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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7세기 조선의

동전 통용정책과 활용양상

김 한 빛

본 논문은 17세기 조선정부가 시행한 동전통용정책의 양상과 동전

이 실생활에서 쓰인 모습을 연구한 논문이다. 동전통용정책은 화폐

로 쓰이던 쌀과 포목을 절약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한 방안이었으며,

본 논문은 이를 당대인들의 동전에 대한 인식, 정부의 정책시행양상

을 검토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했다. 한편 동전은 널리 유통된 후 실

생활에서 화폐의 일부 기능만 담당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났

는데, 본 논문은 이를 당대의 일기와 거래기록을 검토함으로써 밝히

고자 했다.

倭亂과 胡亂을 겪은 후 조선정부는 피해복구와 재정내실화를 위해

노력했고, 물자절약을 당면과제로 인식했다. 조선에서 쌀과 포목은

화폐인 동시에 의생활·식생활에 쓰이기도 했으므로, 흉년이 들면 백

성들은 교역규모가 축소되고 옷과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중고를 겪

었다. 정부 역시 현물을 위주로 하여 재정을 운영했으므로, 흉년이

들면 세수가 줄고 진휼에 비용이 투입되어 재정이 고갈되었다. 당대

인들은 흉년에 쌀과 포목 대신 동전을 사용하면 실생활과 재정지출

에 쓰이는 현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물자절약효과를 얻기 위해 17세기 내내 지속적으로 동전통

용정책을 검토하고 시도했다. 倭亂과 胡亂을 겪은 직후인 선조·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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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부는 발행비용이 부족하여 소량의 동전을 발행하는 데에 그쳤

다. 한편, 효종대 정부는 淸에서 동전을 구입해 와서 西路지역에 유

통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충분한 양의 동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동전유통지역을 급작스럽게 확대하자 이로 인해 백성들이 처벌

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위정자들도 동전통용정책의 부작용을 우

려했다. 그 결과 정부는 통용정책시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숙종

대 정부는 淸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었고 大同法과

良役확대정책으로 재정을 내실화했으므로 이전 시기의 정부에 비해

재정여력이 생기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들은 숙종 4년

(1678)부터 23년(1697)까지 동전을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위정자들은 동전유통을 통해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

각했지만,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불법주조가 만연하면 민생이 피

폐해질 것을 우려하여 과다한 동전발행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숙종

대 정부는 주로 중앙기관에만 동전발행을 허가했으며 발행기간을

제한했다. 그리고 평시에는 대체로 발행을 통제하다가 주로 흉년이

들었을 때에만 동전발행을 허가했으며, 발행정책에 맞추어 동 수입

과 동 생산도 통제했다. 정부기관들은 재정이 부족할 때에만 정부에

발행허가를 받아 비축해 둔 동으로 동전을 발행할 수 있었다.

한편, 동전이 널리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전반까

지는 여전히 쌀이 화폐의 주요기능인 교환매개와 가치척도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었다. 동전은 쌀에 비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는 장점이 있으므로 쌀을 빌리거나 물건을 매매할 때 값을 표기하

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까지 동전은 쌀이

수행하고 있던 화폐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요어: 동전, 현물화폐, 숙종, 흉년, 통용정책, 화폐기능

학번: 2015-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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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숙종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전통용정책을 추진했

다. 숙종 4년(1678) 정부는 호조, 어영청 등 여러 중앙기관과 전라감

영, 평안감영 등의 외방기관에 지시하여 동전을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동전을 발행하면서 녹봉이나 공물가 등의 일부를

쌀이나 포목이 아닌 동전으로 대신 지급하고 일정량의 세금을 동전

으로 받는 등 동전을 널리 유통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조

선후기에는 전국각지에서 동전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ﾠ 
이 시기 동전통용정책을 놓고 위정자들은 동전이 유통되는 상황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통용정책을 추진한 초기에 왕과 신료

들은 동전통용이 농업과 교역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통

용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발행량이 늘어나고 유통범위

가 확대될수록 그들은 점차 불법주조(私鑄造) 및 상인들의 이익독점

과 같은 폐단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결국 숙종 23년(1698)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동전발행을 중단했으며 이후 영조 7년

(1731)까지 34년간 발행이 재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동전이 유통되는 양상이 원래 추구한 동전통용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위정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동전통용확대는 조선후기 상업발달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의 하

나로 여겨져 이른 시기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부는

통용정책을 시행한 주체였으므로 정부가 통용을 추진한 목적을 살

펴본 연구들이 적지 않았다. 조선후기 상업발달의 과정을 해명하고

자 하는 연구들은 정부의 동전통용정책을 교역증대에 따른 정부의

필연적인 대응방식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존에 주로

쌀과 포목 등의 현물화폐를 사용하던 조선사회에서 교역증대로 인

하여 발생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동전통용확대가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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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미친 영향이 상세히 밝혀졌다.1)

그런데 위정자들이 동전통용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교

역확대를 생각했는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

전통용으로 인하여 교역이 확대되고 상인들이 이익을 독점하면 민

생이 피폐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이다.2) 또한 후대의 연구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왕과 신료들은 동전통용 문제를 논의할 때

재정운용상의 이점을 교역상의 이점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

을 보였다.3) 교역확대가 동전통용정책의 추진을 불러일으켰다는 설

명은 정부가 교역확대를 경계했고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동전통용을

추진했다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정부의 재정운용방식에 대한 관심이 늘

면서 동전통용이 국가운영의 측면에서 갖는 의의에 주목한 연구들

이 등장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17세기 이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이 확대되자 상품유통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

다”4)거나,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던 상품유통경제에 개입하기 위

해” 동전을 발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5) 그 구체적인 방식은 동전으

로 쌀을 사들이거나 쌀로 동전을 거둬들여 곡식가치를 조절하는 것

이었다.6)

그런데 동전을 발행한 시기를 검토해 보면 당대의 동전통용정책은

시장발달상황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1) 柳子厚, 1940 《朝鮮貨幣考》, 學藝社; 宋賛植, 1975 《李朝의 貨幣》,
한국일보사; 元裕漢, 1975 《朝鮮後期 貨幣史 硏究》, 재단법인 한국연구
원; 李憲昶 2006 〈금속 화폐 시대의 돈〉,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
주》, 두산동아.

2) 《肅宗實錄》 숙종 21년 12월 10일(무술).
3) 유현재, 2014 〈조선 후기 鑄錢정책과 財政활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6∼90쪽.

4) 白承哲, 2000 《朝鮮後期 商業史硏究》, 혜안.
5) 권내현, 2017 〈17-18세기 조선의 화폐 유통과 은〉, 《民族文化硏究》
74.

6) 白承哲, 2000 앞의 책,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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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는 건국초기인 태종대부터 동전발행을 검토했으며, 세종대

에는 실제로 동전을 발행했고 유통확대를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다.7)

15세기 성종대에 이르러서야 장시에 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

며 16세기 들어 장시가 열리는 지역도 점차 확대되었음을 미루어보

면 조선전기의 교역규모는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할 수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부터 정부가 동전발행을 검토하

고 유통확대를 시도했다는 기록은 시장규모와 상관없이 정부가 동

전통용정책을 추진하여 시장에 개입하려 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동전발행으로 얻는 이익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

정부가 동전발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흔히 鑄錢利益으

로 칭해지는데, 동전원료를 마련하는 비용과 동전발행액 간의 차액

을 鑄錢利益으로 보는 연구가 많았다. 정부가 鑄錢利益을 얻기 위해

동전을 발행했다는 견해는 조선후기 동전유통을 다룬 초기연구에서

부터 볼 수 있다.9) 최근에는 주전이익이 발생한 원리에 주목한 연구

도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국외의 동 가치와 조선동전의 가치를

비교한 다음 양자의 차액을 鑄錢利益이 된다고 주장했다.10) 재정고

갈을 동전통용정책이 추진된 배경으로 보고 당시 재정상황을 분석

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 이들은 재정부족을 초래한 원인으로 은 수

입량 감소,11) 흉년 도래,12) 북벌비용 증대13) 등에 주목하였다.

7) 《太宗實錄》 태종 15년 6월 11일(병자); 《太宗實錄》 태종 15년 6월
17일(임오); 《世宗實錄》 세종 4년 10월 16일(경자); 《世宗實錄》 세종
5년 9월 16일(갑오).

8) 金大吉, 1997 《朝鮮後期 場市硏究》, 국학자료원,
9) 元裕漢, 1975 《朝鮮後期 貨幣史 硏究》,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宋賛植,
1975 《李朝의 貨幣》, 한국일보사; 白承哲, 2000 앞의 책, 李憲昶 2006
앞의 논문.

10) 유현재, 2014 앞의 논문.
11) 박소은, 2008 《조선후기 호조 재정정책사》, 혜안.
12) 정수환, 2013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 경인문화사.
13) 山本進, 2015 〈朝鮮後期銭遣い制の形成過程〉, 《北九州市立大学外国
語学部紀要》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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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鑄錢利益과 관련된 논의들은 동전의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숙종대 정부는 동전발행을 시작할 때 통용확대를 위해

동전 값을 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했다. 그 결과 발행 이듬

해(숙종 5, 1679)에 비변사는 “동전 값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백성들

이 동전을 녹여 쓰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게 되었다.14) 이 기록을

보면 정부가 동전발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설은 납득하기 어렵

다. 동은 민간에서도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금속이므로 동전의 규정

된 가치가 민간에서 통용되는 동의 가치보다 많이 헐할 경우 사람

들이 동전을 녹여 다른 용도로 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숙종대 정부가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동전을 발행했다는 주장도

그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숙종 23년

(1697) 정부는 동전발행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발행이 중단된

해로부터 20년이 지난 숙종 43년(1717) 영의정 金昌集이 한 발언 역

시 정부가 鑄錢利益을 얻으려고 동전을 발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

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그는 “동전이 널리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동전발행이 중단된 지 오래되어 동전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하였다.15) 상황이 그러함에도 당시 동전이 발행되었다는 기록은 찾

아보기 어려우며 동전발행은 영조 7년(1731)에서야 재개되었다. 숙

종 43년은 공무역과 私貿易을 통해 동이 수입되던 시기이므로 동이

부족하여 동전을 발행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16) 동전수량이

부족하고 그 원료인 동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동전을 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鑄錢利益을 얻기 위해 동전을 발행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함을 의미한다.

숙종대 정부가 鑄錢利益을 목적으로 동전을 과도하게 발행했을 경

우, 숙종대 이래로 19세기까지 큰 혼란 없이 동전이 장기간 순조롭

14) 《承政院日記》 숙종 5년 2월 3일(무진).
15) 《備邊司謄錄》 숙종 43년 9월 2일(계축).
16) 《承政院日記》 숙종 34년 5월 12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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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동전의 명목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고종 3년(1866)에는 정부가 동전가치를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

지 않은 채 명목가치만 크게 올린 當百錢을 발행한 바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전가치가 폭락하여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6개월 만에 당백전 발행이 중단되었고 이듬해에는 당백전

통용 자체가 중단되었다는 기록이 있다.17)

본 논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17세

기 조선인들이 가진 동전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정부가 시행한 동

전통용정책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조선정부의 동전통용정책이 화

폐로 쓰이던 쌀과 포목을 절약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한 방안이었음

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동전

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본 논문은 총 3장의 구성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1장은 당대인들이

동전의 역할에 대해 가진 인식을 살펴본다. 우선 쌀과 포목 등의 현

물 수취를 바탕으로 운영된 조선재정이 갖는 특성에 주목하고, 조선

의 위정자와 지식인들이 동전통용확대를 통해 얻으려 한 현물유통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당대인들이 이러한 견해

를 가지는 데에 영향을 미친 근거문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

이다.

2장은 숙종대 동전이 대량으로 발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설

명한다. 먼저 동전발행에 필요한 재정적인 조건을 확인한 다음 17세

기 전체에 걸친 동전통용정책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재

정적인 조건이 실제로 발행양상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히 드러

날 것이다. 한편, 통용정책을 추진할 때 왕과 신료들이 드러낸 견해

17) 元裕漢, 1974 〈大院君集權期의 貨幣政策에 對한 考察〉, 《社會科學硏
究》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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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함으로써, 위정자들이 1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식을 일찍

부터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3장은 숙종대 정부가 시행한 동전발행정책의 양상과 민간의 동전

활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정부가 동전발행을 조절한 방식을

확인함으로써, 1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인식이 발행정책에 실제로

적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동전이 전국 각지에서

유통되면서 거래수단으로써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주목하고, 당시

거래에서 활용된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17세기 동전통용정책의 시행양상 및 풍흉의 작황과 그

에 따른 진휼조치를 《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등

의 연대기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동전을

활용한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淸臺日記》, 《果軒日記》, 《勝聰

明錄》 등의 일기자료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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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전의 역할

건국 직후부터 조선사회에서 화폐의 기본기능인 가치저장, 교환매

개, 가치척도 등의 역할을 해온 것은 쌀과 포목이었다. 그런데 쌀과

포목은 풍흉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크고, 유통과정에서 손실되는 경

우가 많아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국초기에 楮貨와 동전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려는 시

도를 했으나, 이것들이 널리 쓰이지는 못했다.18) 이때까지는 쌀과

포목이 화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식량과 옷감으로 쓰이기도 했으

므로, 백성들은 흉년이 들면 교역에 쓸 화폐가 부족해질 뿐만 아니

라 식생활과 의생활도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었다.

국가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쌀과 포목이었으

므로, 정부는 그 해의 작황과 수세량에 맞추어 재정을 기획해야 했

고, 흉년이 들면 재정규모를 줄여야만 했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기

획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增補文獻備考》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增補文獻備考》에는 효종·현종·숙종대의 호조 수입·지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에서 중요하게 다룬 쌀 부문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8) 건국 초기에 저화가 광범위하게 통용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저화의
공신력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유현재, 2009 〈조
선 초기 화폐 유통의 과정과 그 성격 – 저화 유통을 중심으로〉, 《朝
鮮時代史學報》 49, 87∼89쪽.) 또한 정부는 세종대에 동전유통도 시도
했으나, 원료인 동을 많이 마련하지 못하여 통용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
된다.(《世宗實錄》 세종 20년 2월 12일(병인), 원유한, 1975 앞의 책, 12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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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연도 수입량 지출량

효종 2년(1651) 99,200 111,934

현종 9년(1668) 103,963 110,174

숙종 26년(1700) 121,621

숙종 28년(1702) 121,650

    <표 1> 호조의 연간 쌀 수입·지출량 (단위: 石)

* 《增補文獻備考》 財用考 2 國用 2에서 인용.
* 숙종대는 같은 해를 비교한 자료가 없고 26년(1700)의
수입량과 28년(1702)의 지출량을 비교했다. 호조 쌀 재
정은 숙종 26년에 최대 수입량, 28년에 최대 지출량을
기록했다.

<표 1>을 살펴보면 호조의 연간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거나 지출이

근소하게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관료들 역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숙종 23년(1697) 우의정 崔

錫鼎은 “나라의 세입은 보통 13만 석이고 경비는 보통 12만 석이니

흉년이 들면 재정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19) 때로는 재정에 막대

한 충격을 주는 큰 흉년이 들기도 했는데, 이때는 여유가 있는 다른

기관이 호조재정을 지원했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거의 모든 기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

는 임시로 피해가 적은 지역에 공물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고, 結

단위로 布를 추가 징수하는 結布制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정부는 흉년이 들면 재정이 축소된 상

황에서 진휼정책도 시행해야 했다. 흉년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인

구가 줄어 오랫동안 세수가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정

부는 백성을 구제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정부는 흉년

에 대비하기 위해 곡식을 저장했고, 재해나 흉년을 맞으면 저장된

곡식을 활용해 진휼정책을 폈다. 예컨대 경신대기근이 발생한 현종

19) 《增補文獻備考》 財用考 2 國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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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1671)에는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진휼에도 곡식이 많이 쓰여

호조三倉(軍資倉, 廣興倉, 豊儲倉)에 저장된 쌀이 4만 석이 채 못 되

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지역의 쌀, 즉 강화도와 평안도에 비축된

쌀로 경비와 진휼곡을 보충했다.20)

17세기 정부는 倭亂과 胡亂의 피해를 극복하고 재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우선 공물수취제도를 개혁하여 大同法

을 도입하고 적용지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大同法 시행은 부세수취

에 드는 중간비용을 줄이고 재정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발

휘했다.21) 철저한 戶口파악으로 良役총수를 늘리고 號牌法, 五家作

統法을 시행한 것 또한 재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22) 전란

으로 경작지가 많이 파괴되었고 장부가 많이 사라졌으므로, 선조·광

해군·인조 대에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田政을 재정비하는 量田 사업

도 시행되었다.23)

이 시기에 위정자들은 동전을 유통시키면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고 생각했다. 그들은 “禹임금과 湯임금은 홍수와 가뭄이 닥치자 庄

山과 歷山의 金으로 백성들을 구제했다”라는 문구를 자주 인용하면

서 동전통용을 주장했다.24) 앞 인용 문구는 《管子》 山權數에 기록

되어 있는데, 《文獻通考》의 錢幣考에서도 管子가 한 말로 인용되

었다. 이 두 문헌은 정부가 금속화폐를 이용하여 물건의 가치를 조

절함으로써 물자를 절약하고 양식을 비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20) 《顯宗實錄》 현종 12년 2월 10일(임진).
21) 이정철, 2004 〈17세기 朝鮮의 貢納制 改革論議와 大同法의 成立〉, 고
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0∼251쪽; 최주희, 2014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5∼47쪽.

22) 鄭演植, 1993 〈조선 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41쪽; 鄭演植, 2015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
법》,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35∼38쪽.

23) 이세영, 2008 〈조선 肅宗代의 量田의 政治學〉,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17∼20쪽.

24) 《世宗實錄》 세종 27년 10월 11일(임자); 《宣祖實錄》 선조 36년 5월
23일(무인); 《肅宗實錄》 숙종 42년 12월 17일(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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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리고 정부가 금속화폐통용을 장려하되, 상인들을 관리하고

지나친 상거래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냈다.25)

금속화폐를 발행하여 물자를 절약한다는 생각은 지금의 화폐에 대

한 인식과 크게 다른 것인데, 이러한 인식은 현물중심 국가재정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전근대 농업기술로는 흉년에서 완전히 벗어

나기 어려웠으며, 특히 몇 년에 걸쳐 흉년이 지속될 때에는 민간과

정부가 모두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했다. 《管子》

에는 동전을 활용하여 곡식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었다. 즉 곡식이 많은 풍년에는 정부가 “곡식 값에 준하

여 금속화폐로 녹봉을 주면 국고에 곡식을 풍부하게 비축할 수 있

으며”, 곡식을 국고에 비축하면 풍년에도 민간의 곡식량이 많아지지

않으므로 농부들은 곡식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시키지 않아도 10배의 곡식을 기르게 된

다”는 것이다.26) 정부는 이렇게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

면 곡식을 풀어 금속화폐를 거둬들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진휼을 행

할 수 있어서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도 백성들이 굶어죽거나 걸식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27) 또한 管子는 “국가가 금속화폐를 운용

해도 백성들이 가난한 이유는 재물을 독점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

고 판단하여, 상인들이 국가가 정한 양만큼의 곡식만 비축하고 국가

의 통제 하에서만 곡식을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28)

《文獻通考》를 쓴 馬端臨 역시 금속화폐가 물자절약을 위해 만들

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흉년에 물자가 부족해지자 先王들이 먹고

25) 금속화폐는 《管子》에서는 金이나 幣로, 《文獻通考》에서는 錢幣로
표기되었으며, 실록에서도 보통 錢幣로 표기되었다. 貨幣는 실록에서 보
통 물화와 전폐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했으며, 현재 의미의 화폐로 쓴 경
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6) 《管子》 山至數.
27) 《管子》 山權數.
28) 《管子》 輕重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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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데에 쓰이지 않는 금속으로 화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교역할

여유를 갖게 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그는 宋 말기에 사치 풍

조가 만연하여 화폐가 과다하게 발행되었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여 결국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29) 馬端臨

역시 管子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선의 위정자들은 동전통용정책을 추진할 때 이 문헌들을 참고했

다. 조선전기 정부가 동전유통을 시도할 때 태종이 《文獻通考》를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으며,30)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실록에 수차례

금속화폐와 관련된 관자의 말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사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당대인들의 동전통용과 상업에 대한 견해가 管子·

馬端臨과 유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사회에서는 그동안 쌀과 포목이 화폐로 쓰이고 있었으므로 위

정자와 지식인들은 현물 대신 동전을 쓰면 의생활, 식생활에 쓰이는

현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金堉, 金藎國 등

동전통용을 주장한 관료들은 “동전을 사용하면 교역에 쓰일 쌀과 포

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백성과 국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입장을

펼쳤다.31) 동전통용을 주장한 柳馨遠도 다음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

이 흉년에 동전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했다.

돈(금속화폐)은 모든 물화를 다스리며, 물화를 유통시키는 자

는 상인이다. 그러므로 상인들이 물건을 가득 쌓은 후에 돈이

통용될 수 있다. 만약 흉년과 돌림병이 있는 시기라도 먹을

것과 물건이 풍성하게 유통되면 이를 얻어서 궁핍한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장시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 것

29) 《文獻通考》 錢幣考; 叶世昌 외, 2003 《中国货币理论史》, 厦门大学
出版社. 108∼110쪽.

30) 《太宗實錄》 태종 15년 6월 11일(병자).
31) 《承政院日記》 인조 4년 9월 20일(기축); 《仁祖實錄》 인조 12년 2월
23일(경진); 《孝宗實錄》 효종 2년 5월 13일(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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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상인들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역하는 물건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널리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함이 염려되므로 동을 녹여서 동전을 만든다. 대개 쌀은 풍

흉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지만, 금과 동은

풍흉이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통용시킬 수 있다.32)

柳馨遠은 위에서 보듯이 흉년에 교역이 활성화되면 궁핍한 백성들

을 도울 수 있고, 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동전을 교역의 밑천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정자들은 管子의 견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건국 초기부터

상업을 통제함으로써 농업을 진작하고자 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市廛을 제한된 구역에만 설치하도록 했고 상인도, 그리고 판

매할 수 있는 물자도 지정해 주었다. 위정자와 지식인들은 이러한

정책을 務本抑末, 利權在上이라고 칭했다.33)

하지만 이와 같은 위정자와 지식인들의 주장만 있었다면 동전은

조선후기에 널리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동전이 민간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물자를 교역할 수 있는 場市가 성장해야 했다. 장시는 15

세기 후반 전라도에서부터 처음 열리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16

세기에는 장시가 열리는 지역이 충청도와 경상도로 확대되었고 주

기 또한 15일장에서 10일장으로 짧아졌으며, 17세기 초에 이르면

“주변 읍에 장시가 서지 않는 날이 없다”34)고 할 정도로 교역이 활

발해졌다. 사람들은 작황이 나은 지역에서 좋지 않은 지역으로 물품

을 가져와 장시에서 사고 팔았으므로, 흉년에는 장시의 중요성이 더

욱 커졌다.35) 17세기에 동전이 널리 쓰이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교

32) 《磻溪隨錄》 8 田制後錄攷說 錢貨.
33) 朴平植, 1999 《朝鮮前期商業史硏究》, 지식산업사, 47∼49쪽; 유현재,
2009 앞의 논문, 84쪽.

34) 《宣祖實錄》 선조 40년 6월 24일(을묘).
35) 金大吉, 1997 《朝鮮後期 場市硏究》, 국학자료원, 22∼24쪽,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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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금속화폐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화폐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화폐에 일정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이

금속화폐에 적합한 재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정부가 화폐

에 쓸 수 있었던 금속에는 철·은·동이 있었다. 철은 위조가 어렵고

국내에서 다른 금속에 비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화폐로

쓰이는 것이 여러 번 검토되다가36) 곧 중단되었는데, 철은 화폐재료

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37) 은은 비록 오래전부

터 거래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다. 조선 초 정부

는 은 채굴 노역이 과중하여 불만이 일고 그동안 명에 행했던 은

조공이 폐지되자 은 채굴을 중단하게 했다. 연산군대에 은 채굴이

재개된 이후에도 정부는 은 조공이 재개될 것을 우려하여 채굴량을

제한하였으며, 은의 대부분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왔다.38) 게다가

많은 은이 호조재정에 편입되어 使行 및 사신접대에 먼저 쓰였으므

로 국내에서는 은이 널리 통용되기 어려웠으며, 주로 고액거래에만

활용되었다.39)

동은 은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가치가 부여된 금속이었다. 동

은 조선에서 많이 생산되지는 않아 공급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했으며, 무기, 그릇, 장신구 등을 제작하는 데에도 쓰였다. 또한 은보

白承哲, 2000 앞의 책, 33∼34쪽, 38쪽.
36) 《世宗實錄》, 세종 20년 2월 12일(병인); 《英祖實錄》, 영조 26년 5월
10일(신해).

37) 철을 화폐로 쓰지 않은 이유는 관찬사료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고대 스파르타가 철
로 화폐를 만든 이유는 화폐를 쓰기 불편하게 하여 시장 발달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宋이 철전 사용을 중단시킨 이유 역시 그 무
게가 너무 무거워서였다고 지적된다. 이로 미루어보면 철의 무게가 가치
에 비하여 무겁기 때문에 화폐로 쓰이기 어려웠다고 추측할 수 있다.

38) 柳承宙, 1983 〈朝鮮前期後半의 銀鑛業 硏究〉, 《震檀學報》 55, 15∼
16쪽, 28쪽.

39) 권내현, 2017 앞의 논문,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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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수입량도 많아 일정한 양을 계속 조달할 수 있었으므로 화폐

로 쓰이기에 적합한 재료였다. 다만 순도가 높은 동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동전가치가 낮아져 동전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할 수 있었으

므로 동전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동전의

질에 관하여서는 “동전이 무겁고 정교하며 아름다워야 널리 통용될

수 있다”는 柳馨遠의 주장이 있으며,40) 숙종대 정부 역시 동전에 투

입되는 동의 양을 명시하여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했다.41)

40) 《磻溪隨錄》 4 田制後錄 錢幣.
41) 《備邊司謄錄》 숙종 5년 2월 19일(갑신); 유현재, 2014 앞의 논문, 14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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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전통용정책의 추이

1. 17세기 前半의 통용확대시도

金堉은 인조와 효종 대에 주요 관직을 역임하면서 동전통용을 강

하게 주장한 관료로, 인조 25년(1647) 개성유수로 있던 시절 兩西지

방에 동전통용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다. 다음 인용문은 그 상소의

일부로, 동전을 유통시키는 방법과 동전이 유통되지 않는 당시의 문

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제 兩西의 감사와 병사들로 하여금 먼저 營에 저축해 둔 동

을 꺼내어 풀뭇간을 설치하고 동전을 만든 다음 각 기관의 의

견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민간에 나눠주게 하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바치는 贖錢이나 조세를 동전으로 대신 내게 하면

번거롭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동전이 저절로 통용될 것입니

다....(중략)...현재 公私 간에 저축해둔 것(쌀과 포목 등)이 모

두 다 떨어졌으며, 백성들의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흉

년에는 굶어죽음을 면치 못하며 풍년에는 쌀과 포목을 허비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유있게 유통되는 물화가 없어 그

런 것입니다.42)

이 자료는 동전의 필요성에 대한 관료들의 견해를 보여주는데, 1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물 대신 동전을 씀으로써 현물을 절약

하자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자료에서 “먼저 영에 저축해

둔 동을 꺼내어 풀뭇간을 설치하고 동전을 만든다”라는 말은 미리

저축해 둔 동으로 동전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이 자료는 동전을 발

42) 《潛谷遺稿》 4 疏箚 兩西請用錢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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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발행기관이 발행에 필요한 동을 미리 마

련해 두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동전의 원료인 동은 쓰임새가 많고 공급량이 적어 가치가

높은 금속이었으므로, 동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

17세기 조선에서는 동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기에 정부는 일본에서

동을 수입해야 했고,43) 동전을 발행할 때 여러 번 동이 부족한 상황

에 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 5년(1679)에는 좌참찬 吳挺緯가

동전을 발행하기 위해 “궐내의 깨진 놋그릇까지 주전에 사용해야 한

다”고 건의할 정도였는데,44) 이때는 상평청의 동전발행이 비용부족

으로 중단되기도 했다.45) 동 수입량이 이전 시기에 비해 늘어난 숙

종 19년(1693)에도 예조판서 柳命賢이 “동전주조에 필요한 동이 수

입량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염려한 기록이 있음을 보면46) 동전발

행에 필요한 동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동전을 주조한 후 운송할 때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 조선에서 동전은 육로로만 운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침몰에 따른 동전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조대에 동전을 배로 운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47)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보

통 인력으로 움직였던 육로운송은 수로운송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대 이전의 시기에는 여러 차례 동전통용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동전이 광범위하게 통용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壬辰倭亂 전후(선

조 31∼39, 1598∼1606), 인조 즉위 초(인조 3∼5, 1625∼1627), 丙子

胡亂 직전(인조 11∼14, 1633∼1636) 청 入關期(인조 22년, 1644) 효

43)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創文社, 274쪽.
44) 《承政院日記》 숙종 5년 1월 16일(임자).
45) 《承政院日記》 숙종 5년 2월 3일(무진).
46) 《備邊司謄錄》 숙종 19년 7월 4일(병오).
47) 김재호, 2010 앞의 논문,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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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효종 1∼7, 1650∼1656)에 동전통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동전

이 일부지역에만 유통되는 데에 그쳤다. 그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중인 선조 31년(1598) 明의 經理 楊鎬는 “전쟁으로 조선

의 물자가 바닥났으니 국가운영을 위해 동전이라도 통용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며 조선정부에 동전통용을 건의했다. 이에 비변사와 호

조가 통용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동을 국내에서 얻을 수 없고

발행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행이 추진되지 못했다.48) 전쟁이

끝난 후인 선조 36년(1603) 임금과 대신들은 물자절약과 재정보용을

목적으로 동전발행을 다시 검토했지만, 이 논의 역시 발행비용이 부

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한 달여 만에 무산되었다.49) 3년 후

(1606) 호조가 재정보용을 위해 다시 한 번 발행을 건의했지만 선조

가 강하게 반대하여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50)

反正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인조는 궁궐공사와 사르

후전투 등으로 궁핍해진 재정을 넘겨받았다. 게다가 인조 원년

(1623)부터 三南, 함경도 등에 계속 흉년이 닥쳤고, 인조 2년(1624)

에는 李适의 난까지 벌어졌다.51) 정부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인

조집권 직후 백성을 수탈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調度使들을 처형하

고 재정지출을 야기하는 12개의 都監을 폐지했다. 또한 궁궐공사를

위해 비축해 두었던 쌀과 포목 등의 물자를 풀고 京畿大同法을 시

48) 《宣祖實錄》 선조 31년 4월 2일(병진); 《宣祖實錄》 선조 31년 4월 7
일(신유); 《宣祖實錄》 선조 31년 4월 8일(임술).

49) 《宣祖實錄》 선조 36년 5월 14일(기사); 《宣祖實錄》 선조 36년 5월
23일(무인); 《宣祖修正實錄》 선조 36년 6월 1일(병술); 《宣祖實錄》
선조 36년 6월 24일(기유);

50) 《宣祖實錄》 선조 39년 2월 12일(신해).
51) 《仁祖實錄》 인조 1년 6월 23일(임오); 《仁祖實錄》 인조 2년 1월 24
일(기묘); 《仁祖實錄》 인조 2년 4월 19일; 《仁祖實錄》 인조 2년 5월
15일(무진); 《仁祖實錄》 인조 3년 3월 17일(을축); 《仁祖實錄》 인조
4년 9월 20일(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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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재정을 내실화하고자 했다.52)

재정내실화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조 3년(1625) 정부는 鑄錢廳

을 설치하고 이듬해에 동전을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인조 5년(1627)

부터 동전유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53) 인조 3년에 호조판서 金藎

國이 “쌀과 포목을 화폐로 써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

으니 동전을 유통시켜 백성과 국가를 풍족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을 보면 정부가 동전으로 물자절약을 꾀했음을 알 수 있다.54) 그

러나 이미 鑄錢廳 설치 이전부터 재정이 부족하여 동전을 충분히

만들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으며,55) 실제로 詔使經費에 재정이 먼

저 지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발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56) 결국

丁卯胡亂(인조 5, 1627)으로 인해 동전이 유통되지도 못한 채 발행

은 중단되었다. 丁卯胡亂 이듬해 호조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때까

지 보유하고 있던 동전총량이 1천1백여 관(1만1천여 냥)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숙종대의 발행량(80만 냥 이상)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었다.57)

丙子胡亂 직전인 인조 11년(1633) 호조는 동전유통을 다시 건의했

다. 이 때 호조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동의 양이 적지 않고 상평청에

비축된 쌀과 포목을 발행비용에 보탤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을 보면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전유통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

다.58) 그런데 이 시기는 代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동을 화포생산

에도 투입해야 했으므로,59) 보관하고 있던 동의 양이 적지 않음에도

52) 이정철, 2004 앞의 논문, 27쪽.
53) 《仁祖實錄》 인조 3년 10월 21일(병신); 《仁祖實錄》 인조 3년 10월
27일(임인); 《仁祖實錄》 인조 3년 11월 17일(임술).

54) 《承政院日記》 인조 3년 10월 27일(임인).
55) 《承政院日記》 인조 3년 6월 19일(을미).
56) 《承政院日記》 인조 4년 3월 6일(기유).
57) 《仁祖實錄》 인조 4년 9월 20일(기축); 《仁祖實錄》 인조 6년 7월 14
일(계유); 宋賛植, 1997 앞의 책, 52쪽.

58) 《仁祖實錄》 인조 11년 10월 15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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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동전을 많이 만들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조 13년

(1635) 호조판서 崔鳴吉과 총융사 李曙가 “지금까지 발행된 동전이

2천여 관(2만여 냥)에 불과하므로 일시적으로 민간에 동전주조를 허

용해서라도 수량을 늘리자”고 건의한 기록을 보면 실제로 발행된 동

전량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60)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한양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전이 통용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61) 그나마도 丙子胡亂(인조 14∼15, 1637)으로 인해 통용정책

은 중단되었다.62)

통용정책은 인조 22년(1644) 다시 검토되었다. 대사성 金堉은 “동

전을 유통시키면 농민들이 쌀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며,

개성에서는 이미 동전이 쓰이고 있으니 은으로 청에서 동전을 사와

서 개성 인근인 西路지역에 유통시켜 보자고 건의했다.63) 정부는 동

전통용방안을 검토했고 실제로 호조는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동

전총량을 점검하기도 했다.64) 그러나 결국 동전은 발행되지 못했는

데, 가장 큰 이유는 군량투입으로 인한 재정부족인 것으로 추정된

다. 인조 22년(1644)에 山海關이 함락되면서 淸의 우위가 확실해지

자 淸은 조선에 군량을 요구했고, 조선은 인조 22년과 23년에 걸쳐

총 15만 석의 군량을 淸에 제공했다. 여기에 운송비로 木綿 3천 同

이상, 당시 쌀 가치로 20∼30만 석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모

되었다.65) 당시 호조 1년 재정이 쌀 10∼12만 석이었음을 감안하면

59) 《承政院日記》 인조 13년 2월 20일(신축).
60) 《承政院日記》 인조 13년 9월 15일(임술).
61) 정수환, 2017 〈17세기 전반 趙克善의 賣買기록과 用錢경험〉, 《朝鮮
時代史學報》 80, 167∼168쪽.

62) 《增補文獻備考》 財用考 6 錢貨.
63) 《仁祖實錄》 인조 22년 9월 1일(병술). 개성 지역에서는 병자호란 직
후부터 동전이 통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병자호란 직후
인 정축년(1637)에 사람들이 굶주려서 먹고 살기 위해 동전으로 교역을
하기 시작했다. 《承政院日記》 숙종 1년 4월 17일(을사).

64) 《備邊司謄錄》 인조 22년 10월 15일(기사).
65) 이정철, 2004 앞의 논문, 90∼91쪽. 목면 1同은 50필이며, 인조 1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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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이 요구한 군량은 조선정부에 막대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효종 1년(1650) 兩西와 경기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이에 좌의정 李

時白은 “관에 비축된 곡식만 활용하면 진휼에 한계가 있으니 진휼을

위해 동전통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66) 효종 역시

“빨리 소모되어 낭비가 심한 쌀과 포목보다는 동전이 더 좋다”고 하

며 동전을 유통시킬 것을 지시했다. 효종 1년 영중추부사가 된 金堉

은 陳慰使 사행을 다녀오면서 淸에서 동전 15만 냥을 구입해 西路

지역에 투입했다.67) 정부는 이 지역에 군량 1천여 석을 내려보내 동

전과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진휼과 동전유통을 함께 추진했다.68) 효

종 4년(1653) 상평청이 “兩西 지역의 동전유통은 성공할 기미가 보

인다”고 보고한 계문으로 미루어보면 이 지역에서 동전이 널리 유통

되었음을 알 수 있다.69)

이처럼 일부지역의 동전통용이 성과를 거두자 통용지역확대가 추

진되었는데, 매년 통용지역이 확대될 정도로 그 속도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한양에서 효종 2년(1651)에, 경기에서 효종 3년(1652)에

유통이 시작되었으며,70) 효종 4년(1653)에는 지방통용이 추진되었

다.71) 효종 7년(1656)에 영돈녕부사였던 金堉이 “원래 임금이 통용

교환비율은 上木 한 필당 쌀 2석, 次木 한 필당 쌀 10두(2/3석)였다. 홍
선이, 2011 〈17∼18세기 초 조선의 對淸 歲幣·方物 규모와 조달 방
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쪽.

66) 정수환, 2013 앞의 책, 57쪽; 《孝宗實錄》 효종 2년 5월 13일(기축);
《孝宗實錄》 효종 3년 11월 4일(임신).

67) 《孝宗實錄》 효종 1년 6월 25일(정축).
68) 《孝宗實錄》 효종 2년 3월 10일(정해).
69) 《承政院日記》 효종 2년 9월 6일(경진); 《承政院日記》 효종 4년 12
월 26일(무자).

70) 《承政院日記》 효종 2년 10월 29일(계유); 《孝宗實錄》 효종 2년 10
월 29일(계유); 《備邊司謄錄》 효종 3년 2월 12일(갑인); 《孝宗實錄》
효종 3년 11월 4일(임신).

71) 《孝宗實錄》 효종 4년 1월 17일(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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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한을 10년으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통용이 급

박하게 추진된 이유는 효종이 기한을 정해놓고 정책추진을 재촉했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72)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동전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동전을 지니지 않은 자를

매질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73)

이처럼 민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동전통용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통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늘어나기도 했다.74) 게다가 정부

는 효종 3년(1652)부터 군영을 증설하고 병력을 증대하며 화포를 생

산하는 등 북벌과 관련된 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에 동전발행에 충분

한 비용을 투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75) 또한 흉년도 지속

되자 임금은 동전발행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통용정책추진

을 재고하기 시작했다.76) 결국 효종 7년(1656) 정부는 통용정책시행

을 중단했다. 이후 실록의 史官이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했고 동전

수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통용에 실패했다”는 견해를 피력했음을 보

면 효종대에 발행된 동전량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77) 정부

는 동전수입을 중단하겠다고 淸에 전달했고, 동전을 발행하지 못하

고 남은 동은 화포생산에 투입했다는 기록이 있다.78) 다만 西路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동전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는 淸에서 지속적

72) 《孝宗實錄》 효종 7년 10월 3일(정축).
73) 《孝宗實錄》 효종 3년 2월 12일(갑인); 《孝宗實錄》 효종 5년 4월 2
일(신유).

74) 《孝宗實錄》 효종 3년 2월 12일(갑인); 《孝宗實錄》 효종 5년 6월 20
일(무인).

75) 鄭演植, 1993 앞의 논문, 15쪽; 《承政院日記》 효종 4년 12월 13일(을
해); 《備邊司謄錄》 효종 4년 12월 14일(병자); 《承政院日記》 효종 5
년 1월 7일(무술).

76) 《孝宗實錄》 효종 4년 1월 17일(갑신).
77) 《孝宗實錄》 효종 6년 12월 13일(계해); 《備邊司謄錄》 효종 7년 9월
26일(신미); 《孝宗實錄》 효종 7년 10월 3일(정축); 宋賛植, 1997 앞의
논문, 66쪽.

78) 《備邊司謄錄》 효종 7년 10월 3일(정축); 《備邊司謄錄》 효종 7년 11
월 20일(갑자); 《備邊司謄錄》 효종 7년 12월 4일(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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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전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79)

2. 숙종대의 대량 발행

숙종대 이전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행량이 부족하여 동

전이 널리 유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기 기사에서 확인되는

발행량이 도합 10만 냥을 넘지 못했으며, 당대 신료들도 발행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와 반대로 숙종대에는 동전이 발행

되었던 숙종 4년(1678)과 숙종 23년(1697) 사이 기록상으로 확인되

는 발행량만 80만 냥을 상회했다.80) 이처럼 동전을 대량 발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숙종대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하여 재정에 다소 여

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잦은 흉년으로 인해 재정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었으나, 그 이전에 비하여 동전을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

는 재정여력은 갖추게 되었다. 중개무역과 大同法, 良役확대정책이

재정여력을 갖추게 된 이유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개무역은 현종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순치 18년(1661) 淸

은 鄭成功을 중심으로 淸에 저항하는 세력을 섬멸하기 위해 바닷가

에 사는 백성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고,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해

상접근을 금지하는 遷界令을 내렸다.81) 이후 수십 년간 일본과 淸의

직교무역이 단절되었고, 조선을 통하지 않으면 양국의 무역이 불가

능했다. 조선정부는 이 시기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82)

79) 정수환, 2013 앞의 책, 73∼75쪽.
80) 李憲昶, 1999 〈1678-1865년간 貨幣量과 貨幣價値의 推移〉, 《經濟史
學》 27, 7∼8쪽.

81) 원정식, 2007 〈청 초 복건 사회와 遷界令 실시〉, 《동양사》 1, 책세
상, 148∼151쪽.

82) 당대인들도 중개무역으로 조선이 큰 이익을 보았음을 인식하고 있었
다. 박제가, 안대회 역, 2013 〈강남 절강 상선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북학의》, 돌베개; 《增補文獻備考》 市糴考 2 倭館開市; 《萬
機要覽》 財用編 4 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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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부기관은 무역을 통하여 은과 동을 확보했다. 은은 정부기

관이 중개무역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었다.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 중 하나는 대리인을 지정해 물품을 팔

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총융청 등의 정부기관이 청에 가는 역관과

상인들에게 은을 빌려주면, 이들은 그 은으로 청에서 生絲를 수입해

왔다. 정부기관은 역관과 상인들을 다시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수입

한 生絲를 왜관에 되팔아 은을 얻었다.83) 다른 하나는 왜관에서 일

어나는 거래행위와 그 물품에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다. 왜관에서 生

絲, 인삼 거래는 은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액에 10%의 세금을 매겨

은으로 걷었다. 인삼 거래에 매긴 세금은 모두 호조에 들어갔으며,

生絲 거래에 매긴 세금은 1/3이 동래부에, 2/3가 호조에 귀속되었

다.84) 당시 은은 조일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私貿易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은을 확보했다.

중개무역으로 인해 은 보유량이 많아졌으므로 정부는 代淸무역에

은을 이전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八包貿

易에는 반드시 은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代淸무역규정을 바꾸었으

며,85) 네 차례에 걸쳐 淸에 바치는 方物과 歲幣를 전액 은으로 전환

하려 시도했다.86) 정부가 17세기 말 代淸무역에 은을 적극적으로 활

용한 것은 은 보유량이 임진왜란기에 비하여 매우 많아졌음을 시사

한다. 예컨대 임진왜란기 정부는 조공할 은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보유한 은이 없다고 명에 피력한 바 있다.87)

83) 《肅宗實錄》 숙종 3년 8월 23일(정묘); 《備邊司謄錄》 숙종 5년 9월
6일(무술); 《備邊司謄錄》 숙종 9년 3월 10일(임자); 《備邊司謄錄》 숙
종 9년 10월 12일(기유); 박소은, 2008 앞의 책, 76쪽.

84) 《承政院日記》 영조 9년 3월 13일(갑오); 《備邊司謄錄》 영조 34년 1
월 5일(임진). 이 기록들은 영조집권 이전에 왜관에서 세금을 거둔 방식
을 언급하고 있다. 김영록, 2015 〈17∼18세기 대일무역 收稅와 동래부
재정〉, 《民族文化硏究》 66, 517∼518쪽.

85) 김정미, 1996 앞의 논문, 35∼36쪽.
86) 홍선이, 2011 앞의 논문,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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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원료인 동은 왜관에서 조공형태인 公貿易과 상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私貿易으로 수입되었다. 公貿易으로는 매년 동 2만 5천

∼3만 근 가량이 수입되었고, 전액이 호조재정에 귀속되었다.88) 동

전은 주로 호조나 선혜청 등 재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

으므로 공무역으로 확보한 동이 동전발행에 대량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89)

私貿易을 통한 동 수입량은 공무역 수입량을 크게 상회했는데, 17

세기 말 동 수입량은 1년에 최저 10만 근에서 최대 140만 근에 이

르렀다.90) 정부기관이 私貿易에서 동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

다. 하나는 물품대금 또는 물품에 매긴 세금으로 동을 확보하는 것

이었다. 일본상인들은 生絲와 인삼 이외의 물건을 살 때 동으로 값

을 치렀으며, 정부는 이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건이나 동으로 거두

었다. 그 세율은 은과 마찬가지로 10%였으며 이렇게 걷은 세금은

동래부로 귀속되었고,91) 귀속된 동은 호조로 이전되어 동전발행에

활용되기도 했다.92)

私貿易에서 동을 확보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직접 물건을 팔아

동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숙종 18년(1692) 총융사 張希載는 총융청

이 보유한 은으로 청에서 물건을 사와서 이를 왜관에 되팔아 동을

확보해 동전을 만들 것을 요청했고, 임금이 이를 허가한 사례가 있

87) 《선조실록》 선조 27년 2월 4일(계축); 《선조실록》 선조 28년 11월
18일(병술).

88) 다시로 가즈이, 鄭成一 역, 2005 《왜관》, 논형, 111∼112쪽; 이효원,
2008 〈17세기 후반∼18세기 對日關係 硏究 – 倭館을 통한 銅 輸入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6쪽.

89) 《承政院日記》 숙종 6년 10월 5일(경인); 《備邊司謄錄》 숙종 9년 1
월 15일(정사); 《備邊司謄錄》 숙종 19년 7월 4일(병오).

90) 田代和生, 1981 앞의 책, 256쪽.
91) 김영록, 2015 앞의 논문, 517∼518쪽; 《承政院日記》 숙종 34년 5월
12일(정해); 《承政院日記》 영조 9년 3월 13일(갑오); 《備邊司謄錄》
영조 34년 1월 5일(임진).

92) 《肅宗實錄》 숙종 16년 12월 18일; 이효원, 2008 앞의 논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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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3) 또한 진휼청이 발행을 허가받을 때, 동래부에 비축해 둔 상품

을 팔아 동 1만 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한 기록도 있다.94) 이로

미루어보면 정부기관이 직접 사들인 동도 동전을 발행하는 데에 쓰

였음을 알 수 있다.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大同法과 良役증가 역시 재정을 풍부하게 해

주었다. 大同法은 재정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공물을 직접 구입해

납부할 때 추가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었다.95) 숙종 4년

(1678) 정부는 嶺南大同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영남에 저장된 곡

식이 많아졌다. 大同法으로 비축된 곡식은 왜관무역과 각 기관의 재

정에 투입되었고, 留守府의 군량으로도 비축되었다.96) 한편, 숙종대

초반에는 良丁查覈節目과 號牌事目이 만들어졌고, 정부는 役을 바치

는 양인을 조사하여 그 수를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號

牌事目이 만들어진 후 숙종 10년(1684) 황해도를 끝으로 조사가 중

단될 때까지 파악된 호구숫자가 40%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하

여 세수가 증가했다.97)

그 결과 숙종대 재정은 이전 정부에 비해 곡식의 여유가 많아지게

되었다. 大同米는 대체로 원활하게 상납되어서 매년 三南에서 올라

온 大同米 중 1만6천 석이 江華留守府에 저장되었는데, 이는 숙종대

이전 留守府에 매년 저장된 대동미의 16배에 달한 것이다. 留守府에

비축되어 있던 곡식은 호조의 1년 재정(10∼12만 석)을 넘어 최대

16만 석에 달했으며, 이 곡식은 군비와 진휼에 활용되었다.98) 한양

93) 《承政院日記》 숙종 12년 11월 23일(계묘); 《肅宗實錄》 숙종 18년
10월 24일(기해).

94) 《承政院日記》 숙종 12년 11월 23일(계묘)
95) 鄭演植, 1993 앞의 논문, 241쪽.
96) 문광균, 2015 〈朝鮮後期 慶尙道 財政運營 硏究〉, 충남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36∼137쪽.

97) 鄭演植, 1993 앞의 논문, 48∼49쪽.
98) 조낙영, 2015 〈조선후기 留守府 재정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7쪽,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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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납된 것을 제외하고도 지방에 저장된 곡식 역시 많아서 경상

도의 경우 17세기 말까지 저장된 곡식이 부패할 것을 걱정할 정도

로 지방에 비축된 大同米가 많았다.99)

이러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동전통용정책을 추진했다. 숙

종집권 직전이었던 경신대기근(현종 11∼12, 1670∼1671) 이후 흉년

이 이어져, 숙종 2년(1676)에는 관서지방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고

이듬해에는 경기와 충청도는 물론 경상도에도 흉년이 들었다.100) 이

에 따라 “물자가 부족할 때 동전을 사용해 교역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동전통용을 요청하는 상소가 두 차례 올라

왔고,101) 정부는 숙종 4년(1678) 1월에 동전을 만들어 통용할 것을

결정했다. 동을 구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편해져 동전을 만들 수 있

다고 언급한 실록 기사를 미루어보면 동전통용을 추진하게 된 데에

는 동 수입량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102) 이에 따라

이전 시기와 달리 발행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호조, 어영청, 군

기시 등 여러 중앙기관이 동시에 발행을 시작했으며, 곧이어 평안

도·전라도의 감영과 병영에서도 발행을 시작했다.103)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동전통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

다. 민간에 동전을 보급하기 위해 공물가, 各司 하인의 보수, 봉급,

진휼곡 등의 일부를 쌀이나 포목 대신 동전으로 지급했다.104) 市廛

에 동전을 푼 다음 몇 년 후에 상인들에게 동전값어치의 곡식을 돌

99) 문광균, 2015 앞의 논문, 140∼141쪽, 248쪽.
100) 《承政院日記》 숙종 2년 2월 8일(경신); 《肅宗實錄》 숙종 3년 10월
2일(병오); 《肅宗實錄》 숙종 3년 11월 17일(경인); 《肅宗實錄》 숙종
3년 12월 17일.

101) 《承政院日記》 숙종 1년 4월 17일(을사); 《承政院日記》 숙종 2년 4
월 16일(무진).

102) 《備邊司謄錄》 숙종 4년 윤3월 24일(갑자).
103) 《肅宗實錄》 숙종 4년 1월 23일(을미); 《承政院日記》 숙종 4년 6월
3일(임신); 《備邊司謄錄》 숙종 4년 6월 4일(계유).

104) 《承政院日記》 숙종 5년 2월 18일(계미); 《備邊司謄錄》 숙종 5년
10월 16일(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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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받기도 했으며,105) 날짜를 정하여 민간에서 은과 포목 등을 받고

동전을 팔기도 했다.106) 그리고 지방통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시가

있는 전주나 청주, 공주 등 큰 읍에 동전과 물건을 교환하는 鋪子

설치를 추진했다.107) 이에 더하여 山郡의 대동목과 각종 身布의 일

정비율을 동전으로 받아 거둬들임으로써 백성들의 동전사용을 장려

하였다. 정부는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는 지역과 비율을 제한했는

데,108) 이는 급작스러운 수세방식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재

정의 주된 품목이었던 쌀과 포목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책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흉년에 쌀 대신 동전을 풀어 진휼을 시도하자 쌀을 받을 수

없게 된 경기백성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으며,109) 동전가치를 조

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정보를 미리 얻어 부당하게 차익을 챙

기는 경우도 있었다.110)

이와 함께 정부는 동전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했다. 이는 동전이 가진 금속화폐의 특성 때문인데, 동전가

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동전이 불법으로 주조되거나 반대로 백성

들이 동전을 녹여 놋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111) 정

부는 우선 불법주조를 막기 위해 시중의 동을 수거했다. 鍮器禁斷事

目을 제정하여 지정된 놋그릇 이외의 모든 놋그릇사용을 금지시켰

으며, 이로 인해 실직한 놋그릇장인들을 鑄錢廳에 소속시켜 동전발

행에 동원했고, 사용이 금지된 유기들은 무게단위로 가격을 정하여

은으로 매입했다.112) 정부는 이에 더하여 동전가치를 고정시키기 위

105) 《備邊司謄錄》 숙종 4년 윤3월 24일(갑자); 《肅宗實錄》 숙종 6년 5
월 23일(신해).

106) 《承政院日記》 숙종 5년 2월 22일(정해)
107) 《肅宗實錄》 숙종 6년 5월 23일(신해).
108) 宋賛植, 1997 앞의 책, 93쪽.
109) 《備邊司謄錄》 숙종 5년 10월 16일(정축).
110) 宋賛植, 1997 《朝鮮後期 社會經濟史의 硏究》, 일조각, 89쪽.
111) 《承政院日記》 숙종 5년 2월 3일(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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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했다. 동전의 구리함량을 정하여 불량화폐주조를 막는 한

편,113) 현물과 동전의 교환가를 정하고 은과 동전의 교환가도 상황

에 따라 조정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동전 가치가 은 1냥

당 동전 2냥 수준으로 점차 고정되었다.114) 유통 초기에 시중의 동

전가치가 낮아지자 정부는 보유한 포목을 풀어 동전을 거둬들이기

도 했다.115) 숙종대의 이와 같은 동전통용정책은 이전 시기의 것과

는 상당히 달랐다. 이전에는 발행량이 부족하여 동전이 널리 유통되

지 못했다면, 숙종대 정부는 오히려 동전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과

다한 발행이나 불법주조를 막는 정책을 폈다.

이후 정부는 동전발행량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숙종 23년(1697)

에 동전발행을 완전히 중단했고 발행을 통제하기 위해 동 수입도

제한했다. 즉 동전불법주조를 막기 위해 숙종 24년(1698)부터 私貿

易을 통한 동 수입을 중단시킨 것이다.116) 숙종 34년(1708) 私貿易을

통한 동 수입은 재개되었으나 동전발행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영조

7년(1731)이 되어서야 재개되었다.

112) 《備邊司謄錄》 숙종 5년 2월 4일(기사); 《備邊司謄錄》 숙종 5년 2
월 19일(갑신).

113) 유현재, 2014 앞의 논문, 147쪽.
114) 유현재, 2014 앞의 논문, 151쪽.
115) 《肅宗實錄》 숙종 6년 2월 3일(계해).
116) 《承政院日記》 숙종 23년 6월 13일(신유); 《承政院日記》 숙종 34년
5월 12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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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와 민간의 동전활용양상

1. 발행조절정책

숙종대 정부는 보통 특정기간을 정해 놓고 동전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발행했다. 각 기관은 흉년이나 공사

등으로 재정여유가 없을 때 정부에 동전발행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요청을 승인한 후에야 동전을 발행할 수 있었다. 각 기관은 발행비

용을 보통 자력으로 마련했는데, 미리 쌓아둔 동이나 중개무역으로

얻은 동을 발행에 활용했다.117) 정부가 발행을 허가한 기록을 살펴

보면 동전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숙종대 정부의 동전발행 허가기록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117) 《承政院日記》 숙종 12년 11월 23일(계묘); 《肅宗實錄》 숙종 18년
10월 24일(기해)



- 30 -

* 근거 기사는 <별표 1> 참고
* 음영: 발행이 허가될 때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허가기록이 없어
기한을 알 수 없는 경우이며, 이 경우 표에 발행중단시기를 기록했다.118)

118) 발행이 허가된 시기, 발행기한, 발행중단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숙종 7년(1681) 어영청에 허가된 건은

발행내용
날짜 허가된 기관 발행기한 발행중단시기

4년(1678) 1월 23일
(동전 최초 발행)

호조, 상평청, 진휼청,
정초청, 어영청, 사복시,
훈련도감, 수어청

(이후 수어청, 공조, 병조,
군기시, 경기감영 추가)

미정 5년(1679) 9월

4년(1678) 6월 3일 전라도, 평안도 미정 6년(1680) 2월 3일
7년(1681) 1월 2일 어영청 미정 동 1만 근을 소비한 후
7년(1681) 1월 16일 중앙, 외방 발행기관 미정 8년(1682) 3월 28일
8년(1682) 4월 황해도 미정 9년(1683) 1월 15일
8년(1682) 5월 3일 총융청 2개월
8년(1682) 11월 30일 전라도 미정 9년(1683) 1월 15일
9년(1683) 1월 15일 호조 미정 10년(1684) 2월 이전
11년(1685) 2월 3일 공조 10개월
11년(1685) 9월 12일 군기시 6개월
12년(1686) 1월 23일 평안도 미정 12년(1687) 11월 이전
12년(1686) 5월 18일 총융청 5개월
12년(1686) 11월 23일 진휼청 미정 동 2만 근을 소비한 후
14년(1688) 3월 13일 평안도 당해 말
14년(1688) 추정 호조 미상 15년(1689) 3월 3일
16년(1690) 8월 2일 선혜청 미정 17년(1691) 전반
17년(1691) 10월 24일 개성부 5개월
17년(1691) 이후 추정 상평청 미상 18년(1692) 후반
18년(1692) 8월 23일 총융청 12개월
18년(1692) 10월 4일 훈련도감 12개월
19년(1693) 1월 5일 상평청 9개월
20년(1694) 9월 13일 어영청 10개월
21년(1695) 9월 29일 강원도 미정 발행시작 전 허가취소
21년(1695) 10월 2일 상평청 12개월
21년(1695) 11월 21일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미정 23년(1697) 9월
21년(1695) 12월 10일 어영청 10개월
22년(1696) 1월 상평청 15개월
23년(1697) 4월 5일 상평청 4개월
43년(1717) 12월 26일 평안도 미정 발행시작 전 허가취소

<표 2> 숙종대 동전발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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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숙종대 허가된 동전발행은 총 29건

이었다. 정부에서 행한 동전발행 허가건수 29건 중 19건, 즉 전체의

70% 가량이 중앙기관에 내린 허가였다. 이 중에서도 호조, 진휼청,

상평청, 선혜청 등 재정기관에만 발행을 허가한 것은 9차례에 달했

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기관만 동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

기 때문이다. 정부는 숙종 6년(1680) 재정기관에만 발행을 허가한다

는 원칙을 세웠고, 숙종 9년(1683)과 19년(1693)에도 이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119)

어영청이 동 1만 근으로 동전을 만들겠다고 정부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
았으므로 어영청이 동 1만 근 소비 후 발행을 중단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承政院日記》 숙종 7년 1월 2일) 숙종 9년(1683) 호조에 허가된
건은 숙종 10년(1684) 2월경 모든 기관의 동전발행이 금지되어 있었으므
로 그 이전에 발행이 중단되었다고 추정했다.(《承政院日記》 숙종 10년
2월 13일) 숙종 12년(1686) 평안도에 허가된 건은 당해 11월 현재 동전
을 발행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는 기록이 있어 그 이전에 발행이 중단되
었다고 추정했다.(《承政院日記》 숙종 12년 11월 23일) 숙종 12년
(1686) 진휼청에 허가된 건은 진휼청이 동 2만 근으로 동전을 만들겠다
고 정부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진휼청이 동 2만 근 소비 후 발
행을 중단했을 것으로 추정했다.(《承政院日記》 숙종 12년 11월 23일)
숙종 15년(1688) 호조가 발행을 중단한 건은 宋賛植이 해당기사의 날짜
가 잘못 기록되었으며, 호조가 14년(1687)에 발행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
정한 바 있다.(宋賛植, 1997 앞의 책, 122쪽) 숙종 16년(1689) 선혜청이
발행을 허가받은 건은 숙종 17년(1690) 3월 선혜청의 동전발행이 거의
끝났다는 기사를 근거로 17년 전반에 발행이 끝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承政院日記》 숙종 17년 3월 6일) 숙종 18년(1691) 8월 상평청의 동
전발행이 거의 끝났다는 기사가 있어 이 때의 상평청 발행 건은 18년
후반에 끝났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 발행이 언제 허가되었는지 기록상
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시기에는 한 기관에서만 동전을 발행하
는 것이 원칙이었고 상평청은 선혜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전
의 선혜청 발행이 끝난 후 상평청의 발행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承政院日記》 숙종 18년 8월 23일) 숙종 23년(1697) 상평청에 허
가된 건은 해당기사에 발행기한이 14개월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2달
후 기사에는 병조판서가 상평청의 동전발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당해 겨
울에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宋賛植은 이를 근거로 14개월은 잘못 쓰
인 것이며 4개월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宋賛植, 1997 앞의 책, 126
쪽)

119) 《承政院日記》 숙종 6년 10월 5일(경인); 《備邊司謄錄》 숙종 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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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흉년에 따른 세수감소나 축성공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수요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기관 이외의 기관에 예외

적으로 발행을 허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군량비축, 무기생산 등으로

인해 군비수요가 많은 총융청, 어영청 등의 군사기관에 임시로 8차

례 발행을 허가했다. 외방에 대한 발행허가는 이보다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정부는 외방기관에도 발행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으려

했으며,120) 예외적으로 허가하더라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주

로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축성공사 등 군비지출이 많은 평안도 등

특정지역의 기관에 국한하여 발행을 허가했다. 임시로 허가할 때에

도 정부는 과다한 동전발행을 우려하여 다른 기관의 발행상황을 고

려했고, 다른 기관의 동전발행이 끝나야 비로소 발행을 허락하기도

했다.121)

정부는 동전발행량이나 발행기간에도 제한을 두었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동의 양을 확인하고

발행을 허가하기도 했지만 일정기한을 정하여 발행을 허가했다. 그

기한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15개월이었으며, 발행기한을 연장하려면

각 기관은 정부에 요청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가 사전

에 발행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보통

당해나 이듬해에는 발행이 중단되었는데, 대부분 정부가 중단명령을

내리거나 백성에게 부여한 役이 끝나면 발행이 중단되었다. 다만 예

외적으로 2년간 발행이 지속되는 경우가 2건 있었는데, 외방에 최초

로 허가한 숙종 4년(1678) 1건, 흉년이 크게 든 숙종 21년(1695) 외

방에 허가한 1건이었다.122) 또한 발행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

월 15일(정사); 《肅宗實錄》 숙종 19년 7월 3일(을사); 《備邊司謄錄》
숙종 19년 7월 4일(병오).

120) 《肅宗實錄》 숙종 17년 10월 23일(갑진); 《備邊司謄錄》 숙종 17년
10월 24일(을사).

121) 《承政院日記》 숙종 12년 11월 23일(계묘). 《備邊司謄錄》 숙종 18
년 8월 23일(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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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이나 연료 등 발행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발행이 중

단되기도 했다.123)

정부는 발행을 허가하는 시기도 제한했는데, 다음의 <표 3>을 살

펴보면 정부가 주로 흉년에만 발행을 허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동전이 발행된 숙종 4년(1678)부터 숙종 23년(1696)까지의 작

황과 동전발행을 허가한 시기를 정리한 것이다.124) 앞의 <표 2>에

서 보았듯이 숙종대 동전발행이 허가된 건수는 총 29건이고, 숙종

122) 숙종 4년은 숙종대 정부가 동전을 최초로 발행한 해이다. 한양인근에
서는 동전가치가 하락하여 이듬해 중앙기관 발행이 중단되었지만, 지방
에는 오히려 동전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발행기관은 동전
을 보급하기 위해 발행을 지속했다.(《承政院日記》 숙종 5년 9월 13일)
숙종 21년은 을병대기근(숙종 21∼23, 1695∼1697)이 시작된 시기로, 이
시기에는 큰 흉년이 수년간 지속되어 일찍 동전발행이 중단되기 어려웠
을 것으로 여겨진다.

123) 《承政院日記》 숙종 5년 2월 26일(신묘); 《承政院日記》 숙종 12년
1월 23일(무인); 《承政院日記》 숙종 12년 11월 23일(계묘); 《承政院日
記》 숙종 16년 10월 7일(갑자); 《備邊司謄錄》 숙종 18년 10월 4일(기
묘); 《備邊司謄錄》 숙종 19년 7월 4일(병오).

124) 흉년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 도의 쌀 작황이 좋지 않거나 세금
을 감면한 경우, 또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진휼조치가 있는 경우 흉
년으로 판단했으며, 여름에는 홍수, 태풍, 병충해 등으로 인한 진휼이 많
은데 이는 쌀 작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흉년
이 든 지역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 “팔도에 흉년이 들었다”, “이어진
수년 간 기근이 있었다” 등 실록에 자주 등장하는 기록은 그 어조가 강
하더라도 배제하고, 지역을 명확하게 기록한 경우에만 피해가 있는 지역
으로 판단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해의 흉년 든 지역에 ‘O’ 표시했다.
동전발행이 허가된 해를 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7세기 일기를 살
펴보면 보통 直播法으로 기른 벼는 백로(양력 9월 8일 경) 이후에 추수
했다.(김건태, 2004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114∼
154쪽) 따라서 백로부터 이듬해 백로 사이에 동전발행이 허가된 건이
있으면 그 해 작황의 영향으로 동전발행이 허가되었다고 보고 그 해의
발행허가 항목에 ‘●’ 표시했다. 예컨대 숙종 19년(1693) 1월 3일 상평청
에 동전발행이 허가되었는데 숙종 19년 1월 3일은 숙종 18년(1692)의 백
로와 숙종 19년(1693)의 백로 사이의 시기이므로 숙종 18년의 발행허가
항목에 ‘●’ 표시했다. 동전발행이 처음 시작된 숙종 4년(1678) 전반은
숙종 3년(1677) 작황의 영향을 받은 때이므로 숙종 3년의 작황부터 파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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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1717)에 허가됐다가 취소된 한 건을 제외하면 숙종 23년까지

허가된 건수는 총 28건이다. 그런데 <표 3>을 보면 동전발행은 총

15개년에 걸쳐 허가되었다. 허가건수와 발행연도수가 일치하지 않는

까닭은 숙종 6년(1680) 수확기 이후에는 2건, 11년(1685) 수확기 이

후에는 3건처럼 어떤 연도에는 발행이 여러 차례 허가되었기 때문

이다.

상황
연도

흉년 든 지역
발행허가

한양·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3년(1677) O O O ●

4년(1678) O

5년(1679) O

6년(1680) O O O O O ●

7년(1681) O O O O O O O ●

8년(1682) O O ●

9년(1683) O

10년(1684) O O O O ●

11년(1685) ●

12년(1686) O O O O O ●

13년(1687) O O ●

14년(1688) O ●

15년(1689)

16년(1690) O O O O O O O ●

17년(1691) O O O O ●

18년(1692) O O O ●

19년(1693) O

20년(1694) O O ●

21년(1695) O O O O O O O O ●

22년(1696) O O O O O O ●

23년(1697) O O O O O

<표 3> 숙종대 작황과 동전발행 허가시기

* 근거 기사는 <별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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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흉년든 지역이 여러 도에 걸쳐

있었을 때에는 동전발행을 모두 허가했다. 3개 이상 도에서 흉년이

든 해에는 숙종 23년(1697) 한 해를 제외하고 발행을 모두 허가했

다. 구체적으로 이 표를 살펴보면 숙종 6년(1680)과 10년(1684), 12

년(1686), 16년(1690), 18년(1692), 21년(1695)에 여러 도에 흉년이 들

었고 정부가 발행을 허가했다. 이 시기 연대기 기사를 살펴보면 실

제로 추수 이후 호조, 어영청 등의 각 기관이 “흉년으로 인해 재정

이 부족해졌다”거나 “진휼에 쓸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발

행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125) 다만 숙종 23년(1697)은 흉년든 지

역이 5개도에 걸쳐있었음에도 정부가 발행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

때는 이미 2년 전부터 상평청을 비롯한 몇몇 기관이 동전을 대량으

로 발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오히려 동전의 과다한 발행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작황이 나쁜 지역이 적을 때에는 발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발행을 허가해도 그 사유가 흉년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 3>을 보면 흉년든 도가 2개 이하로 표시된 해가 총 10개년이

었는데, 그 중 절반인 5개년은 정부가 발행을 허가하지 않은 해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5개년에 허가된 건의 사유를 보면 숙종 8년

(1682)의 한 건 외에는 흉년과 관련이 없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숙종 8년에 전라도에 흉년이 들어 정부가 진휼을 시행했는

데, 정부는 이 때 전라도와 호조에 한하여 동전발행을 허가했다. 전

라도가 주요 곡창지대 중 하나였음을 감안하면, 전라도의 흉작이 숙

종 8년의 동전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126) 나

머지 4개년은 흉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짧은 기간 동안

동전이 발행된 것으로 여겨진다.127) 이상을 종합하면, 정부는 주로

125) 각 시기 발행을 허가한 구체적인 사유는 <별표 1> 참고.
126) 《肅宗實錄》 숙종 8년 11월 30일(계유); 《肅宗實錄》 숙종 8년 12월
4일(정축); 《備邊司謄錄》 숙종 9년 1월 15일(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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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에 걸쳐 흉년이 들었을 때 동전발행을 허가했으며, 흉년든

지역이 적을 때에는 발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연대기 기록을 살펴보면 정부는 산하기관에서 발행을 청하

더라도 요청을 거부하거나 허락한 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숙종대 정부의 동

전발행 요청거부 및 허가취소 기록을 정리한 표이다.

127) 숙종 11년(1685)은 작황이 좋았지만 이듬해(1686) 1월 축성과 군량 비
축을 위해 평안도에 동전발행이 허가되었으며, 5월에는 군비 부족을 타
개하기 위해 총융청에 5개월 기한의 동전발행이 허가되었다. 숙종 13년
(1686)에는 두 도에만 흉년이 들었으나, 14년(1687) 3월 평안도 동전통
용확대를 위해 평안도에 한해 기한을 둔 발행 허가가 이루어졌다.(《肅
宗實錄》 숙종 12년 1월 23일; 《承政院日記》 숙종 12년 5월 18일;
《承政院日記》 숙종 14년 3월 13일) 숙종 14년(1688)에는 역병이 돌아
1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해에 재정이 많이 지출될 다른 사
건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가 역병에 대응하기 위해 호조에
발행을 허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해의 작황은 평안도를 제외하
면 나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듬해 3월 동전발행이 중단되었
다.(《肅宗實錄》 숙종 14년 4월 22일; 《肅宗實錄》 숙종 14년 6월 29
일; 《承政院日記》 숙종 15년 3월 3일) 숙종 20년(1694) 역시 두 도에
만 흉년이 들었다. 이 때의 발행 허가 사유는 흉년과 상관없는 축성 비
용 조달이었으며, 정부는 어영청에 한하여 기한을 두고 발행을 허가했
다.(《承政院日記》 숙종 20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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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날짜 출전 결정사항

7년(1681) 7월 23일 《承政院日記》 호조 요청거부
10년(1684) 2월 13일 《承政院日記》 어영청 요청거부
19년(1693) 7월 3일 《承政院日記》 상평청 발행 전 허가취소
21년(1695) 9월 3일 《備邊司謄錄》 강원도 요청거부
21년(1695) 10월 2일 《備邊司謄錄》 강원도 발행 전 허가취소
21년(1695) 11월 5일 《備邊司謄錄》 외방군영 요청거부
21년(1695) 11월 21일 《備邊司謄錄》 충청도, 황해도 요청거부
23년(1697) 11월 13일 《承政院日記》 충청도 요청거부
29년(1703) 1월 20일 《備邊司謄錄》 개성부 요청거부
40년(1714) 8월 29일 《承政院日記》 軍門 요청거부
44년(1718) 7월 18일 《備邊司謄錄》 평안도 발행 전 허가취소
45년(1719) 10월 17일 《承政院日記》 제주목 요청거부

<표 4> 숙종대 동전발행 요청거부 및 허가취소 기록

<표 4>를 살펴보면 정부는 총 9차례에 걸쳐 발행요청을 거부했음

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숙종 21년

(1695) 기록이다. 이때는 큰 흉년이 들어 여러 기관에서 동전발행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상평청·어영청·경상도·전라도·평안도에만 동전발

행을 허가하고 그 이외의 기관에는 발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보유하고 있던 동전을 필요한 곳에 내려보냈는데, 급박한 상

황에서도 동전의 과다한 발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128) 또한 <표

4>를 보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발행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취소

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숙종 43년(1717) 정부는 평안감

사의 요청에 따라 평안감영 동전발행을 허가했으나 평안감영은 스

스로 발행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듬해 정부는 발행효과가 없고

불법주조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발행허가를 취소했다.129)

128) 《備邊司謄錄》 숙종 21년 10월 2일(신묘).
129) 《肅宗實錄》 숙종 43년 12월 26일(병오); 《肅宗實錄》 숙종 4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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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전발행뿐만 아니라 동 공급량도 조절했다. 숙종 21년

(1695) 큰 흉년이 들자 이 해부터 2년간 상평청을 중심으로 동전이

50만 냥 가량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130) 23년(1697) 정부는 불법주조

성행과 동전가치 저하를 우려하여 발행을 완전히 중단시켰고, 이듬

해부터 발행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私貿易을 통한 동 수입도 중단

했다.131) 그 결과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동 수입량은 일시에 급

격하게 떨어졌다.

<그림 1> 왜관 私貿易 동 수입량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에서 인용.

이후 숙종 34년(1708)에 私貿易을 통한 동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그 수입량은 이전과 달리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줄었다. 특

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10만 근 내지는 20만 근의 동이 일정하

게 수입되었는데,132) 이는 최대 140만 근이 수입된 숙종 23년(1697)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동 수입량이 줄어든 시기에 정부

월 17일(갑자); 《備邊司謄錄》 숙종 44년 7월 18일(을축).
130) 李憲昶, 1999 앞의 논문, 7∼8쪽.
131) 《承政院日記》 숙종 23년 6월 13일(신유).
132) 이효원, 2008 앞의 논문, 3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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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기관의 동전발행요청을 거부했다. 예컨대 숙종 29년(1703)

개성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동전발행을 허가해줄 것을 청했으나

정부는 “동전의 과도한 발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경종 4

년(1724)에도 정부는 호조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동전발행을 검

토했으나, “동전발행이 무역확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발행을 포기

했다.133)

동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동 생산도 발행정책의 일환으로 조절되

었다. 숙종 4년(1678)에 동전발행과 함께 동 생산이 추진되었고, 숙

종 8년(1682)에는 어영청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長連의 동광을 채굴

하여 무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동의 양이

많아지자 적극적인 동 생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정부는 영

조 7년(1731)에 동전발행을 재개하면서 安邊 동광채굴을 허가했

다.134)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보면 정부는 동전발행정책에 맞추어 동

공급량도 조절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동전발행량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자 했는지 그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지만 柳馨遠이 제시한 적정발행량으로 그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는 전국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稅米가 270∼330

만 석임을 가정할 때 최소발행량을 100∼200만 냥으로, 적정발행량

을 700∼800만 냥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135) 17∼18세기 자료에는

호조 稅米(1년 당 10만 석 가량)와 선혜청 稅米의 한양 상납량(1년

당 18만 석 가량)136)만 남아 있어 稅米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였

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柳馨遠이 동전발행량을 도출한 근거를 기록

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동전발행과 동 공급을 조절한 숙종대 정

133) 《肅宗實錄》 숙종 29년 1월 20일(병인); 《景宗實錄》 경종 4년 2월
9일(계축).

134) 元裕漢, 1975 앞의 책, 45∼47쪽.
135) 《磻溪隨錄》 4 田制後錄 錢幣.
136) 최주희, 2015 〈18세기 전반 宣惠廳의 재정운영 양상〉, 《古文書硏
究》 47, 16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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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책으로 미루어보면 당시 왕과 신료들도 동전발행량을 조절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柳馨遠은 발행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을 때의 동전비

율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동전통용 초기에는 세

수의 10∼20%만 동전으로 거두어야 하며 동전이 널리 통용된 후에

도 세금의 1/3 가량만 동전으로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는

데,137) 이 이상 동전으로 거두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현물을 확보하

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정부는 동전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구분했고, 현물을 동

전으로 대납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제한했다.138) 그리고 각종 軍布와

公木을 동전으로 대신 내게 할 때 그 비율을 현물의 1/3로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139)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비록 柳馨遠은 관료가

아니어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위정자들의 생각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평시에는 동전발행을 통제하고 흉년에 동전을 발행하며,

그 발행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조선정부의 입장이었다. 정

부가 동전발행을 조절한 이유는 동전의 과도한 발행으로 인해 일어

날 폐단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조선의 위정자와 지식인들

은 동전이 널리 통용되면 상인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사람들이

이익만 좇으려 하므로 민생이 피폐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140) 이

는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管子와 馬端臨의 의견이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국초부터 교역이 가능한 지역과 교역을 할 수 있는 상인을

137) 《磻溪隨錄》 4 田制後錄 錢幣.
138) 宋賛植, 1997 앞의 책, 93쪽.
139) 《承政院日記》 숙종 5년 4월 13일(정축), 《承政院日記》 숙종 15년
9월 7일(경자).

140) 《肅宗實錄》 숙종 21년 12월 10일(무술); 《承政院日記》 숙종 32년
8월 16일(신축); 《肅宗實錄》 숙종 34년 12월 26일(무진); 《肅宗實錄》
숙종 36년 9월 27일(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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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했으며, 17세기에도 禁亂廛權 등으로 상인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 했다.141) 동전통용을 주장한 柳馨遠 역시 場市를 각 鎭과 驛,

읍 주변으로만 허용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장시를 일절 금지하여

상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142) 그러므로 당대인들은

지나친 동전발행 역시 상업진흥의 영역으로 생각하여 경계대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때는 동전이 빈번하게 발행되었고 불법주조(私鑄造) 또

한 큰 문제가 되었다. 동전주조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

법주조는 주로 발행관련자인 匠人과 奉足에 의해 행해졌다. 이들은

허가 없이 동전을 만들거나 동전에 들어가는 동의 양을 줄여 차익

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 불법주조를 할 경우 동전을

주조한 匠人은 사형에, 비용을 조달한 奉足은 유배에 처해졌으나 관

리들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불법주조를 근절하기는

어려웠다.143) 특히 을병대기근 시기(숙종 21∼23, 1695∼1697)에는

단기간에 동전이 대량으로 발행되면서 불법주조 역시 크게 성행하

여, 옥에 가둔 죄인에게 식량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염려될 정도로

그 적발건수가 많았다.144)

상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과 불법주조 문제 때문에 위정자들은

점차 동전발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으며, 심지어 발행을 허가할 때

주조에 쓸 수 있는 화로수까지 제한하기에 이르렀다.145) 숙종 21년

(1695) 이후 동전이 대량 발행되자 민간에서도 동전통용이 폐단을

일으키므로 발행뿐만 아니라 통용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상소가

141) 朴平植, 1999 앞의 책, 47∼49쪽; 白承哲, 2000 앞의 책, 267∼268쪽.
142) 《磻溪隨錄》 4, 田制後錄 空場.
143) 宋賛植, 1997 앞의 책, 137∼139쪽.
144) 《承政院日記》 숙종 22년 3월 3일(기미).
145) 《肅宗實錄》 숙종 15년 12월 6일(무진); 《備邊司謄錄》 숙종 17년
10월 24일(을사); 《承政院日記》 숙종 18년 10월 3일(무인); 《肅宗實
錄》 숙종 21년 11월 22일(경진); 《承政院日記》 숙종 22년 3월 12일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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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왔다.146) 이 때 신료들은 여러 차례 정해진 수량의 동전만 발행

하고 이후 발행을 중지하자고 주장했으며,147) 임금도 이에 동의하였

다. 다음에 제시한 숙종 23년(1697)의 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잘 드

러낸다.

좌의정 尹趾善이 의견을 쓴 單子를 연달아 올렸는데 그 수가

23건에 달했다. 이에 임금이 승지를 보내어 출사하도록 권하

고 함께 오라고 하자 尹趾善이 출사하고 조정에 나아갔다. 임

금이 접견하자 尹趾善이 동전발행으로 일어나는 폐단을 강하

게 피력했다. 임금이 말했다. “역사를 보면 예전부터 간사한

거짓은 근심거리였다. 내가 그 폐단을 모르지 않으나 불가피

하므로 발행을 허락했다. 경의 말이 이와 같으니 더 발행하지

않게 하겠다.” 승지 金洪福이 장인과 役軍들이 이미 모였으므

로 갑자기 그만 두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尹趾善이

이번 달까지만 더 주조하도록 허용하자고 청했고, 이에 따랐

다.148)

동전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동전통용에 비판적인 의견이 계속 올

라왔다. 臺諫을 비롯한 관료들은 동전통용으로 인해 각 기관에서 횡

령이 일어나거나 부자들이 이익을 독점하게 되므로 통용방식을 개

선하거나 아예 통용을 중단하면 좋겠다는 상소를 수차례 올렸다.149)

146) 《肅宗實錄》 숙종 23년 6월 8일(병진); 《肅宗實錄》 숙종 23년 9월
21일(무술).

147) 《備邊司謄錄》 숙종 21년 10월 2일(신묘); 《備邊司謄錄》 숙종 21년
11월 21일(기묘); 《肅宗實錄》 숙종 22년 8월 3일(병술).

148) 《肅宗實錄》 숙종 23년 9월 15일(임진).
149) 《肅宗實錄》 숙종 26년 2월 17일(신사); 《肅宗實錄》 숙종 30년 4월
11일(경진); 《肅宗實錄》 숙종 34년 8월 27일(경오); 《承政院日記》 숙
종 34년 9월 11일(갑신); 《肅宗實錄》 숙종 34년 11월 5일(정축); 《肅
宗實錄》 숙종 34년 11월 6일(무인); 《肅宗實錄》 숙종 34년 12월 26일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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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차례 발행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2. 사용방식과 동전의 기능

숙종대 동전발행 초기에는 한양과 개성에서 통용이 일반화되었으

나, 지방에서는 동전이 널리 쓰이지 않고 있었다.150) 숙종 21년

(1695) 이후 동전이 대량 발행되면서 지방백성들도 동전을 많이 쓰

게 되었으나 18세기 전반까지는 동전이 값을 표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즉 동전이 상품에서 화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발

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대에 발행된 동전총액은 그 액수를 추정하기 어렵지만,151) 숙

종대 후반이 되면 동전량이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기

록이 보인다. 숙종 43년(1717)에 영의정 金昌集은 “동전이 외딴 섬

이나 깊은 산골에까지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발행이 중단된 지 오

래되어 동전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말한 기록이 있으며, 영조 5년

(1729)에도 동지사 尹淳이 “조정에서 軍布와 大同米를 동전으로 받

고 있어 민간에서 동전이 매우 귀해졌다”고 말한 기록도 보인다.152)

150) 《承政院日記》 숙종 6년 2월 3일(계해); 《承政院日記》 숙종 6년 10
월 5일(경인).

151) 이 시기 동전발행 액수를 구체적으로 적은 기록은 많지 않으며, 이
시기 수입된 동의 양으로 동전발행량을 추산하는 것 역시 어려운 측면
이 있다. 李憲昶은 숙종 4년(1678) 동전발행이 시작된 후 발행이 완전히
중단된 숙종 23년(1697)까지 발행중단이 거의 없었다고 가정하고 숙종대
동전발행 총액을 450만 냥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숙종대 동전발행기간에
일본에서 수입된 동을 모두 모아도 가능한 동전발행량이 300만 냥을 넘
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추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李憲昶, 1999 앞의 논문, 7∼8쪽; 이정수, 김희호, 2006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160∼163쪽.

152) 《備邊司謄錄》 숙종 43년 9월 2일(계축); 《備邊司謄錄》 영조 5년
10월 24일(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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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들이 동전을 많이 쓰게 되면서 상품거래내역을 기록한

賣買文記와 당대인들이 쓴 일기에 물건 값을 동전으로 표기하는 사

례가 점차 늘어났다. 숙종대 초기부터 발행량이 많았던 한양지역은

숙종 16년(1690) 이후부터 물건 값을 동전으로 쓴 賣買文記가 발견

된다. 숙종 21년(1695)부터 2년간 동전이 대량 발행된 것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물건 값을 동전으로 쓴 賣買文記가 많이 발견된다. 경상

도에서는 숙종 23년(1697) 이후, 전라도에서는 숙종 31년(1705) 이후

거의 모든 賣買文記에 값이 동전으로 표기되었고, 쌀·목면·가축 등

의 현물은 물건 값을 표기하는 데에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153) 이

시기에 쓰인 일기에도 동전으로 물건 값을 적은 거래기록이 많이

발견된다.154)

그런데 18세기 전반까지의 각종 일기와 연대기에서는 거래에서 동

전이 화폐의 일부기능, 즉 값을 표기하는 기능만 담당하는 기록이

발견된다. 경상도에 거주한 具尙德이 영조 1년(1725)부터 37년(1761)

까지 40여 년에 걸쳐 쓴 《勝聰明錄》에는 토지, 가옥 거래와 관련

된 18건의 기록이 보이는데,155) 이 중 거래에 치른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16건이다. 16건의 기록 중 쌀로 값을 치른 기록이 6건,

동전으로 쌀을 사서 그 쌀로 값을 치른 기록이 1건이다. 즉 16건 가

운데 쌀로 값을 지불한 거래가 전체 거래기록의 거의 절반에 달하

는 것이다. 또한 영조대에 동전발행이 재개되고 20여년이 지난 무인

153) 정수환, 2013 앞의 책, 217∼220쪽, 334∼335쪽; 須川英徳, 2014 〈朝
鮮後期における銅錢使用の普及にかんする試論〉, 《年報朝鮮學》 17, 60
∼61쪽.

154) 정수환, 2013 앞의 책, 288∼289쪽.
155) 병오년(1726) 6월 20일; 12월 21일; 정미년(1727) 10월 13일; 10월 21
일; 경술년(1730) 11월 13일; 11월 15일; 갑인년(1734) 10월 24일; 을묘년
(1735) 윤4월 7일; 계해년(1743) 1월 22일; 갑자년(1744) 11월 11일; 기사
년(1749) 12월 30일; 신미년(1751) 12월 11일; 12월 30일; 임신년(1752)
11월 16일; 갑술년(1754) 12월 1일; 병자년(1756) 2월 17일; 정축년(1757)
6월 16일; 무인년(1758)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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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758)에도 쌀로 값을 치른 거래기록이 보인다.

앞서 본 대로 숙종 23년(1697) 이후 경상도에서 작성된 賣買文記

에는 값이 대부분 동전으로 표기되었으며, 숙종 31년(1705) 이후 전

라도에서 작성된 賣買文記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勝聰明錄》의 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쌀로

값을 지불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勝

聰明錄》에 기록된 다음의 거래기록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 정미년(1727) 10월 21일: 김처광의 논 값 동전 36냥을 대신

한 租로 매냥 당 13두, 합 23석 8두를 뱃머리에 실었다.156)

- 임신년(1752) 11월 16일: 15냥의 돈을 대신한 租 6석으로

김상연의 執字 밭 18두락지와 콩밭 3두락지를 매입했다. 매년

수확량이 12짐이다.157)

이 기사를 보면 具尙德이 땅을 살 때 동전으로 값을 표기한 후 땅

을 판 사람에게 그 값어치의 쌀을 내어준 것을 알 수 있다. 賣買文

記에 기록된 거래 역시 많은 수가 이러한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

다. 즉 賣買文記에는 동전으로 값을 표기하고 실제로는 쌀로 값을

치른 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쌀을 빌릴 때에도 발생했다. 동전이 통용되기

전 사람들은 쌀을 빌리고 이후 갚을 때는 빌린 쌀에 이자를 붙여

갚았다. 쌀이 곧 화폐였기 때문에 값을 표기하는 수단과 빌리는 상

품이 동일했던 것이다. 다음의 자료는 동전이 통용된 이후 쌀을 빌

156) 《勝聰明錄》 정미년(1727) 10월 21일. “金處光畓價錢三十六兩代租每
石十三斗, 合二十三石八斗, 運下舡頭” 정확히 계산하면 23석 4두가 되는
데 나머지 4두는 운송비 등의 부가비용이거나 계산착오일 것으로 추정
된다.

157) 《勝聰明錄》 임신년(1752) 11월 16일. “以十兩錢, 代租六石, 買金尙演
執字田十八太種三斗地十二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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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 숙종 24년(1698): 옛날 재산을 불리는 규정에는 별도의 이

자가 있을 뿐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봄과 여름 사이 쌀

이 귀해지고 동전이 천해지는 때는 빌려주는 자가 쌀로써 장

시 가치를 따져서 (동전을) 준다. 가을 추수 이후 쌀이 천하고

동전이 귀해질 때는 또 가을의 장시 가치를 따져서 갚게 한

다.158)

- 숙종 44년(1718): 곡식이 귀할 때에는 한 말의 쌀을 동전으

로 환산하면 한 냥이다. 가을에 두 냥의 동전으로 갚는데 이

를 쌀로 계산하면 5∼6배를 넘어간다.159)

- 숙종 46년(1720): 만약 봄에 1냥의 동전을 빌린다고 하면

봄의 장시 가치인 (동전) 1냥 당 쌀 2두로 이야기한다. 가을에

이르러서는 동전 1냥 5전을 쌀로 상환하는데, 가을 장시의 가

치인 1냥 당 쌀 5두로 이야기한다. 이자와 합하면 7두 5승이

되니 이미 그 원곡의 세 배를 넘는다.160)

- 영조 5년(1729): 대개 돈으로 빌려줄 경우 돈을 곡식으로

계산하여 빌려주기도 한다. 가을을 기다려 이를 돌려받을 때

는 3∼6배에 이르기도 한다.161)

이 자료들은 동전으로 값을 매기게 된 후 갚아야 할 쌀의 양이 늘

어났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현상을 조선후기의 거래실상을 감안하

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동전이 통용되기 전에는 쌀에 이자가

158) 《承政院日記》 숙종 24년 1월 19일(을미).
159) 《肅宗實錄》 숙종 44년 9월 15일(경인) “至於穀貴之時, 一斗米折錢一
兩, 至秋索二兩。 以米計之, 殆過五六倍”

160) 《備邊司謄錄》 숙종 46년 3월 15일(임오) “設令春貸一兩之錢, 則以春
市直二斗米論, 到秋, 以錢一兩五錢, 計捧米穀, 而以秋市直 五斗論, 竝殖爲
七斗五升, 視其本, 已過三倍”

161) 《承政院日記》 영조 5년 1월 5일(경술) “大抵以錢給債, 或以穀物計錢
給債, 待秋還捧, 則輒至於三四五六倍, 春饑秋豐, 則或至十倍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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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었고, 쌀에 대한 이자율은 보통 50%였다.162) 따라서 봄에 쌀 1말

을 빌린다면 풍흉에 관계없이 가을에 쌀 1말 5되를 갚으면 된다. 동

전이 널리 쓰인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쌀을 빌리고 갚았는데, 그

값은 동전으로 계산했으며 조선후기에 동전이자율 역시 쌀과 마찬

가지로 50% 내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163) 그리고 《勝

聰明錄》에 기록된 동전 값을 토대로 추정하면 평균적으로 가을 쌀

은 봄 쌀에 비해 1/4정도 가치가 낮았다고 한다.164) 이러한 추정치

를 바탕으로 동전 1냥이 봄에는 쌀 1말의 값어치를 가지며, 가을에

는 쌀 1말 3되의 값어치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봄에 동전 1냥어

치인 쌀 1말을 빌리면 가을에는 원리를 합산한 동전 액수에 30% 높

아진 동전 값을 곱한 액수인 쌀 1말 9되 5홉(1.5냥*1.3말)을 갚으면

된다. 추수기에 오른 동전 값과 함께 이자를 이중으로 계산하면서

이전에 비해 갚아야 할 쌀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당대 사람들이 여전히 쌀로 값을 치르면서 동전으로 값

을 표기한 이유는 동전이 쌀에 비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쌀은 식량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

는 물품이고 풍흉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해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그 가치를 달리한다. 하지만 동전은 금속으로 주조되기 때

문에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즉 풍흉과

계절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대 사람들

은 전답을 거래하거나 쌀을 빌릴 때 동전으로 값을 표기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이다.

162) 宋賛植, 1997 앞의 책, 159쪽.
163) 숙종대 정부는 수차례 민간의 동전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려 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기와 거래기록을 살펴보면 월 이자율 4∼5%대, 즉
연 이자율 50% 내외의 거래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宋賛植,
1997 앞의 책, 159쪽; 김건태, 2004 앞의 책, 422∼423쪽; 전성호, 2007
《조선 후기 米價史 연구》, 한국학술정보, 251쪽.

164) 전성호, 2007 앞의 책, 85∼88쪽.



- 48 -

동전의 가치가 쌀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동전 값은 시

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기도 했다. 《果軒日記》에는 연말에

작황 기록과 함께 동전 값이 1건씩 총 5건 기록되어 있는데, 동전 1

냥 가치에 해당하는 곡식의 양을 적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식으로 《淸臺日記》에는 추수기에 작황 기록과 함께 동전 값이 1

건씩 총 7건 기록되어 있다.165) 《勝聰明錄》에는 동전 값이 이보다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 수가 총 180여 건에 달한다. 다음 자료

는 그 중 대표적인 사례이다.

- 《果軒日記》 갑신년(1704): 올해는 가뭄이 심하여 移秧을

못한 논이 많았다. 콩 농사는 매우 잘 되었고 목화 또한 많이

거두었다. 장시 시세는 해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한결같아서,

동전 한 냥 당 (쌀) 7∼8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166)

- 《淸臺日記》 기축년(1713) 9월 9일: 올해는 8도가 모두 흉

년인데, 호남이 특히 심하다. 이곳에서는 장시 시세가 동전 1

냥 당 租 1석에 달하니 괴이하다.167)

- 《勝聰明錄》 정유년(1746): 올해는 내내 가물어서 추수한

것이 흉년을 겨우 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族

徵을 당해 고난을 겪는 것이 흡사 난리가 난 듯했다. 시세는

(동전 한 냥 당) 正租 16∼17두, 쌀 6두 반이었으며, 연말에는

(동전 한 냥당) 租 12두, 쌀 5두 반이었다.168)

165) 정수환, 2013 앞의 책, 281쪽, 287쪽.
166) 《果軒日記》 갑신년(1704) 마지막 기록으로, 당해의 마지막 날(12월
29일) 일기 뒤에 적었다. “是年旱甚, 水田, 多未移秧, 而太粟甚實, 木花亦
多, 市價歲前歲後如一, 錢文一兩, 不下七八斗”

167) 《淸臺日記》 기축년(1713) 9월 9일. “今年八道皆匈, 而湖尤甚, 此處市
錢一兩租一石, 可怪.”

168) 《勝聰明錄》 정유년(1746) 마지막 기록으로, 당해의 마지막 날(12월
29일) 일기 뒤에 적었다. “今年亢旱, 而秋成則可謂免凶, 然民之被侵於徵
族之患, 有若亂離, 市直正租十六七斗, 米六斗半, 歲末, 租十二斗, 米五斗
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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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18세기 중반까지 동전 값

을 쌀로 기록했다. 그 때까지도 여전히 동전을 상품으로, 쌀을 화폐

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동전이 주된 화폐로 쓰였다면 사

람들은 쌀을 상품으로 인식하여 쌀값을 동전의 양으로 기록했을 것

이다. 하지만 이 일기들에는 그러한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169) 위의

기록과 반대로 쌀값을 동전으로 적는 사례는 18세기 후반 이후의

연대기 기사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다음의 자료는 그 사례 중 일

부이다.

- 정조 12년(1788): 호남의 경우 풍년에는 곡식 값이 헐하여

산읍에 있는 곡식은 매 包당 겨우 (동전) 두 냥 반이나 세 냥

을 받을 뿐이다.170)

- 정조 14년(1790): 최근 들어서는 풍년이라 해도 쌀 한 包의

값이 (동전) 3냥 7전∼8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고정불변한

것이 되었다.171)

- 순조 22년(1822): 남관 각 읍의 2년간 시세는 (쌀) 한 석당

(동전) 5냥 3∼4전에서 3냥 6∼7전에 이른다.172)

이 자료를 보면 18세기 전반의 양상과는 반대로 쌀 가격이 동전으

169) 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치 척도 기능이다. 즉 일정한 상품의
양에 해당하는 화폐의 양을 적어 상품의 가치를 표기하는 기능으로, ‘물
건 1개 당 화폐 몇 개’와 같은 식으로 쓰인다. 예컨대 쌀이 상품이고 돈
이 화폐인 현재는 ‘쌀 80kg에 20만 원∼24만 원’으로 쓴다. 반면 여기에
서 보듯이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작성된 일기에는 동전 값이 쌀
로 기록되어 있었다. 즉 ‘동전 1냥 당 쌀 3두’와 같은 식으로 쓰여 있다.
동전을 상품의 자리에, 쌀을 화폐의 자리에 놓고 쓴 것이다.

170) 《正祖實錄》 정조 12년 6월 22일(계축). “至於湖南, 則歲豐穀賤, 山郡
所在之穀, 每包僅捧二兩半, 或三兩支放”

171) 《正祖實錄》 정조 14년 7월 24일(임인). “挽近以來, 所謂豐年, 米直一
包價, 不減於三兩七八錢, 便同移易不得”

172) 《純祖實錄》 순조 22년 9월 30일(신축). “南關各邑兩年市直, 每石自五
兩三四錢, 至三兩六七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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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쌀이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전이 화

폐의 기능인 가치척도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자료미비로 인하여 18

세기의 어느 시점부터 동전이 화폐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는 엄밀

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18세기 후반 부터는 연대기 기

사에서 동전이 화폐로 쓰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18세기 중엽까지 동전은 주로 거래

할 때 값을 표기하는 수단으로 쓰였고, 쌀로 거래한 상품의 값을 치

르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이때까지 동전은 상품에서 화폐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화폐의 주요기능인 가치척도와 교환수

단의 기능은 여전히 쌀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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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倭亂과 胡亂을 겪은 후 조선정부는 피해복구와 재정내실화를 위해

노력했고, 물자절약을 당면과제로 인식했다. 이에 위정자와 지식인

들은 기존에 화폐로 쓰이던 쌀과 포목을 동전으로 대체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쌀과 포목은 화폐인 동시에 의생활·식생활에 쓰이기

도 했으므로, 흉년이 들면 백성들은 교역규모가 축소되고 옷과 식량

이 부족해지는 이중고를 겪었다. 정부 역시 현물을 위주로 하여 재

정을 운영했으므로, 흉년이 들면 세수가 줄고 진휼에 비용이 투입되

어 재정이 고갈되었다. 당시 위정자와 지식인들은 흉년에 쌀과 포목

대신 동전을 사용하면 실생활과 재정지출에 쓰이는 현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물자절약효과를 얻기 위해 17세기 내내 지속적으로 동전통

용정책을 검토하고 시도했다. 倭亂과 胡亂을 겪은 직후인 선조·인조

대 정부는 발행비용이 부족하여 소량의 동전을 발행하는 데에 그쳤

다. 한편, 효종대 정부는 淸에서 동전을 구입해 와서 西路지역에 유

통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동전의 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

부는 동전유통지역을 급작스럽게 확대했다. 이와 같은 무리한 정책

으로 인해 백성들이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위정자들도 동전

통용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 정부는 통용정책시행을 중단하기

에 이르렀다.

숙종대 정부는 淸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었고 大

同法과 良役확대정책으로 재정을 내실화했으므로 이전 시기의 정부

에 비해 재정여력이 생기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기관들은 숙

종 4년(1678)부터 23년(1697)까지 동전을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었

다. 정부는 쌀과 포목 대신 동전으로 일부비용을 지출하고 일정량의

세금을 동전으로 받으며, 동전과 상품을 교환하는 鋪子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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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통용확대를 꾀했다. 그리고 동전가치를 안정

화하기 위해 동과 은의 교환비율을 책정했으며 불법주조를 막기 위

해 놋그릇을 사들였다.

이 시기 위정자들은 동전유통을 통해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

각했지만,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불법주조가 만연하면 민생이 피

폐해질 것을 우려하여 과다한 동전발행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숙종

대 정부는 주로 중앙기관에만 동전발행을 허가했으며 발행기간을 2

년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평년에는 대체로 발행을 통제하다가 주

로 흉년이 들었을 때에만 동전발행을 허가했으며, 발행정책에 맞추

어 동 수입과 동 생산도 통제했다. 정부기관들은 흉년이나 축성공사

등으로 재정이 부족할 때에만 정부에 발행허가를 받아 비축해 둔

동으로 동전을 발행할 수 있었다.

한편, 동전이 널리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전반까

지는 여전히 쌀이 화폐의 주요기능인 교환매개와 가치척도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었다. 동전은 쌀에 비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는 장점이 있으므로 쌀을 빌리거나 물건을 매매할 때 값을 표기하

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까지 동전은 쌀이

수행하고 있던 화폐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의 발행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

으나, 산하 기관의 발행 정책과 양상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충

분히 논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자료 확보와 함

께 추후 논의를 확대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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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숙종대 동전발행허가 및 발행중단 관련기사 출전

일자 출전 일자 출전
4년 1월 24일 《備邊司謄錄》 12년 5월 18일 《承政院日記》
4년 5월 25일 《承政院日記》 12년 11월 23일 《承政院日記》
4년 6월 3일 《承政院日記》 14년 3월 13일 《承政院日記》
4년 6월 4일 《備邊司謄錄》 15년 3월 3일 《承政院日記》
5년 2월 3일 《承政院日記》 16년 10월 7일 《承政院日記》
5년 2월 26일 《承政院日記》 17년 3월 6일 《承政院日記》
5년 9월 13일 《承政院日記》 17년 10월 24일 《備邊司謄錄》
5년 9월 17일 《承政院日記》 18년 8월 23일 《備邊司謄錄》
6년 2월 3일 《肅宗實錄》 18년 8월 23일 《承政院日記》
7년 1월 2일 《承政院日記》 18년 10월 3일 《承政院日記》
7년 1월 2일 《肅宗實錄》 18년 10월 4일 《備邊司謄錄》
7년 1월 16일 《承政院日記》 19년 1월 3일 《承政院日記》
8년 3월 28일 《備邊司謄錄》 19년 1월 5일 《備邊司謄錄》
8년 3월 29일 《承政院日記》 19년 7월 3일 《承政院日記》
8년 5월 3일 《備邊司謄錄》 19년 7월 4일 《備邊司謄錄》
8년 11월 30일 《肅宗實錄》 20년 9월 13일 《承政院日記》
9년 1월 15일 《備邊司謄錄》 21년 9월 29일 《備邊司謄錄》
10년 2월 13일 《承政院日記》 21년 10월 2일 《備邊司謄錄》
11년 2월 3일 《承政院日記》 21년 11월 21일 《備邊司謄錄》
11년 2월 6일 《備邊司謄錄》 23년 4월 5일 《承政院日記》
12년 1월 23일 《承政院日記》 23년 6월 13일 《承政院日記》
12년 1월 24일 《備邊司謄錄》 23년 9월 15일 《肅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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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肅宗實錄》 흉년관련기사 일자

3년 10월 2일 11년 4월 2일 20년 5월 13일
3년 12월 17일 12년 4월 9일 20년 12월 6일
4년 3월 6일 12년 8월 28일 21년 8월 3일
4년 5월 13일 12년 9월 9일 21년 8월 22일
4년 10월 16일 12년 10월 23일 21년 10월 18일
5년 2월 13일 12년 12월 3일 21년 12월 3일
5년 3월 6일 12년 12월 13일 21년 12월 10일
6년 2월 13일 13년 2월 3일 22년 1월 7일
6년 윤8월 23일 13년 2월 6일 22년 2월 11일
6년 9월 11일 13년 10월 11일 22년 2월 14일
6년 12월 26일 14년 2월 5일 22년 3월 19일
7년 10월 9일 14년 3월 16일 22년 3월 23일
7년 10월 17일 14년 11월 3일 22년 4월 8일
7년 10월 23일 16년 9월 12일 22년 11월 4일
7년 12월 6일 16년 11월 3일 22년 12월 17일
7년 12월 11일 16년 11월 18일 23년 1월 9일
8년 1월 23일 16년 12월 11일 23년 2월 16일
8년 2월 21일 16년 12월 14일 23년 윤3월 3일
8년 3월 6일 16년 12월 15일 23년 윤3월 23일
8년 3월 24일 16년 12월 17일 23년 4월 6일
8년 11월 23일 17년 1월 3일 23년 8월 3일
8년 11월 28일 17년 1월 4일 23년 8월 4일
8년 12월 4일 17년 2월 10일 23년 8월 14일
9년 1월 10일 17년 2월 13일 23년 9월 13일
9년 1월 13일 17년 2월 22일 23년 9월 21일
9년 2월 13일 17년 9월 17일 23년 9월 27일
9년 9월 18일 17년 11월 17일 23년 10월 23일
10년 8월 18일 17년 11월 21일 23년 11월 13일
10년 8월 25일 18년 4월 24일 23년 11월 14일
10년 9월 13일 18년 11월 24일 24년 1월 8일
10년 12월 12일 19년 2월 4일 24년 1월 28일
11년 1월 18일 19년 2월 20일 24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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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inage Policy and Utilization of Coin

in Seventeenth-Century Chosŏn Korea

Kim Han Bit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governmental regulation in coin

production and circulation, and the utilization of coin in

transaction in Seventeenth-Century Chosŏn. In preparation for

famine, policy makers minted and circulated coin to conserve and

store food resources. However, coin was only a means to

designate price of purchase and sale.

Policy makers and intellectuals insisted on coin circulation as

the solution to conserve food resources, rather than good

exchange. Rice and fabric, particularly ramie and cotton, were the

traditional mediums of exchange in Chosŏn. Since the majority of

governmental finance consisted of rice and fabric, famine would

cause financial shortage. Policy makers and intellectuals feared

that famine would reduce trade due to the depletion of rice and

fabric. The appropriation of good exchange for crops as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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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also aggravate starvation and intensify financial crisis.

Therefore, policy makers consistently exhorted for coin mintage

and distribution.

On the one hand, the government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could not issue coins extensively. Copper, the primary

material in coin mintage, was expensive because it was a major

import from Japan and was a diversely demanded commodity.

Evidently, coin mintage became a challenge for the Chosŏn

government particularly during and after the two major wars

(Japanese Invasion and Manchu Invasion).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of King Sukchong (1661~1720) obtained substantial

fiscal afford for minting large quantities of coin by profiting from

the intermediary trade between Qing and Japan and by

implementing positive fiscal policies.

However, the government of King Sukchong strictly limited

coin production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coin distribution.

The government also limited the period of coin distribution and

the import volume of copper. Excessive coin distribution could

lead to monopolization of profit for merchants and further

exacerbate impoverishment of public welfare. Therefore, the

government allownned coin mintage primarily for the central

administration to prevent illegal production and authorized coin

circulation mostly during famines and castle constructions to

relieve financial shortage.

Coin was widely used in purchasing goods and in lending rice

since the value of coin had been more stable than that of rice.

However, the role of coin did not go beyond designat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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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urchase and sale. Despite its extensive circulation, coin could

not replace rice as the primary medium of exchange and scale of

value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Chosŏn.

Topics: Coin, Good Exchange, King Sukchong, Famine, Coinage

policy, Role of Money

Student Number: 2015-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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