥 龍洞宮 庄土와 在村·門中

地主地로서 장흥 수원 백씨 族契畓의 지 량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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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반 이후 계답의 지 량은 지속 으로 하락하 다.같은 장흥부 내에

있는 필지들의 지 량 추이가 상이한 것은 지주경 의 성격에 따라 상이

한 지 율이 용되었음을 의미한다.즉 계답의 지 량 하락은 지 율 하

락에서 비롯되었다.

계답의 지 율 하락은 19세기 후반 증가하는 田結稅량에 기인하 다.

늘어나는 결세 부담에 해,계에서는 지 율을 낮추어 작인들의 생계

유지를 도왔다.

지 율의 인하는 재 ·문 지주지에서의 지 량 하락을 래하 고,이

는 토지에 한 지주들의 이윤을 정체 혹은 축소시켰다.그 결과 토지가

갖는 가치,즉 실질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하 다.

이러한 조건은 지주제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이었다.지 이윤이 정

체되어있던 상황에서 토지만을 통해 부를 축 한 지주들이 면 으로

등장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본격 인 지주의 등장은 1890년 미곡시

장 개방의 향이 본격화된 이후 곡물 매로 인한 수입에 을 뜬 이들

에 의해 가능하 다.

조선후기의 농민들에게 토지는 재산증식을 한 투자의 상이라기보다

는,단지 여유가 있을 때 사들이고 지출이 있을 때 처분하는 재산으로서

의미를 가졌다.

주요어 :토지가격,지 량,토지생산성,지 율,장토,계답,지주제

학 번 :2013-20037



- iii -

목 차

머리말 ···················································································1

一.토지가격 련 자료의 성격 ····································10

二.토지가격에 향을 주는 요인들 ····························19

1.농업환경의 변화 ······················································19

2.지주경 의 조건 ······················································24

三.토지가격의 추이와 토지가치의 변화 ····················41

맺음말 ·················································································60

참고문헌 ·············································································63

Abstract·············································································76



- iv -

표 목 차

<표 1>명례궁 신천군 성월방,어로방 장토 매매문기 첨지 내용 ··11

<표 2>장흥·보성·태안 매매문기상 가격에 포함된 요소들 ··············15

<표 3>작인 형태에 따른 束당 가격 ·····················································26

<표 4>작인 택정 형태별 평균 두락당 가격 ·······································28

<표 5>방매주=작인 경작 규모별 평균 두락당 가격 ·························29

<표 6>궁방 매득 신문기의 가격과 지 책정액 계 ·······················30

<표 7>장흥지역 移買사유에 따른 동일필지 가격 변화 ···················38

<표 8>태안지역 移買사유에 따른 동일필지 가격 변화 ···················38

<표 9>보성지역 移買사유에 따른 동일필지 가격 변화 ···················39

<표 10>1802,1831,1836년 장흥 장토의 지 량 ·······························48

<표 11>태안·보성지역 두락당 지 책정액 ········································54

<별표 1>장흥,태안,보성 호남지역

평균 두락당 논가격 (兩)························································70

<별표 2>장흥,태안,보성 호남지역

평균 두락당 실질 논가격 (兩)··············································72

<별표 3>장흥 장토와 계답 평균 두락당 지 량 (斗)······················74

<별표 4>장흥 계답 결당 결세량 ·······················································75

<별표 5>장흥 계답 두락당 결세량 ···················································75

그 림 목 차

<그림 1>장연군·은율군 동일필지 가격등락 ········································20

<그림 2>18세기 장흥 동일필지 가격 ···················································23



- v -

<그림 3>작인 택정 분류별 두락당 결부수-두락당 가격의 계 ···27

<그림 4>장흥 장토 두락당 가격-두락당 지 수취량의 계 ·········34

<그림 5>1900-1910보성 제주 양씨가

두락당 매득 가격과 도조량의 계 ·······································36

<그림 6>18-19세기 토지가격 장기추이 ···············································42

<그림 7>18-19세기 실질지가 추이 ·······················································43

<그림 8>장흥 장토 지 량 추이 ···························································46

<그림 9>장흥 계답 지 량 추이 ···························································50

<그림 10>장흥 장토와 계답 지 량 추이 비교 ·································51

<그림 11>장흥 계답 지 량 비 장토 지 량 추이 ·······················52



- 1 -

머리말

조선후기 민간에서의 토지거래는 이 시기에 비해 활발하고 빈번

하게 이루어졌다.1)통상 으로 토지거래는 거래 방의 합의하에 작

성된 토지매매문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는 고문

서 토지매매문기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크다는 에서 그 거

래의 빈번함을 짐작할 수 있다.2)

한 조선후기 토지거래 습은 비교사 으로도 독특하 다.3)명·

청 국의 경우 우선 으로 친족과 이웃에게 매득 의사를 물어본

후에야 외부인에게 토지를 방매할 수 있었으며,특히 강남지역에서

는 宗族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매각이 허용되지 않았다.일본의 경우

토지소유권의 완 한 매매는 명치유신 이후인 1872년까지 지되었

다.반면에 조선에서는 1424년(세종 6)이후 토지매매가 국가 차

원에서 허용되었으며4),친족이나 락공동체에 의한 공동체 규제

한 크게 작용하지 않는,비교 자유로운 토지매매가 이루어졌다.

토지를 방매한 사람이 을 돌려주고 방매했던 토지를 돌려받

1)조선에서 토지거래는 1424년(세종 6)허용된 이후 16,17세기를 지나며 차

활성화되었다.토지매매문기상에서 거래필지의 유래를 “買得”으로 드는 경

우가 17,18세기로 갈수록 늘어났다는 ,동일필지에 한 거래간격이 18,19

세기로 갈수록 어들었다는 에서 조선후기 토지거래 빈도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다(李在洙,2003《朝鮮中期 田沓賣買硏究》,집문당 ;정수환·이헌

창,2008〈조선후기 求禮 文化柳氏家의 土地賣買明文에 한 연구〉,《古

文書硏究》 제33호).

2)일례로 1989년 재,국립 앙도서 소장 고문서 13,464건 3,919건이 토

지문기이며 서울 앙도서 소장 고문서 47,000여 건 69%에 달하는

32,430건이 토지문기류에 해당한다(崔承熙,1989《韓國古文書硏究》,지식

산업사,40-43쪽).

3)이하 비교사에 한 부분은 배항섭과 경목의 연구를 참고하 다.배항섭,

〈조선후기 토지소유구조 매매 습에 한 비교사 검토〉,《韓國史硏

究》149,2010; 경목,〈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 연구〉,

《국학연구》제17집,2010.

4)《世宗實 》 세종6년 3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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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還 ·還買 습의 측면에서도 조선후기는 동시기 다른 나라들과

차이 을 보 다.환퇴는 궁핍하여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방매하게

되는 농민들이 경제력을 회복한 후 다시 땅을 되찾아올 수 있게 해

주는,즉 농민들을 보호하기 한 습이었다. 국에서는 매매문기

에 환매조건을 부기한 경우 환매가능한 기간이 구 이었으며,부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습 으로 30년까지 환매가 가능하 다.5)에

도시기 일본에서는 경작권에 가까운 농민들의 所持權을,환퇴를 조

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매매할 수 있었다.한편 환퇴 가능 기한은

법 으론 최장 20년이었으며,실제 민간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가능

하 다.6)반면 조선후기 환퇴기간은 1-5년으로 약정함이 보통의

례 다. 한 환퇴약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법 으로 15일 이내에서

만 환퇴가 가능하 다.7)즉 토지 放賣人의 입장에서 토지상실을 최

한 방지하고자 했던 ·일과 달리,조선에서는 토지 買得人의 입

장에서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하 다.이처럼 조선후기 토지매매

는 비교사 으로 자유로운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에서,조선

사회의 독자성을 시사하는 지 하나이다.

김용섭은 조선사회에서 토지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갖는 의미를 지주제와의 련 속에서 악하 다.그는 토지매매

를 통해 부의 축 과 경 확 가 용이해졌다고 보았으며,토지는

건 지주층의 경쟁 인 투자의 상이었다고 하 다.8)이러한 입장

5)20세기 民國法에도 환매기간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6)18세기 막부 質地法에는 환퇴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되어있었으나 환퇴기간

을 무기한으로 하는 행은 19세기 들어 더욱 강화되었다.한편 랑스의

경우도 18세기 후반 환퇴기간은 30년으로 하는 것이 습법으로 되어 있었

다.

7) 성호에 따르면 친족간의 환퇴거래에서는 환퇴기간을 ‘待年還 之意’로 명

시하여 방매인에게 우호 인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 성호,2007〈Ⅴ.(補

論)18-19世紀 地價水準 推移〉,《조선후기 米價史연구》,한국학술정보

(주),245-246쪽.

8)金容燮,2007《朝鮮後期農業史硏究[Ⅱ]》,지식산업사,287쪽 ;金容燮,2004

《韓國近代農業史硏究[Ⅰ]》,지식산업사,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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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주제의 지속 인 발달로 인한 농민층의 양극분해를 진시킨

요인으로서 토지매매를 이해한 것이다.즉 자유로운 토지매매는 자

연스럽게 토지소유의 분화를 일으켜 소수 지주들의 토지 집 과 다

수 농민들의 토지 상실을 견인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은 조선후기 토지소유·경 의 세균질화를 강

조하는 일련의 연구의 흐름들과 상반된다.9)이에 따르면 분할상속이

지속 으로 이루어진 결과,지주들의 토지소유 규모는 시간이 갈수

록 세화 되었다고 한다.특히 이 훈의 경우 토지소유·경 의

세균질화와 더불어 19세기 토지 생산성의 하락을 주장하 다.10)이

러한 조건은 지주들이 토지에 한 투자를 통해 부를 늘려가는 것

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선후기 지주제의 개방향에 한 상반된 논의가 존재

함을 고려할 때,토지매매 양상이 지주제의 변화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특히 18-19세기 토지가격

의 변화에 주목하여,그것이 지주제의 변화와 어떠한 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상 으로 자유롭고 빈번하게 토지거래가 이루어

졌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토지가격의 변화는 토지가 갖는 가치의 변

화를 반 하는 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1)

토지가격을 통해 토지가 갖는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읽어내기

해서는 우선 토지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해명할 필

요가 있다.서유럽 자본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모델에 따르면,

9)李榮薰,1988《朝鮮後期社 經濟史》,한길사 ;이 훈,2002〈조선후기 이

래 소농사회의 개와 의의〉,《역사와 실》 45;김건태,2004《조선시

양반가의 농업경 》,역사비평사.

10)李榮薰,1988《朝鮮後期社 經濟史》,한길사 ;李榮薰,2007〈19세기 朝

鮮王朝 經濟體制의 危機〉,《朝鮮時代史學報》 43;이 훈,2012〈17세기

후반~20세기 반 水稻作 土地生産性의 장기추세〉,《經濟論集》 51.

11)16,17세기의 토지거래는 이나 와 같은 물을 주로 이루어졌다.그

러나 동 유통이 활발해진 18세기 이후의 토지거래가격은 주로 錢文으로 책

정된 사실이 매매문기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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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은 토지에서 발생할 미래소득을 재 이자율로 할인하여

재가치화한 값이며,이를 수식화한 것을 자본화공식이라고 한

다.12)이에 따르면 이자수익이 지 수익보다 높을 경우,토지보다

융에 한 투자수요가 늘어나 토지가격은 하락한다.반 로 이자

율이 낮으면,토지에 한 수요가 늘어나 토지가격은 상승한다.즉

토지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계에 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토지가격의 결정 요인에 한 연구들도 체로 자본화

공식에 입각하 다.13)즉 장기 인 토지가격 추이는 ‘地代所得(=生

産量×地代率14)×米價)’을 ‘利子率’로 나눠 것과 같다는 모델을 설정

하고 가격 추이를 분석하 다.이에 따르면 장기 인 토지가격 추이

는 토지생산성,지 율,미가,이자율을 변수로 변화해나간다는 것이

다.

개별 연구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우선 성호는 구례와 상주지

방 매매문기를 통해 18∼19세기 地價수 과 추이를 분석하 다.15)

이 연구는 최 로 토지가격의 장기추이 시계열을 제시하 으며,지

가와 다른 경제변수와의 계를 통해 사회변화를 감지하고자 했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그는 특히 토지가격이 년수입(=정액지 )과

는 비례 계,이자율과는 반비례 계에 있다는 에 주목하 다.그

러나 조선사회에서는 19세기 반 이자율이 상승한 결과 지가가 하

12)17세기 국의 상주의학자 리엄 페티(William Petty)가 이러한 자본화

공식을 이용하여 토지가치를 설명하 다고 한다.자본화공식에 한 설명은

이정 ,2009《토지경제학》,博英社,135-136쪽 ;김윤상,2002《토지정책

론》,한국학술정보,67-68쪽을 참고하 다.

13)全成昊,1998〈Ⅴ.(補論)18-19世紀 地價水準 推移〉,《朝鮮後期 米價

史硏究》,성균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차명수·이헌창,2004〈우리

나라의 논가격 생산성,1700-2000〉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 학교출 문화원 ;이정수·김희호,2006《조선시 노비와 토지소유방

식》,경북 학교출 부 ;이정수·김희호,2011《조선후기 토지소유계층과

지가변동》,혜안.

14)지 율은 토지 소출량을 지주와 작인이 나눠 갖는 비율을 의미한다.

15)全成昊,1998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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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 다고 보았다.즉 인구 압력 하

에서 토지수요 증 로 인한 지가 상승이 이 져 지가와 이자율이

동반상승하는 결과가 래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조선사회에서 이

자율이 토지가격에 미친 향에 해서는 더욱 신 한 근이 필요

하다.우선 장흥지역 契의 회계장부 분석 결과 19세기 이자율 추이

가 상승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다는 연구가 있다. 한 長利에

한 회수율이 13.5-63.7%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조선시

부시장의 의미와 이자율 수치의 실상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16)

차명수·이헌창 한 토지가격의 장기추이 시계열을 통해 지가변동

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 다.17)특히 명목 토지가격을 米價로 나

실질가격 추이를 분석하여,토지가 갖는 실제 인 가치 변화에 주목

하 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들은 이자율과 지 율을

고정된 것으로 제한 채,명목가격을 미가로 나 토지 실질가격의

19세기 하락 추이를 확인하 다. 한 그러한 토지 가치의 하락 원

인을 토지생산성의 하락으로 돌렸다.그러나 앞에서 이미 논하 던

이자율에 한 부분은 차치하고도 지 율을 고정된 것으로 보기에

는 실증 근거가 빈약하다.19세기 在地地主地 門中契畓에서는

작인에게 田稅를 가하면서 지 율을 낮춰 반면 不在地主地에서

는 그 지 않았다는 연구를 고려할 때,18)지주경 의 성격에 한

고려 없이 지 율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19

세기 사회 반의 생산성 하락을 언 하는 연구들이 토지 생산성을

직 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 재지지주지 혹은 문 계답과 같

은 공동소유지에서의 지 량 추이를 근거로 들고 있음을 고려할

16)김건태,2013〈19세기 회계자료에 담긴 實像과 虛像 -1818~1945년 라도

장흥군 용산면 상 리 수원백씨 門契 자료〉,《古文書硏究〉 43,216-219

쪽.

17)차명수·이헌창,2004앞의 논문.

18)김건태,2004《조선시 양반가의 농업경 》,역사비평사 ;金建泰,2005

〈19세기 후반~20세기 不在地主地 경 〉,《 동문화연구》 49;김건

태,2013앞의 논문 ;鄭勝振,2003《韓國近世地域經濟史》,景仁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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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19)토지 실질가격 하락의 원인을 토지생산성 하락에 귀착시키는

것은 더욱 신 한 근이 필요하다.20)

이정수·김희호는 토지가격 결정 변수들 미가의 향에 주목하

다.21)이들은 통계학 수식을 이용해 미가가 상승하면 미곡을 생

산하는 토지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았

다.즉 미가는 토지가격에 선행하며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등락이

토지가격에 반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지가-미가 시

계열을 보면 양자 간의 반비례 계 한 두드러진다.한편 이들은

토지에 한 수요가 가격에 미친 향에도 주목하 다.이들은 토지

가격을 물가수 (米價)으로 나 어 실질가격 추이를 분석하 는데

그 결과 1830-60년 실질가격이 상승하 다고 보았다. 한 그 원

인은 1791년 辛亥通共 이후 掌權·貢人權 등 유통이익의 감소가 토

지에 한 수요를 증 시킨 데에 있다고 하 다.그러나 도장권·공

인권 등의 유통이익을 렸던 사람들의 숫자가 사회 반 인 토지

수요를 증 시킬 정도로 많았을지 의문이다.이외에도 19세기 유통

이익의 감소에 한 구체 실증이 부족하다.이들은 두 집안의 주

요자산 항목이 도장권·공인권에서 토지로 변화했다는 을 근거로

들었는데 양 으로나 질 으로 더욱 면 한 실증이 필요하다.22)

이상의 기존연구들은 지가변동을 거시 인 사회변화를 가늠하는

19)이 훈 편,2004《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서울 학교출 문화

원;安秉直·李榮薰 編著,2002《맛질의 農民들》,일조각 ;이 훈,2012앞

의 논문.

20)정진 의 연구에 따르면,19세기 후반 재 지주의 가작지 소출량 병작

지 지 량에서 에 띄는 하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鄭震英,2008

〈19세기 반~20세기 반 在村 兩班地主家의 농업경 -경상도 단성 金麟

燮家의 家作地 경 을 심으로-〉,《大東文化硏究》 62;정진 ,2008

〈19세기후반-20세기 반 在村 兩班地主家의 농업경 (2)-경상도 단성 김

인섭가의 병작지 경 을 심으로-〉,《역사와경계》 67.

21)이정수·김희호,2006앞의 책;이정수·김희호,2011앞의 책.

22)이들이 제시한 사례는 신원 미상인의 자산목록과 분재기(奎古 178134,奎

古 178132),〈李氏家各樣買得田畓 掌貢物奴婢都案〉 등 2건이다(이정수·김

희호,2011앞의 책,264-278쪽).



- 7 -

한 지표로 자리매김 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 토지매매문기의

가격정보를 데이터화한 실증 추이에 기반하여 지가변동에 한

종래의 추측과 단편 인 언 들을 극복하 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가변동의 의미를 밝히는 부분에서 각각 일정한 실증 한계를 갖

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본고에서는 토지 가격의 변화 양상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재검토해보고자 한다.우선 토지가격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분석으로 돌아가,농업환경의 변화 지주경 의 조건이 지가와 갖

는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토지가격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토지매

매문기에만 의존한 채 이루어졌다.따라서 토지거래를 둘러싼 다양

한 요소들과 토지가격의 계에 한 입체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본고에서는 토지매매문기를 주 자료로 삼되 이외에도 토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契文書와 궁방의 田畓價成冊類를 더불어 활

용할 것이다. 한 토지매매문기와 계되는 秋收記와 궁방의 行審

冊 作人成冊 등을 활용하여 토지가격에 향을 주었을 변수들을

실증 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이러한 분석을 선행한 후 토지가격

의 장기추이를 통해 조선후기 토지가 갖는 가치와 의미의 변화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全羅道庄土文績》,

《內 司庄土文績》,《內 司文績類》에 실려 있는 남 장흥지역

계 자료 《黃海道庄土文績》의 토지매득 계 자료를 활용하

다.23)《庄土文績》은 왕실의 조달기 에서 리·보유한 궁방 에

한 문서,여객주인 계 문서,궁방의 재정운 조달 계 문

서 등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6,740건의 문서 토지 계 문서가 체의 80%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가격 연구에 본격 으로 활용된 이 없다.24)

23) 각각의 청구기호는 다음과 같다.奎19301-v.1-39 ;奎19307-v.1-20 ;奎

19312-v.1-8;奎19303-v.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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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토문 자료 남 장흥 장토 계 자료로는 토지매매문기

1400여 건이 남아있다.장흥 장토는 18세기 후반 화성부의 매득으로

형성되었으며 최종 으로 龍洞宮에 이속되었다.장흥 장토의 매매문

기들은 18세기 토지가격 추이 분석에 활용하 다. 한 19세기 후

반 지 량을 기록한 行審冊을 통해 토지 가격과 지 량의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25)

《黃海道庄土文績》은 다른 道에 비해 자료의 양이 가장 많으며

궁방 민간에서 토지거래와 련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이다.토지가격 련 자료의 성격과 토지가격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분석에 이를 주로 활용하 다.특히 궁방에서

토지를 매득할 때 작성한 田畓價成冊 作人成冊類를 활용하여 지

주경 의 측면과 토지가격의 계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한 보성 제주 양씨가와 태안 평양 조씨가 고문서를

활용하 다.26)두 집안의 고문서는 토지매매문기가 부분을 차지하

24)조 ,2013〈조선후기 여객주인 여객주인권 재론〉,《잡담(雜談)과

빙고(憑 ):경기·충청 장토문 으로 보는 조선 후기 여객주인권》,소명출

사,510-512쪽.

25)장흥 화성부 屯畓은 다량의 매매문기와 지 량이 기록된 행심책이 보존되

어 있음에도 본격 으로 연구에 활용되지 못하 다.부분 으로는 이 호의

연구에서 토지 등 과 도지 책정액 두락당 도조량의 계,경작권의 이

동 양상 등에 한 사례로 간략히 제시된 바 있었다(李榮昊,1984〈18·19세

기 地代形態의 변화와 農業經營의 변동〉,《韓國史論》 11).여기서는 이

화성부 둔답의 소속처가 최종 으로 용동궁에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장흥

장토’로 호칭하도록 하겠다.한편 장흥 장토에 해서는 토지매득 이외에 다

른 방면에서도 더 검토해 볼 지 들이 있다.우선 정조가 설치한 장용 의

외 인 화성부에서 왜 하필 1796-1798년 시기에,그것도 장흥부에 이러한

규모 민 을 매득하 는지 의문이다.한편 장용 후 장흥장토의 소

속처는 내수사-숙선옹주방-총 -용동궁으로 변화하 는데 둔토와 궁방

을 넘나들었다는 에서 양자의 성격과 련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

각된다.

26) 보성자료의 경우 원 학교 박물 에서 소장 이며 한국학자료포털

(http://www.kostma.net/)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

다.태안자료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운 하는 토지주택박물 에서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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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당수가 동일 필지에 한 新 文記로 이루어져 있다는 에서

자료 가치가 높다.조선시 토지거래는 거래시 에 새롭게 작성

된 新文記와 放賣主가 이 시 에 해당 토지를 매득할 때 작성했

던 文記를 함께 買得人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따라서

동일 필지의 가격 변화를 통해 토지 가격 추이를 확인하기에 용이

하다는 장 이 있다.19세기 토지가격 장기추이 분석에 두 자료를

활용하 다.

마지막으로 남 장흥 수원 백씨 契文書를 활용하 다.27)계의 회

계장부 用下記에는 토지 매득가격과 방매가격 田結稅지출량과

지 수취량 등의 정보가 남아있어 토지가격과 련한 입체 인 분

석이 가능하다.28)

27)장흥 수원백씨 계문서는 상 리 進修齋에 보 되어 있다.

28)3종의 계문서 門契와 書 契에 해서는 기존연구에서 이미 다루었으나

(김건태,2010〈조선후기 契의 재정운 양상과 그 성격 – 라도 장흥군

용산면 上金里 書契를 심으로-〉,《韓國史學報》 제38호 ;김건태,2013

앞의 논문)여기에 冬至契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 다.



- 10 -

一.토지가격 련 자료의 성격

본고에서 활용한 토지가격 련 자료는 토지매매문기와 궁방의

답가성책류 계문서 등임을 술하 다.토지가격에 한 본격

인 분석을 진행하기 에 이들 자료에 드러난 토지가격 정보의 성

격에 해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즉 각각의 자료에 기재된 토지

가격이 실제 거래된 가격인지, 한 그 다면 그 가격의 의미는 토

지의 가치만을 그 로 반 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한 규명이 필

요하다.

1797년 가을 명례궁에서 매득한 황해도 信川郡 五宮洞 庄土의 사

례는 토지매매문기에 기재된 가격이 갖는 의미와 련한 한 가지

특징을 보여 다.29)명례궁은 1797년 9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聲月坊,於魯坊에 소재한 田畓 2889두락을 매득하 다.매매문기상

의 토지 가격으로 총 12599.1냥이 투입된 규모 매득이었다.

매득시 작성된 신문기 176건의 두락당 평균 가격은 4.12냥으로 그

이 시 에 작성되어 신문기와 함께 교부된 구문기 286건의 두락

당 평균 가격 6.0냥에 비해 약 30%정도 낮았다.그 원인은 명례궁의

민 매득 과정에서 민인들에 한 勒賣가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궁방의 규모 민 침탈에 해 국왕 정조는 安岳郡守

李始源의 의견을 따라 券,즉 구문기를 취합하여 放賣主들에게 새

로 본값을 쳐서 것을 명하 다.30)

그 후 에서는 명례궁 매득 과정에서 신문기와 함께 교부된 구

문기들을 재검토하 다.이 과정에서 은 구문기상의 價를 일부

새롭게 定算하여 그 내용을 添紙 형태로 매매문기에 덧붙여 놓았다.

29)黃海道庄土文績 제3책 《黃海道信川郡五宮垌所在庄土韓鎭祐外三名提出圖書

文績類》;黃海道庄土文績 제7책 《黃海道長連郡月來坪所在庄土景祐宮提出

圖書文績類》.

30)《備邊司謄 》 정조22년 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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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내용

유형
첨지 원문

1
價

定算

其年所出穀並買得價合爲105兩內所出穀從公論計除則每斗落2兩

式18兩除實價 87兩

2
價

定算
渠之所買 券不納故問 價於渠則田畓並 價78兩5錢云

3
價

定算
元配天 價47兩內22兩以先賣7斗價則在 價25兩

4
價

定算

魚蘆8斗聲月37斗合45斗價360兩內8斗價64兩分餘魚蘆 價37斗

296兩分餘聲月

5
價

定算
原券13斗落價62兩內14兩以3斗落除在 價48兩新券以10斗賣

6
價

定算

18斗落內13斗原賣5斗不願賣以80兩從斗數分數折價則13斗價58

兩5錢5斗價22兩5錢

7
價

定算
原價115兩內35兩5錢以14卜2束先賣價除在 價79兩5錢

8
價

定算
8斗價70兩6錢9斗價79兩4錢

9
價

定算
黃處柱渠之所買文券110兩●

10

-1

價

定算

本價其年所出穀並150兩內所出穀價每斗1兩式33兩除實 價117

兩

10

-2

價

僞造
本150兩改添190兩改依本載 而其年所出幷以

11
價

僞造
本價28兩以38兩改書故依 載 成冊中

12
價

僞造
本 價24兩以34兩(添)加書添數故依本載

13
價

僞造
本15兩以20兩改添故依本懸

이는 재산정한 구가를 신문기상의 명례궁 매득가와 조하여 그 차

액을 방매주에게 지 하기 하 던 것으로 보인다. 價와 련한

첨지는 22개가 남아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명례궁 신천군 성월방,어로방 장토 매매문기 첨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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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星卜本價26兩 券 割改 以36兩添 故依本14
價

僞造

15
價

僞造
李世寬40兩 券添 五兩故衣本

本30兩以50兩改故衣本載
價

僞造
16

本價32兩錢文之文字改三字三字改九字時價以45兩●●
價

僞造
17

宋 戒 券價 割未信
價

僞造
18

孫致相萬字第七十25卜2束內14卜2束6斗落1庫●●新券欺賣●●

●

價

僞造
19

20
價

僞造
●券過半倍價事涉●晦故以原 券價載

券本價60兩隨其成券番番添 故依 價載
價

僞造
21

22
價

僞造
鄭成本價22兩 割改書42兩以30兩時直賣●

*비고:●표시는 독불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첨지 내용은 구문기에 기재된 필지 일부

를 명례궁에 매도한 경우 그 일부에 해당하는 가격을 산정한 것으

로 보인다.3번 첨지의 경우 元配天의 구문기 가격 47냥 22냥에

해당하는 필지는 이미 방매하 고 남아있는 7두락의 價가 25냥에

해당함을 기록한 것이다. 한 6번 첨지를 보면 구문기에 기재된 18

두락 5두락은 방매를 원치 않아 13두락의 價만을 산정하고 있

는데 명례궁 매득 신문기에도 이 필지의 경우 13두락만을 매득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즉 방매인의 의사와 무 한 면 이고 일방

인 늑매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 첨지들 토지매매문기 가격의 신뢰성 여부와 련하

여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價僞造 내용이 기재된 10번의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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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부터 22번까지의 첨지이다.이를 보면 구문기의 가격은 “改書”,

“加書”,“改添”,“ 割改 ”,“添 ”등의 형태로 수정되어있었음이

드러난다.심지어 각각의 구문기마다 “隨其成券番番添 ”하여 구문

기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조한 경우도 있었다.실제 매매문기의

원문 이미지를 보면 이처럼 매매문기상 가격이 조된 흔 이 확인

되며,첨지가 붙어있진 않지만 조의 흔 이 엿보이는 매매문기들

도 확인된다.

조선시 토지거래는 거래 후 의 입안을 발 받음으로써 완료

됨을 원칙으로 하 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

다.31)토지거래는 에 의한 公證없이,개인과 개인이 구문기와 신

문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그 기 때문에 매매문기의 정

보,특히 구문기의 가격을 改書,添書하여 높은 값으로 수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방매인의 입장에선 이처럼 실제보다 높게 수정된 구

문기 가격을 통해,새로운 거래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값을

책정하고자 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가격 조가 체 토지거래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

졌는지는 정확히 단할 수가 없다.본고에서 다룬 주요 자료 명

례궁 사례처럼 가격 조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명백히 확인되는

사례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태안의 논 매매문기 261건 16건과

장흥 1447건 91건에서 가격을 수정한 듯한 흔 이 확인되지만

이것이 구문기 가격의 사후 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문기 작성

시 가격의 흥정과정에서 발생한 합의에 따른 수정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앞서 보았던 명례궁 장토에서 價 조는 명례궁이 매득한

176건 거래 13건,즉 체 거래의 7% 정도에서 확인되었다.태안

과 장흥의 매매문기 가격 수정 흔 이 보이는 경우들도 체의

31)朴秉濠,1960《韓國法制史特殊硏究 :李朝時代의 不動産賣買及擔保法》,

韓國硏究圖書館;朴秉濠,1974《韓國法制事攷 :近世의 法과 社 》,法文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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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도의 비 을 하며 그 가격 흥정 과정에서 비롯된 수정도

있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가격 조가 체에서 하는 비

은 5% 미만의 작은 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매매문기에 기재된 토지 거래 가격에는 거래토지에서 당해년

발생할 秋收穀의 가격이 포함되기도 하 다.이럴 경우의 토지 가격

은 실제 토지의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명례궁의 황해도 신천군 오궁동 장토 련 첨지

에는 구문기상의 가격이 당해년 곡물소출을 포함한 값임을 밝히

는 것이 2건 있다.<표1>의 1번,10번 첨지에 련 내용이 있다.10

번 첨지는 1797년 원효 라는 사람이 명례궁에 방매하 던 신천 성

월방 骸字 畓 33두락에 한 내용이다.원효 는 이 필지를 1794년

8월 박성익으로부터 매득하 는데 궁방이 기록한 첨지는 구문기상

의 가격이 당해년 곡물소출을 포함한 값임을 밝히고 있다.32) 한

명례궁에서 1797년 이진욱으로부터 매득한 超字 田 9두락에 한

구문기는 1786년 12월11일에 작성되었는데,여기에 덧 어진 첨지에

서 한 구문기 가격이 곡물소출을 포함한 가격임을 기록하고 있

다.33)즉 답의 추수가 이 지는 시 의 거래에서,당해년 곡물소

출을 토지와 함께 매득인에게 넘기고 이에 따라 매매가격에 곡물소

출가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존재했다.이처럼 추수기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곡물소출을 가격에 포함시켰는지 여부가 매매문기상에 직

기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에서 본 명례궁 매득시의 구문

기 2건에도 련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은바, 에서 價를

직 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련한 거래 양상에 해

32)“本價其年所出穀並150兩內所出穀價每斗1兩式33兩除 實 價117兩”,黃海道

庄土文績 제74책 《黃海道信川郡五宮垌所在庄土韓鎭祐外三名提出圖書文績

類》.

33)“其年所出穀 並買得價 合爲 105兩內 所出穀 從公論計除則 每斗落 2兩式 18

兩 除 實價 87兩”,黃海道庄土文績 제3책 《黃海道信川郡五宮垌所在庄土

韓鎭祐外三名提出圖書文績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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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군 년도 월

지

목

두

락
가격 련내용

1 장흥 1784 5 답 2 5 今年秋穀幷以

2 장흥 1784 5 답 2 6 此年禾穀幷以

3 장흥 1793 3 답 5 50 所耕價竝 50냥

4 장흥 1795 11답 6 16 今年所耕幷以

5 보성 1805 7 답 5 80
矣本文記九丈前後所志立旨今年禾

谷並以出給

6 보성 1819 5 답 5 48
今年禾谷四石十斗價肆兩伍戔除爲遣

肆拾參兩五戔

7 보성 1863 8 답 4 225
錢文貳百貳拾伍兩幷禾榖其他所出

柒石幷以右前放賣

8 보성 1867 9 답 8 185
文二章果今秋禾租七石幷以右前

永永放賣

9 보성 1875 9 답 4 50
幷今年禾穀旧文記幷以右人前永永

放買

10 보성 1901 7 답 5 550
右畓 文 畓禾畓価錢準捧?出給

次

11 보성 1907 3 답 182 9500 新 文果今年賭租并以永永放賣

12 태안 1824 10답 15.5 95 禾利幷以

13 태안 1836 6 답 14.5 90 禾利幷價

14 태안 1877 4 답 6.5 100 益 禾利 定賭租 4石10斗

더욱 많은 사례가 축 되어야겠지만,추수기간에 행해진 토지 거래

의 가격은 그 소출곡을 포함한 가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은 충분

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장흥·보성·태안 매매문기상 가격에 포함된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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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태안 1894 8 답 2.7 300 幷禾利價折錢文300兩

16 태안 1899 8 답 6 300 幷禾利新文1張

17 태안 1902 9 답 3 260 幷禾利 文1張

한편 장흥,보성,태안의 매매문기 토지 가격에 추수곡을 비롯

한 다른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17건 확인된다.1,2

번의 사례는 토지거래 가격에 所耕價가 포함되었음을 명시하고 있

다.所耕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로 이해되고 있는바34)즉 거래되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액을 토지가격에 포함시켜 책정하 다.그 외

의 내용들은 부분 거래토지에서 발생할 “秋穀,禾穀,秋禾租,畓禾,

禾利“,즉 추수곡을 가격에 포함시키거나 제하 음을 언 하 다.주

로 추수기인 8,9월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추수곡을 포함한 값을

거래 가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농사가 시작된 이후인

3,4,5월의 거래에서도 년 가을의 소출곡 혹은 賭租를 함께 매득인

에게 넘길 것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에서 확인한 경우들은 매매문기에 추수곡 련 내용이 기재된

경우 지만,문기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거래 방의 합의만으로 거래

가격에 추수곡가를 포함해 책정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거래가에

추수곡가가 포함된 가격은 해당 거래 필지가 본래 갖고 있는 경제

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므로,그 분석에 신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주로 활용한 장흥,보성,태안의 매매문기 자료 만약

특정지역 혹은 특정시기에 편 되어 이러한 추수곡가 포함 기록이

확인된다면 가격분석에 있어 다소간의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그런

데 추수곡 련 내용은 세 지역의 매매문기에서 공히 확인되며 시

34)李榮薰,1999〈호남 고문서에 나타난 장기추세와 기 동〉,《호남지방

고문서 기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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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확인되어

특정시기에 편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5)즉 시기별,지역별 토지

가격을 별다른 보정 없이 분석함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의 재정운 을 기록한 用下記 자료에서도 토지 가격 정보

는 확인할 수 있다.계의 재정을 운용한 有司들은 토지를 매득할 때

의 가격과 방매할 때의 가격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남 장흥 용

산면 수원 백씨의 서계·문계·동지계 자료를 구체 으로 확인해보면

총 69건의 토지 매득가격과 57건의 토지 방매가격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이 실제 매득 과정에서 작성한 매매문기를 계 장부에 함께

첨부해 놓은 경우도 5건 있었다.흥미로운 은 그 1건의 경우

지출 항목에 기재된 토지 매득 가격과 첨부된 매매문기에 기재된

거래 가격이 70냥과 66냥으로 서로 상이하 다.이 거래는 契의 有

司가 契員으로부터 매득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매매문기나 용하

기에 서술되지 않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복잡한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이다.이러한 경우 매매문기의 가격과 계 회계장부의 가격 어

느 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하기 어렵다.따라서

계자료에서 확인되는 토지가격은 18-19세기 가격추이 분석과는 별

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黃海道庄土文績》에 실려 있는 궁방의 토지매득 계 자료

궁방이 특정 시 에 민 을 량으로 매득한 후 작성한 田畓價成冊

類가 6건 확인된다.36)이러한 답가성책류에는 매득한 필지의 치

정보,구방매주의 이름,거래가격 등의 정보가 필지별로 기재되어

35)장흥의 매매문기들은 주로 18세기 ·후반에 걸쳐있고 보성 태안 매매

문기들은 주로 19세기에 걸쳐있다.

36)《庚午四月日長連月來垌作人成冊》 ;《嘉慶十五年三月日黃海道長連月來坪

新買田畓結卜斗數懸價成冊》 ;《嘉慶十五年四月日黃海道信川於 左東山坪新

買田畓結卜斗數懸價成冊》 ;《嘉慶十五年五月日黃海道信川於 右楸垌新買田

畓卜數斗數下懸價成冊》 ;《壬戌九月日碑淵坪田畓價錢上下及堵地定式冊》 ;

《壬戌十月日德面金光鐵里田畓價成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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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필지별 작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황해도 장연군

월래평 경우궁 장토의 경우 답가성책과 그것에 기재된 필지들의

실제 매매문기가 함께 남아있어 양자 간의 정보를 조할 수 있

다.37)그 결과 방매자 이름에서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체로

거래 필지의 두락,결부,가격 정보가 일치하 다.매매문기상의 방

매주인 김재천,박재득,신명천,신 명이 답가성책에선 각각 김재

,박재신,신덕천,신재 으로 등장하는데 성과 항렬자가 체로

같기 때문에 친족 계에 있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토지매매문기

가 락된 답가성책의 정보들도 기본 으로는 매매문기를 참고하

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에, 련 정보들을 분석 상으로 삼는 데

에 큰 무리는 없다.

조선후기 토지거래 가격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들의 성격

을 살펴 본 결과 일부의 토지매매문기 가격 정보는 거래 후 조

되는 경우도 있었고 거래 가격에 추수곡 가격이 포함되기도 하 다.

한 계 장부에 기재된 토지 거래 가격과 매매문기 상에 기재된 가

격 간의 괴리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양상은 자료에 드

러난 토지가격이 실제 토지의 가치를 완벽하게 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그러나 앞서 확인한 사례들이 그 체

자료군 에서 차지하는 숫자와 비 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가격의

장기 추이 분석에 크게 유의미한 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

인다.다만 이상의 내용을 통해 토지가격 련 자료의 성격과 한계

를 기본 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7)黃海道庄土文績 제7책 《黃海道長連郡月來坪所在庄土景祐宮提出圖書文績

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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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토지가격에 향을 주는 요인들

1.농업환경의 변화

토지가격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선 토지를 둘러싼 반 인

농업환경을 들 수 있다.농업환경이란 人力을 통한 陳田의 개간,수

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개선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통해 악화되

기도 하는 것으로,토지의 생산성 변화와 련된다.

황해도 長淵郡,殷栗郡 소재 景祐宮 庄土38)의 사례는 인력을 통한

농업환경의 개선이 토지가격과 갖는 계를 잘 보여 다.해당 장토

는 18세기 후반 宜嬪宮이 매득을 통해 형성한 것으로, 련된 236건

의 토지매매문기가 확인된다.이 동일 필지에 한 연결 계가

확인되는 것은 87건으로 30개 필지에 2건 이상의 매매문기가 연결

된다.39)동일필지의 가격이 두 시 이상 확인되는 30건 필지의 가

격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두락 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

아 두락당 가격이 아닌 문기에 기재된 가격 로 그려졌기 때문에

각 필지 간의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다.다만 동일필지의 가격

이 등락한 반 추이는 살필 수 있다.

38)黃海道庄土文績 제25책 《黃海道長連郡殷栗郡所在庄土景祐宮提出圖書文績

類》 ;黃海道庄土文績 제58책 《黃海道-長連郡殷栗郡-所在庄土景祐宮提出

圖書文績》.

39)동일필지에 한 연결문서를 단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 을 용하 다.

가장 기본 으로 거래필지의 소재지,즉 면과 들 명이 같아야하며 두락수

가 일치해야한다.거기에 과세표 단 인 결부수까지 일치한다면 동일 필지

에 한 거래문기로 볼 수 있다.이외에 구문기의 매득인과 신문기의 방매

인의 성명까지 일치한다면 완벽하게 연결문서로 볼 수 있다.본고에서는 거

래필지의 소재지와 두락수의 일치여부를 우선 인 기 으로 하여 매매문기

의 연결 계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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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장연군·은율군 동일필지 가격등락

그림을 보면 18세기 반 무렵의 가격 하락과 18세기 반 이

후의 가격 상승 양상이 드러난다.우선 18세기 반의 가격하락은

토지의 陳田化와 련 있다. 반 으로 가격이 하락한 15개 필지

11개 필지는 모두 1746-1747년에 걸쳐 前宣傳官 孫萬載라는 사

람이 매득한 것이다.40)正字답 3두락의 경우 1734년 17냥에 거래되

었다가 1747년에는 손만재가 1.5냥에 매득하 다.端字畓 4두5승락

필지의 가격은 1734년 40냥에서 1747년 5.6냥으로 락하 다.이처

럼 필지 가격이 락한 이유로 경지의 진 화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우선 해당 지역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들 수 있다.가격이 락한 11

개 필지 5개 필지의 경우 손만재 매득 이 시 거래에서 이미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加畓,加田,陳田 혹은 海畓 등의 지목으로

매매문기에 기재되어있다.이외에도 본 문서철의 토지매매문기 엔

無主地에 한 築垌開墾,陳荒處의 折受立案 등으로 거래토지의 기

원을 밝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이 을 고려할 때 본 장토의 소

40)손만재는 종3품 무 직인 麟山僉使에까지 올랐음이 확인된다(《日省 》

조29년 11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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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는 수리시설이 열악한,陳廢의 험이 존재하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1746-7년 손만재가 매득한 토지들은 체로 제 로

경작되지 않는 땅이었다.11필지 7필지의 경우 매매문기상 방매

인의 성명 에 陳畓主 혹은 陳田主라는 표 이 기재되어있다. 한

매매문기 본문에서 거래필지의 지목을 ‘正畓及陳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즉 의 그림에서 확인되는 18세기 반의 토지

가격하락은 이 시기 陳田化한 토지들을 특정 인물이 다량 사들 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진 화에 한 언 이 매매문기상에 명시되

지 않은 다른 경우들도 가격의 하락에는 동일한 원인들이 작용하

을 것이다.

이러한 진 화는 장연군과 은율군내의 면 인 양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18세기 반 연 기 사료에서 장연군과 은

율군에 한 특별한 給災기록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즉 의

그림은 서울에서 직을 하고 있는 유력자가 진 이 된 필지들만

싼 값에 매득하 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41)

한편 18세기 반 이후로는 동일 필지의 가격이 상승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다.이러한 가격상승의 원인으로는 우선 田의 反畓化를

들 수 있다.七天/六天字田 8두락 필지의 경우 1766년과 1770년 29,

32냥에 거래되었는데 지목이 畓으로 환된 후 1779년 60냥에 거래

되었다.六天字 38번 필지 역시 1777년 37냥에 거래 되었다가 反畓

후 1793년 54냥에 거래되었다.

토지가격은 묵 두었던 陳田이 차 起墾되어가면서 상승하기도

41)조선후기 직을 매개로 토지를 집 하는 지주들의 존재를 본 장토의 사

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前宣傳官 孫萬載”와 “曺兵使宅”이라는 이름으로 등

장하는 유력 직자는 특정시기 진 을 다수 매입한 후 지역민들을 동원하

여 築垌사업을 벌이는 등의 수단을 통해 토지를 집 하 다.무반직인 선

은 국왕 호 를 담당하여 승정원보다 더욱 가까이서 국왕을 모신다고 평

가될 정도로 특별한 선택과 우를 받았다(吳洙彰,2002《朝鮮後期 平安道

社 發展 硏究》,一潮閣,31쪽).손만재는 그러한 상을 바탕으로 특정시기

집 으로 토지를 매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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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形字 陳田 1결2부의 필지는 1753,1758,1761년 각각 7,10,

9냥에 거래되었다.그러나 1777년 기존 1결2부의 필지에 24부9속이

더해져 田畓 1결26부9속의 규모로 93냥에 거래되었다.그 이후 본

필지는 110냥->165냥->260냥으로 가격이 상승하 는데 이는 체

토지 차 경작되는 곳의 면 이 늘어난 결과이다.가격이 상승

하던 1787년 매매문기에는 ‘田畓 1結26負9束 內 時起 36負6束/陳93

負3束’으로 거래 토지의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18세기 반 이후의 토지가격 상승은 해당 지역의 농업환

경이 차 개선되어감과 유 하다.18세기 반 무렵 앞서 언 한

손만재 외에도 토지매매문기에 “京居 曹參判宅”,“曹司憲宅”,“大司

憲宅”,“曹留守宅”,“曹兵使宅”등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유력가문에

서 다수 진 을 매득한 흔 이 보인다.이 유력가문은 지역민들을

築垌作畓 開梁사업에 동원하여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토지를 상

하기도 하 으며 垌外에 있는 본인 소유의 땅을 垌內에 있는 타

인의 땅과 상환하기도 하 다.

한편 인력으로 어 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흉년의 여 한 토

지가격에 향을 주었다. 남 장흥지역은 1792년 旱害와 水害,蟲

害,風害 등의 재해를 입어 호남의 災實등 가장 높은 尤甚災읍

에 지정되었다.42)1792년 이후 시 에 거래된 장흥지역 동일 필지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그 여 를 확인할 수 있다.즉 일시 인 자연

재해로 인한 흉년은 토지의 가격을 하락시켰다.

42)《日省 》 정조16년 9월27일 ;《日省 》 정조16년 1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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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세기 장흥 동일필지 가격43)

1796-1798년간에 화성부는 장흥의 논을 량 매득하는 과정에서

신문기 600여건을 남겼다.그 과정에서 신문기와 함께 교부된 구문

기는 총 846건인데 이들은 화성부 매득 이 민간에서 거래된 것들

로,동일필지에 한 연결 계를 확인할 수 있다.그 결과 동일 필지

에 한 연결 계가 확인되는 412건의 문기를 통해 동일 필지의 가

격이 흉년을 후로 어떻게 변하 는지 확인가능하다.412건 흉

년으로 인한 곤궁으로 토지를 방매함을 명시한 것은 39건이다.이들

의 매매문기상 매도사유를 보면 “當此大無之歲 生道 三稅 答爲

難”,“値凶荒 矣父身死後 葬事時 出處無路故”,“此大殺凶歲 生道爲難

仍于”등과 같이 흉년의 여 속에서 부세·상장례 등의 지출을 감당

하고 생계를 잇기 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는 한 사연들이

43)화성부 매득 이 민간에서의 매매문기 동일필지 가격이 3개 시 이상

확보되는 필지들을 상으로 하 다.그 흉년이 들었던 1792년 이후의

가격이 확인되는 필지들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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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이처럼 흉년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사유로 토지를 방매하

던 22필지의 가격을 보면 동일한 필지의 이 시 가격보다

20.87%(연평균 3.69%)하락하 다.동일필지 가격 등락율이 확인되

는 체 262건의 사례에서 이 시 비 가격 등락율의 평균이

11.17%(연평균 3.8%)상승하 음과 비교할 때 흉년의 향은 동일

필지의 가격을 이 시 보다 하락하게 하 음을 알 수 있다.그러

나 이처럼 흉년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일시 인 충격의 성격이 강

하 다.흉년을 사유로 방매되었다가 다음 시 에선 흉년이 아닌 다

른 사유로 거래된 20필지의 가격 등락율을 보면 20.94%(연평균

8.61%)다시 상승하 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자연재해 흉년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하락은 가격의 회

복 양상을 고려할 때,그 자체로 토지 생산성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흉년의 향으로 인한 당해년 토지 소출의 감소는

부세나 상장례 등에 들어가는 농민들의 일상 인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그 결과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히 방매

할 수밖에 없었고,그 과정에서 토지의 생산성이나 경제 가치보다

인하된 가격에 急賣,斥賣할 수밖에 없었다.

2.지주경 의 조건

토지가격에 향을 주는 조건을 확인하기 해서 토지를 매득하

는 地主 측의 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토지 매득

인은 자신의 농업경 조건과 그로 인해 돌아올 손익을 염두에 두

고 토지를 매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여기서는 주로 《황해도장토

문 》에 남아있는 宮房田 자료를 통해 지주의 농업경 조건과 가

격의 계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折受가 아닌 買得에 의해 성립한 궁방 은 그 농업경 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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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있어서 일반 民田과 다르지 않았다.궁방이 장토 지에 監

官- 音을 두고 장토를 리하 다는 은 민 에서 부재지주의 통

상 모습과 다르지 않다.44)장토에 따라 면세지가 존재할 수도 있

다는 을 제외하고는 토지를 직 경작하는 작인으로부터 양 으

로나 질 으로나 ‘지 ’에 상응하는 수취를 행한다는 에서 궁방의

지주경 의 성격은 민 부재지주의 그것과 유사하다.45)

지주의 입장에서 농업경 을 할 때 요한 지 은 직 농사를

짓는 耕作人을 택정하는 부분과 그들로부터 수취할 地代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의 농업경 조건이 궁방의 토지 매득

가격에 어떠한 형태로 향을 주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민 부재지주지에서의 양상에 해서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

다.황해도 黃州郡 德面 龍洞宮 장토의 사례는 지 량과 작인택정이

토지 매득 가격과 갖는 계를 잘 보여 다.46)

본 장토는 1862년 용동궁의 매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매매문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壬戌十月日德面金光鐵里田畓價成

冊》(이하 답가성책)에는 용동궁에서 매득한 필지별 정보들이 나

열되어있다.용동궁에서는 德面 金光鐵里 답을 매득한 후 방매자

이름,가격,支定賭租,작인명 등의 정보와 함께 필지의 자호,지번,

지목,결부수 등을 답가성책에 정리하 다.

44)李榮薰,1985〈開港期 地主制의 一存在形態와 그 停滯的 危機의 實相〉,

《經濟史學》 9,368쪽.

45)궁방 의 성격과 분류에 해서는 기존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여기서 다

루는 궁방 은 매득에 의해 형성되어 소유권이 궁방에 있는 有土,그 에서

도 소 1종 有土에 해당한다.2종 유토는 형식상 소유권은 궁방에 있지만

사실상 민 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丙申定式’으로 불리는 정

조 궁방 정책을 통해, 체 궁방 의 1/3~1/2정도에 출세조치가 이루어

졌다(송양섭,朝鮮王朝實 事典 宮房田 항목,http://encysillok.aks.ac.kr/Conte

nts/index?Contents_id=00011747).그 결과 1787년 성책된 《內 司及各宮房

田畓摠結 奴婢摠口都案》(奎 9823)에는 22개 주요 궁방의 소유지가 면세결

과 출세결로 구분하여 기재되어있다.

46)黃海道庄土文績 제66책 《黃海道安岳郡所在庄土玄 澤提出圖書文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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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인형태 분류 건수 평균 束당 가격(兩) 체가격 比

작인 매도인 포함 64 0.174 0.94

작인 매도인 불포함 116 0.193 1.04

체 180 0.186 1

한편 체로 인 면 을 반 하는 두락 수나 일경 수가 나

와 있지 않아 필지별로 단 면 당 가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따

라서 여기서는 필지별 과세표 단 인 結負數을 기 으로 하여 束

당 가격을 통해 필지별 가격 차이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47)

답가성책에 올라있는 필지들은 支定帙과 打作帙로 구분되어 있

는데 지정질의 규모가 체의 2/3에 달한다.이처럼 도조가 책정된

180건의 거래 필지 64건의 필지에는 용동궁에 토지를 방매한 매

도인이 작인으로 포함되었고 나머지 116건의 필지에는 매도인이 아

닌 다른 인물들이 작인으로 택정되었다.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

래 필지의 평균 束당 가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작인 형태에 따른 束당 가격

체 180건 거래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그 로 해당 토지의

부 혹은 일부를 경작하는 작인이 되는 경우의 평균 束당 가격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10%정도 낮았다.이러한 가격차이의 발생은

용동궁에서 토지를 매득하면서 매도인을 그 토지의 체 혹은 일부

에 한 작인으로 지정할 경우 생산성에 비해 인하된 가격을 책정

했음을 의미한다.

황해도 長淵郡 月來坪의 景祐宮 장토에서도 같은 양상이 확인된

다.48)궁방에 답을 방매한 104명 약 45%에 해당하는 47명은

47)결부수는 토지 등 과 면 이 결합된 단 로서 1결의 소출량은 어느 필지

나 동일해야함을 목표로 책정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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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人成冊에 경작자로 등장하고 있다.이들이 방매한 필지의 총 두락

수는 413두락인데 작인성책에서는 총 418.8두락을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작인 택정 분류별 두락당 결부수-두락당 가격의 계

궁방에 답을 매도하고 그 스스로 작인이 된 47명과 그 지 않

은 57명의 두락당 토지 방매가격은 차이를 보 다. 의 그림은 거

래 필지별로 두락당 결부수와 두락당 가격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체로 두락당 결부수가 높은 필지일수록 두락당 가격도 높게 책정

된 비례 계가 확인된다.이는 두락당 결부수가 높을수록 토지가 비

옥하며 그에 따라 토지가격도 높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 의 그림은 방매인이 경작인이 된 필지들의 두락당 가격이

48)黃海道庄土文績 제7책 《黃海道長連郡月來坪所在庄土景祐宮提出圖書文績

類》 ;黃海道庄土文績 제18책 《黃海道長連郡月來坪所在庄土朴潤景提出圖

書文績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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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인형태분류 건 수
평균

두락당 가격(兩)

체가격

比

방매인 경작 47 3.82 0.87

방매인

비경작
57 4.82 1.10

체 104 4.37 1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상 으로 낮은 수 에서 형성되었음을 보

여 다.유사한 수 의 두락당 결부수를 보이는 필지들 에서 방매

인이 경작인이 되는 필지들의 가격은 체로 낮았다.즉 토지 방매

인이 그 토지의 작인이 되는 경우의 토지 가격은 통상 으로 비옥

도에 따라 책정되는 가격보다 인하된 수 에서 형성되었다.

<표 4>작인 택정 형태별 평균 두락당 가격

구체 으로 살펴보면,토지를 방매한 후 작인이 된 47명이 방매한

토지의 두락당 가격 평균은 3.82냥으로,작인이 되지 않은 57명의

그것보다 1냥 가량 낮았다.104건 지목이 田인 10개 필지에서도

방매인이 작인이 된 2건의 평균가격은 4.23냥으로 나머지 8건의 평

균가격 6.49보다 낮았다.즉 표의 결과는 방매인의 계속 경작 여

부가 매득 가격에 20∼25%정도 향을 미쳤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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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규모 분류 건 수
평균

두락당 가격(兩)

체가격

比

매도규모=경작규모 14 3.75 0.98

매도규모<경작규모 17 3.48 0.91

매도규모>경작규모 16 4.23 1.10

체 47 3.82 1

<표 5>방매주=작인 경작 규모별 평균 두락당 가격

궁방에 토지를 매도하고 작인이 된 47명의 경작규모에 따라서도

가격의 차이가 확인된다.47명의 경작규모를 분류해보면 본인이 매

도한 답의 두락 수와 같은 규모를 경작하는 경우,매도 규모보다

경작 규모가 큰 경우,매도 규모보다 경작 규모가 작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방매토지의 두락당 평균가격을

보면 본인이 방매한 토지보다 작은 규모를 경작하게 되는 경우 평

균보다 높은 가격에 방매하 고,방매한 토지보다 오히려 더 큰 규

모를 경작하게 되는 경우엔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다. 를 들어 궁방에 12두락을 방매하고 이보다 큰 17두락을 경

작하게 된 김 집의 두락당 평균 방매가격은 1.67냥에 불과했다.5

두락을 방매하고 16두락을 차경하게 된 박응천의 방매 가격은 2.40

냥으로 두 경우 모두 체 두락당 평균 가격보다 매우 낮았으며 방

매 후 작인이 된 47명의 평균 가격보다도 낮았다.반면 18.5두락을

방매하고 13.5두락의 작인이 된 신재 의 방매 가격은 두락당 평균

4.81냥으로 상 으로 높은 수 이었다.물론 이와 같은 양상이 매

필지 모든 거래에서 100% 완벽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

인 경향을 볼 때,방매 후 작인이 되는 경우,그 에서도 보다 넓

은 토지의 작인으로 택정되는 경우 방매 가격은 상 으로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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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연도 방매인

面 /

坊

結 負

數

(束)

가 격

(A,兩)

지 책 액

(B)
A/B 작인

현 물

(斗)

화 폐

(兩)

1 1836 吳廣國 현 138 50 50 　 宋五哲

2 1836 申在濂 　 605 120 120 　 金 哲

3 1836 李仁益 현 136 50 50 　 李尙

4 1836 金仁秀 초 79 70  　 崔學凡

5 1836 李馥源 초 157 78 78 　
劉文祚

/ 趙壑

6 1836 韓宗七 현 169 70 70 　 韓文郁

매도인의 입장에서 15-25% 인하된 가격에 토지를 방매하면서까

지 경작인이 되고자 했던 양상은 그만큼 借地競爭이 심화되었던 19

세기의 상황을 반 한다.이외에 지 책정액과 토지가격의 계를

살펴보면 그러한 거래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황해도 鳳山郡 楚邱坪,臥峴坪 소재 和宮 장토50)의 궁방매득 신

문기 14건을 보면,그에 딸린 첨지 手標가 남아있어 매득한 토지

의 가격 지 책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51)아래 표에 그 내용을

정리하 다.

<표 6>궁방 매득 신문기의 가격과 지 책정액 계

49)이러한 양상이 일반 민 에서도 철되었는지는 민 자료의 한계로 확인하

기 어렵다.다만 궁방이나 아문에 토지를 매득하는 경우 상 으로 ‘仍許耕

作’하는 경우가 많다는 1789년 統制使의 狀啟가 확인된다(《筵說》 1789년

4월7일.李榮昊,1984앞의 ,320쪽에서 재인용).이 을 고려할 때,민 에

서도 이 같은 양상이 보편 이었는지 여부에 해서는 신 한 근이 필요

하다.

50)黃海道庄土文績 제41책 《黃海道鳳山郡-楚邱坪臥峴坪-所在庄土 和宮提出

圖書文績類》.

51) 를 들어 오 국 방매토지의 경우 매매문기 상단 첨지에 “鳳山 卧峴坊 吳

廣國 稼字田 六式耕 十三卜八束 價文五十兩 本文四張 支定 正租 二石十斗

支定作人 宋五哲 住立石村”이라고 기재되어있어 매득 필지의 치,면 ,가

격,구문기 교부여부를 비롯하여 지 책정액과 작인 작인의 거주지까지

악하여 메모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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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36 申仁玉 현 327 160 160 　 申昌祚

8 1836 郭昌烈 초 285 90 90 　 郭昌烈

9 1836 郭正隆 초 299 90 90 　 郭正隆

10 1839 李處培 초  335 75 13.4 0.18 崔文坤 

11 1839 姜五欽 초 144 36 6.48 0.18 姜五欽

12 1839 朴在湖 암 377 92 16.56 0.18 金景

13 1839 權景石 초 142 47 8.46 0.18 郭應基 

14 1845 崔亨坤 초 397 125.75 120.75 　 崔亨坤

의 표를 보면 우선 거래 가격과 지 의 상 성이 에 띤다.타

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폐 물의 정액지 로 지 가 책정

되었다.특히 1839년 매득 시에는 도조를 화폐형태로 책정하 는데

그 경우 錢分단 까지 기재하여 매득 가격의 18% 비율로 일정하게

맞춰져있다. 한 1836년 매득에서 확인되는 물지 의 경우 ‘가격

1兩=지 1斗’의 비율로 책정되었다.거래가격 78냥 필지의 경우 정

조 3석18두(=78두)가,거래가격 90냥 필지의 경우 정조4석10두(=90

두)가 ‘豐凶勿論 支定’액수로 책정되었다.이러한 양상은 토지의 가

격을 우선 책정하고 그 가격에 한 일정 비율로 도조량을 책정한

결과로 보인다.즉 매득가가 높았던 필지에서는 지 수취량 한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토지 가격과 지 책정액의 한

련을 확인할 수 있다.

황해도 長淵郡의 景祐宮 장토에서도 매득가격과 지 책정액의

계는 잘 드러난다.52)경우궁은 1800,1801년에 매득한 토지들의 정

보를 1802년 《壬戌九月日碑淵坪田畓價錢上下及堵地定式冊》(이하

도지정식책)에 정리해 두었다.도지정식책에는 매 필지별로 매득가

격과 작인 정보 등이 기재되어있다.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

지정식책 以上 항목에 都合價錢 1448.5냥 다음 “每兩正租二斗式捧上

次”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도지정식책의 표제는 답가격의

52)黃海道庄土文績 제50책 《黃海道長淵郡所在庄土景祐宮提出圖書文績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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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과 도지액을 기재하 음을 의미하는데 정작 본문에 필지

작인 정보가 기재된 부분에서는 매득 가격만 병기되어있을 뿐

매 필지에 한 지 책정액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즉 매득 가격

만 기재해놓아도 그것에 하여 1냥 당 정조2두씩이라는53)공식에

의해 지 가 일 책정되었던 것이다.54)

앞서 다루었던 황해도 황주군 덕면 용동궁 장토55)에서도 산군,

장연군 장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격 비 일정 비율의 지 가 모

든 필지에 동일하게 용되어있음이 확인된다.이춘복이 방매한 仁

川里 相字 田 25번,戶字 田 66번 필지는 40냥에 거래되었는데 해당

필지들에 책정된 지 액은 10냥8 으로 매득 가격의 27%에 해당하

는 액이다.정창조가 방매한 金光里의 답 33부7속은 거래가격

67냥의 27%에 해당하는 18.09냥이 총 지 액으로 책정되었다.한편

이 33부7속의 작인은 방매자 정창조 본인,임학천,나길순,장형극,

김여원으로 택정되었는데 이들은 18.09냥의 지 를 분담하여 각각

8.03,1.62,4.12,2.7,1.62냥의 지 액을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 지 책정액이 아닌 실제 지 수취량과 토지가격의 계

를 살펴보기 해 장흥 장토의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796-1798년간에 화성부는 4차례에 걸쳐 장흥지역 민 을 매득하

53)1801년에 주로 매득한 장연군 경우궁 장토의 경우 ‘매득가격 1냥=도조 2斗’

의 공식으로 지 가 책정되었는데 반해 1836년 매득한 산군 순화궁 장토

의 지 책정식은 ‘매득가격 1냥=도조 1斗’로 그 비율이 상이하다.이는 米價

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암지역 미가를 통해 1801년과 1836년의

화폐가치를 살펴보면 자는 1냥=租10.93斗,후자는 1냥=租5.52斗로 확인된

다.즉 두 해에 1냥으로 살 수 있는 租의 양은 2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매

득가격 1냥 당 책정된 도조량 역시 2배 차이가 난 것이다.

54)궁방매득 신문기들을 보면 한 번에 여러 필지를 매득하는 경우 각 각의 필

지 별 가격을 따로 따로 책정하여 기재해 두었음이 확인된다.보통 복수의

필지를 거래하는 경우 그 총 합 가격만 기재하 던 행을 고려할 때,이

경우 매득 가격에 한 보다 엄 한 악을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개

별필지의 매득 가격이 그 필지에 한 지 액으로 책정되는 상황 하에서 어

쩌면 당연한 양상이다.

55)黃海道庄土文績 제66책 《黃海道安岳郡所在庄土玄 澤提出圖書文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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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득한 땅의 지목은 모두 논이었으며 규모는 약 139결 3400여두

락에 달하 는데,매득과정에서 작성된 신문기 601건,그와 함께 교

부된 구문기 846건이 남아있다.56)

장흥 장토의 소유주는 그 자체로 일반 민 의 부재지주와 같이

지 에 상응하는 稅를 수취하 고, 개별 필지의 1843-1850,

1876-1906년간에 해당하는 지 수취량을 行審冊에 장기 으로 기록

해두었다.따라서 개별 필지의 처음 매득 가격과 그 해당 필지에서

발생했던 실제 지 수취량에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양자 간

의 계를 살펴볼 수 있다.

화성부는 장흥 지역 14개 면에 걸쳐 분산 으로 토지를 매득하

는데 4차례 매득을 마칠 때마다 매득한 필지들에 한 양안을 각

각 작성하 다.57)집 인 매득 시 이 달랐기 때문에 토지가격 역

시 4차례 매득 시 에 따라 상이한 時價에 의해 책정되었다.따라서

지 수취량과 토지가격의 계 역시 4차례 매득 시 을 각기 구분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56)한편 장용 이 된 후 장흥 장토의 소속처는 내수사-숙선옹주방-총

을 거쳐 1849년 최종 으로 용동궁으로 이속되었다.장흥 장토는 그 기원

이 給價買得에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 궁방에 있는 유토로서 1907년 국유화

시 까지 존속하 다.《內 司來長 田沓中移劃草成冊》(奎18741);《全羅

道長 府所在淑善翁主房屯土打量冊》(奎18890);《摠衛營事例》 4책,〈屯

土來歷〉 ;《龍洞宮謄 》,己酉7月 日 ;《國有地調査書(抄)》참고.

57)1차매득은 1796년 1-4월,2차매득은 1797년 1-3월,3차매득은 1797년 4-6

월,4차매득은 1797년 11월-1798년 5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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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장흥 장토 두락당 가격-두락당 지 수취량의 계

*비고1:가로축은 두락당 가격 평균(兩),세로축은 두락당 지 평균(斗)

*비고2:필지별 지 수취량은 1843-1850년분과 1876-1906년분의 평균

의 그림은 화성부가 매득한 장흥 장토 448개 필지의 두락당 가

격과 두락당 지 수취량의 계를 각 매득 차수별로 정리한 것이다.

장흥 장토의 지 수취량 기록은 1843년부터 1850년까지,1876년부터

1906년까지 남아있다.부내면 37두락의 경우 1850년에서 1875년까지

의 지 량 기록도 남아있지만 다른 면들과 동일한 조건을 용하여

반기 8개년과 후반기 31년간의 지 량만을 분석하 다.58)그 결과

58)한편 두 기간에 걸쳐 지 수취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

간 동안 지 수취 기록에서 아 락된 119두락의 필지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한 매득 가격이 여러 필지의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분석

에서 제외하 다.지 수취량이 확인되는 한 개 단 필지에 매득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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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차 매득 필지들 모두 18세기 후반의 토지 가격과 19세기 지

량이 상당한 비례 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특히 최 매득 후

10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의 지 량이 가격과 체로 비례한다는

사실은 토지가격과 실제 지 수취량 간의 한 련성을 확인시

켜 다.

이처럼 궁방에 의해 특정 시 에 다량으로 매득된 토지들의 거래

가격은 개별 필지에 책정된 지 량과 매우 한 련이 있었다.

앞서 토지를 방매한 사람을 그 로 작인으로 택정할 경우 토지 거

래 가격이 상 으로 인하되었음을 확인하 는데,그럴 경우 그 필

지에 부과되는 지 수취액 한 그 가격에 비례하여 인하되는 것

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계속 경작하는 조건으로 10-20% 인하된

가격에 토지를 방매한 농민의 경우 그 지 액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감이 되었을 것이고,이것이 그러한 거래의 유인이 되었을 것이

다.이러한 양상은 한 생산성이 같은 필지라고 해도 그 필지에서

수취할 지 수 에 한 상에 따라 거래 가격은 상이하게 책정

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 량과 토지가격간의 한 계는 일반 민 에서도 확인된다.

보성 제주 양씨의 경우 매득한 토지의 신·구문기들을 련문서끼리

띠지를 워 보 하 는데 그 띠지에 지 량을 메모해 두기도 하

다.띠지에는 매득시기와 토지의 소재지 방매인의 이름 등 토지

매득과 련한 부분의 정보들이 상세히 있는데,양씨가는 “禾

每○石”등으로 도조액을 명시하 다.

1:1로 응하는 경우들만 분석하여 필지별 지 량과 가격의 계를 보다

실하게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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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00-1910보성 제주 양씨가 두락당 매득 가격과

도조량의 계

의 그림은 1900년부터 1910년간에 양씨가에서 매득한 36건 토

지의 가격과 도조량을 나타낸 것이다.매득 시 이 부 같지 않기

때문에 엄 함이 떨어질 수 있지만 두락당 가격과 도조량이 체로

비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처럼 토지가격과 지 량이 서로 맞물려있다는 것은 비싼 토지

는 높은 지 수입을,싼 토지는 낮은 지 수입을 지주에게 가져다

을 의미한다.이같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더 살펴보기 해,그 다면 어떤 토지가 가격이 높고 지 도 높은,

즉 지주의 입장에서 더 가치 있는 토지 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주지하듯이 16,17세기 이래 士族들은 도심이 아닌 농 사회에 터

를 잡고 세거하 다.그 과정에서 사족들은 세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들은 방매하고 세거지 인근으로 토지를 집 해나갔다.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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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지에서의 소출을 실어오는 운송비 리비용을 감하고 작

인으로부터 지 수취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에 있었다.이러한 양상

은 토지매매문기에서 “移買”라는 표 으로 등장한다.토지매매문기

에는 近處의 토지를 사기 해 遠處의 토지를 방매한다는 의미를 담

은 “移買次”를 토지매도 사유로 명시한 경우들이 나타난다.18세기

장흥에서는 체 846건 약 23%의 거래가 이매차를 매도사유로

하 고 19세기 태안에서는 242건 약 14%,보성은 474건 약

17% 정도의 거래가 이매를 사유로 이루어졌다.59)19세기에 이매차

거래의 비율이 어든 것은 遠處放賣-近處買得이 어느 정도 완료되

어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매를 사유로 거래되는 토지의 두락당 가격은 다른 사유로 거래

될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해서 동일한

필지의 가격 변화가 확인되는 양질의 사례들만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동일한 필지에서 이 거래 가격 비 가격 등락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장흥,태안,보성의 500여 건 사례들을 분석하

다.60)

59)토지매매문기에 나타나는 매도사유에는 흉년으로 인한 부세·상장례 지출

등을 사유로 상세하게 기재한 것들도 있지만 19세기로 갈수록 상당수는 要

用所致·勢不得已와 같은 상투 인 표 으로 체되어간다.그러나 移買사유

의 경우 18-19세기에 걸쳐 20% 정도의 비 으로 지속 으로 확인된다.즉

이매사유는 단순한 투식이 아닌 실제 매도사유를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60)연평균 등락율의 값이 50% 이상인 사례들은(장흥 4건,태안 4건,보성

2건) 외 인 사정이 반 된 아웃라이어로 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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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사유 분류 건수
연평균

등락율

두락당

가격 평균

(兩)

거래년도

평균 (年)

기타사유 165 0.95% 11.06 1779.13

이매->이매 11 0.64% 12.14 1774.36
다른사유->이매 34 5.71% 11.81 1777.91

이매->다른사유 46 -1.46% 10.85 1783.61
체 256 1.14% 11.17 1779.57

매도사유 분류 건수
연평균

등락율

두락당

가격 평균

(兩)

거래년도

평균 (年)

기타사유 81 2.98% 34.52 1860.87
이매->이매 4 -0.71% 35.30 1842.75

다른사유->이매 12 4.93% 37.10 1853.00
이매->다른사유 13 1.13% 31.93 1865.82

체 110 2.84% 30.87 1851.02

<표 7>장흥지역 移買사유에 따른 동일필지 가격 변화

<표 8>태안지역 移買사유에 따른 동일필지 가격 변화

우선 18세기 장흥을 살펴보면,이 시 에서 다른 사유로 거래되

었던 필지가 이매 사유로 거래될 때 연평균 등락율이 5.71%로 체

평균의 5배를 상회하 음이 확인된다. 한 주로 19세기 반에 걸

쳐있는 태안에서 역시 같은 경우의 연평균 등락율이 4.93%로 체

평균의 2배에 가까운 가격 상승이 이 졌음이 확인된다.즉 지주입

장에서 자신의 세거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토지를 방매할 때 상

으로 값을 후하게 받을 수 있었다.왜냐하면 군가에겐 멀리 떨

어져있어 팔기를 원하는 땅이 곧 다른 군가에겐 세거지 인근에

있어 사들이길 원하는 땅이기 때문이다.즉 지주들이 농 에 세거하

며 재 지주화 되어가던 추세 속에서 이매를 사유로 거래되는 토지

의 매득인은 토지 소재지 인근에 세거하는 재 지주 다.이들이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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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사유 분류 건수
연평균

등락율

두락당

가격 평균

(兩)

거래년도

평균 (年)

기타사유 76 2.50% 29.53 1874.50
이매->이매 7 -0.69% 36.35 1842.71

다른사유->이매 17 0.66% 22.86 1864.76
이매->다른사유 20 -0.13% 31.53 1869.85

체 120 1.62% 29.32 1870.49

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세거지에서 가까운 토지를 매득한 이유는 곡

물 소출의 운송비와 리비를 감하고 지 수취를 원활히 하기

한 것이었다.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후반이 되면 한풀 꺾이

게 된다.

<표 9>보성지역 移買사유에 따른 동일필지 가격 변화

상 으로 19세기 후반에 걸쳐있는 보성지역 자료를 보면,다른

사유로 거래되었던 필지가 다음 시 에서 이매사유로 거래될 경우

가격 등락율이 0.66%로 나타난다.이는 앞서 본 18세기 후반-19세

기 반의 것보다 히 낮아진 수치이다.이는 지주들이 자신의

세거지 인근의 토지를 갖는 것이 이 만큼의 지 수입을 가져다주

지 못했음을 의미한다.19세기 후반 보성 제주 양씨가에서 매득 후

책정한 도조량을 면 별로 따져보면 이러한 상황이 감지된다.양씨가

는 자신들의 세거지인 松谷面 필지 22건에서 17.31두,송곡면 외의

다른 면 필지 26건에서 19.01두의 두락당 도조를 책정하 다.거래

필지들의 두락당 結負數 평균을 비교해보면 송곡면이 5負1束,기타

면이 5負로 단 면 당 비옥도에선 큰 차이가 없다.즉 19세기 후반

의 지주들에게는 세거지 인근의 필지들을 매득하는 것이 지 수취

에 있어서는 큰 메리트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낮은 지 율을 용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그 원인은 조선후기 재 지주들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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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한 지배력이 차 약화되어갔던 에 있다.61)정치 으

로는 앙으로부터의 소외를,경제 으로는 분할상속으로 인한 재산

규모의 세화를 겪었던 재지사족들은 향 사회에서의 지배력을 유

지하기 해서 이 과 같은 수 의 지 를 수취할 수 없었을 것이

다.이러한 상황이 토지거래가격에 반 된 결과,세거지 근처 토지

의 가격 상승율이 이 만 못하게 되었다.

이상 지주경 의 조건과 토지가격의 계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은 토지가격에 향을 주는 지 량이 토지생산성만을 반 하지는

않는다는 이다.앞서 보았듯 매득인과 토지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

라 토지 가격이 등락하기도 하고,방매인을 작인으로 삼을 경우 매

득가격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10-20% 인하되기도 하 다.동일한

필지의 가격이 매득인과의 물리 거리에 따라 단기 으로 변하는

것은 토지 생산성의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매득인이 방매

인을 작인으로 들이는 경우 제 값보다 싼 값에 토지가 거래되는 것

한 생산성의 변화로 설명하기 어렵다.

즉 지 량이 토지가격에 향을 다고 보았을 때,지 량을 규정

하는 지 율은 토지를 매득하는 개별 지주들의 농업경 사회

조건에 따라 다양성과 유동성을 갖는다.이러한 을 인식하고 토지

가격의 장기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1)정진 ,1998《조선시 향 사회사》,한길사 ;김건태,2004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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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토지가격의 추이와 토지가치의 변화

토지가격은 기본 으로 농업환경의 변화,즉 토지생산성 변화의

향을 받음을 앞에서 확인하 다.그러나 토지가격은 그자체로 토

지생산성의 변화만을 반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한 알 수 있었다.

즉 작인택정과 지 수취 등 지주경 의 조건에 의해 유사한 비옥도

를 갖는 토지 가격이 상이할 수도 있었다.이처럼 앞서 확인한 토지

가격에 향을 주는 요인을 염두에 둔 채 토지가격의 장기 추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분석 상은 두락당 가격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畓에 한정하 다.

18세기의 추이는 장흥지역 매매문기 792건의 가격 정보를,19세기의

경우 장흥과 바로 인 한 보성지역의 506건과 충남 태안지역 258건

의 가격 정보를 활용하 다. 한 시계열이 락된 부분을 보완하기

해 호남지역 매매문기 1206건을 추가 으로 활용하 다.62)이 자

료들은 25개 군 의 매매문기들을 포 하고 있기에,호남 지역 토지

가격의 반 추이를 드러내는 데에 상당히 유의미할 것으로 단

된다.우선 18-19세기의 토지가격 장기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62)호남지역 매매문기는 한국학 앙연구원에서 할하는 한국학 자료센터(htt

p://www.kostma.net/)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한국학 자료센터 산하의

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에서는 古文書 17,726 ,古典籍 33,163 을 DB화

하 다(http://203.254.129.108/emuseum/service/),토지매매문기는 고창,고

흥,곡성, 양, 주,구례,김제,나주,남원,보성,부안,순창,순천,여수,

, 암,완주,임실,장성,장수,정읍,진안,함평,해남,화순 등 지역의

것들이 남아있는데 1703년부터 1910년까지의 자료들을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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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19세기 토지가격 장기추이

18-19세기에 걸쳐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하게 상승하던 토지가격

은 19세기 ·후반이후 폭등하는 양상을 보인다.1866년 이후의 當

百錢,1883년의 當五錢,1895년의 白銅貨의 유통과 濫鑄는 극심한

인 이션을 래하 고63)그 결과 토지가격 역시 등하 음이

확인된다.한편 화폐요인 외에 1890년 이후 미곡시장의 개방 한

물가상승에 향을 주었다.즉 토지가격은 해당 시 의 물가수 에

향을 받으며 특히 19세기 후반의 가격 등은 반 인 물가의

등에 기인하 다.그 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장기추이는 물가의

변화추이와의 계 속에서 살펴 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따라

서 매매문기상 가격을 물가수 ,즉 米價로 나 실질가격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64)여기서 미가는 장흥 보성과 인 한 암

63)元裕漢,1975《朝鮮後期貨幣史硏究》,한국연구원;宋贊植,1975《李朝의

貨幣》,한국일보사.한편 백동화의 량주조는 1898년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고 한다(吳斗煥,1991《韓國近代貨幣史》,韓國硏究員,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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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가를 심으로 구축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 다.65)

<그림 7>18-19세기 실질지가 추이

*비고1: 선은 체 추세선

*비고2:굵은 실선은 10년 단 평균 추세선

64)실질가격이란 시 이 다른 두 가격을 비교하기 해 재화의 가격을 물가수

으로 나 어 인 이션 효과를 수정한 값을 의미한다.매매문기상에 나

타나는 가격은 인 이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가격,즉 명목가격

(nominalprice)에 해당하며 이를 米價수 으로 나 어 인 이션 효과를

제거한 가격이 실질가격(realprice)에 해당한다.장기간에 걸친 토지가격 추

이의 의미를 살피기 해서는 실질가격 분석이 필수 이다.

65)李榮薰·全成昊,2000〈米價史 資料의 現況과 解說〉,《古文書硏究》 18.

계문서에 드러난 미가 정보,즉 租와 화폐의 교환값으로 등장하는 “作錢價”

가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다소간의 조정을

거친 결과임은 기존연구에서 지 한 바이다.그러나 한 암과 장흥 계문

서에서 확인되는 작 가가 그 추이에 있어서 동조성을 보임을 고려할 때(김

건태,2010앞의 논문,308-309쪽 ;김건태,2013앞의 논문,224쪽)계문서

의 미가 기록이 그 추이에 있어서는 실제 시장가격의 양상을 반 한다고 보

아도 무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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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에서 18-19세기에 걸친 논의 실질가격이 완만하게 하락

하고 있는 추세선이 확인된다.10년 단 평균 추세선을 보면,18세

기 동안 등락하며 상 으로 높은 수 을 유지하 던 실질지가는

19세기 반 이후 18세기에 비해 낮은 수 에서 진동하 다.19세기

실질지가의 하락은 1890년 반 이후 회복되어 다시 상승 국면에

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이와 같은 19세기 실질지가 하락의 원인과 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기존 연구에서는 19세기 실질지가의 하락이 사회

반 인 토지 생산성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는데 토지생산

성 하락의 근거로 지 량의 하락을 들었다.66)

토지가격이 지 량과 한 계에 있다는 은 앞 장에서 확인

한 바이다.따라서 19세기 지 량의 하락이 토지 실질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그러나 지 량은 바로 생산성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지 량은 토지에서의 소출량,즉 생산성을

반 함과 동시에 소출을 지주와 작인이 나눠 갖는 비율,즉 지 율

을 반 하기도 한다.따라서 지 량의 하락으로 인해 19세기 실질지

가가 하락하 다고 보았을 때,그 지 량이 생산성과 지 율 무

엇에 의해 하락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장흥지역에

서 지 량이 확인되는 몇 가지 사례를 비교함을 통해 19세기 지

량 추이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지 량 추이의 의미를

명확히 한 후에 19세기 실질지가 하락의 의미도 새롭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분석 상은 앞서 살펴보았던 장흥 장토이다.장흥 장토

의 지주경 은 宮差 掌 이하의 감 -사음에 의해 주도되었는

데,이는 민 부재지주경 과 유사한 형태 다.즉 향 사회의 평

과 작인들의 경제 처지에 해서,재지지주에 비해 상 으로

66)이 훈,2012앞의 논문 ;이 훈 편,2004앞의 책;安秉直·李榮薰 編著,

2002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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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울 수 있었다.

화성부는 4차례에 걸쳐 장흥장토를 매득하면서 매 차례 매득이

끝날 때마다 양안을 작성하 다.그 1796년 1차 매득을 마치고

작성한 양안을 보면 필지별 지 량이 도조의 형태로 책정되어있었

다.67) 책정된 두락당 도조량의 면별 평균은 11.84두( 흥면)에서

22.18두(부하면)에 이르 다.일반 으로 18세기 논 도지액이 평년의

병작반수 수 으로 정해졌음을68)고려할 때 의 액수 역시 평년

소출량의 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장흥 장토의 실제 지 수취는 執租의 방식으로 이루어졌

던 것으로 보인다.집조는 정률지 의 타작,정액지 의 도조와 달

리 수확 직 지주가 당해 농사의 작황을 看坪하여 지 량을 정하

는 것으로 種子와 租稅는 작인이 부담하는 한편 지 량은 수확량의

1/3정도 다.69)

용동궁은 1858년 千兢植이라는 사람을 장흥장토의 도장으로 차정

한 이후에도 지속 으로 收稅次 궁감을 지에 견하 고 지의

감 과 마름도 직 차정하 다.70)용동궁은 1868년 2월 29일 周達

福을 마름으로 차정하여 간평과 작인들의 農務감독 등의 임무를 착

실히 거행할 것을 명하기도 하 고 1905년 궁감을 견하여 看坪執

賭를 행한 후 지 량을 년보다 130여석 감해주기도 하 다.71)

67)《長 所在華城府屯畓量案》(奎18662).

68)김건태,2004앞의책,278,281쪽.

69)鄭勝振,1998〈19·20世紀 前半 農民經營의 變動樣相 -靈光 辛氏家의 作人

層을 심으로-〉,《經濟史學》 25,8쪽.

70)《龍洞宮謄 》 壬子(1852년),戊午(1858년)7월,戊辰(1868년)2월29일 ;

《龍洞宮公事冊》 庚辰(1880년),辛巳(1881년)5월25일,7월17일,辛卯(1891

년)8월21일,壬辰(1892년)8월14일,乙巳(1905년)10월30일.용동궁등록과

용동궁공사책은 탈 본을 참고하 다(고민정·안혜경·양선아·조 , 2015

《용동궁등록 탈 본》,소명출 ;고민정·안혜경·양선아·조 ,2015《용

동궁공사책 탈 본》,소명출 ).

71)《龍洞宮謄 》 戊辰(1868년)2월 29일 ;《龍洞宮公事冊》 乙巳(190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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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심책에 기재된 지 수취량을 보면 애 에 기록된 내용을 수정

하여 액수를 낮춰 새로 기재한 부분들이 심심찮게 에 띤다.즉 장

흥 장토에서의 지 수취는 궁방이 견한 궁감의 감독 하에 추수

직 작황을 고려하여 지 량을 정하고,실제 수취 과정에서 다시

상황에 따라 액수를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이상을 종합할

때,장흥 장토에서의 지 수취는 부재지주경 지로서의 특징과 더불

어 필지별 작황,즉 당해 소출량을 고려한 집조의 방식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장흥 장토 지 량 추이

*비고:굵은 선은 10년 단 이동 평균

의 그림은 장흥 장토 14개 면의 두락당 지 량 추이를 평균한

것이다.72)이를 보면 우선 1858년,1876년,1888년,1894년의 지 량

72)지 량 기록이 락된 1851-1875년의 기간은 기록이 남아있는 부내면 37두

락의 것을 활용하 다.지 량 기록이 남아있는 1843-1850년과 1876-1906년

의 면 별 지 량 추이는 상당한 동조성을 보이며 부내면의 지 량이 체

평균 지 량 추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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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확인된다.앞의 세 개 시 은 모두 자연재해로 흉년이 들었

던 해로,특히 1876년과 1888년은 기록 인 旱災가 있었다.조선 정

부에서 악한 강우량 기록을 정리한 조선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1876년의 강우량은 연평균의 반정도에 그쳤다. 한 1887-1889년

은 3년 연속 1876년과 비슷한 수 의 강우량이 기록되었으며 반

으로 19세기 후반의 기상은 가뭄과 홍수가 빈번히 반복되었음이

확인된다.73)그 여 로 1876년 이후 약 20년의 기간은 반 인 지

수취량이 단기 으로 등락하며 불안정하 다. 한 1894년의 지

량 락은 농민 쟁의 여 로 추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

황을 반 한다.그러나 그럼에도 흉년이 든 직후의 지 량을 보면

이 시 의 평년 지 량에 가까운 수 을 회복하 음이 확인된다.

즉 1876년 이후의 이상기후는 반 인 지 량 수 의 하락을 래

하 지만 농기반에 있어서 회복불능의 기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한 회령-천포-장동면의 장토 두락 수는 각 각 21-25-7두락 밖에

되지 않아 세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산술하 다.남면 35.5두락 필지는 반

기 8개년 지 량 기록이 락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 한 지 수

취 기록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119두락 필지는 1843년 이 시 에

이미 진 화 되었거나 궁방의 장악력을 벗어난 것으로 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18세기 후반 화성부의 매득으로 형성된 장흥 장토는 그 소속처

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처음과 같은 토지 장악력을 일 되게 유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최 7두락의 면 으로 매득한 필지에서 실

제 경작 면 은 2두락임을 행심책에 명시하는 등 토지의 成川,진 화,覆沙

등의 재해에 능동 으로 처하지 못하 음이 확인된다.그러나 이런 경우

들은 모두 최 매득 시의 두락 수를 기 으로 두락당 지 량을 산출하 기

때문에 의 그림은 실제 경작되던 면 의 단 당 지 량을 다소 과소평가

한 결과일 수 있다.

73)이 기간의 이상기후는 국에서도 확인되는데 1870년 참혹한 가뭄으로

인한 미가 등과 재앙이 잇달았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성호, 2002

〈18-19세기 조선의 기후,작황,가격의 변동에 한 연구 :미곡을 심으

로〉,《농 경제》 제25권 제2호,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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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년도 지 량
斗환산

지 량

두락당

지 량(추정)

壯勇營屯土

區處別單74)
1802 稅米1000石+ 租25,000斗+ 8.18斗+

長 屯島稅

錢陸畓賭租

捧上摠冊75)

1831 合租1908石18斗 租38,178斗 12.49斗

長 屯島稅

錢陸畓賭租

捧上摠冊76)

1836 合租1330石10斗 租26,610斗 8.70斗

<표 10>1802,1831,1836년 장흥 장토의 지 량

한편 행심책에서 확인되지 않는 1843년 이 의 지 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남아있는데 의 표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첫 번째 《壯勇營屯土區處別單》은 비변사에서 장용

후 그 둔토들의 이속 처리내용을 보고한 것인데,이를 보면 장흥

둔토는 내수사로 이속된다는 과 그 稅米액이 1000석임이 확인된

다.이는 앙에서 악하고 있던 장흥 둔토의 상납액으로 실제 지

수취액에서 운송비와 각종잡비를 제한 액수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지 수취량은 이를 상회하 을 것이다.

《長 屯島稅錢陸畓賭租捧上摠冊》에는 수지 던 장흥 내덕도·

산일도 등 6개 섬의 稅錢과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장흥장토,즉 陸

畓의 도조 상납액이 기재되어 있다.장흥 장토와 련해서는 6개 倉

에 모인 도조액수와 屯屬料 船價 등 잡비를 제하고 남은 액수를

작 하여 상납한 내용이 확인된다.77)

74)《備邊司謄 》 순조 2년 9월2일.

75)奎 20485

76)奎 20435

77)두 책의 작성연도가 간지로만 나와 있어 연 를 추정해 본 결과 작성연도

는 각각 1831년과 1836년임이 확실하다.우선 책 말미에 있는 장흥부사 수

결란에 더불어 기재된 장흥부사의 성씨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첫 번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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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책에서 확인되는 1831년과 1836년 장흥 장토의 지 수취량은

각각 38,178두와 26,610두 다.이를 행심책에서 확인되는 1843년 경

작 두락수로 나 어 보면 각각 두락당 12.49두와 8.7두의 수 임을

알 수 있다.행심책에서 확인되는 1843-1850년의 총 지 수취량 평

균이 29,551두임을 고려할 때 수치는 1843년 이후의 지 량 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같이 1843년 이 시 의

지 수 도 그 이후의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재지주지로서 장흥 장토의 비교 상으로 같은 장흥부 용산면

상 리의 수원 백씨 계답과,같은 장흥부에 거주하던 인천 이씨가

족계답 자료에 확인되는 지 량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78)동일

한 장흥지역 내에서 지주경 의 성격을 달리하는 필지들의 지 량

추이를 통해 부재지주경 과 문 지주경 의 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즉 동일 지역 내 상이한 성격의 지주경 지에서 나타나는 지

량 추이 양상을 통해 지 량의 성격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79)

은 장흥부사李,두 번째 책은 장흥부사朴이 각각 수결을 하 는데 1831년

장흥부사는 李昞植,1836년 장흥부사는 朴來益으로 성씨가 일치한다.두 책

의 작성년도를 1891년과 1896년으로 본다면 해당 시 장흥부사는 金升集,

李根豊으로 성씨가 일치하지 않는다. 한 1895년 행정체계 개편으로 장흥

부는 장흥군으로 즉 장흥부사는 장흥군수로 명칭이 바 어 연 기자료에 등

장한다.그러나 뒤의 책에선 여 히 장흥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 음을 고

려할 때 행정개편 이 ,즉 1836년에 작성된 책이라 볼 수 있다(《承政院日

記》 참고).

78)인천 이씨가 족계답 지 량은 미간행 자료로 이 훈의 논문 부표에 제시된

지 량 기록을 활용하 다(이 훈,2012앞의 논문).

79)부재지주지의 지 량 추이를 확인한 몇 건의 연구들이 있었지만,같은 군

내에서 부재지주지와 재 지주지의 지 량을 직 비교한 사례는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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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장흥 계답 지 량 추이

장흥 수원 백씨와 인천 이씨 계답은 상당수가 장흥부 남면( 용

산면)에 치한 필지들이었다.백씨의 세거지는 남면 상 리,이씨의

세거지는 곡리로 같은 곡들을 공유하는 인 지 으며80)이들이

매득한 필지들 한 남면과 인근 지역에 소재해 있었다.즉 의 계

답들은 체로 유사한 농업환경 조건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

결과 각각의 지 량 추이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체로 19세기

반 이후 지 량이 꾸 히 하락하여 1890년 반 이후 회복 국

면을 맞는다.187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지 량 수 의 다소간

하락은 앞서 장토에서도 확인되었으나 계답의 경우 그 이 부터 지

속 으로 지 량이 하락하 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80)장흥부 내에서 인천 이씨가 세거하던 곳은 남면 곡리 다(최순권·손

원·김지애,2011《칠리안속 상 마을》,국립민속박물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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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장흥 장토와 계답 지 량 추이 비교

의 그림은 장토와 계답의 지 량 시기가 겹치는 1843-1906

년의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계답의 지 량은 앞서 보았던 4개 계답

의 지 량을 평균하여 구하 다.궁방과 민간에서 사용하는 量器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양자의 지 량 수치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다만 황해도 지역 궁방 에서 사용하는 宮升·斗가 민간의 것보다 약

간 컸다는 사실을81)고려할 때 장토의 두락당 지 량이 상 으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은 있다.여기서는 장토와 계답 지 량 “추

이”의 상이함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토와 계답 지 량 추이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첫 번째,장토와 계답이 유사한 농업 환경에 처해있었음을 알 수 있

다.양자의 지 량은 低點과 高點이 체로 일치하 다.1850년

반과 1858년,1876년과 1888년 1894년은 장토와 계답에서 모두

지 량이 락하 던 시기로 동일한 자연재해의 향을 직면하고

81)혼다 코스 외,2013《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Ⅰ 황해도·평안도·함경도》,

민속원,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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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의미한다. 한 1848년과 1855년의 고 과 흉년 직후 지

량이 반등하는 양상에서도 양자는 유사한 경향을 보 다.

그러나 두 번째로,유사한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지 량

은 1860년 반 이후 상이한 추이를 보 다.장토의 지 량은

1876년 이 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에 반해 계답의 지 량은

1860년 반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 다.한편 1876년 한재 이

후 반 인 지 량의 하락세 속에서도 양자의 지 량 수 은 이

시기와는 다른 뚜렷한 격차를 보 다.즉 장토에 비해 계답의 지

량 수 이 반 으로 낮았음이 확인된다.

<그림 11>장흥 계답 지 량 비 장토 지 량 추이

의 그림은 계답지 량 비 장토지 량을 나타낸 것으로 계답

의 년도별 지 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장토의 지 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다.이를 보면 1860년 까지 장토지 량은 계답지 량

의 100%에 근 한 유사한 수 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그 이



- 53 -

후인 1868년 장토의 지 량은 계답의 2배에 가까운 수 으로 등

하며,가뭄이 들었던 1876년에는 무려 계답 지 량의 6배가 넘는 수

치를 기록하 다.

이처럼 유사한 농업환경에 처해있던 장토와 계답의 지 량 추이

가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만약

이 지 량 추이가 실제 토지 생산성 추이를 반 하는 것이라면,같

은 장흥부 내에서 族契畓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부재지주지 장토의

생산성은 하락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려야할 것이다.그러나 장흥

장토는 특정 員坪에 집 된 것이 아니라 14개 面에, 한 한 면 내

에서도 산재되어 분포해 있었는데,유독 장토에 해당하는 필지에서

만 생산성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무리한 해석이다.계

답 추수기에 등장한 필지들의 총 두락 수는 313두락임에 반해 장흥

장토의 경우 같은 장흥부 내에서 3000두락이 넘는 경작 면 을 차

지하 다.이를 고려할 때 장토의 지 량 추이가 외 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같은 장흥부 내에서의 상이한 지

량 추이가 의미하는 것은 각 각의 생산성의 상이한 향배가 아니라

상이한 지 율의 용,즉 지 율의 차이가 존재하 다는 사실이다.

장흥계답의 지 량이 생산성을 정확히 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은 보성 태안의 지 량과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보성

양씨와 태안 조씨가의 토지매매문기를 보면 동일 필지 거래 문서들

을 묶어 둔 띠지에 도조액이 기재된 경우들이 있다.띠지에는 매득

필지의 치,규모,가격 매득날짜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보성

양씨의 경우 “禾每 8石”등의 표 으로,태안 조씨의 경우 “元稅,稅

租,賭租,元租 1石”등의 표 으로 도조액을 기록해 두었다.82) 체

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반에 한정되어있긴 하지만 그 구체

82) 光武八年甲辰十一月二十九日松谷面深松村前薄字畓二斗落結四卜二束天水坪

履字畓六斗落結二十九卜錢文六百五十兩旧文二丈得於金在七訂曺承煥禾每年八

石 ;泰安北一莊作(...)鄭汝漢處買得文記元稅1石15斗甲午8月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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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보성

년도 두락 수
두락당

지 (斗)
년도 두락 수

두락당

지 (斗)

1852 2 17 1883 4 22.5

1877 16.5 10.91 1893 5 12

1887 7.5 12 1895 11 21.4

1889 3 10.67 1898 7.5 19.33

1891 1.5 20 1899 12 17.78

1894 13.8 14.57 1900 14 18.75

1898 6 10.83 1901 18 18.13

1899 25 10.52 1902 1.5 20

1900 3 20 1903 3 20

1901 14.8 12.16 1904 20 20

1902 11.3 13.81 1905 36.5 17.33

1903 12 15.25 1906 51 19.61

1904 7 12.86 1907 26 19.08

1905 27.1 13.91 1908 1 20

1906 8 15 1909 7 17.5

1910 23 17.4

체 158.5 13 체 240.5 18.69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태안·보성지역 두락당 지 책정액

의 표를 보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반에 걸친 기간 동안,

태안과 보성에서 각각 두락당 13두,18두 정도의 지 가 책정되었음

이 확인된다.한편 실제 지 수취량 역시 지 책정액과 유사한 수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양씨가 고문서 남아있는 秋捧記 한 건을

살펴보면 실제 지 수취량과 지 책정액 간에 큰 차이가 없다.83)송

83)김 ,2013〈한말~일제강 기 보성 제주양씨가의 토지집 과 경 -

매매문서를 심으로 -〉, 북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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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에 세거하던 양씨가는 1905년 겸어면 논 21두락에 한 추 기

를 작성하 는데 해당 필지들은 같은해 ‘朴承旨宅’에 1300냥을 주고

매득한 것들임이 매매문기에서 확인된다.양씨가는 21두락에 해

총19석 10두의 지 를 수취하 고 이는 두락당 18.6두에 달한다.두

락당 18.6두의 지 량은 1905년 도조책정액이 확인되는 36.5두락에

서의 두락당 도조액(17.33두)을 오히려 상회하는 높은 수 이었다.

추 기에는 겸어면 琴谷坪의 金允中이라는 사람이 지 를 거두어

다음해 여름 石당 18냥씩 작 하여 얻은 350냥으로 孟자답 5두락을

새로 매득하 음이 기록되어있다.실제로 1906년 5월 金永采에게

350냥을 주고 매득한 매매문기가 확인된다.

양씨가 세거지인 송곡면과 해당 필지들이 치한 겸어면은 거리

는 멀지 않지만 조계산에서 내려온 산 기가 두 지역을 가로막고

있어 왕래가 쉽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양씨가에서는 겸어면

논을 리할 리인을 지에 두었고 그를 통해 처음 지 책정액

과 근사한 수 의 지 를 수취할 수 있었다.보성 양씨는 이처럼 높

은 수 의 지 를 실제 수취함을 통해 새로운 땅을 사들이며 토지

를 집 해 나갔다.

보성 태안과 비교해볼 수 있는 1890-1910년의 기간 동안 장흥

계답에서의 년도별 지 수취량 평균은 두락당 5.4두에 불과했으며

가장 높았던 1896년에도 7.08두를 수취하는 데에 그쳤다.한편 1864

년 동지계와 문계에서는 계답의 필지별 지 수취액을 정하여 “禾穀

元定記”라는 이름으로 용하기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이를 보

면 총 61두락에 627두의 지 를 책정하 는데 이는 두락당 10.28두

에 해당한다.그러나 1865년 이후 5년간 동지계와 문계답 지 수취

량의 평균은 두락당 5.9두에 그쳤다.즉 계에서는 애 에 두락당 10

두 안 을 지 수취의 定量으로 보았고 실제로 수취할 때에는 그

마 도 일 되게 지켜나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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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과 태안의 장기 인 지 수취량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직

인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지 책정액과 단편 인 秋捧記 내용

들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에서의 지 량은 장흥계답에 비해 많았음

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내용을 시사한다.즉 장흥 계

답의 지 량 추이는 실제 생산성보다는 지 율 하락의 궤 을 더욱

잘 반 한다고 볼 수 있다.장흥 계답의 지 량은 장흥 장토에 비

해,나아가 민 지주경 지에 비해서도 낮았다.84)최 174.3두락에

달하 던 계답의 규모를 생각할 때 계에서 매득한 필지들에서만 생

산성이 하락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계답의 지 량에는 다

른 곳과 다른 지 율이 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계답의 지 율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기존연구들에서 제시

하는 바와 같이,토지를 기 으로 부과되던 세 량의 증가를 들 수

있다.조선후기에는 田稅·大同米·三手米·結作외에 다양한 명목의 부

가세가 토지를 기 으로 부과되어갔는데 세와 부가세를 총칭한

이른바 田結稅의 항목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85)

정약용의 언 과 만기요람의 규정에 따르면 1결당 세는 조 100두

정도 다고 한다.86)경북 풍기지역 부재지주지 사례를 보면 19세기

84)1890년 이후 보성과 태안의 지 책정액이 장흥 장토의 지 수취량보다

높은 수 이었던 원인으로 우선 장토에 처음 규정된 지 수 이 그리 높지

않았던 을 들 수 있다.화성부 매득으로 형성된 장흥 장토는 형성 기에

장용 의 둔토로서 존재하 다.황해도 안악군수 李始源에 따르면 장용

둔 은 애 에 “只取三分一”을 하여 “民 其利”하 다고 한다(《備邊司謄

》 정조22년 3월18일).장용 후에도 이 같은 비율은 유지된 것으

로 보이며 수확량의 1/3을 수취하는 執租방식으로 지 수취가 이 졌다는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한편 시간이 갈수록 장토에 한 궁방의 장악력

이 약화되어갔던 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특히 1894년 甲午陞摠으로 단

행된 무토면세 궁방 조치는 면세결의 68-75%에 달하는 토지를 民結

化한 것으로 격 인 것이었다(趙映俊,2008〈18世紀後半~20世紀初 宮房

田의 規模,分 變動〉,《朝鮮時代史學報》 44,177쪽).장흥 장토는 이

조치와 무 한 곳이었지만 용동궁에서 갑오승총 이후 장흥장토에 한 지

수취에 난항을 겪었던 사실 한 확인된다(『龍洞宮公事冊』 甲辰 11月).

85)송양섭,2008〈부세제도와 농민생활〉,《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지

식산업사,413-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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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결당 100두의 田結稅를 실제 납부했음이 확인된다.87)한편 두

락을 기 으로 보았을 때 18세기 경북 칠곡과 19세기 남 암에

서모두 두락당 3두 정도의 田結稅를 납부하 다.88)

장흥 수원백씨 사례에서도 19세기 반 결세는 결당 100두 수

이었다.1859년 하반기,서계에서는 1결11부9속에 해 111.9두의 세

을 납부하 는데 이는 정확히 결당 100두에 해당하 다.그러나

19세기 후반의 상황을 보면 결세량이 약 20% 상승하 음이 확인

된다.1885년 문계에서는 54부4속에 해 66두의 세 을 납부하 는

데 이는 결당 121.32두에 달하 다.결부수가 기재되지 않아 확증할

순 없지만,두락당 결세량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감지된다.1828년과

1846년 문계에서 납부한 두락당 결세량은 각각 3.32두,3.2두 다.

한편 1881-1894년간 동지계와 서계에서 82두락에 해 납부한 결

세 총량은 458두 는데 이는 두락당 5.59두에 달한다.풍흉에 따라

매 년 그 양이 달라지는 지 와 달리 결세는 체로 결부수에 따

라 고정된 액수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당했다.

19세기 후반 앙에서 부세운 의 경직성 한 농민들의 부담을

부추겼다.실제로 조선정부가 매년도 작황을 악하여 稅를 감면한

給災結數 추이는 1860년 이후 풍흉과 무 하게 지속 으로 하락하

다.89)이 시기의 재결수가 매년 풍흉에 따라 큰 폭으로 편차

를 보임과 달리 1840년 이후의 재결수는 1876년의 가뭄 시기를

제외하고는 확연히 편차가 어들었다.이는 풍흉에 따른 세 감면

의 탄력성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되었음을 의미한다.

86)김건태,2004앞의 책,267쪽 ;안병직,2012〈다산의 부개 론〉 《다산

정약용 연구》,사람의무늬,289쪽.

87)金建泰,2005앞의 논문,253쪽.

88)김건태,2004앞의 책,267,395쪽.

89) 성호,2002앞의 논문,21쪽 ;임성수,2013〈 度支田賦  를 통해 본 호

조의 재원 악방식과 재정구조 변화〉,《民族文化硏究》 59,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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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결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수원백씨 계에서는 이 과 같은 지 율을 용하여 지 를

수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따라서 반 인 지 율을 낮춰주기도 하

고 흉년에는 결세를 다량 보 해주기도 하 다.특히 1876년 계답

의 지 량이 장토의 1/6에 불과하 다는 은 흉년이 들었을 때 계

에서의 지 율 인하폭이 컸음을 의미한다.한편 동지계에서는 1860

년 반 이후로 약 10년 동안 결세를 거의 보 해주지 않았는

데 이 시기는 계답의 지 량이 장토의 그것과 달리 하락세에 어

들었던 때이다.즉 계에서 결세를 보 하지 않는 신 지 량을

낮춰주기도 하면서 세 지출에 항하고자 하 던 것이다.

결세 압박과 지 율 하락이라는 19세기의 조건 속에서 토지가

갖는 가치는 이 시기에 비해 완만하게 하락하 다.계답과 같은

재지지주지에서 지 율 인하에 따른 지 량 하락은 토지로부터의

지 이윤을 축소시켰으며 사회 반 인 토지 실질가격의 완만한

하락을 래하 다.구한 말 일본인 농학자가 각 지역의 군청직원

혹은 부유한 지주가를 상 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 /토지가격’,

즉 토지 이윤율이 라도와 경상도의 경우 10% 내외,황해도의 경

우 12% 정도 다.90)이는 앞서 19세기 · 반 궁방 에서의 토지

가격 비 지 책정액의 비율이 18-27%에 달했던 바와 비교할 때

낮은 수치이다.즉 토지 매득을 통한 지주들의 이윤이 정체되어있는

19세기의 상황은 토지를 통한 부의 축 과 재생산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세농민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없었다.구한 말

목포의 농민이 일본인에게 땅을 팔기 해 직 찾아온 사례가 흥

미롭다.91)“토지를 소유하면 그에 부과되는 세 이 막 하여 속히

90)미츠나리 오야이치로 외,2013《한국토지농산 조사보고 Ⅲ 경상도· 라

도》,민속원,565쪽 ;혼다 코스 외,2013앞의 책,215쪽.

91)미츠나리 오야이치로 외,2013앞의 책,308-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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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기를 바란다”는 농민의 원성은 세농민의 입장에서 토지를 소

유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만만찮은 일이었음을 의미한

다.

같은 시기 국에서도 비슷한 상이 벌어지고 있었다.친후이는

국 건말기 토지 계의 본질을 논하면서,부세의 지세화와 고율

의 부세율이 토지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그 결과 토지가격이 매우

낮은 수 에 있었다고 보았다. 세농민이 토지소유를 ‘禍’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다는 그의 설명92)은 18-19세기 조선사회에 해서도 일

정하게 유효한 듯하다.

92)친후이·쑤원 ,유용태 역,2000《 원시와 시곡》,이산,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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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 논문은 18-19세기 토지가격 변화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

펴보고,토지가격의 장기 인 변화추이와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

다.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가격에 향을 주는 요인들은 농업환경의 변화와 지주경 의

조건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농업환경은 개간과 수

리시설의 정비 등 인력을 통해 변화하기도 하 고 자연재해 흉

년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 는데,각각 토지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향을 주었음이 확인된다.즉 토지가격은 기본 으로 토지생산성의

변화에 의해 등락하곤 하 다.

한편 지주경 의 조건과 토지가격의 계를 확인해 본 결과,토지

가격은 지 량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궁방에서

특정 시 에 매득한 토지들의 가격과 도조책정액의 계에서 확인

된다.매득 필지별 도조량은 토지가격을 기 으로 일정한 비율로 일

책정되었다. 한 남 장흥 장토의 사례를 보면,도조책정액이

아니라 실제 지 수취량과 토지가격간의 비례 계 역시 확인된다.

일반 민 에 해당하는 보성 양씨가 사례에서도 지 책정액과 토지

가격의 상 성이 확인된다.이는 지주입장에서 토지매득 가격을 그

토지에서 얻게 될 지 량의 수 과 연동시켜 생각하 음을 의미한

다.

이와 련하여 부재지주로서 궁방의 토지매득 양상을 더욱 상세

히 살펴보았다.그 결과 토지 방매인을 작인으로 택정하는지 여부가

거래가격에 향을 미쳤음이 확인된다.방매인이 그 토지의 작인으

로 계속 경작하게 되는 경우의 토지가격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

해 10-20% 정도 낮았다.지 량과 토지가격이 매우 한 비례

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토지를 방매하고 그 토지의 작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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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경우,토지방매가격이 인하됨과 동시에 차후 상납해야할 지

량 한 인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지주입장에서 생산성이

같은 필지라 해도 그 필지에서 수취할 지 수 에 한 상에 따

라 거래 가격이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즉 토지가

격은 토지생산성만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득하는 개별

지주들의 농업경 사회 조건에 따라 다양성과 유동성을 갖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18-19세기 토지가격의 장기추이를 물가(米價)수 으로

나 어 실제 토지의 가치,즉 실질가격을 확인해 보았다.그 결과

19세기의 토지 실질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하 다.

실질지가 하락의 원인과 의미를 규명하기 해 토지가격과

한 계에 있는 지 량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19세기

반 이후 재 ·문 지주지에서의 지 량이 하락하 음을 확인하

다.지 량은 생산량과 지 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19세기 지 량 하

락의 주원인은 지 율의 하락에 있었다.부재지주지로서 장흥 장토

와 재 ·문 지주지로서 장흥 契畓의 지 량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19세기 반 이후 양자 간의 지 량 차이는 확연하 다.즉 후자의

경우 지 량의 확연한 하락세가, 자의 경우 소폭 하락 내지 안정

세가 확인된다.자연재해가 거듭되었던 1876년부터 20년 가량의 기

간 이외에,장토 지 량은 지속 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이는

19세기 토지생산성에 심각한 기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답 지 량의 하락세는 지 율의 인하를 반 한다.

장흥 계답의 지 율 하락은 19세기 후반 증가하는 田結稅량에 기

인하 다.수원 백씨 문계·서계·동지계 회계장부에 기재된 단 당

결세량을 살펴본 결과 19세기 반 이후의 증가세가 확인된다.이

는 19세기 반 이후 국의 재결수가 어들고 년도별 풍흉에

따른 세 감면의 탄력성이 약화되었다는 에서도 뒷받침된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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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결세 부담에 해,계에서는 이따 결세의 일부 혹은

량을 보 해주기도 하 고 지 율을 낮추어주기도 하 다.

결세량의 증가로 인한 지 율의 인하는 재 ·문 지주지에서의

지 량 하락을 래하 고,이는 토지에 한 지주들의 이윤을 정체

혹은 축소시켰다.그 결과 토지가 갖는 가치,즉 실질가격은 완만하

게 하락하는 방향으로 개되었다.그 결과 세농민의 경우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 에 버거움을 느 을 것이고 지주의 경우 지

이윤이 만 못함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지주제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이었다.지 이윤

이 정체되어있던 상황에서 토지만을 통해 부를 축 한 지주들이

면 으로 등장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본격 인 지주의 등장은

1890년 미곡시장 개방의 향이 본격화된 이후 곡물 매로 인한

수입에 을 뜬 이들에 의해 가능하 을 것으로 보인다.본고에서

활용한,다량의 토지매매문기를 남긴 보성 양씨가와 태안 조씨가의

사례가 실제로 그러했다.이들은 1890년 반을 넘긴 시 에서야

본격 으로 토지를 매득하기 시작하 으며 그 결과 보성 양씨의 경

우 1910년 에 1000두락 이상을 소유한 지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조선후기의 조건은 토지 자체만을 수단으로 한 부의 확 재생산

이 용이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되었다.농민들에게 토지는 재산증

식을 한 투자의 상이라기보다는,단지 여유가 있을 때 사들이고

지출이 있을 때 처분하는 재산으로서 의미를 가졌다.조선후기 토지

거래의 빈발함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라도와 황해도 지역을 상

으로 하 기에 분석 내용의 의의는 제한 일 수 있다.이에 다양한

지역 사례에 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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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 府所在華城府屯畓量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666)

《長 府所在華城府屯畓量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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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長 府所在華城府屯畓量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668)

《長 府所在華城府屯畓量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660)

《全羅道長 府所在淑善翁主房屯土打量冊》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890)

《全羅道長 府所在陸畓量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638)

《全羅道長 府所在陸畓量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640)

《全羅道長 府所在陸畓量》(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641)

《內 司來長 田沓中移劃草成冊》(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741)

《全羅道長 府所在丙午陸畓行審謄書》(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917)

4.고문서

보성 제주양씨 고문서 (원 학교 소장)

태안 평양조씨 고문서 (토지주택박물 소장)

《書契冊》 (장흥군 용산면 상 리 進修齋 소장)

《門契用下記》 (장흥군 용산면 상 리 進修齋 소장)

《冬至契》 (장흥군 용산면 상 리 進修齋 소장)

5. 산데이터 베이스

한국학 앙연구원,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

(http://203.254.129.108/emuseum/service/)

6.기타

《龍洞宮完文節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8343)

《長 屯島稅錢陸畓賭租捧上摠冊》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20485)

《長 屯島稅錢陸畓賭租捧上摠冊》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20435)

《內 司及各宮房田畓摠結 奴婢摠口都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9823)

《國有地調査書(抄)》 (국사편찬 원회,KO B13G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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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財産整理局 編,《臨時財産整理局事務要綱》,臨時財産整理局,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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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김희호,2011《조선후기 토지소유계층과 지가변동》,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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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가격 년도 가격 년도 가격 년도 가격

1700 1727 12.50 1754 10.88 1781 8.92

1701 1728 11.10 1755 20.80 1782 9.54

1702 1729 9.67 1756 7.60 1783 16.13

1703 1730 5.00 1757 14.11 1784 11.37

1704 1731 9.99 1758 10.42 1785 10.30

1705 1732 8.76 1759 10.23 1786 10.32

1706 1733 7.67 1760 14.62 1787 15.98

1707 1734 4.10 1761 9.04 1788 8.53

1708 8.50 1735 17.00 1762 6.50 1789 7.04

1709 12.38 1736 18.99 1763 7.09 1790 8.65

1710 9.33 1737 10.97 1764 7.89 1791 8.40

1711 12.33 1738 6.20 1765 10.13 1792 12.57

1712 15.93 1739 17.50 1766 14.26 1793 9.99

1713 1740 7.91 1767 11.56 1794 19.28

1714 1741 12.94 1768 10.71 1795 12.89

1715 1742 9.71 1769 11.55 1796 9.55

1716 1743 15.25 1770 9.14 1797 7.49

1717 1744 8.33 1771 10.06 1798 9.95

1718 1745 8.82 1772 11.78 1799 7.51

1719 7.63 1746 14.31 1773 6.60 1800 10.95

1720 1747 6.50 1774 12.68 1801 18.74

1721 12.32 1748 16.00 1775 10.12 1802 18.52

1722 20.00 1749 11.63 1776 13.61 1803 16.58

1723 13.10 1750 5.13 1777 9.72 1804 12.24

1724 15.25 1751 6.43 1778 14.49 1805 11.60

1725 5.45 1752 11.05 1779 11.01 1806 5.00

1726 8.40 1753 11.22 1780 12.08 1807 15.46

<별표 1>장흥,태안,보성 호남지역 평균 두락당 논가격 (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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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가격 년도 가격 년도 가격 년도 가격

1808 11.89 1835 21.12 1862 15.78 1889 36.88

1809 11.55 1836 12.25 1863 21.00 1890 53.22

1810 10.64 1837 15.22 1864 21.20 1891 37.17

1811 15.63 1838 6.47 1865 19.53 1892 76.07

1812 16.67 1839 12.49 1866 21.14 1893 122.05

1813 7.80 1840 13.94 1867 23.83 1894 90.17

1814 6.83 1841 23.27 1868 19.31 1895 39.68

1815 11.26 1842 15.88 1869 20.35 1896 54.16

1816 5.33 1843 16.54 1870 27.71 1897 37.68

1817 10.47 1844 16.51 1871 25.70 1898 55.14

1818 5.01 1845 17.45 1872 31.09 1899 58.18

1819 9.33 1846 12.25 1873 42.67 1900 66.28

1820 8.97 1847 18.28 1874 32.32 1901 55.34

1821 6.23 1848 15.29 1875 24.28 1902 70.94

1822 7.86 1849 15.76 1876 22.19 1903 71.62

1823 5.33 1850 12.90 1877 15.50 1904 82.33

1824 9.87 1851 11.58 1878 21.35 1905 90.86

1825 18.73 1852 11.19 1879 22.36 1906 79.77

1826 8.47 1853 8.51 1880 20.46 1907 62.85

1827 10.58 1854 16.88 1881 20.49 1908 67.56

1828 16.22 1855 12.65 1882 14.97 1909 53.02

1829 15.06 1856 17.62 1883 22.55 1910 45.71

1830 10.85 1857 14.02 1884 25.67

1831 11.08 1858 18.92 1885 34.62

1832 10.37 1859 14.52 1886 33.71

1833 17.51 1860 13.01 1887 32.80

1834 14.61 1861 11.10 1888 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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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가격 년도 가격 년도 가격 년도 가격

1700 1727 7.35 1754 8.00 1781 4.96

1701 1728 6.38 1755 8.85 1782 4.06

1702 1729 6.04 1756 2.35 1783 5.20

1703 1730 3.21 1757 8.30 1784 4.32

1704 1731 4.23 1758 7.90 1785 5.92

1705 1732 2.80 1759 7.63 1786 3.95

1706 1733 2.56 1760 8.30 1787 6.19

1707 1734 2.91 1761 4.94 1788 5.65

1708 1735 20.24 1762 1.92 1789 3.74

1709 1736 13.96 1763 2.23 1790 4.41

1710 1737 6.27 1764 4.87 1791 3.87

1711 1738 3.39 1765 6.58 1792 4.35

1712 1739 12.07 1766 9.84 1793 4.18

1713 1740 5.65 1767 1794 9.79

1714 1741 8.57 1768 1795 5.18

1715 1742 6.98 1769 1796 4.85

1716 1743 14.39 1770 1797 4.03

1717 1744 7.51 1771 1798 4.01

1718 1745 6.68 1772 1799 3.63

1719 5.02 1746 11.45 1773 1800 7.55

1720 1747 5.20 1774 1801 10.24

1721 6.73 1748 10.96 1775 1802 13.52

1722 10.26 1749 9.30 1776 1803 9.48

1723 6.89 1750 3.85 1777 5.49 1804 6.24

1724 11.47 1751 3.78 1778 7.25 1805 5.80

1725 3.30 1752 7.22 1779 5.22 1806 2.76

1726 4.67 1753 8.83 1780 5.86 1807 9.72

<별표 2>장흥,태안,보성 호남지역

평균 두락당 실질 논가격 (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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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가격 년도 가격 년도 가격 년도 가격

1808 6.91 1835 7.41 1862 5.04 1889 3.62

1809 3.22 1836 3.38 1863 5.79 1890 13.68

1810 2.84 1837 4.06 1864 5.31 1891 7.43

1811 8.73 1838 1.81 1865 4.62 1892 10.14

1812 9.31 1839 3.16 1866 4.78 1893 11.10

1813 3.63 1840 4.08 1867 5.76 1894 7.84

1814 1.55 1841 10.12 1868 4.32 1895 4.18

1815 2.89 1842 6.13 1869 3.84 1896 6.44

1816 3.44 1843 5.84 1870 4.17 1897 4.35

1817 5.85 1844 6.07 1871 3.86 1898 7.26

1818 2.67 1845 6.92 1872 4.36 1899 4.78

1819 5.69 1846 4.90 1873 6.03 1900 6.43

1820 4.93 1847 7.23 1874 6.96 1901 4.42

1821 2.78 1848 7.05 1875 5.91 1902 4.29

1822 3.30 1849 8.38 1876 2.78 1903 3.67

1823 2.79 1850 5.54 1877 2.43 1904 4.75

1824 5.88 1851 4.11 1878 7.41 1905 6.28

1825 10.41 1852 3.03 1879 8.02 1906 5.14

1826 4.23 1853 2.77 1880 6.04 1907 3.96

1827 6.12 1854 8.52 1881 4.54 1908 5.00

1828 6.54 1855 7.31 1882 3.71 1909 4.49

1829 4.99 1856 9.85 1883 4.07 1910 3.57

1830 5.42 1857 5.97 1884 4.28

1831 5.41 1858 5.11 1885 5.33

1832 3.73 1859 4.82 1886 4.99

1833 3.89 1860 5.51 1887 5.18

1834 3.71 1861 3.41 1888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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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장토 계답 년도 장토 계답 년도 장토
계
답

1818 15.00 1845 7.92 10.41 1872 9.38 7.81

1819 12.50 1846 10.39 12.17 1873 9.16 6.90

1820 10.00 1847 11.44 9.60 1874 9.65 7.30

1821 14.13 1848 12.66 11.70 1875 10.54 7.78

1822 14.18 1849 11.03 10.71 1876 2.88 0.47

1823 13.20 1850 10.02 10.07 1877 4.09 2.57

1824 9.44 1851 9.46 7.42 1878 7.58 7.07

1825 11.83 1852 7.78 6.37 1879 9.65 6.62

1826 11.47 1853 8.59 7.69 1880 9.58 5.24

1827 8.27 1854 8.38 9.84 1881 8.38 4.52

1828 9.30 1855 11.89 10.19 1882 8.99 7.01

1829 11.86 1856 10.81 10.27 1883 6.37 4.11

1830 11.94 1857 9.51 9.43 1884 7.43 5.12

1831 10.86 1858 4.84 3.35 1885 6.14 7.51

1832 14.11 1859 9.24 12.98 1886 8.75 7.12

1833 9.73 1860 9.24 9.17 1887 7.43 4.95

1834 12.69 1861 8.84 9.73 1888 2.31 0.74

1835 12.42 1862 10.16 10.48 1889 6.81 2.88

1836 9.01 1863 9.51 7.46 1890 8.36 5.04

1837 8.35 1864 10.95 10.39 1891 8.28 4.82

1838 8.02 1865 11.08 8.35 1892 9.00 5.40

1839 10.78 1866 11.68 7.63 1893 6.01 3.02

1840 10.39 1867 10.89 7.62 1894 3.69 1.96

1841 9.66 1868 11.43 5.94 1895 5.60 3.63

1842 9.48 1869 11.16 6.22 1896 8.46 7.08

1843 8.46 10.01 1870 9.46 5.28 1897 8.54 5.46

1844 9.80 10.34 1871 9.86 9.11 1898 9.89 6.30

<별표 3>장흥 장토와 계답 평균 두락당 지 량 (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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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장토 계답

1899 7.57 3.96

1900 8.36 5.27

1901 8.89 6.93

1902 8.29 6.53

1903 8.21 6.24

1904 8.50 6.41

1905 7.70 5.53

1906 8.59 6.21

1907 5.92

1908 5.83

1909 6.85

1910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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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結負數(束) 결세(斗) 결세(錢) 결당 결세(斗)

1859 483 14.49 114.29 

1859 후 1119 111.9

1877 2086 156.45

1877 후 1627 120.77

1878 3969 238.5

1878 후 2321 99.82

1885 후 544 66 121.32 

년도
두

락

결세

(斗)

두락당

결세

(斗)

년도
두

락

결세

(斗)

두락당

결세

(斗)
182831 103 3.32 1868 8 8.4 1.05

183420 30 1.5 186910 3.7 0.37

1835 7 2 0.29 187010 3.7 0.37

183835 58 1.66 187110 3.7 0.37

1839 8 12 1.5 187914 30 2.14

1840 8 10 1.25 188112 60 5

1841 7 2 0.29 1882 4 60 15

1846 5 16 3.2 1884 5 26 5.2

1848 5 8 1.6 188517 92 5.41

185227 167 6.19 188928 125 4.46

185315 78.2 5.21 189211 69 6.27

185817 59.9 3.52 1894 5 26 5.2

<별표 4>장흥 계답 결당 결세량

<별표 5>장흥 계답 두락당 결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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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dPricesChangeanditsMeaning

in18th∼19thCenturyJoseon

Lee,Yonghoon

DepartmentofKoreanHistory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paperexaminedthefactorsthatinfluencedthechangesin

landpricesduring the18th~19thcenturyJoseon,andidentified

thelong-term changesofthelandpricesanditsmeaningwithin

thestructureoflandlorism.

Landpriceswereaffectedbythetransformationofagricultural

environment,especiallythelandproductivity.However,theprices

differed even between the lands of similar fertility level

dependingontheconditionsofthelandlordmanagement.Incase

oflandpurchasingofGungbang(RoyalFamilyHouse,宮房),the

priceofthelandwhichwascontinuouslyfarmedbytheseller

itselfasatenantwaslowerby10-20% thanthosewhichwere

not.This was caused by the factthat,from the landlord's

viewpoint,thepurchasingpriceofthelandwasrelatedtothe

levelofrentthatwillbeachievedfrom theland.Incaseofthe

peasantwho sellstheland and becomesa tenantofit,the

sellingpriceofthelanddroppedtogetherwiththerenthehadto

pay.This indicatesthatthe pricing ofthe land varies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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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ose ofthe same land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anticipatedrentlevelthatwouldbeachievedfrom thelandby

thelandlord.

This paperalso examined the realprices ofthe land by

analyzing thelong-term developmentoftheland pricein the

18th~19th century considering the price levelofrice .As a

result,therealpricesoftheland werediscovered to decline

graduallyduringthe19thcentury.

Inordertoidentifythecauseandmeaningofthefallinthe

reallandprice,Iexaminedthechangesinrentthatwasclosely

connectedtothelandprice.Theresultwasthattherentperunit

landofthoseofresidentandlineagelandlordism declinedsince

themid19thcentury.Theprincipalcauseofthisrentdecline

wasthedeclineintherentratio,sincetherentwascontingent

upon production leveland rentratio.Comparing therentsof

Jangheung Yongdong-gung(龍洞宮)Royalland asan absentee

landlordism withtheJangheungSuwonBaek'smutualfinancial

associationoffamilylandasaresidentandlineagelandlordism,

therentoftheassociationlanddeclinedconsistentlysincethe

mid19thcentury.Thedifferencesinrentsidentifiedamonglands

eveninthesameregionindicatesthattherentratiowas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the landlord

management.Ultimately,therentdeclineoftheassociationland

derivedfrom thedeclineintherentratio.

Therentdeclineoftheassociationlandalsoresultedfrom the

increasing land tax in the late 19th century.Concerning the

burdenoflandtaxincrease,theassociationprovidedhelp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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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enants'livingbyloweringtherentratio.

Thereductioninrentratiocausedthedeclineinrentofthe

residentandlineagelandlordism,whichstagnatedorreducedthe

landlord'sprofitsfrom theland.Consequently,thevalueofthe

land,thatistherealpricedeclinedgradually.

Thisconditionslowedthedevelopmentoflandlordism.Ina

situationwherethelandprofitswerestagnated,theemergenceof

agreatlandlordwhocouldaccumulatewealthonlythroughtheir

lands was hardly possible. A full-fledged development of

landlordism occurredwhenpeoplebegantoearnincomeswith

thegrainsalesasaneffectofthericemarketopeninginthe

1890s.

ForthepeasantsinlateJoseonsociety,thelandwasregarded

merelyasadisposablepropertyratherthananinvestmenttool

forpropertyincrease.

Keywords:landprices,rent,Land productivity, rent ratio, Royal

Lands(庄土),associationland,landlordism

StudentNumber:2013-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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