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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영조대 제정된 균역법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논문이다.

균역법은 양인들이 군역 명목으로 부담하던 포목과 쌀 납부량을 절반으

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감필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채우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조정에서는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채워

준다는 명목으로 군포 수입이 존재하던 각 기관 가운데서 특히 병조와

삼군문을 중심으로 급대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원이 염출되었

는데, 錢 수입이 높은 비중으로 마련되었다. ‘전국적’으로 거두어들인 물

자를 특정 기관 중심으로 급대해준 점은 설명이 필요한 물자 배분 방식

이다. 높은 비중의 전납 수입도 조선 후기의 일반적 경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부분을 규명하고자 했다.

균역법을 제정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파악했던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

분과 급대 재원으로부터 마련되는 수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입안자들은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대부분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인식했을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급대 대상 기관이 병조, 군문

중심으로 제한되었던 것은 감필 이후 급대해 줄 물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조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된 결과였다. 감필로 인

한 세수 감소분이 대부분 충당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수

감소분이 포목과 쌀이었던 것에 반해서 급대 재원에서 대거 전 수입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균역법 제정 전후로 포목 1필의 시가가 공정가

보다 낮아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급대 재원에서 마련된 전 수입으

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조정에서는 균역법 제정 이전부

터 군포의 공정가와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입안자들은 감필을 통해서 포와 쌀 수입을 줄이는 대신, 급대 재

원에서 전 수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 수입 비중이 높아진 결과 급대 물자(포목, 쌀)를 확보해야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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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입안자들은 전으로 포목과 쌀을 일괄적으로

확보해 각 기관에 급대하고자 했다. 포목의 경우 급대 재원으로부터 확

보된 전을 바탕으로 시전인으로부터 포목을 납입 받거나, 선혜청의 목과

교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포목을 일괄적으로

확보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수되지 못하고, 급대 대상 기관에 전을 직접

지급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쌀의 경우 선혜청 공가미를 구매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포목의 경우와 다르게 급대 대상

기관에 쌀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고수되었다.

균역법의 시행 결과 조정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첫째, 집중적인 급대 대상이었던 각 군문에 물자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균역법 시행 이전까지 조정에서는 각 군문의 세수 부족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균역법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이 해소되었다. 입안자들이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대부분 충당하면서도 급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균역청의

독자적 회계를 보장한 결과였다. 둘째, 선혜청 공가미를 예매하는 방식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균역법 시행 이전까지는 선혜청 공가미를 구매하고

자 하여도 전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균역법으로 전 수입이 많

아진 결과 조정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가미를 예매하는 방식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표면적인 성과 이면에는 조정이 균역법 급대를 통해 급대 대

상 기관의 재정을 통제하고자 했던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판단된다. 균역

법 시행 전부터 조정에서는 군작미 조성을 통해 군포 수입 있는 기관들,

그 가운데 병조와 각 군문의 재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는데 이러

한 경향이 균역법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균역법 급대를

통해 급대 대상 기관의 재정을 통제하고자 했다는 점은 입안자들이 급대

수량을 엄격하게 제한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740년대에 조

정에서는 대대적으로 각 기관의 군액을 고정했는데, 나아가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도 삼군문의 쌀 수입 규모가 입안자들이 임의로 정한 수준에서

고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안자들은 급대 수량을 엄격하게 제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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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령 물자가 넉넉하게 구해지는 경우에도 때에 따라 급대를 더 얹어

주는 일은 없었다. 급대 대상 기관에서는 입안자들이 정한 수준에서 수

입을 통제받으며 수입 일부를 균역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

게 되었다. 균역법을 통해 조성된 안정적인 물자 지급 조건은 조정에서

급대 대상 기관들의 재정을 통제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통제 조치에 따라 군문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둔전을 확보하려

고 노력하거나 독자적으로 선혜청 공가미를 구매하려하기도 했다. 하지

만 이에 대해서도 조정에서는 지속으로 통제 조치를 내렸다. 둔전의 군

액을 고정하고, 둔전에 대한 출세 조치를 내렸다. 군문에서 독자적으로

선혜청 공가미를 예매할 수 없게 막았다. 균역법의 성과 가운데 선혜청

공가미 구매를 제도화한 것은 조정에서 공가미 구매에 대한 권한을 독점

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었다.

한편,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균역법의 통제 조치를 실현시켜 나갔는

지는 입안자들의 사회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입안을 주도한 균역

청 당상들은 영조와 연혼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거나, ‘탕평’ 정국을 이끈 핵심 인물들과 연혼관계나 친척관계로 엮인 인

물들이었다. 이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고 있는 중심에는 국왕 영조가 있

었다. 당상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무를 맡은 균역청 낭청에도 영조와 관

련이 깊은 인물들이 투입되었다. 이들 당상과 낭청들은 균역법 제정에

강력한 집념을 내보인 국왕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를 만한 인물들이었다.

이처럼 균역법은 개별 분산적인 재정권이 국왕의 의중에 따라 통제되어

가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균역법, 영조, 공정가, 시가, 균역청, 선혜청

학 번 : 2017-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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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8세기 중엽 제정된 균역법은 양인들이 군역 명목으로 내던 포목과 쌀

납부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각급 기관에는

군역을 재원으로 하는 세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결전, 어염

세, 은여결세, 선무군관포 등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수입으로 감필로 인

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채우고자 했다. 각급 기관의 세수 감소분을

채워주는 행위를 급대라고 했다. 각종 명목으로 조성한 급대 재원에서

나오는 수입은 대부분 균역청에 몰아주었다. 균역청은 이를 바탕으로 급

대를 수행했다.

균역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균역법의 제정 과정을 다룬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균역법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양역 변통 논의의 결

과 성립되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1) 이를 통해 양역변통 대책으로서 균

역법이 가진 의의와 한계 나아가 균역청 운영 및 급대 재원 내용이 잘

드러났다. 하지만 균역법 시행이 재정사적으로 가지는 의미나 균역법 시

행 이후 구체적인 재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연구의 초점이 재정 문제보다는 양역정책으로서 균역법이 가진 의미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균역법 시행이 재정에서 가지는 의미와 균역법이 적용된 구체적

인 재정의 내용을 다룬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균역법 이후

재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 정부가 균역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

다.2) 종래 각사와 군문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신역 수취의 절반 정도가

균역청 급대에 의해 채워지면서 재원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

1) 정연식, 1993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연식, 2003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한국사 32: 조선 후

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 정연식, 2015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

법》,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 송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

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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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졌다는 분석이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균

역청사목》(奎17253)을 분석해 균역법 시행 이후 재정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규명해냈다. 이 과정에서 균역청이 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혜청

공가미를 예매한 사실도 드러났다.3) 하지만 균역법의 최종적인 입안 결

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균역법의 재정 기획이 장기적인 관점

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최근에는 균역청의 급대를 받는 병조 및 삼군문의 재정이 균역법 시행

전후로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분석하는 연구들도 제출되었다.4) 이 연구

들을 통해서 균역법이 각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

었다. 특히 이 연구들은 균역법의 초기 입안 내용을 담고 있는 《均廳條

劃》을 분석하여 각 기관에 대한 급대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명해냈

다. 이들 연구를 통해 균역법 시행 이후 재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균역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각 기관별 재정 운

영에 입각해 분석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관된 조치가 무엇인지 종합

하여 해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편 균역법을 전면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를 장기적

인 재정의 변화 과정 속에서 설명하는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균역법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당시부터 실패가 예견되던 미봉책”이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5) 균역법 시행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만큼 이와 관련된 중

앙정부의 조치를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해보는 관점은 유효하다.

우선 조선 정부의 군역 운영이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균역법의 감필

균일화 내용을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6) 이 연구에서는 균역법 제정 전후

로 수행되는, 중앙정부의 군역 부담 인원에 대한 정액작업이 점차 그 정

3) 송양섭, 앞의 글, 143~154쪽.

4) 송기중, 2016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 운영의 변화〉, 《역사와현실》

106. ; 송기중, 2017, 〈균역법의 실시와 균역청의 병조급대 시행〉, 《조선시

대사학보》 82. ; 최주희, 2016 〈균역법 시행 전후 훈련도감의 재원확보 양

상〉, 《역사와현실》 102.

5) 김우철, 2002 〈균역법은 왜 성공하지 못했나〉, 《내일을 여는 역사》 8,

130~131쪽.

6) 손병규, 2008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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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대상을 확대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임을 밝혔다. 정액작업이 양역변통

논의에서 주장하는 일종의 ‘개혁’(戶布, 結布-필자)을 ‘회피’하는 정책이

아니라 개별 분산적인 군역파악을 국가적으로 일원화 하는 작업이라는

주장이다.7) 균역법의 감필 조치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단순명료해진 제도

라는 점을 강조한다.8) 18세기 중엽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반복되는 군역

탕감조치가 군역자, 군현, 소속기관 사이의 복잡한 조정과정을 거쳐야 했

던 것을 고려하면, 균역법의 감필 균일화 규정은 군역 운영을 간단명료

한 형태로 정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는 정액작업과

감필 균일화 조치를 통해 각 군현의 군역 운영권을 좀 더 명확한 형태로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9)

균역법 급대 재원 가운데 어염세[均役海稅]에 대한 연구도 제출되었

다.10) 이 연구는 그간 균역법에 대한 연구가 균역법의 성립 과정과 제도

변화를 거대 담론 수준에서 분석하는 데 머물러 있었음을 비판하며, 영

조 연간의 부세정책을 재검토해보는 일환에서 어염세 수취와 상납 실제

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균역해세가 정조대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영조대부터 순조대까지 연간

수취액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균역법이 ‘실패한 정

7) 손병규, 2000 〈조선후기 상주지방의 역수취체제와 그 운영〉, 《역사와현

실》 38, 198~205쪽. ; 손병규, 2008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

비평사, 250~251쪽.

8) 손병규, 위의 책, 306~307쪽.

9) 비슷한 관점으로 숙종대 중앙정부가 군역 운영을 정비해나간 과정과 균역법

을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한 연구가 있다. 정만조는 숙종대 조정에서 군문의

부대 편제를 통일하고, 들쑥날쑥한 군종별 군포 납부 수량을 2필로 균일화하

는 등의 조치를 두고 군문 운영에서의 “통일성과 均齊性”을 부여하려는 성격

이 있다고 평가하며, 영조 대 균역법 조치와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

다.(정만조, 2003〈2. 양역변통론의 추이〉,《한국사 32: 조선 후기의 정치》,

146쪽.) 한편, 이근호 또한 釐正廳에서 활동한 李濡의 발언을 근거로 숙종대

군문의 군액을 감축한 것이 단지 減額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

별 군문에서 무질서하게 확대한 군액을 정비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근호, 1998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47쪽.)

10) 조영준, 2010 〈영조대 均役海稅의 수취와 상납: 輿地圖書의 집계 분석〉,

《한국문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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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라거나 일시적 효과만 거두었다는 평가가 많지만, 해세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균역법의 부세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는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균역법을 재검토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균역법의 구체적인 입안 내용에서 드러나는 다

음과 같은 특징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역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초

적인 수준의 검토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첫째, 균역법 시행 이후 조정은 균역청을 통해 병조 및 군문이라는 특

정 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거두어들인 물자를 특정

기관에 집중적으로 지급한 점은 단순한 한계로서 설명11)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안자들이 왜 그러한 물자 배분 방식을 선택했는지 설명되

어야 하는 문제이다.12) 과연 중앙정부가 감필로 인해 세수가 크게 부족

해졌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기관만 지원한 것인지부터 기초적

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균역청의 급대 대상을 제한함

으로써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균역청 수입 가운데 錢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영조는 이전까

지 동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동전으로 거두고 있던 부세조

차도 木으로 거두어들이고자 하는 純木令을 여러 번 내리기도 했다.13)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조선 후기 조정은 동전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14) 그렇다면 균역청에 전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은 특이한 현상이며 설명이 필요하다. 게다가 감필 행위는 원칙

11) 송양섭, 앞의 글, 183~184쪽.

12) 군사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 왕권강화를 위해 군사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다. (조준호, 1998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

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16쪽.)

13) 영조대 추진된 純木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유현재, 2017 〈상평통

보의 주전이익와 활용〉, 《한국문화》 79, 211~212쪽.

14)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선 왕조는 동전 사용을 확대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기본 물종들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지향이

강했다. (김재호, 2010 〈조선후기 중앙재정과 銅錢: ‘賦役實摠’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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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포목과 쌀 수입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므로 이를 급대해주는 균역

청의 수입에 포목과 쌀이 아니라 전이 많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

분이다. 입안자들이 균역법을 통해 전 수입의 비중을 높인 것에는 특별

한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청된다.

이 글 1장에서는 균역법의 기획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기초적

인 사항부터 재검토해본다. 1절에서는 과연 정부가 감필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진다고 판단했겠는지 점검해본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해 파악된

세수 감소분 추산액과 정부가 확보한 급대 재원에서 마련되는 수입 추산

액을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감필 이후 급대 대상 기관이 제한된 의미

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2절에서는 급대 재원에서 마련되는 수입에

서 전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균역법의 급대가 어떤 내용으로 기획되었는

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포목과 쌀이 기본적인 납부 품목이었던 균역법

시행 이전과 달리 전 수입 비중이 압도적인 새로운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2장에서는 1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균역법의 시행 의미에 대해서 따져본다. 1절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균역법의 제도적 성과에 대해서 논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

난 모습만으로는 어떤 제도 시행의 의미를 모두 밝힐 수 없다. 이에 따

라 2절에서는 전후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조정의 조치를 통해 그

의도를 확인하고, 입안을 주도한 집단의 인적 구성을 통해 균역법 시행

의 의미를 추론한다.

주로 이용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

기》 등 관찬 연대기 자료와 《均廳條劃》, 《均役廳事目》(奎1124, 이후

《원사목》으로 지칭함.), 《均役廳事目》(奎17253, 이후 《추사목》으로

지칭함.)과 같은 정책 자료들이다.15) 연대기 자료를 통해 균역법의 내용

15) 균역법의 시행 내용을 담은 정책 자료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발굴되었다.

《均廳條劃》, 《均役廳事目》(奎1124), 《均役廳事目》(奎17253)이 그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균청조획》이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자료이다.(송

기중, 2016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 운영의 변화〉, 《역사와현실》

106, 93~94쪽.) 다음으로 《균역청사목》(奎1124)는 영조 28년(1752) 6월 29일

공포된 자료이다. 《균역청사목》(奎17253)는 이후 제도적 보완 내용을 반영

하여 다시 정리한 자료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영조 32년(1756) 말~영조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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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정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특

정 시점의 정보만 제공하는 정책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 한편

균역법 입안과 관련된 정책 자료들은 모두 1750년대에 걸쳐 작성된 것이

다. 이들 정책 자료는 특정 시점에 결정된 급대 산정액을 기록하거나 각

종 조치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작성되어 자칫

입안자들의 구상이 왜곡되어 이해될 여지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자료를 하나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에 나타난 정보들을

재정리했다. 이를 통해 균역법에 대한 입안자들의 구상이 무엇이었고, 어

떻게 실현되어 갔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1757) 초에 작성된 자료로 추정하고 있다.(송양섭, 앞의 글, 113쪽 5번 각주

참고.) 이 글에서는 이후 서술부터 선행 연구의 관행에 따라 순서대로 《균

청조획》, 《원사목》, 《추사목》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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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균역법 기획의 특징

1. 감필 이후 세수 변동 여부

균역법의 감필 조치로 인해서 각급 기관의 군역 수입은 줄어들게 되었

다. 중앙정부는 균역청을 설치해 각급 기관에 대한 급대를 실시했다. 균

역청 급대는 병조 및 군문에 집중되었으며 지방에 대해서는 수군을 제외

하면 상대적으로 제한된 액수만 배정되었다.16) 입안자들은 과연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여겨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이를 알기 위해 중앙정부가

인식한 세수 감소분과 급대 재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긴 수입 규

모가 얼마였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수준의 급대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는지 아니면 선택된 결과였는지 알 수 있다.

먼저 입안 과정에서 감필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세수는 어느 정도로

산정되고 있었는지 알아보자. 대략적인 산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료가 있다. 영조 26년(1750) 權�의 진술과 1752년 작성된

《均役事實》에서 홍계희가 산정한 내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이 입

안과정에서 실제 반영된 산정 내역이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영조 26년(1750) 6월 좌참찬 권적이 군포로 거두는 수입을 산정한 내

용은17) 입안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스스로 밝히

고 있듯이 그의 추산이 1742년 ‘壬戌査定’ 이전의 군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18) ‘임술사정’ 이후 군액 조정 사업의 결과는 《양역총수》,

16) 송양섭, 앞의 글, 183쪽.

17) 권적의 상소 내용은 《영조실록》에 실린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다. (정연

식, 1993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대박사학위논문, 31

쪽.) 그러나 실록에 실린 것은 산삭된 부분이 많아 본 논문에서는《승정원일

기》에 실린 내용을 참고했다. 권적의 말을 정리해보면, 5군문에서 거두는 保

布가 456,543필, 京各司의 보포가 46,116필, 각지의 감영, 병영, 수영에서 보포

로 거두는 수입이 131,049필이라고 산정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6월 19일(경인).

18)《승정원일기》 영조 26년 6월 19일(경인) “臣之所算, 在於壬戌良役釐正以前

保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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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역실총》과 같은 자료로 정리되었다.19) 양역을 지는 인원 수 자체를

다르게 가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산 결과도 활용하기 어렵다. 권적

이 1필역, 2필역까지 고려하며20)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했음에도 임술사

정 이전 군안을 참고했던 것은 핵심 입안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한편 영조 28년(1752년) 홍계희는 균역법 이전 군포 수입이 100만 필

이라고 산정했다.21) 이를 참고하면 정부에서 감필로 인한 세소 감소분을

50만 필이라고 생각했다고 가정하기 쉽다. 그러나 홍계희의 산정도 입안

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홍계희는 핵심 입안자이기는 하지

만 이 사료에서는 대략적인 수량을 말했을 뿐, 역종별 차이를 얼마나 고

려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파악한 양역 총액은 1743년 작성된 《양역총수》 기준으로

약 57만 명이었다. 한 명당 2필을 낸다고 가정하면 114만 필이므로 마치

홍계희가 과소 추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이다. 《양

역총수》에는 군포를 납부하지 않는 금위영, 어영청의 상번군이 포함되

어 있다. 그리고 중앙기관의 수입이 아닌 상번 입역하는 正軍의 수입에

기여하는 資保 인원수가 포함되어있다. 이들 인원은 조정 입장에서 감필

로 인한 세수 변화와 관련이 없다. 이를 제외해야 감필로 인한 세수 감

소분이 어느 정도로 인식되었는지 알 수 있다. 병조 기보병의 경우 모두

병조에 군포를 내는 인원이었지만, 《양역총수》에서는 16개월을 8번으

로 나누어 납부하는 인원을 전부 산입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단위(12개

월) 수입을 따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감필로 인해

줄어든다고 여겨지는 세수 규모를 실제보다 과대 추산하게 된다.

19) 손병규, 앞의 책, 275쪽 참고.

20) 권적은 자신의 산정 기준도 밝히고 있다. 京外 軍保案을 기준으로 5군문, 경

각사는 모두 2필역으로 계산하고, 각지의 감영·병영·수영의 경우 1필역을 고

려해 총액을 산출했다.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6월 19일(경인) “臣嘗以京

外軍案推算, 則五軍門保布 ... 京各司保布 ... 此則皆二疋之役, 而駄價半疋, 添

在其外, 此爲良役中最重者也 ... 且以諸道經費言之 ... 其中, 或有一疋之役, 或

無駄價者, 此良役之稍歇者也 ... ”

21)《均役事實》 (정연식, 1993 《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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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희의 추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홍계희는 군역자 숫자에 2필을

일괄적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진 소속에 흔하다고 생각

되는 1필역을 고려하지 않았다. 1필역은 1필로 납부 수량을 통일하더라

도 세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당 진술에서 홍계희가 이와 같은

대략적인 산정을 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충분히 짐작된

다. 홍계희는 숙종 초 김석주가 군포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이 60만 필이

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당시(숙종 초) 군액이 30만 명이었다고 산정했

다. 양역 부담자 한 사람 당 2필씩 내는 것을 전제로 60만 필을 단순히

2로 나누어(60만÷2=30만) 군액을 산정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숙총 초에

서 174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군액이 30만에서 57만으로 거의 2배가

량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산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지

적된 바가 있다.22) 같은 맥락에서 100만 필 또한 홍계희 진술 당시 파악

한 군액에 단순히 2를 곱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균역법 입안 당시 중앙정부가 파악한 세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

로 추산되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째, 입안 과정에서 입안자들에게 확인된 군액 정보를 기준으로 추산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가 파악한 군액 가운데 역종별 특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 각급기관의 수입이 아닌 정군, 자보 인원은 제외해야 한

다. 지방 영진의 1필역을 고려해야 한다. 납부 주기가 다른 경우 감필로

인한 1년 단위 세수 감소분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균청조획》에는 균역법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세수 감소

분을 추산한 내용이 담겨있다. 《균청조획》은 입안 과정에서 작성된 문

서라고 추정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균청조획》 작성 시점이 다른 정책

자료인 《원사목》보다 앞선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23) 《균청조획》

이 입안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추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첫째, 급대 재원에 結錢(또는 結米) 항목이 없다. 《균청조획》에서는

22) 정연식, 앞의 글, 34쪽.

23) 송기중, 2016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 운영의 변화〉, 《역사와 현실》

102, 9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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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각 군문, 각사, 6도 수군에 급대해야 되는 포와 쌀을 추산하고 이

를 급대하는 물자의 재원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급대 물자

로 각도에서 포목과 쌀을 염출하도록 되어있을 뿐 결전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각도에서 포목과 쌀을 염출하는 항목은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分

定’이라고 불렸는데 1751년 6월 결미 징수가 확정되고, 같은 해 9월 결미

절목이 마련되면서 사라지는 조항이다.24) 따라서 《균청조획》 산정 내

역은 1751년 6월 또는 9월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어염세 수입이 추후에 첨입한 것이라고 적혀있다. 문서 작성자는

감필 이후 급대 부족분 산정 내역을 기록한 후, 이를 “어염소출 등으로

채울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문서 중간에 어염세로 거두는 구체적인

세입 내용을 첨입해 적어 넣었다. 《균청조획》에 적어놓은 내용은 이후

정책 문서부터 수록되는 내용을 첨서해 놓은 것이다.25) 즉 급대 부족분

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어염세 수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다 수입 내

용이 구체화되자 나중에 적어 넣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균청조획》은

어염세 실태조사가 시작된 1750년 7월26) 이후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첨

입 이전의 산정 내역은 어염세 수입량이 결정되기 전에 작성되었다고 판

단된다.

셋째, 선무군관 대신 別軍官이라는 명칭이 적혀있다. 별군관은 1750년

8월 영의정 조현명, 좌의정 김약로, 우의정 정우량이 급대 재원으로 제안

한 이후에 채택된 사안이다.27) 별군관이라는 명칭은 1751년 정월에 선무

군관으로 개칭된다.28) 《균청조획》에는 별군관 항목 아래에 작은 글씨

로 선무군관이라고 첨서되어 있다. 따라서 《균청조획》은 1751년 정월

이전에 작성되기 시작해 선무군관 명칭이 변경된 1751년 정월 이후 변경

된 명칭이 첨서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넷째, 급대를 위한 수입으로 선혜청 저치미 13,000석과 상정대미 2,000

24) 정연식, 2015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48쪽.

25) 《균청조획》 “此條不入於原本 而以後本所錄添書于此”

26) 정연식, 앞의 책, 163쪽.

27) 정연식, 앞의 책, 131쪽.

28) 정연식, 앞의 책,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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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책정하고 있다. 1752년 작성된 《원사목》에서는 급대를 위한 수입

으로 선혜청 저치미가 1만석만 책정되어있다. 1750년 7월 23일 조현명이

선혜청 쌀 1만 5천석을 급대를 위한 수입으로 책정하는 것을 건의한 이

후 선혜청에서 이획 받는 쌀은 15,000석에서 1752년 1만석으로 줄어들었

다.29) 따라서 《균청조획》은 1750년 7월 이후 작성되었고, 이후 저치미

이획 내용이 변화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다섯째, 신미년(1751) 6월 21일 작성된 〈均役改定節目〉(이후 〈개정

절목〉이라 칭함.)이 산정 내용이 끝난 다음 쪽부터 필사되어 있다. 이

절목에는 結米(結錢) 징수가 반영되어 있다. 앞서 적은 산정 내용에 分定

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둔 채였다. 따라서 《균청조획》 내용 중에서

감필로 인해 급대해야 되는 부분을 산정한 앞부분 기록은 1751년 6월 21

일 이전에 작성이 끝났다고 판단된다.

《균청조획》에서 구체적인 추산 내용을 적은 부분은 앞서 설명한 근

거에 비추어볼 때 1750년 7월~1751년 6월 21일 사이에 작성된 내용이라

고 판단된다. 즉 이 산정 내역은 중앙정부가 입안 과정에서 산정한 내역

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균청조획》 산정 내역에 사용된 각급 기

관의 군액은 구체적인 입안 과정에서 입안자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수준

이라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역종별 차이를 반영하여 급대 대상 인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납부 물자에 따라 木保와 米保까지 구별하고

있다.

이제 입안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감필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어느 정

도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추정해보자. 입안 당시 작성된 《균청조획》을

활용하되 부족한 정보는 관련 자료를 통해서 보완할 것이다. 산정 내역

을 표로 정리해 살펴보기 전에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급 기관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병조의 경우 번차를 고려해 감필 이후 1년 단위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산정했다. 8번으로 나뉘어(1번 당 2개월) 16개월 동안 윤번

납포하던 기존 인원을 1년 6번으로 재배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필로 인

29) 정연식, 앞의 책,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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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수 부족분을 산정했다.30) 이에 따라 산정하면, 감필로 인해 줄어드

는 세수는 49,709필이다.31) 한편 烽軍保는 고려하지 않았다. 핵심 입안자

인 조현명은 일찍이 봉군보도 어영청, 금위영 資保와 마찬가지로 급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32) 관련 기록을 참고해볼 때 이들이 봉군에게 직접

보포를 납입하는 부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33)

삼군문의 경우 어영청, 금위영의 상번군과 資保를 제외하고34) 급대 대

상이 되는 역종을 구분해서 산정했다. 삼군문에서 삭감된 인원도 있는데

모두 세수 감소분에 산입했다. 《균청조획》에서는 급대 수요를 산정하

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급대 대상 인원에서 제외했다. 이 글에

서는 급대 수요가 아니라 세수 감소분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들

삭감 인원을 산입해 넣어야 한다. 단 이들은 삭감된 이후에도 여전히 납

세의무자로 남아 급대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므로 삭감 인원 1명당 2필(또

는 12두)씩 세수가 감소했다고 계산하지 않고, 줄어든 세수(1필 또는 6두

씩)만큼만 세수가 감소했다고 계산했다.35) 삭감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역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산정했다.

30) 이에 해당하는 역종은 병조 이군색 기보병과 도안색 별기병이다. 이군색 기

보병은 총 99,771명이지만 1년 단위 납부 인원은 74,828명이다. (송기중, 2017

〈균역법의 실시와 균역청의 병조 급대 시행〉, 《조선시대사학보》 82, 238

쪽.) 도안색 별기병도 총 1,500명이지만 1년 단위 납부 인원은 1,125명이다.

(송기중, 같은 글, 239쪽.) 남는 인원(기보병 25,871명, 별기병 375명)은 1년

단위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자체 재원으로 재배치된다. (송기중, 같은 글,

241쪽.)

31) 감필로 인해 이군색 기보병, 도안색 별기병에게서 거두던 수입이 각기

48,959필, 750필 줄어든다.

32) 정연식, 앞의 책, 125쪽.

33) 입번봉군은 소지한 보포를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여 입역하는 것이라고 생각

되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2월 25일 “立番烽軍, 以所持保布, 自前自

備以來”)

34) 《양역총수》 기준으로 어영청의 상번군은 16,750명, 금위영의 상번군은

16,300명이다. 《균청조획》에서는 이들 상번보군의 資保가 어영청은 17,925

명, 금위영은 17,425명이라고 산정했다.

35) 이 글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정 차원에서 인식한 전체적인 세수 감소분

이다. 각 기관 입장의 세수 감소분을 추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삭감한 인원이

라 하더라도 2필(또는 12두)이 아니라 1필(또는 6두)만큼만 세수가 감소했다

고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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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청·총융청의 경우 《균청조획》에서 급대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出鎭 조치를 취하면서 京廳 운영 경비를 줄이고,

納米軍을 늘려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36) 따라서 감필로 인

해 두 군문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별도의 추산이 필요하다. 이는 균

역법 입안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양역총수》에 제시된 수어청

역총을 참고했다. 1748년 이후 작성된 《양역실총》에서는 1743년 작성

된 《양역총수》에 나오는 역총의 이후 변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함께 참고했다. 역종별 납부 수량은 1749년 간행된 《속병장도설》에 제

시된 내용을 적용했다.37) 추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양역총수》, 《양

역실총》을 통해 파악되는 역종 가운데 물자 납부와 관련된 역종만 선별

한다. 《속병장도설》에서 제시한 역종별 납부 수량을 기준으로 감필 이

후 줄어든 세수를 구한다.38) 《속병장도설》에서 쌀이 아닌 다른 현물로

36) 《비변사등록》 영조 35년 8월 23일.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룬다.

37) 《속병장도설》은 당시 군영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간행한 병서로서 영조

25년(1749) 11월 편찬되었다. 《속병장도설》 편찬에는 당시까지 군안에만 실

려 있던 군문의 軍摠을 자세히 밝히고자 하는 목적도 반영되었다.(노영구,

2002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3쪽.)

38) 구체적인 추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속병장도설》에서 제시한 역종별 납

부 수량을 기준으로 감필 이후 납부량과의 차액을 구한다. 감필 이후 양인

군역자의 납부량은 1필(또는 6두)이라고 간주했다. 《속병장도설》에 제시된

납부 수량이 1필(또는 6두)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

에 해당한다. 반대로 1필(또는 6두)보다 적거나 같은 납부 수량이 책정된 경

우 산정 내역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감필 이후 양인 군역자의 납부량을 1필

(또는 6두)로 간주한 이유는 당시 영조에 의해 1필보다 작은 징수액은 불허

되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1필보다 부담이 작은 역종이 있으면 1필(6두)로 납

부량을 상향시켰다.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3월 30일(신묘) 참고.

한편, 수어청 역종 가운데 노군은 3두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1750년 7

월 23일 조현명이 올린 〈양역변통조목홀기〉 내용에 따랐다. 조현명은 양군

은 12두에서 6두, 노군은 6두에서 3두로 납부 수량을 줄이는데 수어청, 총융

청도 이에 따르도록 제안했다.(정연식, 앞의 책, 125~126쪽.) 총융청도 마찬가

지 기준을 적용했다. 총융청의 경우 양인이 1필(또는 6두)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없었다. 노군의 경우 3두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는 매명 당 5두~6두

씩 납부하던 奴軍需保 4,000명만 존재한다.(《속병장도설》 〈軍摠〉 참고.)

세수 감소분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감필 이전 모두 6두씩 냈다고 간주했

다. 《양역총수》 기준으로 軍需保 가운데 노군은 3,500명이지만 《양역실

총》에서 500명이 加定되어 4,000명이라고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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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량을 책정한 경우 물종을 그대로 유지했다.39)

각도 영진군에 대해서는 《균청조획》에서 각도 영진군 가운데 급대

없이 1필을 감필하는 인원을 따로 구분해 나열한 정보를 기준으로 했

다.(軍制條只減一疋秩, 經費條只減一疋秩) 문서 작성자는 각도 영진군 가

운데 감필 이전부터 1필만 걷고 있던 인원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軍

制條仍前一疋秩, 經費條仍前一疋秩] 따라서 앞서 분류한 인원들은 적어

도 1필 이상 납부하던 부류였다고 생각된다. 상식적으로 1필보다 적게

내던 인원을 1필만큼 감필할 리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필만

내던 부류는 별도로 정리되고 있다. 이들은 입안 과정에서 1필보다 많이

납부하던 인원으로 파악되었지만 감필 이후 별도의 급대를 하지 않는 인

원이라고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최대한 고

려하기 위해 이들 부류가 모두 2필(또는 12두)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간

주했다. 영진군의 경우 중앙기관보다 역 부담이 적다고 인식되었으므로

2필보다 많이 거두는 역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리 없다고 판단된다.

수군의 경우에는 전체 수군 중에서 수군진에 納布하는 인원[入防軍]을

별도로 계산했다. 《균청조획》 또한 수군 가운데 수군진에 납포하지 않

는 不入防軍을 제외하고 입방군만 급대 대상 인원으로 산정했다.40) 그러

나 불입방군 또한 감영에 납포하였기 때문에 전체 세수 감소분 추산에서

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균청조획》에서는 이들을 지방 감영 납포

인원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도 불입방군은 수군이 아니라 영

진군 항목에 산입해서 세수 감소분을 구했다. 수군진에도 감혁된 인원이

있는데 앞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수 감소분을 산정했다.41)

39) 그런데 《속병장도설》을 통해서도 납부 수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수어청 屯牙兵과 황해도에 책정된 良牙兵이다. 둔아병은 영조 13년(1737) 둔

전에 배정된 “牙兵 良軍이 12두를 냈다”는 기록을 따랐다. 《비변사등록》

영조 13년 3월 6일 “本廳設屯於平澤地, 而有若干牙兵矣 ... 良軍則納米十二斗,

奴軍則納六斗, 本廳將校料米與凡需用, 專靠於此矣” 즉 감필로 인해 12두에서

6두로 납부량이 줄어들었다고 간주했다. 황해도 良牙兵은 일반적인 양역 부

담 2필(12두)을 내고 있었다고 간주했다.

40) 입방군 기준으로 산정한 세소 감소분은 선행 연구를 참고했다. (송기중,

2019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정책, 재정, 훈련에 관하여》, 역사비평사, 3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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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역종별 구체적인 산

정 내용은 <부표 1>에 실어 두었다.42)

<표 1> 감필 대상인원과 감필 이후 세수 감소분

*각 물종의 하위 단위는 모두 버림으로 처리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입안 당시 정부에 의해 파악된 세수 감소분

을 추산해보면, 군포 359,151필, 쌀 30,329석, 稅炭 970석(또는 稅鼎 194

坐), 薪鐵 240근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가 아니면 쌀을 납부했

다고 보았다. 그런데 입안 과정에서 일부 역종의 변화가 있었다. 어영청

과 금위영의 米保를 木保로 전환한 것이다.43) 이에 따라 포목과 쌀의 세

41) 송기중, 앞의 책, 324쪽.

42) <부표 1>에서 ‘사모속’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안

자들이 입안 과정에서 ‘사모속’ 수입을 감필에 영향을 받는 수입으로 거론하

지 않았다. ‘사모속’을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는 따로 납미군을 배정해주어 결과적으로는 감필의 영향을 받는 수입을 고려

해준 수어청, 총융청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 글은 조정의 입장을 전제로 입안

자들이 감필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

그에 따라 급대 물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급대 대상을 제한한 것인지 여

부를 알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모속’ 수입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

다. ‘사모속’ 수입을 조정에서 배제하는 한, 해당 수입이 있던 기관들의 자체

적 재정 권한은 압박받게 된다. 둘째, ‘사모속’의 부담은 2필보다 적었을 가능

성이 크다. ‘사모속’은 2필역에 들지 않으려는 부류를 유인하여 모집하는 역

종이었기 때문에 2필보다 부담이 적었다고 생각된다. 설령 조정 입장에서 ‘사

모속’을 지속적인 수입으로 간주했다 하더라도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43) 이에 대해선 기존 연구에서 소개한 바 있다.(송기중, 2016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 운영의 변화〉, 《역사와 현실》 102, 95쪽.) 참고로 급대 수요

유형
감필 이후 세수 감소분

포목 쌀 기타

병조 및

5군문
140,332필 30,329석

稅炭 970석(또는 稅鼎 194坐)

薪鐵 240근

각사 26,220필 · ·

지방 영진 89,107필 · ·

수군 103,491필 · ·

총계 359,151필 30,329석
稅炭 970석(또는 稅鼎 194坐)

薪鐵 240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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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감소분 추산 내용에 변동이 생긴다.44) 변화된 내용을 적용하면, 감필

로 인해 감소한 세수는 군포 332,201필, 쌀 41,109석 9두, 稅炭 970석(또

는 稅鼎 194坐), 薪鐵 240근으로 파악되었다고 보인다.

홍계희는 《균역사실》에서 “감필로 줄인 세수가 50만 필이며 급대하

는 액수는 40만 냥”이라고 말하고 있다.45) 이미 지적했듯이 홍계희의 산

정은 단순화된 것이므로 자칫 입안 과정에서 정부가 파악한 세수 감소분

을 오해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시기 김상로는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가

8~90만 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46) 신만, 정우량 또한 감필로 줄어든 액

수를 모두 충당하려면 80여만 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47) 감필로 감소

한 세수를 대략 군포 33만 필, 쌀 4만 석 정도라고 생각하고 당시 중앙

정부의 공정가(1필=2냥, 1석=5냥)를 적용하면, 약 86만 냥이므로 김상로,

신만, 정우량의 산정이 실제 입안 과정에 반영된 수량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또한 정부 공정가를 적용해 일률적으로 계산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감필 이후 중앙정부가 확보한 급대 재원에서 마련되는 수입

은 얼마나 되는가? 이제 과연 중앙정부가 급대 재원에서 마련되는 수입

를 산출할 때에는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목보로 활용된 감혁 인원(1,535명)이

내는 군포를 포함해 급대가 필요한 포목 수량에서 감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감필 이후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 알고자 하므로

감혁 인원이 내게 되는 군포를 세수 감소분 추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

적으로 기존 미보를 목보로 전환한 결과 물종(포, 쌀) 간 세수 감소분이 변화

한 내용만 파악한다.

44) 어영청의 경우 12,904명의 미보가 목보로 전환되었다. 금위영은 14,046명의

미보가 목보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목보가 된 이들이 납부하게 되는 군포

(1명당 1필)만큼 포목의 세수 감소분은 줄어들게 되고(359,151필-12,904필

-14,046필=332,201필), 대신 이들이 목보가 됨으로써 납부하지 않게 된 쌀만

큼(1명당 6두) 쌀의 세수 감소분이 늘어나게 된다.(30,329석 9두+약 5,161석+

약 5,618석=41,109석 9두)

45) 최주희, 2014 〈영조대 중반 균역법 시행논의와 ‘宣惠廳定例’의 간행〉, 《한

국사연구》 164, 32쪽.

46) 최주희, 위의 글, 32쪽.

47)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7월 14일(갑인) “晩曰, 今日臣等, 會同開坐, 照檢

文書之際, 有入侍之命, 故入來, 而減一疋之代, 國家盡數給代, 則爲八十餘萬兩

矣” ;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7월 15일(을묘). (정연식, 앞의 책, 122쪽 68

번 각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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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식했을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

다. 중앙정부가 감필 이후 확보한 급대 재원은 결전, 어염세, 선무군관포,

은여결세, 이획이 있다. ‘감혁’을 통해 확보된 인원 또한 급대 재원으로

활용되었다.48) 감필 이후 중앙정부가 확보한 재원에 대해서는 《균청조

획》에 실린 신미년(1751) 6월 21일 〈均役改定節目〉에서 자세히 다루

고 있다. 이는 입안 당시에 중앙정부가 파악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다

만 이 수량은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결전은 《균청조획》에서 전 31만 냥이 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行用田結 凶年摠”(6도 행용전결 56만결)과 면세결 6만결이 기준이다.49)

입안자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결전 수입을 산정해본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결전 수입 추산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해마다 흉년은 아니기 때

문이다. 입안자들은 흉년 시 균역청 수입 감소에 대해서 비상 재원을 별

도항목[會錄]으로 마련해두었다. 각지의 재원을 균역청 소관의 예비비로

달아두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으로 환산하면

약 4만 7천냥 정도 된다고 이해된다.50) 이 수량은 급대 재원으로부터 나

오는 수입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균청조획》의 결전 산정액을

48) 여기서 정리한 ‘감혁’은 《원사목》에서 제시한 감혁 내용과 다소 다르다.

《원사목》에서는 감혁 조항에 병조, 삼군문, 각사, 4도 영진, 영남 7진보의

감혁 인원을 나열하고 있지만, 감혁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내용

이기 때문이다. 병조 감혁의 경우 1년 단위로 세수 감소분을 산정하는 과정

에서 병조 인원이 재배치된 것에 해당한다. 병조 수입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

다. 이에 반해 다른 경우는 각급 기관 수입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이를 급대

재원으로 수괄한 것이다. 설령 재차 해당 기관의 급대에 활용되었다 하더라

도 이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급대 재원으로 수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삼군문, 각사, 4도 영진 감혁이 포함된다. ‘감혁’ 수입은 《원사목》

내용을 따랐다. 한편, 영남 7진보 감혁 인원도 내용상 삼군문 등의 감혁과 같

지만, 이후 어영청, 금위영의 쌀 급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따로 구분했

다. 영남 7진보 감혁 인원을 재원으로 하는 수입 명목은 정책 자료에서 ‘영남

파방미’라고 불렸다. 이들이 어영청, 금위영의 미보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정연식, 2015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59쪽.)

49) 《균청조획》 〈균역개정절목〉 “六道行用田結 以凶年摠爲準 五十六萬結”

50) 정연식, 2015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68~169쪽 참고.



- 18 -

추산에 활용하면, 흉년 상황이 이중으로 고려되어 급대 재원으로부터 나

오는 수입규모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게다가 1751년 홍계희 또한 결전을

거두는 ‘行用田結’이 下年 50여만 결, 中年 60여만 결, 上年 70여만 결이

라고 말하고 있다.51) 대략적인 진술이기는 하지만 홍계희가 말한 하년의

‘행용전결’이란 재결을 제외한 출세실결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균청

조획》에서 산정된 흉년 ‘행용전결’ 56만 결은 이에 상응하는 것이라 짐

작된다. 따라서 흉년이 아닌 해의 결전 수입은 31만 냥보다는 많다고 생

각됐을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급대 재원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여겼을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함이

다. 흉년이 들면 군포도 삭감되었다. 앞서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군

역자 모두가 아무런 문제없이 납세하는 상황을 전제로 산정했다고 가정

한 것이다. 따라서 급대 재원에서 나오는 수입 또한 흉년이 아닌 해의

세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된다. 이 글에서는 가까운

시기 결전 수입 기록을 따른다.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1769년 결전

수입은 372,045냥이다.52)

어염선세는 《균청조획》에 145,190냥이 수입액으로 적혀있지만, 어염

세 실태 조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영조~순조

대 연간 어염세 실수입이 8만냥 대 전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연구를 참고할 때에도 지나치게 높은 수량이다.53) 1751년 홍계희는 “어

염세로 거두는 바가 123,500냥이지만 앞으로 査減되는 수량과 해마다 변

동을 고려해 대략 8만 냥을 거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54) 이 가운데 홍

51)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6월 2일(정유) “假令六道田畓六十萬結, 收錢五錢,

則爲三十萬兩, 六道田畓, 近來行用, 以上年則爲七十餘萬結, 中年則爲六十餘萬

結, 下年則爲五十餘萬結, 故今以中年六十萬結爲準” ; 우참찬 원경하 또한 군

포 대신 전결에 결전을 거두는 방안에 대해 말하면서 “수조실결이 곡식이 잘

여무는 해에는 7~80만 결, 흉년이 들면 5~60만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승정

원일기》 영조 26년 6월 5일(병자) “右參贊元景夏疏曰 ... 收租實結, 稔則七八

十萬, 歉則五六十萬, 罷良役二疋, 而都徵於結”

52) 《증보문헌비고》 권156, 재용고3, 양역. (정연식, 앞의 책, 161쪽 재인용.)

53) 조영준, 2010 〈영조대 均役海稅의 수취와 상납: 輿地圖書의 집계 분석〉,

《한국문화》 51, 25쪽.

54)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6월 2일(정유) “漁鹽稅所收, 十二萬三千五百餘兩,

而方有査減之事, 且此非年年一例徵捧者, 故曰可八萬兩” (조영준, 위의 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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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가 말한 123,500냥은 어염세 실태 조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조정 중에 있던 상황에서 나온 액수라고 판단된다.55) 즉 145,190냥과

123,500냥 그 어떤 것도 어염세 수입으로 최종 산정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홍계희가 대략적으로 언급한 8만 냥이나 영조~순조대 8

만 냥 전후 실수입을 입안 당시 파악된 어염세 수입 규모라고 간주해도

좋을까? 본 논문은 앞서서 군역자 모두가 전액 납세하는 것을 전제한 목

표 세입을 기준으로, 감필 이후 세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로 산정되었는

지 알아보았다. 따라서 실태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홍계희가 대략 언

급한 수치나 영조~순조대 실수입 평균치는 적절한 비교 수량이 아니다.

한편 《동국문헌비고》나 《탁지지》에서는 1750년 어염세 수입이

114,300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56) 이 수량은 최종 결정된 목표 수입이

라고 생각된다.57)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국문헌비고》, 《탁지지》에

나온 수량(114,300냥)을 따른다.

그 외 은여결, 선무군관, 선혜청 세작목과 저치미, 영남파방미 등의 수

입이 있다. 은여결 수입은 《균청조획》 추산을 따라도 무방하다고 생각

하지만, 大小米를 묶어서 수입량을 제시하고 있어 산정방식을 알 수 없

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영조 27년(1751) 6월 2일

은여결 수입 마감 내역을 따른다.58) 선무군관포는 조정 과정을 거쳐

쪽 재인용.)

55) 홍계희가 말한 123,500냥은 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해서 감해

지는[査減] 수량”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균청조

획》에 실린 145,190냥은 홍계희 진술 이후 시점인 1751년 6월 21일 〈개정

절목〉에 실린 내용이면서도 그 수량이 도리어 증대하고 있다. 홍계희가 말

한 123,500냥, 《균청조획》에 실린 145,190냥 모두 어염세 실태 조사가 제대

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56) 조영준, 앞의 글, 24쪽.

57) 조영준, 앞의 글, 24쪽 <표 15>와 59번 각주 참고.

58)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6월 2일(정유) “隱餘結庚午磨勘, 二萬二千九百四

十八結, 所收木布, 二百六十六同四十三疋, 大米七千五百四十石, 田米太七千七

百二十八石, 而以錢折定, 則木每疋二兩, 大米每石五兩, 田米太每石二兩五錢,

當爲錢八萬三千七百餘兩, 故曰可八萬兩” ; 한편, 《증보문헌비고》에는 1769

년 은여결세 수입이 쌀 17,611석, 콩 3,391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정연식, 앞의

책, 165쪽.), 입안 과정에서는 은여결세에 포목 수입이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

에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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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목》에서 확정된 내역을 따랐다.59) 선혜청 세작목과 영남파방미

(영남의 7진보를 혁파하고 중앙정부 수입으로 확보한 쌀)는 이후에도 별

다른 변화가 없어 《균청조획》 기록을 따른다. 선혜청 저치미는 입안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소 감소하였으므로 《원사목》에서 확정된 내용을

따랐다. 이외 각급기관에서 감혁한 인원을 급대 재원으로 확보한 내용은

《원사목》을 따랐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감필 이후 급대 재원별 수입 추산

59) 표에서 보듯이 《균청조획》에서 산정한 선무군관은 《원사목》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선무군관 1명당 2냥씩 거둘 경우와 1냥 5전씩 거두는 경우를 모

두 계산해 적어놓았다. 이 사안은 이후 조정 논의에 붙여져 1명당 2냥을 거

두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선무군관포 수입 내역은 《균청조획》에서 아

직 조정 중에 있던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원사목》 수량을 따랐다.

수입 유형 정책 문서 기준 조정액***

결미(결전)
16,000석(=60,000냥)

250,000냥
372,045냥

어염선세 145,190냥 114,300냥

은여결
목 11,349필

大小米 15,512석 1두

포목 13,343필

大米 7,540석

田米太 7,728석

선무군관

(28,328명 기준)

每人 2냥씩: 56,656냥

每人 1냥 5전씩: 42,492냥

(24,500명 기준)

24,500필

선혜청 세작목 5,000필 代錢 10,000냥 5,000필 代錢 10,000냥

선혜청 저치미 11,312석* 11,176석

영남파방미 3,707석 9두 3,707석 9두

감혁* 11,650필 11,650필

계

전 447,682냥~461,846냥

목 22,999필

곡물 47,867석 12두 5승**

전 496,345냥

목 49,493필

大米 26,287석 9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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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청조획》 뒷부분에 추록된 〈균역개정절목〉에 따른 수량이다. 선혜청 저

치미 10,000석과 영수미 1,000석 월령미 312석이 산정되었다. 월령미가 《원사

목》에 적힌 수량보다 많다.

** 《균청조획》에서는 米條 총계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는 문서 작성

자의 총계를 따랐다.

*** 조정액은 《균역청사목》,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승정원일기》

를 전거로 했다. 문서 작성자가 代錢과 같이 다른 물종으로 환산하여 거두는 방

안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물종 구분을 유지하고자 했다. 다만,

은여결 전미태의 경우 大米 1석=전미태 2석이라고 간주하여, 大米로 환산했다.

균역법 입안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확보한 급대 재원에서 예상되는 수

입은 전 496,345냥, 목 49,493필, 大米 26,287석 9두였다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입안과정에서 파악한 세소 감소분이 충당 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 인식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감필 이후 중앙정부가 확보한 재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예상 수입(A)에서

중앙정부가 파악한 세수 감소분(B)을 빼준다. 추산 수량 차액(A-B)이

양수인 경우 중앙정부가 확보한 급대 재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예상 수입

이 남는 경우이고, 음수(괄호로 처리)인 경우 중앙정부가 확보한 급대 재

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예상 수입이 입안과정에서 파악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지 못한 것이다. 물종을 하나로 모두 통일해버리면 보다 간편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종별 상대적 가치를

지금까지 살펴본 문서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물종을 비

교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정가가 아니라 실제 시가를

알아야 한다. <표 3>에서는 물종을 유지하여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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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급대 재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예상 수입과 중앙정부가 파악한 세

수 감소분 추산 수량

*각 물종의 하위 단위는 모두 버림으로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추산 수량 차액(A-B)은 전 496,345냥이 남지만 포목, 보

미, 세탄, 신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은 전 수입으로 나머지 부

족한 수입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우선 균역청의 남은 수입(전

496,345냥)으로 부족한 포목(282,708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는

지 알아보자. 균역법 이전 중앙정부가 파악한 포목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균역법 제정 시기와 가까운 1730~40년대 일반적인 포목 1필의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조 7년(1730) 정부 관료는 민간에서 1냥으로 포 1필

을 살 수 있다고 인식했다.60) 영조 11년(1735) 한양에서는 목 1필 시가

가 1냥밖에 되지 않는다는 호소가 있기도 했다.61) 이처럼 포목 1필은 낮

게는 시가가 1냥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1필 당 시가가 1냥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정부의 공정가 1필

=2냥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영조 11년(1735) 전라도에서는 포 1필의 시

가가 1냥 4~5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62) 영조 12년(1736)에는 대동목 1

60) 《승정원일기》 영조 7년 3월 25일(무자) “擲梭之女, 能以一貫錢, 辦得一匹

布”

61)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4월 2일(계묘) “在京必欲受錢之類, 衆謗喧騰, 皆

以爲木一疋賣之, 則不過爲錢一兩”

62) 《비변사등록》 영조 11년 10월 12일 “今以終年經營之布, 出賣市場, 不過得

一兩四五錢”

추산

대상

물종

(단위)

급대 재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예상 수입

추산액(A)

중앙정부가 파악한

세수 감소분

추산액(B)

추산 수량

차액(A-B)

전(냥) 496,345 · 496,345

포목(필) 49,493 332,201 (282,708)

보미(석) 26,287 41,109 (14,822)

稅炭(석) · 970 (970)

薪鐵(근) · 24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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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6승 40척) (시가가) “一貫錢有餘(=1.xx냥)”에 불과해 2냥을 억지로 책

정하는 것은 “백성을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厲民]에 가깝다고 지적되었

다.63)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공정가가 1필=2냥인 것과 달리 포목 1필의

시가는 2냥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포목 1필의 시가가 2냥보다 낮다고 인식되었다는 점은 중앙정부가 쌀

로 책정한 군포 1필의 상대적 가치를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영조

25년(1749) 중앙정부에서는 군문의 군포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作米 할

때 1필당 9두~13두를 책정했다.(경상도·전라도 11~13두, 충청도 10~12두,

경기도 9~11두)64) 이렇게 조성된 물자를 군작미라고 했는데, “쌀이 흔하

다”는 이유로 조성되었으므로65) 쌀에 대한 포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적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1730~40년대 조정 관료들은 쌀의 상대적 가

치가 낮을 때 전 1냥=쌀 7두 내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1734년 호남

연해·綾州 1냥=8두, 1735년 경기 수원·진위 1냥=7~8두, 천안·공산 1냥

=8~9두, 여산·전주 1냥=6~7두, 1740년 전라도 흥양 1냥=7~8두).66) 따라서

영조 25년(1749) 중앙정부는 군작미 조성 당시 군포 1필당 1냥을 상회하

63)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3월 26일(경신) “今者木價頗賤, 六升一疋之價, 不

過一貫錢有餘, 而朝家之所定, 則以二貫錢, 當一匹木, 使之相半措納, 雖使所納

木依舊六升, 舍一貫有餘之市價, 而勒捧二貫之錢, 近於厲民”

64) 《비변사등록》 영조 25년 8월 15일 “作米斗數段, 量其市直, 參以見聞, 每一

疋, 慶尙道, 全羅道, 則十三斗·十二斗·十一斗式, 忠淸道, 則十二斗·十一斗·十斗

式, 京畿, 則十一斗·十斗·九斗式, 折定爲白齊”

65) 《비변사등록》 영조 25년 8월 15일 “今此作米之法, 不但貴出賤取之爲惠於

民而已 ... 況今畿內·三南年事, 大有登熟之望, 若不及今儲穀, 更待何時”

66)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9월 16일 “今年湖南農事, 嶺上則雖未盡登, 沿海各

邑, 頗大熟。一兩錢米至八斗” ;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0월 27일(기사)

“第聞卽今本邑(綾州-필자), 有切急弊端, 乃壬子年貿米錢, 而此錢, 本邑大同木

作錢者也。壬子貿米時, 一兩捧四斗, 報于賑廳, 則賑廳, 使之還納本錢, 而卽今

市直, 至於八斗, 以其米還作錢, 將至半縮” ;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0월

11일(병자) “大抵今年事, 畿內·湖西則最實, 南中次之, 南中之嶺下, 又其次而亦

多尤甚之處, 槪以市價言之, 水原振威一兩七八斗, 天安·公山八九斗, 礪山·全

州六七斗, 自全州, 至於嶺下漸減, 此臣之所耳聞目見, 非敢闌語也” ; 《승정원

일기》 영조 16년 4월 17일(정해) “至於興陽, 則每結收一兩錢, 以豐歲論之, 殆

至七八斗米” 물론 풍년 시 동전 시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1730~40년대 풍년 시 동전 1냥의 시가는 대략적으로 5두 보다 높은 수준(7~8

두)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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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의 가치만큼 쌀을 거두었다고 판단된다.67) 그런데 과연 이러한

책정은 당시 중앙정부가 파악한 포목 1필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했던 걸

까? 군작미에 대한 비판은 의외로 손자인 정조에 의해 제기되었다. 1779

년 군포 1필당 10두를 책정해 군작미를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조는

1필 당 두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여러 번 풍년을 맞은

때라도 가볍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68) 이미 확인했듯이

1749년 정부가 책정한 지역별 1필당 두수가 10두 전후이고 그에 따라 군

포 1필당 전 환산 가치가 1냥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것이 지나치다

는 비판을 받을 수준이었던 것이다. 1749년~1779년 사이 정부가 파악한

시가에 큰 변동이 없다면, 1필 당 시가는 1냥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수

준에서 인식되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18세기 중엽 정부가 파악한 군포

1필의 시가는 2냥이 되지 않았고, 1냥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다고 보인

다.

67) 1749년 군작미를 만들 때 정부가 책정한 지역별 1필당 쌀의 수량에다가

1730~40년대 정부가 동전을 기준으로 인식한 지역별 쌀의 가치를 대입해보았

다.(모두 쌀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을 때가 전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1749

년 전라도의 군포 1필당 쌀의 수량(11~13두)에다가 전라도 지역에서 쌀 6~8

두로 1냥을 구할 수 있다고 인식된 사실을 대입했다. 중간값인 7두=1냥을 가

지고 포 1필의 가치를 전으로 환산해보자. 7두=1냥이라고 가정하면, 1두=



냥이다. 1필당 11두로 책정한 경우, 1필=


냥=약 1.57냥이다. 1필당 13두로

책정한 경우, 1필=


냥=약 1.86냥이다. 전라도의 경우 7두=1냥이었다고 가

정하면, 포 1필의 가치를 1.57~1.86냥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지역별 군포 1필당 가치를 전으로 나타내보면, 전라도 6두=1냥 기준 1필=약

1.83~2.17냥, 7두=1냥 기준 1필=약 1.57~1.86냥, 8두=1냥 기준 1필=1.38~1.63냥

이다. 충청도의 경우 8두=1냥 기준 1필=약 1.25~1.5냥, 9두=1냥 기준 1필=약

1.11~1.33냥이다. 경기도의 경우 7두=1냥 기준 1필=약 1.29~1.57냥, 8두=1냥

기준 1필=1.13~1.38냥이다. 이는 모두 정부에 보고된 시가를 바탕으로 하였으

므로 군작미를 만들 당시 정부가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본이 적고, 시가

가 단기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지만 대체적으

로 1필당 1냥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작미를 결정했다는 추정에는 문제가 없다

고 본다.

68) 《비변사등록》 정조 3년 10월 27일 “聞作米之規, 每疋代米, 至於十斗云, 又

何其太峻也... 予則以爲雖在屢豐之時, 旣不可輕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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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 자료에만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작성된 노비 신공수취 기록을 통해서 18세기 중엽 노비들이 상납한 農布

1필의 가치가 전 1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비들이 상납하는 면

포 가운데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細木(常木, 木)과 農布

(常布, 布)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농포 1필의 가치가 1냥이었다고 이해되

고 있다.69) 국가에 낸다고 생각되는 포 1필의 시가는 1냥보다는 다소 높

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정부에서 인식하는 포목 1필

의 시가가 1냥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에 부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군포 1필 시가에 대해 알아보자. 훈련도감 砲保布는

군포 가운데 가장 좋은 품질을 가졌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영조 6년

(1730) 조정에서는 포보포가 다른 군문의 군포보다 품질이 좋다고 인식

했다.70) 영조 23년(1747)에도 포보포는 다른 군문의 군포보다는 품질이

나은 것이라고 생각됐다. 그렇다면 훈련도감 포보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로 생각됐을까? 영조 23년(1747) 관료의 말에 따르면, 병신년(1716) 이래

포보포 1필 당 공정가는 2냥으로 책정되었다.71) 따라서 훈련도감 포보포

도 공정가로는 1필 당 2냥, 시가로는 2냥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고 판단된다. 어영청, 금위영 등 다른 군문에 납부하는 군포는 이보

다도 품질이 떨어졌다고 인식됐으므로 시가 또한 마찬가지로 2냥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영조 6년(1730) 포보포

시가가 1필당 1냥 7~8전, 어영청과 금위영의 보포 시가가 1필당 1냥 5~6

전이라고 진술되고 있다.72)

69) 김건태, 2010 〈18세기 중엽 私奴婢의 사회·경제적 성격: 慶尙道 安東 錦溪

里 義城金氏家 사례〉, 《大東文化硏究》 75, 122~123쪽.

70)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월 27일(병신) “但砲布升品, 比他軍布最精好, 若

以麤布代給, 則有非優恤輦下親兵之意。勢當就禁·御兩營劃得布同中, 量宜以錢

代出, 以爲分俵之地”

71)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3월 14일(갑진) “大抵砲保布言者 ... 又於丙申年,

因故判書閔鎭厚所達, 自備局, 雖砲保布, 定以二兩事, 草記定式, 故木品不無比

前漸下之弊。而以近來言之, 砲保布比諸各軍門價布則頗勝矣”

72) 《승정원일기》 영조 6년 2월 2일(신축) “砲保木, 比禁御軍布, 升數稍勝, 然

近來都監所捧之木, 漸不如前。問其價, 則砲木一匹之價, 不過一兩七八錢, 禁御

軍木, 則可直一兩五六錢, 所爭者, 只是一二錢之間云。若以禁御軍布, 直給都監,

則似將不滿, 而必欲以純錢責徵, 則都監事, 亦未爲得當矣” 관련 기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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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후반 병조 騎步布는 시가로 “一兩有餘(=1.xx냥)”라고 인식되었

다.73) 영조 10년(1734)까지도 경상도에서는 병조 기보포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2냥을 받을 수 없다고 인식됐다.74) 뿐만 아니라 병조 기보포는

다른 군문의 군포보다 못해서 군병에게 상격으로 지급하기에도 부적합하

다고 여길 정도였다.75) 따라서 군포 가운데 상당량을 차지하는 병조 기

보포는 어영청, 금위영과 같은 군문의 군포보다 못한 수준에서 1냥을 조

금 상회하는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 관청 차원에서는 군포 1필의 공정가 자체를 낮추려고 시도

하거나 실제로 낮추기도 했다. 영조 7년(1731) 황해도에서는 각 아문, 군

문, 노비 신공으로 납부하는 價布를 1필=2냥 공정가에 맞게 작미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시가가 떨어져 1필 당 2냥씩 책정할 수 없다”고 보고하

고 있다.76) 영조 27년(1751)까지도 영남의 각 영진에서는 군포 1필당 공

정가를 1냥 6전 5푼으로 책정하고 있었다.77) 1730~40년대 포목 공정가가

1필=2냥으로 규정되어도 군포의 시가를 고려해 2냥을 책정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들 공정가도 당시 시가가 1냥을 조금 상회

하는 수준으로 파악된 점을 생각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논문에서도 훈련도감 포보포의 가치가 다른 군문의 군포보다 높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 소개되었다. (문용식, 1996 〈18세기 군작미의 설치와 운영〉, 《全

州史學 第4輯》, 191쪽.)

73) 《비변사등록》 숙종 8년 1월 6일 “今一疋之價, 已至一兩有餘, 而本曹所捧,

每疋以捌錢計納” ; 《비변사등록》 숙종 8년 1월 10일 “卽今一匹之價, 已至一

兩有餘, 而本曹所捧, 每匹以八錢”

74)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9월 24일(병신) “慶尙道, 則有上下納大同木·兵曹

騎步布, 而布則雖踊貴之時, 其價常不滿二兩錢矣”

75) 《승정원일기》 1734년 10월 13일(을묘) “禁旅, 令兵曹上下, 只訓局, 自戶曹

上下事, 下敎, 而更思之, 騎步布, 決不若地木與軍布矣。非慰悅之意, 禁御兩營,

各其營待令, 禁旅訓局賞格, 竝令戶曹待令”

76) 《승정원일기》 1731 11월 22일(신사) “宗白曰, 海西所納各衙門·各軍門奴婢

身貢及各樣價布, 竝令從市直, 以米收捧事, 自廟堂草記, 蒙允矣 京司價布一疋之

價, 以錢二兩定式 ... 海西作米之際, 以大米收捧, 則木一疋爲六斗, 以小米收捧,

則木一疋爲八斗。卽今冬序垂盡, 市直漸下, 不可膠守一疋二兩之定式”

77) 《승정원일기》 “啓禧曰, 嶺南各營鎭所納防布 ... 十數年前木一疋五升三十三

尺, 錢則一兩六錢五分, 改定式捧上云” (송기중, 2019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정책, 재정, 훈련에 관하여》, 역사비평사, 32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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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감필로 인해 부족해진 포목 282,708필을 급대 재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찌 생각했을지 따져보자. 훈련도감

의 포보포는 1필당 1냥 7~8전, 그 나머지는 1필당 1냥 5전으로 추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78) 일반적인 포목 가격이 1냥 4~5전으로 인식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작미에 대한 정조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1필 당 가치는 1냥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포목 1필의 시가는 대

개 지방의 시가에 해당한다. 각지의 포목이 대거 모여드는 한양에서는

더 낮은 시가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18세기 중엽 한양에서 포

목 1필이 1냥이라는 호소는 그런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에 따라 추산하면, 감필로 인해 부족해진 포목 282,708필(훈련도감 포보

포 37,000필 포함)의 가치는 431,462~435,162냥에 해당한다. 중앙정부가

급대 재원으로 확보한 수입 가운데 전 496,345냥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수량이다. 496,345냥에서 431,462~435,162냥을 제하

면 61,183~64,883냥이 남는다.

남은 전으로 나머지 부족분인 쌀 14,822석을 충당할 수 있다고 여겼을

까? 이 시기 한양 쌀값의 등락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균청

조획》에서 입안자들이 쌀 1석의 가치를 추산한 내역은 알 수 있다. 당

시 입안자는 정부 공정가가 보통 大米 1석=5냥인 것과 달리79) 납입 받

은 결미를 자체적으로 作錢할 때 4두=1냥으로 계산하고 있다. 같은 문서

에서 쌀 15두=1석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1석당 전 3.75냥의 가치를 매

기고 있는 것이다. 이후 영조 28년(1753) 홍봉한 또한 균역청에서 선혜

청의 쌀을 사들이면서 1석당 3.7냥을 책정한 사실이 있다. 홍봉한은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풍흉으로 인한 시가 변동을 반영해

평균적인 가격을 계산하면 1석=3.7냥이라고 진술했다. 《균청조획》에서

도 납입 받은 쌀을 자체적으로 작전할 때 시가 수준을 고려한 평균적인

78) 어영청, 금위영 보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입안 과정에서 이들 군포는

미보를 목보로 바꾸어 모두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79) 기존 연구에서도 18세기 大米 환산가를 5냥으로 인식하고 있다.(송양섭, 앞

의 글,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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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적용했다고 보인다. 1석=3.75냥을 적용하면, 부족분이 되는 쌀

14,822석의 가치는 약 55,582냥이다. 남은 전(61,183~64,883냥)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여길 수준이다. 남은 전(61,183~64,883냥)에서 55,582냥을 제

하면 5,601~9,301냥이다.

이제 남은 전으로 나머지 稅炭(또는 稅鼎)과 薪鐵을 충당할 수 있다고

여겼을지 따져야 한다. 입안 당시 이들 현물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기 어

렵다. 다만 가까운 시기인 1757년 선공감 炭契 공인의 말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정부에서 其人에게 탄 1석가로 지급하는 쌀은 1석이었고, 炭

契에게 탄 1석가로 지급하는 쌀은 7두였다.80) 공가미는 대개 시가보다 3

배 정도의 높은 가치를 지급한다고 생각되므로81) 세탄 970석의 가치는

쌀 330여 석 정도라고 생각된다. 이외 신철의 가치는 자세히 알기 어렵

지만 절대적인 수량이 적으므로 세탄과 함께 남은 전으로 충당 가능하다

고 여길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입안 당시 입안자들은 수어청, 총융청의 納米軍을 증액했

다.82) 급대 대상이 아닌 지방 영진의 환곡 모조 증액은 균역법 제정 초

기부터 허용되었던 사항이었다.83)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세입을 증대시

킨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급대 재원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감필로 인

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이러한 조치

를 취했던 사실까지 모두 고려하면 입안자들이 균역법 시행 이후 세수

80)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1월 5일(정유) “繕工炭契貢人曰, 權設都監, 闕內

外諸上司打造之炭, 無不專當, 升斗合勺, 必以全石責出, 十石進排, 一石會減, 極

爲冤痛, 其人炭則一石價米一石, 炭契炭一石價米七斗, 其人炭價, 米木錢 分數上

下, 炭契炭純木上下。伏乞依其人炭價例變通, 而不然則京畿·江原廳, 所下炭價,

以米木錢, 三分磨鍊上下, 千萬伏祝。象漢曰, 此則猥屑矣。上曰, 分付退去”

81) 이헌창, 조영준, 2010 〈조선후기 貢價의 체계와 추이〉,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03쪽.

82) 다음 기사를 보면, 입안 당시 조정에서 수어청, 총융청에 納米軍을 증액해주

었음을 알 수 있다. 수어청에는 납미군 1,000명을 증액해주었다고 확인되지

만, 총융청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액해주었는지 불확실하여 앞서 추산에서

는 제외했다. 이들 납미군 군액은 해당 기사가 등장하는 시점인 1759년에는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균역법 입안 시점에서는 세입을 증대시키는 요인이었

음이 분명하다. 《비변사등록》 영조 35년 8월 23일.

83) 《영조실록》 영조 28년 8월 23일(신해). (송양섭, 앞의 글, 14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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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분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감필을 통해 상당한 양의 군포와 쌀 수입을 줄

였지만, 급대 재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

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정부가 파악한 군포 1필의 시가가 낮은

데에 비하여, 급대 재원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주

효했다고 보인다. 영조 전반기까지 전으로 거두던 세금을 목으로 전환하

는 純木令이 여러 번 시도되었다는 점에서84) 균역법 제정 당시 이러한

조치는 매우 특이한 조치였다. 장기적으로도 조선 정부는 동전납 확대를

지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85) 특이한 조치였다. 하지만 감필 이후 전

수입이 많아지면서 중앙정부가 파악한 세수 감소분은 충당할 수 있는 수

준에 해당했다.

그렇다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군포 대신 전을 거두어 세수 감소분을 충

당할 수 있다고 생각 했을지 따져보아야 한다. 즉 중앙정부에서 군포의

시가와 공정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점이 문제

이다. 경우의 수를 나누어 따져보자. 포목 1필의 공정가와 시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 경우이다. ① 포목 1필의 공정가보다 시가가 높

을 때 ② 공정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이다.

만일 공정가보다 시가가 높을 때 세금 납부 담당자는 목을 팔아서 전

을 사들여 공정가만큼만 납부하고 차액을 챙기는 편이 좋았다. 예컨대

숙종 8년 병조 기보포가 그러했다. 숙종 8년까지 병조에서는 기보포 1필

당 공정가를 8전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기보포 1필의 시가 “一

兩有餘”(1.xx냥)보다 낮은 액수였다. 이렇다보니 세금 납부 담당자가 木

을 싣고 왔다가 공정가보다 시가가 높은 것을 보고, 목을 팔아 동전을

사서 병조에 납부한 후 차액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

는 1필당 공정가를 1냥으로 올렸다.86)

84) 영조대 추진된 純木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유현재, 2017 〈상평통

보의 주전이익과 활용〉, 《한국문화》 79, 211~212쪽.

85) 김재호, 2010 〈조선후기 중앙재정과 銅錢: ‘賦役實摠’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19쪽 참고.

86) 《승정원일기》 숙종 8년 1월 6일(갑인) “今一疋之價, 已至一兩有餘, 而本曹

所捧, 每疋以捌錢計納 外方納布之類, 初以本木載來, 及見市價如此, 以木換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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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공정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중앙기관이 전으로 수납 받아 목

을 사서 지출하는 편이 재정상의 여유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

은 중앙기관 차원에서보다 세금 납부 담당자 차원에서 먼저 일어났다.

영조 재위 전반기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서는 동전 사용을 억제하고

자87) 신포와 대동목을 純木으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럼

에도 민간에서는 세금 납부 담당자가 납세 의무자로부터 포목을 전으로

환산한 값을 받고 전으로 포목을 사들여 상납했다. 목화가 나지 않는 읍

에서는 포목 1필당 더 많은 전을 환산해 거두었다.88) 영조 8년(1732) 중

앙정부에는 민간인이 “420냥의 전을 가지고 목 250필을 바꾸어 금위영에

납부했다”는 증언이 접수되기도 했다.89) 420냥 전부를 목 구입에 사용했

다고 가정하면, 금위영에 납부한 목 1필은 1냥 6전 8푼으로 구입한 것이

된다. 그 과정에서 1필 당 시가가 1냥 6전 8푼보다 낮다면 차액은 세금

납부 담당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영조 10년(1734)에야 비로소 조정에는 “일국을 통틀어 목을 직접 짜서

납부하는 부류는 적고 (錢으로) 목을 바꾸어 납부하는 부류가 많으므로”

차라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목 대신 錢納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割其贏餘 ... 騎步布每疋, 姑以錢文一兩折定, 其餘有廳軍布之類, 以每疋九錢,

折定行用”

87) 영조 재위 전반기 동전에 대한 부정적 입론은 동전을 이용한 대출, 상환 과

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쌀이 소모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승정원일

기》 영조 3년 10월 30일(임자) “以有限之農穀, 債無窮之錢殖”) 동전으로 값

을 매김으로써 대출, 상환과정에서 갚아야 할 쌀의 양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서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김한빛, 2017 〈17세기 조선의 동전 통

용정책과 활용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47쪽 참고.) ; 납세과정에

서도 전을 활용해 料理하는 과정에서 민의 저축을 모두 소모하게 만든다고

지적되었다.(《승정원일기》 영조 8년 11월 6일(기축) “錢則或防換京納, 或代

塞民賦, 而如或不然, 別爲料理, 則必將責出於如干儲蓄之民, 其不病民而能生利

者, 鮮矣”)

88)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월 16일(경진) “再昨年, 因筵臣陳達, 身布大同, 皆

以純木上納事, 行會諸道。此蓋出於朝家先不捧錢, 漸此罷錢之意 ... 似聞外邑戶

首監色輩, 以錢收捧於民間, 而換木上納者, 比比有之, 木花不産之邑, 則收其過

厚之錢, 而貿納最劣之木者亦多, 此則尤極無據”

89) 《승정원일기》 영조 8년 윤5월 6일(신묘) “以四百餘兩之錢, 換木五同, 納于

禁營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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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출되었다.90) 민간의 관행을 받아들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을 받아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 해에도 조정에는 純木令을 거두어들이고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군포와 신포를 목 또는 전으로 납부하도록”

허락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錢木을 섞어

서 납부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전납 자체가 합법적인 것이 될 경우 실무자가 전을 받아 목을

사서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공공연해질 것이란 건 충분히 짐작될

만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해당 관료 또한 전납을 허용하되 “실제로는

전을 받아놓고 목으로 바꾸어 상납하는 경우를 처벌하자”는 조건을 덧붙

였던 것이다.91) 다음 해에도 전으로 목을 사서 납부하는 것을 대비해 지

방 관청이 陳省狀을 2건 작성해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92) 신포를 전으로 받아 목으로 바꾸어 납부하는 행위를 처벌하

자는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93) 이러한 논의는 1746년 반포된 《속대전》

에 그대로 반영되었다.94)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포목 1필당 시가와 공정가 사이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납을 허용한 데서 알 수 있듯

이 중앙정부는 포목을 전으로 환산한 수입을 민간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수중으로 넣고자 했다고 보인다. 《균청조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안

자들은 감필로 인해 포와 쌀 수입이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급대재원은

전의 비중은 높게 포, 쌀의 비중은 낮게 잡고 있었다.

입안자들이 포목을 전으로 환산한 수입을 받고자 했음은 다음 사례로

90)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9월 24일(병신) “尙絅曰, 通一國民而計之, 則自其

家, 織取備納者無多, 皆是換木以納之類也。渠旣換木, 則許其納錢, 庸何妨乎?

取魯曰, 趙尙絅之言, 是也”

91)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2월 7일(임신) “軍布身布, 則或木或錢, 各從民自

願, 收捧上納, 而如有實則捧錢, 而換木上納, 以牟利者守令禁錮終身事, 一依大

同田稅例, 施行爲宜, 此是在外相議者, 故敢達”

92)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4월 23일(정해) “前冬錢·木參半變通時, 外方或有

以錢參捧, 中間換木陳省兩件成送者, 論以禁錮事, 稟定行會矣”

93)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9월 3일(갑오) “身布捧錢後, 換木上納事, 罪律亦

有新定式, 書啓中亦有此事現發者, 依定式嚴處爲宜”

94) 《속대전》 戶典, 徭賦, 凡上納布木 “軍布, 錢·木間, 從民願收捧上納。或捧

錢而牟利換木上納者, 守令, 一依田稅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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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드러난다. 아래 인용된 기사에서 균역청이 급대 재원인 선혜청 세작

목을 전으로 환산해 받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안자들의 의도

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막상 선혜청에서 다

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소 긴 이야기지만 소개한

다.

지금 균역청에서 “ … 하나같이 정식에 의거하여 매 1필당 價錢을 3냥

씩 상송하라”는 내용의 감결을 미리 각 該道에 知委하였다고 합니다.

… (선혜청의 세작목, 태작목 등은) 혹 본청(선혜청)에서 錢으로 代納하라

는 뜻으로 該道에 관문을 보낸 적도 있지만, 4~50년 이래 전황이 특심하여

각 읍마다 인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첩보하기가 분운하기 이를 데 없어

일찍이 전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등록을 소고해

보면 해마다 납부하는 것은 모두 純木이고 규정된 목의 升尺은 점차 떨어

졌습니다. 세작이라 하는 것은 시가[市直]로 논하면 1필가가 겨우 1냥

5전에 불과하고, 태작은 세작에 비하면 升品이 조금 나은 까닭에 1필가

가 혹 2냥이 되기도 합니다. … 지금 균역청의 감결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전에 있던 규정을 고쳐서 갑자기 100동 목의 代錢을 癘疫으로 사망한 자

들에게 거두니 田野가 묵혀서 버려진 나머지 가진 것 하나 없는 인민들이

장차 어찌 備納하겠습니까? 또 세작, 태작을 막론하고 定價를 시가[市直]

에 비교하면 모두 곱절은 되어 1백동을 총계하면 價錢이 더해진 것이 거

의 7,825냥이나 됩니다. 목이 천하고 錢이 귀해진 때에, 비록 곱절의 가

격을 매겨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木을 거두다가 이제 갑자기

錢을 거둔다하므로 窮民이 원통해할 일입니다. 하물며 加徵하는 수량이

이와 같이 과다하니 나중의 폐단이야 우선 말할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눈

앞에 놓인 인민들의 사정을 어찌 슬퍼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 이로

보건대 稅木의 품질이 좋은 것이 민을 병들게 할까 염려하여 승척을 감하

는 데 이르렀거늘 하물며 곱절의 錢을 지극히 헐한 木에다 매겨서 걷는

것이겠습니까? 균역청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우리 성상의 휼민하는 덕의

에서 나온 것입니다. 納役하는 군사들과 納稅하는 민들이 모두 국가의

적자인데, 군사들이 납역하는 포는 줄여주고자 하면서 도리어 민들이

납세해야 하는 錢은 덧붙이고자하니 실로 성세에 모든 이를 하나같이

대하는 정사[聖世一視之政]에 어긋납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목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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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출하기 어려운 전을 독납하는 것은 또한 마땅히 때를 헤아려서 백성을

순리대로 대하는 정사가 아닙니다. 하나같이 대동절목에 의거하여 세작,

태작 모두 전과 같이 本木으로 상납하라는 뜻으로 각 該道에 분부하여 전

으로 대납하라는 이 한 항목은 그만두라고 함이 어떻겠습니까?95)(밑줄-필

자)

여기서 언급되는 세작목, 태작목 중 급대 재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시가가 낮은 세작목 5,000필이었다. 선혜청 또한 세작목의 시가가 1.5냥

에 불과했고, 품질이 좋다고 생각되는 태작목의 시가가 2냥이었다고 말

한다. 당시 높은 품질의 포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포목 1필의 시가는

대략 1.5냥으로 파악되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균역청은 이전까

지 목으로 내던 선혜청의 세작목을 시가보다 높은 공정가에 맞춰 급대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입안자들이 감필 이후 전 수입을 얻고자 했음은 일관된 시도였다고 판

단된다. 균역법 입안 과정에서 입안자들이 전 수입을 일관적으로 모색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논의 초기에는 호포제가 아닌 호전제를 도입해 호

마다 전을 징수하고자 했다. 호전제 도입이 녹록치 않자 김상성은 명목

가치가 10배가 되는 동전[大錢, 當十錢] 십여 만 냥을 주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96) 다만 이는 영조가 해마다 주전할 수는 없다고 여겨 반려되

95)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12월 27일(병신) “卽見均役廳甘結, … 一依定式,

每一疋價錢三兩式上送之意, 自該廳預爲知委於各該道云矣。… 自四五十年以來,

錢荒特甚。或自本廳以錢代納之意, 發關該道, 則邑牒民狀, 不勝其紛紜。曾無以

錢來納之事, 故泝考久遠謄錄, 年年所納, 皆是純木, 而升尺之規, 漸漸減降。所

謂稅作, 論以市直, 一疋之價, 僅爲一兩五錢, 太作比稅作, 升品稍勝, 故一疋之

價, 或爲二兩。… 今因均役廳甘結, 一朝變改前規, 遽捧一百同代錢於癘疫死亡,

田野陳廢之餘, 赤立窮民, 將何以備納乎? 且勿論稅作太作, 以定價較諸市直, 則

皆爲倍數, 摠計一百同, 價錢所加, 至爲七千八百二十五兩零。當此木賤錢貴之時,

雖非倍加之價, 昔所徵木, 今忽徵錢, 則窮民之呼冤, 勢所必至。況加徵之數, 如

是過多, 日後之弊, 姑不暇言, 目下民情, 寧不愁痛乎? … 以此觀之, 稅木品好,

尙慮病民, 至減升尺, 而況徵倍直之錢於至歇之木乎? 均役設廳, 亶出我聖上恤民

之德意, 則納役之軍, 納稅之民, 同是國家之赤子。而欲減納役之布, 反增納稅之

錢, 實有違於聖世一視之政。而捨願納之木, 督難辦之錢, 亦非所以量時之宜, 順

民之政也。一依大同節目, 稅作·太作, 皆以本木如前上納之意, 分付各該道, 以錢

代納一款, 置之, 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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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97) 한편 조현명은 5년에 한 번씩 주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

다.98) 핵심 입안자들은 대체 재원으로 전 수입을 기대한 것이다. 균역법

에서 채택된 결전도 원칙적으로는 산군에서는 전, 연해 지역에서 쌀로

납부하는 방식이었지만 백성들이 동전 납부를 원한다는 명분으로 시행

초기부터 전액 동전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선택됐다.99) 이는 이미 《균청

조획》에 실린 신미년(1751) 6월 21일 〈개정절목〉에서도 예상되고 있

는 일이었다. 즉 조정에서는 전 수입을 확보해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

을 충당하려고 했다고 판단된다.

1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파악한

세수 감소분은 중앙정부가 확보한 급대 재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될 수 있다고 여길 수준이었다. 포목의 시가가 공정가보다

낮아 실제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낮다. 중앙정부는

군포 1필당 공정가와 시가의 차액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균역법

이전부터 중앙정부는 세금 납부 담당자가 전으로 포목을 사서 납부하는

96)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7월 5일(을사) “尙星曰 ... 若鑄大錢, 十餘萬兩, 則

其利十倍於小錢, 大臣之意, 皆欲鑄大錢矣”

97)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7월 5일(을사) “榮國曰, 尙星之欲鑄當十錢者, 必

欲減一疋, 而出於不得已也。上曰, 若只減今年一疋, 則大錢誠好矣, 而必欲爲永

久常法, 何以年年鑄錢乎?” ; 영조가 정리해서 이야기 하듯이 호전, 주전은 모

두 감필로 인한 재정 결손을 채워줄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승정원일

기》 영조 26년 7월 5일(을사) “上曰 ... 若爲戶錢, 則國必亡矣。大錢雖異於戶

錢, 而人情以熟眼爲便, 其能利用否乎? 仍下手書曰, 以此頒示宜矣”

98) 정연식, 앞의 책, 120쪽.

99) 《균역청사목》(奎 1124) 상으로는 산읍에는 결전, 해읍에는 결미를 걷는다

고 적혀있다. 그러나 신미년(영조 27년) 6월 21일 〈改定節目〉을 보면 沿海

“若干” 읍을 제외하곤 모두 ‘納錢’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균청조획》 “錢則

有運納之便 無操縱之弊 雖云小民之難辦 亦是羣情之所願是白如乎 沿海若干邑

納米 其餘並令納錢爲白乎矣 ... ” ; 실제로 초기부터 모든 해읍까지 동전 상

납했다.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6월 13일(임인) “上曰, 結錢中亦有米木間

上納耶? 對曰, 節目中定以山郡作木則以錢來納, 沿海則作米來納。而沿海處, 亦

皆願納錢, 故今年則捧純錢矣” ; 이는 홍봉한도 확인한 내용이다. 《승정원일

기》 영조 29년 2월 21일(정미) “鳳漢曰, 均廳錢條, 猶可支過, 而至於米條, 則

各道結役之民, 皆願納錢, 故軍門許多餉米, 實難推移給代” ; 《추사목》에는 산

읍, 해읍 모두 錢納한다고 추록했다. 《균역청사목》(奎17253) 結米第二 “本

事目○後因各道所報 勿論山海邑 一倂納錢事 定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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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감필 이후 전 수입을 모색했

다. 중앙정부가 전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입안 과정에서 파악된 세수 감

소분은 대부분 충당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급대대상이 중앙기관

위주(병조 및 삼군문)로 제한되었던 것은 입안자들이 실제로 세수가 감

소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급대 대상 제한으로 인해

조정의 입장에서 재정상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었는지는 2장 1절에서

다룬다. 한편, 각지의 재원을 염출하면서도 급대 대상은 중앙기관을 위주

로 제한했기에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 증세 부담은 지방으로 전

가될 가능성이 높았다.100)

2. 급대 물자 확보 방향

중앙정부는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세수 감소분을 급대 한다는 명목으

로 결전, 어염세 등의 재원을 확보했고, 이를 대부분 균역청을 통해 관리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부가 파악한 세수 감소분은 대부분 충당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확보한 재원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각 기

관에 급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주요 급대 대상이었던 병조 및

군문에 급대해주어야 하는 물자는 원칙적으로는 포목과 쌀이었다. 감필

로 인해 감소한 세입 물종이 포목과 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역청의

세입은 전의 비중이 높고 포목과 쌀의 비중은 낮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절에서는 중앙정부가

균역법을 입안하면서, 포목과 쌀 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먼저 중앙정부가 포목 급대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균역

청 수입 가운데 전이 압도적인데 반하여 병조 및 군문 등에 급대할 물자

는 포목이었던 상황에 대해서 조정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영조 28년(1753)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균역청이 확보한 전으로 포목

100) 정연식, 앞의 책, 17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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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조영국: 지금 균역사목 가운데 각사 급대는 모두 錢木을 參半하여 차하하

는 것으로 이미 정식하였으므로 본청(균역청-필자)에서는 마땅히 이

에 따라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지금 거두는 것은 전은

많고 목은 적습니다. 실로 추이할 방도가 없어 장차 전으로 목을 사

들여 참반하여 지급하는 수효를 채울 것입니다. 만약 본청에서 사적

으로 換貿한다고 하면 반드시 훼방하는 말들이 있을 것이고, (균역

청) 下屬輩들이 作奸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廛人에게

(전을) 출급하여 그로 하여금 實入에 따라 換納하도록 하려 합니다.

시가에 비해 (보통) 급가가 넉넉하기에 전인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

을 원합니다. 그러나 일이 변통하는 것에 관계된 것이므로 감히 앙

달합니다.

영조: 진달한 바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에 따라 시행하라.101)

조정 관료는 시가보다 다소 넉넉한 가격을 매겨 시전인들로부터 포목

을 납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시가에 비해 얼마나 넉넉한

전을 지급했을지, 시전인들이 이를 원했을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조정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만큼의 급대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병

조 및 군문을 중심으로 급대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시가보다 값을 좀

더 치르더라도 자금 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급대 재원으로부터 확보된 전을 선혜청의 포목과 교환하는 방식도 도

입했다. 영조 30년(1754) 균역청은 강원청의 포목을 매년 23동(=1,150필)

씩 전과 교환하기로 했다.102) 영조 38년(1762)에도 홍봉한은 균역청 전과

101)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7월 9일(정묘) “榮國曰, 今此均役事目中, 各司給

代, 皆以錢·木, 參半上下事, 旣已定式, 則本廳, 固當依此擧行, 而本廳卽今所捧,

錢多而木小, 實無推移之道。勢將以錢貿木, 以充其參半之數, 而若自本廳, 私自

換貿, 則必有謗言, 而亦不無下屬輩作奸之慮, 故出給廛人, 使之從實入換納, 而

比市直, 給價頗優, 故廛人亦願之, 然事係變通, 故敢達矣。上曰, 所達儘好, 依此

爲之”

102) 《균역청사목》(奎17253) 移劃第五 “每年江原廳布 數十同 移來後 以錢計報

事 甲戌十月日 定奪後 自本廳 以二十三同 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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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혜청 목을 상환하여 장부에 달아두었다고 말한다.103) 영조 41년(1766)

에도 홍봉한은 훈련도감에서 목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선혜청 세작목과

전을 상환하고자 했다.104) 다른 관청에 소재한 포목을 전과 상환하는 방

식으로 포목을 확보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동원해도 지급하려는 포목의 수효를 모두 채우

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그에 따라 급대 대상 기관에 직접 전을 급대해주

는 방식이 상존했다. 그렇게 되면 급대 받은 기관에서는 직접 전을 지출

하거나, 자체적으로 포목을 사들여 지출했을 것이다. 균역청 급대 물자에

서 전 비중은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현상은 《추사목》에서 발견

된다. 《추사목》에는 “훈국 포보급대를 전으로만 차하하는 것은 無義하

기 때문에 木布 100여동(=5,000필)을 參下하여 획급하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해 놓았다.105) 이보다 먼저 작성된 《균청조획》에서 훈련도감 포목

급대 규모는 720동 30필이었다. 절반만 포목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360여

동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추사목》에서는 포목 비중이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어 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다. 《만

기요람》에 작성된 순조 초 균역청 ‘用下’ 내역에서도 전의 비중이 높고,

포목의 비중이 작다.106) 앞서 살펴보았듯이 균역법 시행 초기 입안자들

은 최대한 일괄적으로 포목을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103)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2월 6일(경오) “鳳漢曰, 均廳, 本來錢多木少, 兵

曹給代, 雖欲參半, 其勢末由, 每未免錢邊多而木邊少矣。昨年貢價, 以錢換下後,

臣以各司給代, 純木磨鍊爲請者, 非必以木純下, 蓋欲稍加木數, 漸次區處, 而亦

欲使各司毋得爭難也。大抵相換之木, 只移錄於均廳, 旣仍置於惠庫, 使之用舊蓄

新, 則長爲新木, 而元無腐傷之慮”

104)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11월 12일(계미) “鳳漢曰, 都監事勢誠如此, 禁·御

兩營, 三年則木儲果有裕。今年則與都監無異, 不可自朝家, 勒令換用。惠廳稅作

木, 其數猶裕, 旣非貢價應下者, 以此木換用事, 分付, 宜矣。上曰, 依爲之”

105) 《균역청사목》(奎17253) 給代第十 “訓局砲保給代 純錢上下 無義 木布百餘同

參下劃給 使之需用於從前用木布處爲白齊 追事目”

106) 《만기요람》 財用編四 均役廳事例 當宁朝丁卯年捧入用下 “丁卯用下。米三

萬四千六百六十三石。太六十八石。木綿一百六十九同四十七疋。麻布五十一同

四十一疋。錢三十七萬三千八百三十七兩” 용하 내역에서는 전으로 기록되었지

만 실제로는 포목으로 교환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균청조획》에서의 급대 물자에서 포목이 차지한 비중에 비해 포목

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주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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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방식은 고수되지 못했다.

전 지급 방식을 기관이 원하기도 했다. 영조 38년(1762) 병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균청에서 획송하는 본조(병조-필자) 급대는 근래 매번 純木으로 보내는 까

닭에 본조에 축적된 전은 이로 인해 더욱 줄어들고 고갈되었습니다. 每當

每朔마다 각처의 원역과 雇軍에게 지급하는 삭포를 부득이 순목으로 차하

해주게 되어 輿情이 모두 칭원하고 있으니 심히 근심됩니다. 균청의 錢貨

는 근래 자못 넉넉하고 풍족하다고 합니다. 본조에 급대해주는 것을 전으

로 넉넉히 획급해 준 연후에야 (본조가)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게 하순하여 처분하심이 어떠하신지요?107)

병조에서는 균역청으로부터 전을 급대를 받고 싶어 했다. 이 사료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을 급대 받으면 각 기관은 소속 인원에게 전으로 삭

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니면 관청 자체적으로 포목을 사들

일 수도 있었다. 예컨대 영조 35년(1759) 군문에서는 자체적으로 貢木을

예매하고 있었다.108) 공목 예매란 공인들에게 지급할 용도의 공가목 3~4

년치를 염가로 사들이는 것이었다. 기관 자체적인 공목 예매는 어디까지

나 불법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균역청 급대에서 포목 비중이 작을 때 개

별 기관의 전 지출 이면에 자체적인 포목 구매가 자행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조정에서는 전으로 포목을 사들이거나, 다른 관

청 포목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균역법 시행 이후 포 급대에 대처하고자

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전을 직접 지급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생각

된다.

107) 《승정원일기》 영조 38년 2월 6일(경오) “本曹給代之自均廳劃送者, 近來每

以純木送之, 故本曹錢儲, 因此而尤甚耗竭。每當每朔, 各處員役及雇軍朔布, 不

得已以純木上下, 輿情擧皆稱冤, 此亦甚悶。聞均廳錢貨, 近頗饒足, 本曹給代者,

以錢從厚劃給, 然後可以支撑, 下詢大臣處之, 何如?”

108) 《승정원일기》 영조 35년 1월 26일(무신) “拓基曰, 貢物年條之買賣, 固有

禁令, 而至如貢木, 各軍門, 或以廉價, 預買於三四年之前, 以致軍兵給代之際, 不

能無稱冤之端云。此後則各別嚴禁, 隨現重責, 何如? 上曰, 旣聞之後, 不可無飭,

該軍門大將, 一倂從重推考, 此後犯者, 隨現重繩,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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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경우에는 어땠을까? 앞서 급대 재원 내역에서 확인했듯이 중앙정

부는 선혜청 관할의 저치미를 이용하고 있었다. 저치미와 상정미를 급대

를 위한 수입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균역법 입안 초기부터 준비되고 있었

다.109) 균역법 초기 입안에서는 저치미 1만 3천석과 상정미 2천석이 급

대를 위한 수입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영조 27년(1751) 조현명은 선혜청

곡물이 매년 지나치게 많은 수가 상납되기 때문에 1년 지출할 부분만 헤

아려 상납시키고, 나머지는 각지에 ‘저치’해두고 있다가 2만석 정도를 떼

어서 균역청 물자로 삼자고 주장하기도 했다.110)

선혜청 쌀을 이용하는 방안은 선혜청에서 지급하는 공가미 지출액을

삭감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영조는 선혜청이 공가 지급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왕실 供上 물종 가운데 일부를 줄이는 대신 선혜청 물자를 염

출해 급대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111) 영조는 공상 물

종만이 아니라 각사 공물 물종도 삭감하고자 했다.

중앙정부가 공가미 지출을 삭감했던 것은 이미 그 선례가 있었다.

1731년 흉년으로 인해 국가 경비가 부족해지자 공물가를 절감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관료는 숙종대에도 을해년 흉년으로 공물 물종을 裁減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이해했다.112) 해당 관료의 말에 따르면, 숙종대 공물가

를 1/10 재감한 결과 절약된 쌀은 1만 5~6천 석이었다. 한편 영조 8년

(1732) 1월 御供 물종과 각사 공물 물종을 재감한 결과 절약할 수 있는

쌀은 1만 4천여 석이라고 보고되었다.113) 그러나 공물가가 공인들의 생

109)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7월 9일(기유) “儲置米·詳定米中, 可補減疋之代

者, 磨鍊以稟 ... 上曰, 書之到此, 卿等若不充減疋之代, 則是使予欺蒼蒼也”

110)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6월 17일(임자) “惠廳穀物, 每年多數上納, 致有

露積腐傷之患。今後則計一年應下, 勿爲多劃上來, 盡作各邑儲置。而取儲置中二

萬石, 每年劃給於均役廳, 則惠廳用度, 無不足之慮, 各邑儲置, 無匱竭之患, 均役

給代, 自可優矣”

111) 최주희, 2014 〈영조대 중반 균역법 시행논의와 ‘宣惠廳定例’의 간행〉,

《한국사연구》 164, 208쪽.

112)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2월 16일(정미) “宋寅明曰, 先朝乙亥年, 已有物

種裁減之規, 而其後復舊矣”

113)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월 16일(갑술) “臣取考丙申·丙午兩年裁減謄錄,

則以十分之一裁減, 而裁減之數, 乃是一萬五六千石。今番御供別單物種所減,

則爲三千八百餘石, 經費各司貢價物種裁減付標計數, 則又當爲一萬九百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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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관계되어 있는 만큼, 삭감된 공물가는 돌아오는 가을이 되면 이전

처럼 복구할 것이 계획되고 있었다.114) 당시 관료는 숙종대 재감에 대해

서도 그 후에 물종이 복구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당대의 공물가

삭감에 대해서도 장차 복구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영조 또한 이를 분명

히 확인했다.115) 즉 1730년대에 이미 어공과 각사 공물가를 삭감해서 1

만 4천여 석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아냈던 것이다. 삭감된 공가 지

급분은 영조와 관료들이 말한 대로 이후 복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균역법 제정 전후로 공가미 지출액을 삭감하면서 선혜청 쌀 1

만 5천 가량을 급대를 위한 수입으로 삼는 방안이 잠정 결정된 것은 나

름대로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미 같은 왕대에 공가 1만 4천여 석

가량을 삭감할 수 있었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흉년으로 인해 공가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데에 반해서 이때

에는 삭감분을 급대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원사목》, 《추사목》에서 급대를 위한 수입으로 확정된 선

혜청 쌀의 수량은 저치미 1만석, 영수미 1천석, 월령가미 176석 도합

11,176석이었다. 이는 초기 입안에서 15,000석을 획급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116) 공가 삭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균역법 제정 당시 입안자들은 왕실공상 물종을 삭감한 이후 각사 공

물 물종에 대해서도 손보고자 했다. 하지만 공가가 공인들의 생계와 관

련되어 있는 이상 공가 지출액을 삭감하는 것은 한계가 따르는 일이었

다. 영조는 이미 이전에도 선혜청 쌀을 이용하는 것은 공인들의 이해관

계에 묶여 있는 문제임을 확인했다.117) 영조는 공가미 지출액 삭감 과정

合而計之, 則一萬四千餘石, 比之於分數裁減, 不足, 爲一千餘石也”

114)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월 16일(갑술) “宜先示待秋卽爲復舊之意, 裁減最

多之處, 貢價或次用從貴上下之法, 定奪之後, 惟當反復商確, 從便善處, 不以減

米數多爲務, 而惟以節損浮費爲主, 使朝令不至顚倒, 貢人不至失業可也”

115) 《승정원일기》 영조 8년 1월 20일(무인) “禮曹判書宋寅明曰 ... 物種見減

之類, 亦必明示, 待豐卽爲復舊, 切勿仍減之意 ... 上曰 ... 此非永減也。前頭觀

勢, 當爲復舊, 則渠輩亦無長失其業之歎, 該司以此慰諭”

116) 정연식, 2015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67쪽.

117)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7월 14일(갑인) “上曰, 宣惠廳米折用數萬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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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필요하게 공가미가 지출되는 물종을 가리키며 “(이는) 공연히 貢

人이 먹는 게 되는데 과연 祭享을 위해서인가 공인을 위해서인가? 卿이

奉祀할 때 祭需에 쓰이지 않고 한갓 노복들이 먹는데 돌아간다면 어떨

것 같으냐?”며 따지기도 했지만118) 선혜청 담당자가 공물 물종을 삭감하

는 데 난색을 보이자119) 공가미 삭감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다.120)

나아가 영조는 外人들이 놀랄 만한 일이라 여겨 자신에게는 “공물을 지

나치게 감생하려는 뜻이 없음”을 밖에 나가 전하라고 조치했다.121) 결국

각사 공물 물종을 삭감한 결과가 반영된 새로운 지출례 《各司定例》는

상세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간행되었다.122)

중앙정부가 공가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시도한 것은 추후에도

반복되는데, 이를 통해서 공가 삭감과 재원 확보가 관계되어 있음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영조 36년(1760) 홍봉한은 경비 문제를 해결

事涉如何, 而惠廳卽儲置乎? 尙魯〈曰〉, 非儲置, 而給貢人者也。上曰, 今則幾

爲矣? 尙魯曰, 猶爲難矣。木價近三十萬兩有之, 可以充數, 而此亦難得。領相亦

曰, 今則幾爲云, 而若以零瑣者, 苟簡塡補, 則不久弊生矣”

118)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8월 5일(을해) “上曰, 祧遷陵祭物, 消瀜於中間,

公然爲貢人之所食, 此果爲祭享耶, 爲貢人耶? 卿亦奉祀, 不用於祭需, 而徒歸於

奴僕之所食, 則何如耶? 予非惜此, 而事則重大矣”

119)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8월 5일(을해) “景夏曰, 賜覽則可知矣。卽今雖行

減省之政, 而加出貢物, 決不可擧論矣。臣則本無才能, 變通一款, 不能爲之矣”

120)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8월 5일(을해) “景夏曰... 卽今惠廳財力匱竭, 若

不幸而或値辛壬之歉荒, 則必生大事, 請勿加減, 永爲定式可也。臣之屢請仍舊者,

實有所見矣。上曰, 予固無欲加減矣”

121)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8월 5일(을해) “上曰, 今此節目與魚鱗及加出數之

持來者, 只欲一覽而已, 而外人必以予爲將欲減省, 人心恐動, 卿出去, 傳予無是

意也”; 공인에게 지급하는 공가를 줄이는 것은 숙종대 조정 사람들도 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서울의 민심을 흩어지게 한다고 인식했다. 《비변사등록》

숙종 9년 4월 4일. (박기주, 2010 〈貢人에 대한 경제제도적 이해〉, 《조선

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64쪽 재인

용.)

122)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5월 23일(기미) “尙星曰, 各司定例, 若至七月, 則

爲周年之限。定例中, 或有應入見漏者, 而此則不過若干條件矣, 若非大段過越之

類, 則亦不必續續追改, 過六月, 則應入見漏者若干條, 添入之後, 仍卽入刊行, 何

如? 上曰, 依爲之” (최주희, 2013 〈18세기 중반 ‘度支定例’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 《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성균관대학교출

판부, 195쪽 재인용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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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명목으로 공가 수천 석을 삭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공가 삭감

에 대한 저항은 상당했다. 이에 홍봉한은 스스로 변명하면서 상소를 올

려야했고 삭감 자체가 취소되었다.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봉한은 수십

년 간 減貢한 숫자를 계산해보면, 선혜청에서 호조로 쌀 8천 석 정도는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허락받는다.124) 공가 삭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 과정에서 “都下의 민심을

잃었다”[失都下衆民之心]고 표현되듯이 공가 삭감에 대한 반발은 상당했

다. 요컨대 입안자들은 균역법 제정 과정에서 선혜청 물자를 염출해 급

대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공가 삭감에 한계가 생기면서 쌀 11,176석

정도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포목의 경우에 조정에서는 시전인이나 다른 관청으로부터 포목을 최대

한 사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이를 고수하지 못하고

포목이 아닌 전으로 직접 지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쌀의 경우에

는 쌀 대신 전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즉 쌀 급대에서만

큼은 물종을 고수해나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선 감필 이후

급대할 쌀이 어느 정도로 추산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1750년대 작성된

정책 자료와 영조 29년(1753) 2월 홍봉한 진술125)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

획한 쌀 급대 수량이 어떤 변동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자료

에는 《균청조획》, 《원사목》, 《추사목》이 있는데, 각기 초기 입안

단계, 1752년, 1756~1757년 시점에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표 4>를 작성했다.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

를 작성한 방식부터 설명해보려고 한다. 우선 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

123)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9월 2일(계묘) “惟彼貢物, 有事例當罷, 而因循仍

置者, 有全然不用, 而徒爲遺在者, 合爲一萬一千餘石 ... 不得已直減者, 不過數

千餘石 ... 今臣所區劃, 雖未知一一中窾, 若其斷斷苦心, 庶幾見諒於一世之公

議, 而今大臣, 至以得米包, 失都下衆民之心, 仰陳於大朝筵中, 致有成命之還寢”

124)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10월 17일(무자) “今番貢物釐正時, 以八千石米,

名之以庚辰作米, 逐歲劃送事, 定式矣。貢物釐正之擧, 旣已還寢, 所謂作米, 自

在勿施中, 而戶曹形勢, 若不得此八千石, 難以措手。且溸計數十年減貢之數, 亦

足爲此數, 此則依前定奪擧行, 何如? 上曰, 依爲之”

125) 《비변사등록》 영조 29년 2월 24일 (송양섭, 앞의 글, 144쪽 재인용.) 이후

“홍봉한 진술”이라 함은 이 기사의 내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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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각각의 자료에서 문서 작성자가 산정한 쌀 급대 수량이다. 감필 이

후 쌀 급대가 필요한 기관은 보미 수입이 있던 삼군문이었다. 이에 따라

표에서는 쌀을 급대하는 대상 기관을 삼군문(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추사목》부터 쌀을 급대하는 대상 기관에 병조

가 포함된다. 삼군문을 기준으로 일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에서는

제외했다. 병조 쌀 급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룰 것이다.

한편, 각각의 자료에서 쌀 급대 수량을 일관된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

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쌀 수입량 산정 방식이 자료마다 다르다. 《균청조획》, 《원사

목》에서는 삼군문 쌀 수입량을 감필 이전 삼군문의 목표 수입을 바탕으

로 계산하고 있다. 목표 수입이란 상납과정에서 소모되는 수수료나 미납,

풍흉에 따른 수입 감소분 따위를 고려하지 않은 세수 책정액을 말한다.

이 표에서는 목표 수입을 당대인의 지칭에 따라 ‘元數’라고 할 것이다.

한편, 영조 29년(1753) 홍봉한 진술부터는 입안자가 해마다의 실수입 평

균치를 ‘實數’라고 지칭해서 재산정 했다.126) 이에 따라 표에서는 각 자

료에 나온 항목별 쌀 수입량을 ‘원수’, ‘실수’ 개념으로 구분해서 정리했

다.

둘째, 급대 수량 산정 방식이 자료마다 다르다. 예컨대 《균청조획》은

목표 수입 ‘원수’에서 여보미 ‘원수’를 빼는 방식으로 급대 수량을 산정했

다. 《원사목》에서는 어영청, 금위영에 한하여 각 군문별 쌀 급대 수량

에서 영남파방미 수입 ‘원수’를 제했다.127) 한편 《추사목》에서는 목표

수입 ‘실수’에서 여보미 ‘실수’를 빼는 방식으로 급대 수량을 산정했다.

126) 이러한 ‘실수’ 개념의 의미는 홍봉한의 진술에서 잘 드러난다. (송기중, 앞

의 글, 98쪽.)

127) 《원사목》에서 영남파방미 수입은 어영청 1,853석, 금위영 1,854석 책정되

었다. 쌀 급대 수량은 어영청 15,130석, 금위영 15,942석 책정되었다.(《원사

목》 〈減革第七〉, 〈給代第八〉 참고.) 그런데 영남파방미 수입과 쌀 급대

수량을 각 군문별로 더하면, 어영청 16,983석, 금위영 17,796석이 된다. 이는

《균청조획》에서 산정된 어영청, 금위영 쌀 급대 수량과 일치한다. 문서작성

자가 임의로 어영청, 금위영 쌀 급대 수량에서 영남파방미 수입 ‘원수’를 제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사목》에서 각 군문에 배정한 쌀 급대

수량이 자칫 《균청조획》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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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목》은 여기에서 다시 급대 재원에서 공급되는 쌀 수입을 제하고,

임의로 급대 수량을 덧붙여[每石補縮米, 加劃米] 최종 급대 수량을 산정

했다.128) 따라서 각 문서에서 제시한 급대 수량(표에서 ‘급대액B’)은 비

교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표에서는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급대 수량 총

액을 다시 산출했다(표에서 ‘급대액A’).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시기별 쌀 급대 수량 산정액(단위: 석)

128) 《추사목》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삼군문의 쌀 목표 수입 ‘원

수’(53,600석)를 ‘실수’(39,276석)로 재산정한다. 여기에서 각 군문에 남아있는

미보들이 납부하는 쌀(여보미, 실수 12,988석)을 제한다. 군문에 배정한 급대

재원(영남파방미, 저치미)에서 나오는 수입 ‘실수’(각기 2,783석, 6,609석 도합

9,392석)도 제한다. 마지막으로 加劃米, 每石補縮米 명목으로 급대 수량 2,374

석을 더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소개한 바 있다.(송양섭, 앞의

글, 146~148쪽.)

구

분

산

정

액

《균청조획》

(영조 26년~27년)

《원사목》

(영조 28년 6월)

홍봉한 진술

(영조 29년 2월)

《추사목》

(영조 32년~33년)

訓 御 禁 訓 御 禁 訓 御 禁 訓 御 禁

목

표

수

입

원

수
5,600

(23 ,4

14)

(24 ,0

28)

(5 , 60

0)

(23,4

13)

(24 ,0

28)

(5 , 6

00)

23,000~

24,000

23,000~

24,000
5,600 23,645 24,355

실

수
· · · · · · ·

16,000~

17,000

16,000~

17,000
4,300 17,202 17,774

여

보

미

원

수
2,800 6,430 6,232

(2,800

)

(6,430

)

(6,232

)

(2,80

0)
ⓐ ⓑ 2,800 6,661 6,559

실

수
· · · · · · · · · 2,270 5,400 5,318

급

대

액

A

원

수

기

준

2,800 16,984 17,796 2,800
(16,98

3)

(17,79

6)

(2,80

0)
(32,780~34,780)

(2,80

0)

(16,98

4)

(17,79

6)

실

수

기

준

· · · · · · · · (2,03

0)

(11,80

2)

(12,45

6)

급

대

액

B

2,800 16,984 17,796 2,800 15,130 15,942 · (32,000~34,000) 1,982 8,268 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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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訓: 훈련도감, 御: 어영청, 禁: 금위영.

**이 표의 전거는 《균청조획》, 《원사목》, 《비변사등록》 영조 29년 2월 24

일자 기사, 《추사목》이다. 표에서 생략된 단위는 모두 石이다. 괄호 안의 숫자

는 추정액이다.

*** ‘급대액A’는 각각의 자료에서 각 군문별로 급대가 요구되는 쌀 수량을 동일

한 기준에서 재산정한 결과이다. 급대가 요구되는 쌀 수량이란, 목표 수입량에

서 각 군문에 남아있는 米保들이 내는 쌀[餘保米] 수량을 제한 값이다. ‘급대액

A 원수기준’이란 목표수입 ‘원수’에서 여보미 ‘원수’를 제한 값이다. ‘급대액A 실

수기준’이란 목표수입 ‘실수’에서 여보미 ‘실수’를 제한 값이다.

**** ‘급대액B’는 개별 자료에서 쌀 급대 수량으로 언급된 산정액이다. 그러나

이는 언급되는 맥락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급대액A’를 재

산정한 것이다.

***** 표에서 ⓐ, ⓑ 수량은 《추사목》의 어영청·금위영 여보미 ‘원수’와 같다

고 간주했다. 각각 6,661석, 6,559석이라고 가정하고, 어영청·금위영의 ‘원수’기준

급대액A(32,780~34,780석)을 산정했다.

<표 4>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군문 保米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급대가 필요해진 쌀은 ‘원수’

기준 3만 7천여 석 수준으로 일정하다.(급대액A ‘원수’기준 총액)129)

129) 《균청조획》 단계에서 쌀 급대 수량은 도합 약 37,580석이다. 《원사목》

의 경우 사목에서 급대액으로 제시한 수량을 단순 합산할 경우 쌀 급대 수량

이 33,872석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총액에서 제외된 ‘영남파방미’

수량(3,707석)을 다시 더해주면 이 단계에서도 쌀 급대 수량은 약 37,580석이

다. 영조 29년(1753) 2월 홍봉한 진술에서도 급대액A ‘원수’기준 산정액은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홍봉한 발언에서 ‘원수’기준 급대액A를 구하려면,

목표 수입 ‘원수’에서 여보미 수입 ‘원수’(ⓐ+ⓑ)를 빼야 된다. 그런데 홍봉한

은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 수량은 《추사목》을

따랐다. 나머지 세 자료에서 이 수량은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추사

목》에는 《원사목》에서 빠져있던 어영청, 금위영의 京騎士 미보까지 모두

고려되어 있기 때문이다. 《균청조획》, 《원사목》 여보미 수입 ‘원수’(어영

청 6,430석, 금위영 6,232석)에 경기사 미보 수입(어영청 231석, 금위영 326

석)을 더하면 《추사목》 수량(어영청 6,661석, 금위영6,559석)과 같아진다.

훈련도감 급대액도 세 자료에서 모두 2,800석이 책정되었으므로 홍봉한 진술

에서도 2,800석이라고 간주했다. 이에 따라 홍봉한 진술에서도 쌀 급대 수량

은 35,580~37,580석으로 추정된다. 《추사목》에서도 37,580석으로 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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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청조획》에서 삼군문 미보 가운데 많은 인원이 木保로 전환됨에 따

라130) 쌀 급대 수량 총액이 ‘원수’ 기준 3만 7천여 석이 된 이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 것이다. 이 수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쌀이 부족하다

고 해서, 중앙정부가 쌀 급대 수량을 전면적으로 줄이는 일은 없었다는

얘기이다.

둘째, 쌀 급대 수량은 홍봉한 진술에서 ‘실수’ 개념이 적용되면서 한

차례만 줄어들었다. 즉 쌀 급대 수량은 추세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실

수’ 개념은 이미 설명했듯이 각 군문의 쌀 수입을 목표 수입이 아니라

실수입으로 재산정하는 개념이다. 각 군문에서 납입 수수료와 풍흉에 따

른 변동 때문에 목표 수입을 모두 납입받기 힘들었다고 간주한 것이다.

목표 수입에 ‘실수’ 기준을 적용하면서 홍봉한은 어영청, 금위영 두 군문

의 목표 수입 ‘실수’를 32,000~34,000석(각 군문별 16,000~17,000석)으로

내려잡았다. 《추사목》에서도 해당 수량을 구해보면, 34,976석이므로 큰

차이가 없다. 쌀 급대 수량을 감소하게 하는 다른 변수는 없을까? 남은

변수는 여보미 수입 산정이다. 쌀 급대 수량이 추가적으로 줄어들려면

여보미 수입 산정액이 점차 늘어났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

힘들다. 일단 여보미 ‘원수’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자칫 《추사목》에

서 산정한 두 군문의 여보미 ‘원수’가 《원사목》보다 늘어났다고 생각하

기 쉽지만, 이는 《원사목》에서 두 군문에 속한 京騎士 미보를 고려하

지 않아서이다. 《원사목》 여보미 수입 ‘원수’(어영청 6,430석, 금위영

6,232석)에 경기사 미보 수입(어영청 231석, 금위영 326석)을 더하면

《추사목》 여보미 ‘원수’(어영청 6,661석, 금위영6,559석)와 같아진다. 즉

없다. <표 4>에 나오는 급대액A ‘원수’ 기준으로 산정한 수량은 일정한 수준

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130) 어영청의 경우 향군·별파진 미보 28,979명 가운데 12,904명을 목보로 돌려

서 목 감필분을 자체적으로 채우게 했다. 남아있는 미보(16,075명)로부터 거

두는 수입(여보미)은 ‘원수’ 기준 쌀 6,430석이다. 금위영의 경우 기존 미보

29,628명 가운데 14,046명을 목보로 전환하고, 여기에 餘保 471명을 더한

14,517명이 목 감필분을 자체적으로 채우게 했다. 남아있는 미보로부터 거두

는 수입은 ‘원수’ 기준 쌀 약 6,232석이다. 이에 대해선 기존 연구에 잘 나와

있다.(최주희, 2016 〈균역법 시행 전후 훈련도감의 재원확보 양상〉, 《역사

와현실》 102,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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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미 수입 ‘원수’에 변화가 없다. 여보미 ‘원수’에 변화가 없으므로 여

보미 ‘실수’가 점차 증액되어 급대액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

기는 힘들다. 따라서 삼군문에 지급하는 쌀 급대 수량은 홍봉한 진술에

서 나오는 ‘실수’ 개념이 적용되면서 한 차례만 줄어든 것이다.

정리해보면, 쌀 급대 수량은 ‘원수’ 기준으로 3만 7천 여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 기준 산정이 도입되면서 《추사목》에서 보듯 26,288석(‘실

수’기준 급대액A 총액)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실수’ 산정을 적용함에 따

라 한 차례 감소한 것이다. 추세적으로 쌀 지급이 포기되어 간 과정이

아니다. 그런데 이 수량을 지급하려면 앞서 저치미로 확보한 쌀(11,176

석)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급대 재원 내역에서 확인했듯이 정부는 저치

미 외에 쌀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재원(결미, 은여결세, 영남파방미)을 확

보해나갔다. 1753년부터는 홍봉한 건의에 따라 선혜청 공가미를 예매하

는 방식으로 쌀을 확보했다.131) 포목의 경우에 선혜청 포목을 일부 교환

했듯이 쌀도 비슷한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포목의 경우 지급 물종

을 고수하지 못한 측면이 확인되는 반면, 쌀의 경우 재원 구성의 내용이

앞서와 같이 복잡하게 구성되고, 변화해가면서 지급 물종을 고수해나갔

다. 따라서 재원 구성이 어떤 방향이었는지는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이번에는 쌀을 지급하기 위해 확보한 재원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역시도 앞서 살펴본 정책 자료와 홍봉한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삼

군문에 쌀을 지급하기 위해 확보한 재원 내역에 대해서는 《균청조획》

한 자료 안에서도 1751년 6월 21일 이전 작성한 내용과 〈개정절목〉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1751년 6월 21일 이전 작성한 《균청조획》 내용

과 1751년 6월 21일자 〈개정절목〉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다.(<그림 1>

에서 각각 《균청조획》, 〈개정절목〉이라 칭함.) 이에 따라 시기별 자

료는 5개가 된다. 앞서 <표 4>에서는 각 군문에 남아있는 米保들이 내

는 쌀(여보미)을 급대 수량 산정 과정에서 빼주었지만, 이 분석에서는 삼

131) 균역청의 米條給代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소개되었다. (송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급대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중심으로〉,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49~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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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문에 쌀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확보한 재원 구성의 변화 과정을 전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에 포함했다. 여보미에서 어느 정도의 쌀이

공급된다고 간주했는지에 따라 나머지 재원의 비중이 영향 받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각 자료에서 쌀을 지급하기 위해 확보한 재원 구성이 서로 다

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재원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유형화했다. 이

표에서 각 재원은 4가지로 분류되었다. ‘재원1’은 군문 자체 재원(여보

미), 다른 관청으로부터 직접 확보한 재원(저치미, 영수미, 월령미, 영남

파방미)이다.132) ‘재원2’는 균역청이 새롭게 거두는 재원(은여결세, 결미)

132) 각 자료별 ‘재원1’에 해당하는 산정액은 다음과 같다. 《균청조획》에서는

여보미 15,462석, 저치미 15,000석, 各營需米 1,000석으로 구성된다.(총액

31,462석) 〈개정절목〉에서는 여보미 15,462석, 저치미 10,000석, 영수미

1,000석, 월령가미 312석, 영남파방미 3,707석으로 구성된다.(총액 30,481석)

《원사목》에서는 여보미 15,462석, 저치미 10,000석, 영수미 1,000석, 월령가

미 176석, 영남파방미 3,707석으로 구성된다.(총액 30,345석) 홍봉한 진술에서

는 어영청, 금위영에 직납되는 “여보미, 儲置等米”를 아울러 ‘원수’기준

24,000석, ‘실수’기준 16,000~18,000석이라고 언급했다. “저치등미”에 영수미,

월령가미, 영남파방미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여보미, 저치등미”이외에 두 군

문으로 쌀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은여결과 대동환봉미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

이다. 영남파방미는 기존 수군진의 보인들이 두 군문의 미보로 소속되었으므

로 군문 직납에 포함시켜 인식했다고 보았다. 월령가미도 《추사목》에 의하

면 계유년(1753) 11월까지 선혜청에서 군문으로 직납하였으므로 역시 군문

직납에 포함시켜 인식했다고 보았다.(《균역청사목》(奎17253) “各軍門給代米

旣以南倉所捧上下事定式 而獨於月令米 自惠廳直下軍門 未免斑駁 亦爲全船劃

送 自南倉捧下爲齊 癸酉十一月 定奪”) 영수미는 군문 직납에 포함시켜 인식

했을 가능성을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저치미 이획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

군문 직납에 포함시켜 인식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홍봉한 진술에서

훈련도감에 직납되는 쌀의 ‘원수’, ‘실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이는 《추사목》에 나온 훈련도감 항목의 여보미, 저치미 ‘원수’, ‘실수’

를 따랐다. 해당 산정액이 홍봉한 진술 전후로 큰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도 좋다고 여겼다. 홍봉한 진술에서 ‘재원1’ 산정액을 추정해보면,

‘원수’기준 27,310석, ‘실수’기준 18,697~20,697석이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

떤 수량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해야 할까? 특정 재원에서 나

오는 수입에 ‘실수’ 기준을 적용해 그 수량을 삭감했다면, 그만큼 다른 재원

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즉 ‘실수’ 산정액을 입력해야 재원 구성 변화를 제대

로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을 작성할 때에는 ‘실수’ 산정액 중간값

(19,679석)을 데이터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추사목》에서도 ‘실수’ 기준이

적용된 경우 ‘실수’ 산정액을 이용했다. 《추사목》에서 ‘재원1’은 여보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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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33) ‘재원3’은 각 자료에서 부분적으로만 보이는 기타 재원이다.134)

급대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균청조획》에 여기에 해당하는 재

원이 많다.135) 마지막으로 분류한 재원은 균역청이 선혜청에서 사오는

공가미이다.136) 각 재원별로 삼군문 쌀 급대 용도로 배정된 쌀 수량을

수’ 12,988석, 저치미 ‘실수’ 6,609석, 영남파방미 ‘실수’ 2,783석, 영수미 ‘원수’

1,000석, 월령가미 ‘원수’ 176석으로 구성된다.(총액 23,556석)

133) 쌀 지급 재원으로 은여결세, 결미 항목은 〈개정절목〉부터 등장한다. ‘재

원2’는 〈개정절목〉에서 은여결세 ‘원수’ 15,512석, 결미 16,000석으로 구성된

다.(총액 31,512석) 은여결세와 결미 전납이 확대되면서 《원사목》에서는 비

중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산정액을 알기 어려워 〈개

정절목〉 내용이 유지되었다고 간주했다. 홍봉한 진술에서는 매년 은여결세

를 재원으로 어영청, 금위영 양 군문에 2,000석을 지급한다고 간주했다. 훈련

도감에 배정한 액수는 알기 어렵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2,000석을 크게 상

회하는 인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추사목》에서

훈련도감 쌀 부족분 가운데 ‘재원1’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실수’기준 1,603

석이기 때문이다. 즉 훈련도감에 은여결세를 재원으로 하는 쌀을 많이 지급

했다 생각하더라도 1,600여 석 수준을 넘지는 못했을 것이란 얘기다. 훈련도

감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 표시할 때에는 ‘재원1’로

해결하지 못한 훈련도감 쌀 부족분을 은여결세로 충당한다고 간주했다. 한편,

홍봉한 진술부터 결미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홍봉한 진술

에서 ‘재원2’ 수입 산정액은 4,603석이라고 간주했다. 마지막으로 《추사목》

에서는 면세조(은여결세가 개칭된 이름)로 삼군문에 공급하는 쌀이 매년

3,000석이 산정되었고, 결미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총액 3,000석)

134) 쌀 지급 재원으로 ‘재원3’은 《균청조획》에서 군향모미 2,800석, 상진모미

2,000석, 관서세수소미 10,000석, 수어청미 1,500석, 총융청미 500석, 군작미모

미 5,000석, 진곡모미 200석, 진영모미 300석, 영남삼국납미 300석으로 구성된

다.(총 22,600석) 이외에 《추사목》 ‘재원3’으로 분류된 재원이 있다. 경기청

에서 매년 획급 받는 1,000석이 ‘재원3’에 포함된다. 이는 선혜청 재원을 이용

한다는 점에서 성격상 저치미와 비슷하다. 하지만 《추사목》에서만 존재한

다는 점 때문에 ‘재원1’이 아니라 ‘재원3’으로 분류했다.

135) 따라서 《균청조획》에서는 ‘재원1’, ‘재원3’만으로 쌀 지급 재원이 구성된

다. 단, 이 재원 구성 가운데 삼군문에 쌀을 급대하고 남은 부분은 다른 곳에

지출되었다.

136) 공가미는 홍봉한 진술부터 확인된다. 홍봉한 진술에서 확인되는 “大同換捧

米”가 공가미 예매 수량이라고 생각된다. 홍봉한은 어영청, 금위영에 쌀을 지

급하기 위한 수입으로 각 군문 당 대동환봉미를 7,000석씩 배정했다. 이를 합

치면 14,000석이 된다. 이후에 쌀 지급을 위한 수입으로 균역청의 공가미 예

매분이 매년 14,000석 책정되었다. 한편, 《추사목》에서는 쌀 지급을 위한

수입으로 균역청의 공가미 예매분이 매년 14,000석 책정되었다. 이외에 진휼

청미 4,000석을 쌀 지급을 위한 수입으로 배정하고, 예매한 공가미 가운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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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기별 쌀 지급 재원의 구성 변화

<그림 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1’(군문 재원, 다른 관청에서 직접 얻은 재원)에서 공급되는

쌀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1753년 홍봉한 진술부터 ‘재원1’에서 공급된다

고 간주된 쌀 수입에도 ‘실수’ 개념이 적용되어 그 수량이 줄어들었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쌀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

다. 물론 나머지 재원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삼군문에

급대해주는 쌀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홍봉한 진술 전까지 쌀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던 ‘재원2’(은여결미, 결미)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재원2’는 ‘재원3’을 대체하면서 등장했지만, 재원 구성

이 변화되면서 그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결미, 은여결세 수

입에서 쌀 명목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결과라고 보인다. 앞서 설명했듯

이, 결미 항목은 균역법 시행 초기부터 전 수입으로 전환되었다. 은여결

는 쌀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 공가미 예매 방식으로 구한

쌀이라고 보았다.(총액 18,0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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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도 납부 물종이 전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었다.137) 후대 자료인

《만기요람》에는 어느 해의 것을 적은지 모르는 은여결세(여결미) 상납

실총 가운데 미 수량이 4천 여 석(태 포함 6천 여 석)까지 떨어져있

다.138) 즉 은여결세에서도 쌀 수입이 크게 기대되기는 힘들었다. 이에 따

라 영조 29년(1753) 홍봉한 진술에서 은여결미 명목으로 어영청, 금위영

에 공급되는 쌀의 양은 매년 2,000석만 책정되었다.139) 《추사목》에서는

면세조(=은여결세의 개칭된 이름)로 공급되는 쌀의 양이 매년 3,000석만

책정되었다.140) 은여결세 명목으로 공급되는 쌀의 비중을 작게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원2’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137) 우선 영조 28년(1752) 강원도는 절대적인 은여결 수량이 많지 않았지만, 그

마저도 작전상납을 허락받았다. 약간 남은 곡물만 선운하기로 했다. 《승정원

일기》 영조 28년 6월 13일 “關東隱結米條, 則元數不多中, 各邑設賑, 雖一石

穀, 悶其出境, 以作錢上納之意, 縷縷報請, 故在本廳恤民飢之道, 不得不許施, 而

若干餘穀, 則關東船運, 例以水漲爲期, 故姑無一處來納者矣” ; 영조 29년(1753)

에는 홍봉한이 해서 은여결 대소미태 作錢을 허락받는다. 《비변사등록》 영

조 29년 2월 22일 “海西隱餘結所出大小米太, 難以船運, 依戶曹作錢例作錢, 俾

除民弊何如, 上曰, 依爲之” ; 관서 지역도 錢 납부 규모가 상당했다고 판단된

다. 영조 27년(1751) 호조판서 김상성은 관서 지역에서 균역청으로 납입해야

하나 상래하지 않은 은결조 동전 6~7천 냥을 한양에 있는 호조 동전과 상환

하자고 한다. 이를 통해 관서에서도 은여결조로 전납하는 비중이 상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승정원일기》 영조 27년 6월 17일(임자) “戶曹判書金

尙星曰, ... 聞本道隱結錢, 當爲上納於均廳者, 其數幾過六七千兩, 而姑未及

上來云。故已與大臣相議, 而均廳則以本曹錢取用。本曹則以關西錢換銀, 而換

銀一款, 各別申飭於本道地方官, 以爲擧行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 《추사

목》 定式에 따르면 해서, 경기, 관동, 관서의 작전을 허락하고 있다. 영남,

호남, 호서의 경우 작전을 허락하지 않는데,(《균역청사목》(奎17253) 雜令第

十一 참고.) 대신 작목, 작포는 허용됐다.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6월 13

일 “聖澤曰, 臣所掌兩道 ... 隱結則兩道爲數千結 ... 隱結昨年條米太所捧, 爲三

百餘石 而山郡則或作木作布, 結錢則以純錢來納, 元無布木代捧之事矣”

138) 《만기요람》 財用編三 免稅結 “上納實捴。米四千三百二十石 ... 田米九百

三石 ... 太九百六十六石” 읍에서 동전 상납을 원하면 米木錢 수량에 가감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부기한 것을 보면 미 수량이 떨어지는 경우를 염두에 두

었다고 보인다. “或因邑報代錢以納則米，木，錢互有加減”

139) 한 군문당 1,000석씩 책정했으므로 두 군문에는 2,000석이 책정되었다고 보

았다. (송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급대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중심으로〉,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

부, 144쪽 참고.)

140) 《균역청사목》(奎17253) 〈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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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균역청이 구입해서 공급하는 쌀의 비중이 늘어났다. 균역청이 공

인에게 구매한 쌀은 매년 14,000석씩 급대에 배정되었다. 균역청이 매년

구입하는 쌀의 절대량도 늘어났다. 앞서 말했듯이 삼군문에 이어 병조에

도 쌀을 지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추사목》에서는 진휼

청미 4,000석이 추가 배정되었다. 진휼청미는 균역청이 사들인 선혜청 공

가미로 갚아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진휼청미도 균역청이 예매한 공가

미를 바탕으로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진휼청미 4,000석도

‘공가미’와 같은 성격의 재원으로 분류했다. 굳이 쌀을 사서 쌀로 갚아준

이유는 무엇일까? 균역청이 급대용 쌀로 ‘新捧米’를 배정하려고 했기 때

문이다. 균역청이 구매한 공가미 가운데 남는 묵은쌀과 진휼청에 들어온

‘신봉미’를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균역청이 구입해서 공급하는 쌀의 비

중과 절대 수량이 모두 늘어났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필 이후 쌀 급대 수량은

추세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기보다141) 홍봉한 진술부터 ‘실수’ 개념이 적용

되면서 한 차례 줄어들고, 이 수준이 《추사목》에서도 유지되었다. 기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균역청이 독자적으로 확

보하는 쌀의 비중이 늘어났다.

2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중앙정부는 감필 이후 전 수입 비중이 압도

적인 상황을 맞았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 방식은 포목과

쌀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달랐다. 중앙정부는 시전인으로부터 포목을 구매

하거나 선혜청의 목과 교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했다. 추세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고수되지 못하고, 포 대신 전을 직접 급대하는 비중이 늘어

났다. 이 경우 군문에서는 전으로 삭료를 직접 지급하거나, 貢木을 암암

리에 예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쌀의 경우 여러 재원을 확보해 나가

고, 선혜청 쌀을 사들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을 직접 지

급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쌀 지급 목적으로 확보한 기존 재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균역청이 직접 구매하는 공가미의 비중이 높아졌다.

141) 균역청의 쌀 확보가 어려워 쌀 지급 규모를 삭감해갔다는 이해가 있다.(송

기중, 2016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 운영의 변화〉, 《역사와현실》

102,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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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균역법 시행의 의미

1장에서는 균역법 기획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기초적 확

인 작업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균역법 시행으로 달성한 제도적 성과와

그 의도를 살펴 알아보려고 한다. 1절에서는 조정에서 감필 이후 충분한

수입이 있으면서도 특정 기관을 집중적으로 급대함으로써 얻는 1차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따져본다. 입안자들은 급대 초기부터 삼군문에 전, 포,

쌀 모두를 집중 지원했으므로 급대의 성과는 삼군문을 통해 가장 전형적

으로 드러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삼군문을 중심으로 균역법의 급대

가 달성한 성과를 추론해보았다. 그리고 급대의 구체적인 방식 가운데에

서 선혜청 공가미 구매가 제도화된 것은 조정 입장에서 하나의 성과였음

을 확인했다. 조정은 포목 급대에서 전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허용하

게 된 것과 달리 쌀 급대에서는 공가미 예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군문에 대한 쌀 지급을 고수해나갔다. 물론 이러한 표면적 성과는 그 의

도까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2절에서는 균역법 시행 이후 급대

를 통해 각 기관의 수입 일부를 지급하게 된 것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살펴본다. 균역법은 병조 및 삼군문을 집중적으로 급대하면서 단순히 해

당 기관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충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2장 내용을 통해 조정에서 균역법을 시행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군문 급대와 공가미 구매의 제도화

조정에서 균역법 급대를 입안함으로써 달성한 성과부터 알아보자. 이

는 집중적인 급대 대상이었던 삼군문을 통해 전형적으로 드러난다고 생

각한다. 균역법 시행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대비해보면 그 성과를 추

론할 수 있다. 우선, 균역법 시행 이전까지 군문 재정과 관련해서 조정에

어떤 문제가 상존해 있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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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군문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조정이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군문으로 물자를 이전하라는 명령을 기존 기관에서 자체 사정으로 수행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도 기관별 비축 상황을 고려하면서 매번

적당한 기관을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군

문의 세수 결손을 보충해주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2) 《승정원일기》 영조 8년 5월 10일(병인) “鵬翼曰, 都監災減木五百五十同

內, 自上以兩西兵營木各一百同, 賑恤廳木二百同, 合四百同劃給事, 判下矣。其

後兩西兵營, 則木各五十同上送事, 更爲卜定, 而賑恤廳則二百同卜定內, 只送五

十同, 卽今未受來之數, 至於一百五十同之多, 故軍兵等夏等衣資, 萬無上下之道,

事極可悶, 故敢達”

- 영조 8년 5월 10일(병인) : 훈련도감에 災減(납부량을 줄여주는 조치)

으로 발생한 재정 결손을 채워주기 위해 물자를 이전하라는 명령이 내려

졌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량을 줄여 지급하거나, 보내기로

한 수량 중 일부만 지급했다.142)

- 영조 8년 3월 21일(무인) : 훈련도감 세수가 災減 되었지만 물자를 지

급해줄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았다. 호조, 병조는 저축한 물자가 적어

서 제외됐고, 다른 京司의 사정도 좋지 않았다. 兩西의 경우 제때에 물자

를 보내올 것 같지 않다고 지적됐다.143)

- 영조 14년 10월 10일(기축) : 어영청이 각지의 쌀을 제대로 걷지 못해

발생한 재정 결손을 채워주기 위해 진휼청 물자를 지급해주는 방식을 고

려해보았다. 그런데 진휼청에서 設賑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물자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되었다.144)

- 영조 24년 4월 12일(을축) : 호조판서 박문수는 군문 保米 災減으로 인

해 발생한 재정 결손을 채워주기 위해서 朝家에서 물자를 “획급하는 규

정이 없다”고 확인했다.145)

- 영조 25년 2월 6일, 18일 : 훈련도감 세수가 재감되어 재정 결손이 발

생하자 병조에서 물자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지만,146) 병조판서 김

상로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병조 木錢은 훈련도감에 응당 지

급해야 할 물건이 아니며, 大朝(=영조)께서 “물자를 저축하라”고 하신 하

교에 따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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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제정 직전인 영조 25년(1749)까지도 군문에 물자를 지급해주는

일과 관련해서 조정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표면화되고 있다. 영조 24

년(1748) 박문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정에서 군문의 세수 결손을

보충해주는 일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였다. 조정의 결정

에 대해서 판서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균역법 급대는 군문으로 물자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할 가능성이 더 적었다. 균역청은 급대를 명목상의 중심업무로 삼고 있

는 기관이고,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기관이었기 때문이다.148) 이는 입안

143) 《승정원일기》 영조 8년 3월 21일(무인) “此乃訓局草記也。本局災減之後,

物力無他推移之路, 親兵衣資, 無以分給, 大抵災減之代, 自戶·兵曹充給, 而兩曹

所儲, 亦皆匱乏。在前如此之時, 亦有外營木錢取用之例 ... 京司則無下手處, 兩

西旣多記外錢木, 則似當劃給矣 ... 今雖分定於兩西, 亦未必其趁卽上送, 近聞賑

廳發賣錢甚多云, 一百同價, 先爲劃給, 何如? ... 災減二百同, 自賑廳給之, 而卽

爲草記, 三百同則分定於兩西兵營, 可也”

144)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10월 10일(기축) “賑廳雖或方有若干儲積, 來春京

中發賣, 不可已。又或有設賑之事, 則穀物之必能有餘, 可以推移劃送。有不可必,

定奪之後, 該廳事勢, 或難於擧行, 則豈不徒傷事體乎?” 어영청에서 공주, 홍주

지역 餉米를 납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환곡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어려

움에 처한 상황이었다. 어영청에서는 이 향미 관할권을 진휼청이 가져가는

대신 해당 수량만큼 서울에 소재한 진휼청 쌀을 어영청에 직접 획급해주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145)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4월 12일(을축) “文秀曰 ... 然朝家自前無災減代

劃給之規, 則此不可容易創開 ... ”

146) 병조 또한 다른 아문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생각돼서 선택된 것이

었다. 《비변사등록》 영조 25년 2월 6일 “訓局係是輦下親兵, 衣資所需, 故少

有災減, 輒許給代, 而卽今錢布衙門, 擧皆乏儲, 兵曹最勝, 故再昨年, 亦全以兵曹

錢布, 代給矣, 今此三十六同, 數旣不多, 令兵曹錢木, 參半劃給, 何如, 令曰, 依

爲之”

147) 《비변사등록》 영조 25년 2월 18일 “兵曹判書金尙魯所達 ... 大朝爲軫念儲

財之道, 至下, 予雖許之, 卿宜爭之之敎矣, 臣旣待罪有司之任, 惜財恤費, 固其職

耳, 況親奉大朝下敎者乎, 邸下似未知有此下敎, 故敢此仰達, 從容上稟大朝後,

更爲下令, 何如. ... 兵曹木, 錢, 本非訓局災減代應給之物矣”

148) 정연식에 따르면 균역청 세입은 전으로 환산 시 692,121냥이며 급대액은

《균역청사목》(奎1124) 기준으로 무명 128,187.5필, 전 96,646냥, 쌀 33872.9

석이다. 이는 전으로 환산하면 522,385냥이다.(정연식, 앞의 책, 170~171쪽.)

즉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것이다. 이 글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

수 감소분이 대부분 충당되었음에도 급대 대상은 병조 및 군문 위주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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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급대 재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세수 결손을 충당하면서, 중앙기

관(병조 및 군문)을 위주로 급대 대상을 제한한 결과였다.149) 조정에서는

급대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조정의 일관된

입장은 급대 규모만큼은 여러 기관이 요청하는 대로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150)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정이 선택한 기관 중심으로 급대

가 이루어졌다. 이는 균역청 급대가 안정적인 물자 지급 조건이 되려면

급대 대상이 제한되었을 때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영조가

추가적으로 급대의 길을 터놓게 되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 우려한

것151)도 안정적인 물자 지급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자연스러운 반

응이다.

또한 조정은 급대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타 기관에서

균역청 물자에 손대지 못하게 했다. 이는 급대 물자를 관할하는 균역청

의 독자적 회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영조는 훈련도감에 물

자를 지급해오던 양향청 운영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방침을 확인했

다. 양향청 물자가 호조판서 손에 맡겨져 함부로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

이었다. 영조는 균역청이 그와 같이 운영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152) 균

역청 물자를 호조에 맡기면 “다 익은 밥을 누가 먹지 않겠느냐”며 따지

기도 했다.153) 선혜청 물자를 균역청에서 이용하는 것은 긍정했지만, 호

조와 물자 이전은 금해야 한다는 의중도 밝혔다.154) 이후에도 균역청의

물자 이전은 ‘급대’ 명목으로만 가능하게 했다.155) 이후 “결전과 전세, 대

149) 급대가 병조, 삼군문을 포함한 중앙기관에 몰려있는 현상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정연식, 앞의 책, 171쪽.)

150) 송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40쪽.

151) 《비변사등록》 영조 32년 6월 8일. (송양섭, 위의 글, 140쪽 재인용.)

152)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6월 17일(임자) “上曰, 訓局之糧餉廳, 戶判兼帶

而盡用之, 前頭將何以爲之? 予意亦有重難者矣”

153) 최주희, 2014 〈영조대 중반 균역법 시행논의와 ‘宣惠廳定例’의 간행〉,

《한국사연구》 164, 224쪽.

154)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1월 1일(임자) “上曰, 惠廳大同之後, 尙無一番

蠲減之事, 移給均廳, 以寬民役, 有何不可乎? 至於戶曹之物, 則不可移用於均

廳。均廳之物, 亦不可移用於戶曹矣。光肇曰, 戶曹均廳之間, 當令嚴截矣”

155) 송양섭, 위의 글,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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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합쳐 한 아문에서 출납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정에서는 폐단

이 있을 것이라 해서 거부했다.156) 균역청 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해 균

역청을 선혜청 소속 기관으로 삼은 후에도 균역청 회계는 명확히 구분되

어 관리되었다.157) 이처럼 조정은 균역법 시행 이후 균역청의 독자적 회

계를 고수하고, 다른 기관이 손대지 못하게 함으로써 급대 물자를 안정

적으로 확보해 놓고자 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급대 대상을 제한하고, 급대 물자

와 관련된 독자적 회계를 보장했던 조치를 통해 조정은 이전보다 안정적

인 물자 지급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집중적인 급대 대

상인 군문에 대해서 물자 지급을 제때 해주지 못하던 이전에 비해, 안정

적인 물자 지급 조건을 조성한 것이었다.

핵심 입안자들도 균역법을 통해 안정적인 물자 지급 조건을 갖추게 되

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홍봉한은 감필로 인해 군문의 기

존 세수 총액[都數]에 비해 급대 규모가 줄어든 것이 있더라도 “급대 조

는 매번 稍豊에 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는 것이 있다고 주장

했다.158) 균역법 급대는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량을 가감 없

이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영조 35년(1759) 균역청에서

세수 결손을 급대하기로 했을 때에도 홍봉한은 “결전은 탕감이 있더라도

급대에는 가감이 없다”고 설명했다.159) 토지에서 거두는 결전은 풍흉에

영향을 받겠지만 급대는 정해진 액수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급대의 이러한 성격은 급대 대상 제한, 독자적 회계 보장

을 통해 능동적으로 갖추어진 성과였다.

156) 《비변사등록》 영조 31년 8월 17일 “田稅大同結錢劃州都納一衙事 ... 但國

家事, 自有定規, 如欲合聚許多般名色, 分劃州縣, 總計都納, 則其名旣不正, 其法

亦錯亂, 行之未久, 必將又生奸弊, 徒致京外紛紜之患”

157) 최주희, 앞의 글, 226쪽.

158)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2월 22일(무신) “洪鳳漢曰 ... 均廳給代之條, 則

准數畫給, 故本來都數, 雖曰少減, 近來所捧, 每准稍豐, 自有所用之剩餘, 禁營則

又得曾前所無之駄價, 故所餘尤似有裕”

159) 《비변사등록》 영조 35년 8월 23일 “蓋給代則 元無加減, 結錢則間或蕩減,

蕩減之年, 均廳自當損失, 以均廳利害言之, 所當防塞, 而本廳設立, 旣爲均民役

之地, 則些少損益, 有不可顧, 故守臣相問時, 臣亦勸成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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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급대 방식 가운데에서는 공가미 예매를 제도화한 것이 균역

법의 성과였다고 판단된다. 균역법 시행 이후 균역청이 선혜청의 공가미

를 예매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봤다. 조정에서는 공가미 예매를

바탕으로 삼군문을 대상으로 한 쌀 지급을 고수해나갔다. 균역청의 공가

미 예매는 균역청 전으로 쌀 1석당 3.7냥을 공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

다.160)

그런데 균역청의 쌀 확보 방식은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서 임기응변식

으로 제도화한 것이 아니었다. 조정에서는 균역법 시행 이전부터 전을

가지고 선혜청 쌀을 확보하려 했다. 다음은 균역법 시행 이전까지 조정

에서 전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선혜청 쌀을 사고자 했던 논의들이다.

160) 송양섭, 앞의 글, 149쪽.

161) 《승정원일기》 영조 4년 7월 25일(갑술) “生穀之道, 不可不急速講究, 而卽

- 영조 4년 7월 25일(갑술) : 오명항은 “곡식을 마련하는 방법”[生穀之道]

를 논하면서, 각 군문과 各司의 錢布를 가지고 貢物價를 대신 지급하여

쌀을 확보하고, 각지에서는 군문에 납부할 錢布를 가지고 作米作租하여

한양으로 상납 혹은 유치하자고 주장했다.161)

- 영조 5년 윤7월 5일(정축) : 關西錢을 이용해 공인에게 지급할 쌀[貢物

米穀]를 얻어내고, 군포 또한 현지에서 作米하지 말고 장부상으로 덜어내

[除出] 다른 아문의 쌀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6~7만석을 마련하자는 제안

이 제출되었다.162)

- 영조 6년 12월 26일(경신) : 영조는 “군문에서 동전을 공인에게 주고

선혜청에서는 공인의 쌀을 군문으로 이송”하자는 의견에 긍정적 의사를

보였다.163)

- 영조 7년 1월 5일 : 박문수는 공가미 대신 군문의 동전을 지급하고, 군

문에서는 그 쌀을 가지고 있다가 춘궁기에 되팔아 본전과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164)

- 영조 7년 6월 4일(을미) : 김재로는 鑄錢이 곡식을 만들어내는 방법[生

穀之道]가 된다면서 貢價米를 동전으로 지급하게 하고, 그 쌀을 저축해두

면 賑資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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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兵曹及北漢, 錢布稍裕, 臣所詳知, 而此後各軍門諸各司有錢布處, 推移用下於

貢物價, 三南列邑中, 年事稍豐處, 諸般應納之錢布, 從市直, 竝駄價雜費, 而作米

作租, 或上納, 或留作軍餉, 則國家米穀, 庶可有措置之道矣”

162) 《승정원일기》 영조 5년 윤7월 5일(정축) “臣意則關西錢十萬兩, 旣有上送

之令, 以此錢, 付諸惠廳, 應下貢物之以米上下者, 比市直加定其數, 分給貢人, 以

其米移送賑廳而留儲, 則貢人必樂從, 而數三萬石之米, 不待作米換貿, 而坐而得

之如是 ... 新捧六百同之數, 則使之依前捧用, 就其記簿中, 除出各四五百同, 兵

曹亦於封不動中, 如是除出。或於軍門惠廳外方中, 不無相換作穀之道, 竝計西關

錢作米之數, 則似不下六七萬石之數”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朝家에서 貢價

米를 사들이는 것은 거부 의견이 분명했다. 조정이 쌀을 모두 거두어들이면

한양에 쌀이 귀해진다는 판단이었다. “文命曰 ... 貢物米穀, 若自朝家, 盡數買

取, 則都下穀貴, 必致大狼狽, 且以國家大體言之, 豈可買貢物年條乎?”

163)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2월 26일(경신) “上曰, 宣惠廳無錢, 則出給軍門

錢於貢人, 而自惠廳, 給貢人之米, 移送軍門, 則豈不好哉?”

164) 《비변사등록》 영조 7월 1월 5일 “軍門所在之錢, 勿論多少, 出給貢人, 貢

人應給之米則自軍門受儲, 則春窮之時, 雖發賣, 非但充本, 抑有見利之道矣” 그

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군문에 동전이 많지 않아 곤란하다고 지적되었다. “右

議政趙(조문명-필자)曰 ... 各軍門所儲錢貨, 以臣重記算計, 則通五軍門不滿十

萬兩, 而其後國役稠疊, 用度浩多, 太半減縮, 理勢之所必至, 決無除出之錢”

165) 《승정원일기》 영조 7년 6월 4일(을미) “貢物上下, 以錢給之, 而留置其米,

則可以爲賑資矣”

166)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계해) “臣意以爲, 箕營記付錢, 限十萬

兩, 姑先取來, 令惠廳依前分數, 上下貢價, 以紓都民之急”

167)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6월 6일(기사) “關西錢取來京廳, 添補貢價, 而惠

廳代米則別爲儲置, 以備賑資事”

168)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10월 14일(계사) “自本廳發遣軍官作錢以來, 待秋

- 영조 12년 5월 30일(계해) : 송인명은 한양 쌀이 흔해져서 공인들이 피

해를 보게 되었으니 평안도 감영 記付錢 10만 냥으로 공가를 차하해 주

어 도민들의 위급함을 풀어주자고 주장한다.166) 선혜청의 쌀은 별도로 저

치하여 賑資를 대비하고자 했다.167)

- 영조 14년 10월 14일(계사) : 경리청 동전을 가지고 공물가 쌀을 사들

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168)

- 영조 25년 9월 19일(갑자) : 이종성은 선혜청에서 1년 동안 쌀로 지출

하는 수량이 15만 석 정도인데 미가가 떨어져 落本이 많으니 경외아문의

錢木과 10만석을 한계로 하여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169) 전 확

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영조의 제안에 따라 關西錢을 활용한다.

- 영조 26년 8월 5일(을해) : 원경하는 각 아문에서 빌린 동전과 선혜청

쌀을 상환하는 방식이 편리하겠다고 말한다.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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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전으로 선혜청 공가미를 사들이고자 했던 시도는 영조 재위

전반기부터 균역법 시행 직전까지 반복되었다. 문제는 조정에서 선혜청

의 쌀을 사고자 할 때 필요한 전을 쉽게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조

정에서는 여러 아문, 군문에 소재한 전을 활용하거나 영조 5년, 12년, 25

년 사례에서 보듯이 평안도의 전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경우

든 전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영조 25년(1749) 이종성이 경외아문 전

목을 사용하자 했을 때, 마땅한 전의 출처를 찾지 못했다.171) 영조 26년

(1750)에도 조정에서는 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문수는 한양 소재

여러 기관에 소재한 전을 다 긁어모아도 20만 냥이 되지 않으며, 상진청

의 경우 여러 곳에 빌려주고 상환 받지 못해 ‘虛簿’만 가지고 있을 뿐이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172) 여러 아문, 군문 소재 전을 이용하는 데는 한

계가 있었다. 평안도 전도 마찬가지였다. 청과의 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평안도는 사신 접대로 인한 과중한 부담에서 조금씩 풀려나면서 재화에

여유가 있다고 인식된 것이 분명하지만,173) 선혜청 쌀을 확보하기 위해

평안도 전을 매번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영조 12년

(1736) 조정 관료는 관서전으로 선혜청 공가미를 지급하는 일이 지속되

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174) 공인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선혜청에 소

成米賤之時, 買取惠廳, 戶曹應下貢價之米於貢人, 則可以本米輸致於平倉及城

倉”

169)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9월 19일(갑자) “宗城曰 ... 貢人之一年受價於惠

廳者, 大略三十萬石。而十五萬石則以錢木上下, 十五萬石則以本米上下, 十年之

內, 米價漸下, 至於今年而極矣。通計言之, 則三十萬石受價, 折半落本, 殊爲可

矜矣。... 今若限十萬石取來, 京外諸衙門木錢, 代米上下, 則在貢人, 誠爲大惠。

而國家儲置十萬石於都城之內, 亦豈不好耶?”

170)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8월 5일(을해) “景夏曰 ... 臣以爲京中各衙門, 多

有封不動錢, 先爲貸用, 以本廳米劃送相換, 則兩便云矣。上曰, 此言則卿可謂有

才矣”

171)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9월 23일(무진) 13/14 기사 “若魯曰 ... 貢物事,

以錢布上下, 豈不爲好? 而我國錢布之儲蓄, 實爲哀痛, 從何措手乎? 臣意則此亦

不可變通矣”

172)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8월 5일(을해) “文秀曰 ... 鳩聚京城之錢, 不滿二

十萬之數矣。常賑廳當初創立, 蓋出利民常平之意, 而錢貨旣聚, 各官迭相貸用,

遷延不還, 只有百餘年虛簿而已。今則常賑廳, 亦爲空殼矣”

173) 오수창, 2002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硏究》, 일조각, 145~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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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쌀과 무명을 버려두고, 관서전을 가져다 지급하기 시작하면 다시

풍년이 들었을 때엔 또 어디에서 전을 가져올 것이냐”고 따지는 관료도

있었다.175) 영조도 관서전으로 공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회적 시책이므로

한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176) 게다가 중앙정부에서 문서상으로 확인하

는 관서전은 이름만 동전일 뿐 실제로는 쌀, 목인 경우가 많아서 필요한

전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고 인식되었다.177) 영조 25년(1749) 관서전을

가져와 공가를 지급하게 했을 때에도 영조는 이러한 조치가 “매번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인민이 나를 혹 생각할 날이 있겠지만 (같은 조

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嗣王에게는 야속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178) 전 보유 현황을 살펴 그때그때 전을 확보하는 방식

은 정책으로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반면 균역

법 시행 이후 조정에서는 일정량의 전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되었

으므로 해마다 선혜청 공가미 대신 전을 지급해주고, 쌀을 확보해 놓을

수 있었다. 즉 균역법에서 공가미 예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해

오던 방식을 균역법을 계기로 비로소 제도화한 것이다. 1장에서 확인했

듯이 입안자들은 공가미 예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쌀 급대를

고수해나갔다.

게다가 균역청의 예매 방식은 조정에서 공가미 대신 전을 지급했던 전

174)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계해) “關西錢今若移來, 則目前雖紓都

民之急, 而此後每每希望, 則實爲難繼 ... 臣意則十萬兩, 決知其太多, 或斟酌以

數萬兩取來, 猶可矣”

175)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계해) “今以貢人失利之故, 捨惠廳米木,

取關西錢而給之, 不但事涉苟艱, 明年更豐, 則又將取何處錢而繼之乎? 惠廳但當

以本廳所在, 上下爲宜矣”

176)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계해) “今番則可取來西錢, 而後復如此,

則何以爲之? 一番取悅之道, 似爲難繼之法。有司之臣, 若能於前頭, 善爲均平上

下則好矣, 今則怨有司, 而後則將怨朝廷, 豈不難乎?”

177)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30일(계해) “尹惠敎曰, 臣爲關西伯辭陛時,

以西路所儲不可取用事, 榻前陳達蒙允矣。其後連自版曹輸來, 其數漸縮, 而記時

三十萬兩, 皆非以錢留在者, 或折米·折木·折雜物名以錢者有之。今若取來十萬兩,

則本營似爲苟艱矣”

178)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9월 23일(무진) “此非每每爲之之事, 他日民或思

予, 而於嗣王, 不無野俗之心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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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 비추어보면, 조정에게 있어서 유리한 구매조건이었다. 물론 공가미

를 구매할 때 홍봉한이 시가를 고려해 평균적인 쌀 1석의 가치로 3.7냥

이 합당하다고 한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영조 25년

(1749) 쌀 가치 하락으로 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해서 정부가 공가미

대신 지급한 전은 1석당 6냥이었다. 1석당 4냥을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

서 영조는 “양으로 소를 바꾸는 꼴”이라고 지적했다.179) 균역청이 공식

적으로 예매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1석당 3.7냥을 책정하였으므로 6냥에

비하면 공인이 받은 대우는 떨어진 셈이었다. 이에 반해 조정에서는 제

도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공가미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

었다.

2. 개별 분산적 재정에 대한 통제

입안자들이 급대 대상을 제한함에 따라 균역청의 집중적인 급대를 받

게 된 병조와 삼군문 수입의 상당 부분은 결과적으로 균역청 급대에 의

해 채워지게 된다.180) 이러한 모습은 조정에서 감필 이후 이들 기관들의

세수 감소분을 최대한 보충해주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결

179)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9월 19일(갑자) “宗城曰, 今秋年穀, 幸得登稔, 米

賤錢貴。不但傷農貢人受價, 亦多落本貢人者, 都民之最有根着者。而近年以來,

殘敗特甚” ;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9월 23일(무진) 14/14 기사 “上曰 ...

聞貢米一石, 作錢六兩云。而今以四兩給之, 則殆近以羊易牛矣。文秀曰, 在貢人

實爲大惠, 而國家事, 不可示民以慳吝之意, 以六兩給之宜矣。上曰, 予意然矣”

180) 송양섭, 앞의 글, 173쪽. ; 이러한 모습은 균역법 이후 개별 군문의 운영 문

제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송기중, 2016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 운영의 변화〉, 《역사와현실》 102, 104쪽. ; 최주희,

2016 〈균역법 시행 전후 훈련도감의 재원확보 양상〉, 《역사와현실》 102,

59쪽.)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가진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는 조정의 통제 의도 존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급대 대상 기관에

물자가 지급된 모습만으로 반드시 통제 의도가 수반되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균역청에 대한 급대 대상 기관의 재정적 ‘의존’이 실질적 의미를 가졌

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통제 의도, 통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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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까? 아니면 급대를 매개로 급대 대상기관의 재정을 통제하고자 한

의도에 따른 결과일까?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선 균역법 시행 전후로 병조 및 삼군문 재정

에 대해 조정에서 통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따져보려고 한다. 전

후로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면, 유독 균역법에만 통제 의도가 있던 것인

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균역법에 통제 의도가 반영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증이 필요하다. 즉, 다음 의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조정에서 급대

대상 기관에 한해서만큼은 가급적 급대를 최대한 해주려고 했을까? 만약

조정에서 균역법 시행 이전까지의 기관별 목표 수입 규모를 고려해 물자

를 최대한 지급해주려고 했다면, 급대 물자가 여유롭게 확보된 경우 급

대 대상 기관에 추가적인 급대도 때에 따라 해줬어야 자연스럽다. 그런

데 과연 그러했을까? 그렇지 않고 조정에서 물자가 충분함에도 급대 규

모를 엄격하게 제한했다면, 그 의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끝으로 만약 균역법에 급대 대상 기관의 재정에 대한 통제 의도가 반

영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통제 강화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에 이끌

려 실현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2절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바탕

으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먼저 조정에서 집중적인 급대 대상 기관이었던 병조 및 군문 재정에

통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자. 조정의 통제 의도는 균역법

이전부터 확인된다. 앞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군작미를 조성하면서 조정

은 이들 기관의 재정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입을 시도했다고 판단된다.

군작미란 병조와 각 군문이 징수하는 군포를 쌀로 대신 징수하여 조성했

던 일종의 환곡 명색이다. 해당 기관들은 그 해 군포 수입의 일부를 포

기하게 된다. 영조 5년(1729) 처음 조성된 이래 영조대 8차례나 조성이

시도되었다. 군작미는 한 차례에 3만석~11만석 가량이 조성되었다. 조정

에서는 예외 없이 비변사가 군작미를 운영하도록 결정했다.181) 이러한

181) 군작미 조성 시도, 조성 규모,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했다.

(문용식, 1996 〈18세기 군작미의 설치와 운영〉, 《全州史學 第4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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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대해서 각 군문은 당혹스러워했다. 군작미에 대한 이용 권한은

없는데 그 해 군포 수입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182)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군작미를 조성할 때 조정에서는 그 해 군포 수입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기관들에게 그 대체 물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했다.183) 즉,

그 해 군포 수입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던 각 기관들이 조정으로부터 수

입 일부를 수동적으로 배분받아야 하는 방식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심지어 그 대체 물자를 병조 및 군문의 비축 물자로 내놓아야 하는 경우

도 있었다. 군포를 쌀로 대신 징수하여 비변사가 구관하는 군작미를 조

성하고, 각 기관이 그 대체 물자를 수동적으로 지급받는 구조는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군작미 설치 시에 반복적으로 시도되었다.184)

182) 문용식, 앞의 글, 179쪽. ; 조정 관료 또한 군문에서는 군작미에 대해 관여

하지 못하니 군작미 조성을 어렵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7월 10일(정미) “興慶曰, 以己酉年軍作米事言之, 捐出諸軍門軍布, 貿取米

穀, 而軍門則無所管攝, 終爲辛壬年賑濟之資, 在國家則以此活民, 誠爲可幸。而

在軍門則實涉虛疎, 故軍門, 不無持難之意”

183) 선행 연구에서도 군작미를 조성할 때, 각 아문에 비축된 전화를 군문 수용

에 충당하게 했던 사실을 설명했다. (문용식, 앞의 글, 177쪽 참고.)

184)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있는 영조 5년(1729) 조치를 제외하고 <표 5>

에 제시된 나머지 시도들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① 영조 10년(1734) 물자 지

급 조치 : 《비변사등록》 영조10년 10월 16일 〈作米節目〉 “一, 作米後某名

色某衙門納木幾同代捧米幾石是如數爻件件開錄, 成冊牒報, 以爲準數俵給代錢之

地爲白齊” ② 영조 11년(1735) 물자 지급 조치 : 《비변사등록》 영조 11년 8

월 19일 〈三南京畿作米節目〉 “一, 作米後某名色某衙門納木幾同代捧米幾石

是如數爻件件開錄, 成冊牒報, 以爲準數俵給代木代錢之地爲白乎矣, 京上納則一

一成陳省上送, 外方統水營各鎭堡則該道監營句管, 以道內所分定之木錢計數移

給, 而如有不足, 則請報本司, 以他道京衙門木錢推移, 下送爲白齊” ③ 영조 25

년(1749) 물자 지급 조치 : 《비변사등록》 영조 25년 8월 15일 〈三南京畿

作米節目〉 “一, 各衙門新捧木一千八百同作米之代, 將以關西木一千同, 兵曹木

八百同, 分排充給是白在如中, 關西木若不及期上來, 則各衙門受布之類, 必有後

時稱冤之端, 上等木中各別精擇, 限歲前輸送賑廳事, 嚴飭分付於道臣爲白乎旀,

兵曹木八百同內, 六百同段, 還給本曹使之充用於作米之代, 其餘二百同兺, 俵給

各司爲白齊,” ④ 영조 30년(1755) 물자 지급 조치 : 《비변사등록》 영조30년

8월 28일 〈三南軍作米節目〉 “四衙門木錢之代, 不可不自朝家變通區劃, 關西

木二百同, 兩南監營錢各四千兩, 黃海監營錢二千兩, 卽爲取來, 分劃於兩軍門·兵

曹爲白遣 ... 以惠廳米, 依均廳本折價三萬五千一百三十石零, 移錄於均廳, 以爲

前頭給代之地爲白齊” ⑤ 영조 46년(1770) 물자 지급 조치 : 《비변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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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기별 군작미 조성 규모와 물자 지급 조치

*각 시기별 군작미 조성 규모는 다음 논문을 참고했다. 문용식, 1996 〈18세기

군작미의 설치와 운영〉, 《全州史學 第4輯》.

영조 46년 8월 24일 〈三南軍作米節目〉 “其代以賑廳移劃是在, 關西錢, 依數

移送于各衙門·各軍門爲白齊” ; 물자 지급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영조

24년(1748) 군작미를 조성했을 때이다. 영조 24년에는 처음에 병조 기보목

150동, 호조목 150동, 진청목 100동, 금어영목 70동 씩 140동, 평안감영목 300

동, 황해감영목 100동 代錢 1만냥, 황해병영목 60동 都合 1000동을 이용해 작

미하고자 기획했다. 그러나 군문과 관서 등의 물자가 부족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많아 선혜청 木 600동, 호조목 200동, 병조목 200동으로 작미하기로

한다.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0월 2일(계미) “在魯曰, 然則惠廳木六百同,

戶曹木二百同, 兵曹木二百同, 合一千同, 分定作米, 何如? 上曰, 依爲之” 그러

나 이에 대한 절목을 써서 들이겠다고 했음에도(《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0월 15일(병신).) 비변사등록에 해당 절목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문용식, 앞의 글, 194쪽.)《탁지지》 권15

에서도 연대기를 넘어선 정보가 실려 있지 않다.

조성시기 총액(石) 물자 지급 조치

영조 5년

(1729)
112,000 금위영, 어영청, 병조의 木과 관서전을 지급하도록 함.

영조10년

(1734)
33,000 작미한 아문에 수량에 준하여 代錢을 지급하도록 함.

영조11년

(1735)
113,000

작미한 아문에 수량에 준하여 代木, 代錢을 지급하도

록 함. 외방아문의 경우 감영에서 지급하고 부족하면

다른 경아문의 木錢을 추이해서 지급하도록 함.

영조24년

(1748)
30,000 不明

영조25년

(1749)
92,000

관서목 1,000동과 병조목 800동을 지급하도록 함.

관서목은 진휼청에 수송하여 지급하도록 함.

영조30년

(1755)
60,000

關西木 200동, 兩南監營錢 각4000냥, 黃海監營錢 2000

냥을 즉시 取來하여 금위영, 어영청, 병조에 分劃하도

록 함.

선혜청의 舊儲米 35,130석을 균역청 本折價(1석=3.7냥)

에 의해 균역청에 移錄하여 점차 취용하도록 함.

영조46년

(1770)
42,000

각 아문과 군문에는 진휼청에 이획한 관서전을 지급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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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정에서 군작미를 조성하고 대체 물자를 지급해주고자 시도했

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군포 수입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기관에 대체 물자를 지급하는 것에서부

터 혼란이 생겼다. 이는 영조 5년(1729) 맨 처음 군작미를 조성 했을 때

두드러졌다. 이때의 군작미 조성에서는 훈련도감이 그 해 포보포 수입을

많이 포기해야 했는데, 훈련도감의 포보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물자로

조정에서 다른 군문의 비축 물자를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비축 물

자 가운데서도 동전, 은을 내놓으라고 해 혼란은 가중됐다.185)

어영청에서는 군문에서 비축한 동전, 은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차라리 비축한 포목을 지급하길 원했다.186) 영조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다.187) 영조는 묘당의 명령이 떨어지면 군문에서는 제

사정과 상관없이 마땅히 동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188) 못마땅

할 만했다. 균역법 제정에 참여하게 되는 조현명의 경우 각 군문에서 목

을 천하게 여기고 전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의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

지만,189) 포목이 아니라 1필당 공정가에 맞춰 동전을 모두 지급하는 것

185) 이런 조치가 취해진 사정은 다음과 같다. 당시 조정에서는 “가장 부담이

높은 군포”를 작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훈련도감 포보포(800동=40,000필)

가 작미에 많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훈련도감 砲保布 시가는 다른 군포보다

높았다.(《승정원일기》 영조 6년 2월 2일(신축).) 다른 군문에 비축된 군포

를 훈련도감에 지급해준다 한들 손해가 되는 조치였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금위영, 어영청에서 훈련도감으로 동전을 지급하라고 지

시했다. 동전이 없으면 은으로 주어도 좋다고 처분했다. 이마저도 두 군문에

전적으로 부담시키면 불만이 생길 것이라 하여 병조, 경리청, 호조, 수어청,

총융청 등과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월 27일(병

신). ; 훈련도감에서 포보포 수입을 많이 포기해야 해서 생긴 문제는 선행 연

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문용식, 앞의 글, 191쪽.)

186) 《승정원일기》 영조 6년 2월 2일(신축) “臣意, 則禁·御兩營舊木, 皆品好,

以此別擇出給, 而量其不足之數, 以錢加給, 則都監軍兵, 可無所損, 而兩營錢貨,

庶有充數之道, 彼此可得兩便矣”

187) 《승정원일기》 영조 6년 2월 2일(신축) “上曰 ... 申飭兩營之後, 今至多日,

尙不送之, 事甚稽緩, 其不送之人, 從重推考, 可也”

188) 《승정원일기》 영조 6년 12월 26일(경신) “上曰 ... 廟堂之令, 各軍門豈有

不從? 此後則各軍門雖爲草記, 予必不從矣。... 上曰, 廟堂之令, 行當決行, 豈可

貸於軍門, 而鑄錢給之云乎? 直當先用軍門錢, 而設或有所乏, 亦有從當處之者”

189) 《승정원일기》 영조 6년 2월 2일(신축) “顯命曰, 各軍門貴錢而賤木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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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군문으로서는 재정상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조는 다

른 군문에서 두말말고, 동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190)

이처럼 군작미 조성은 군문이 당혹스러워했지만 일방적으로 시도된 것

이었다. 이는 군작미 조성 사업에 관여해온 관료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사항이었다고 보인다. 조현명은 영조 5년(1729) 군작미 조성사업부

터 관여해왔는데, 조정에서 군작미를 조성하면 각 군문의 비축물자가 감

축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191) 송인명 또한 군작미를 조성

하면 군문에서 어려워할 테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래를 내다보는 좋

은 계책이 된다면서 사업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192) 이들은 군작미가

군문 재정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정에 영향을 받는 곳은

군문만이 아니었다. 군작미 조성 시 많은 대체 물자를 내놓아야 했던 병

조도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193)

그나마 대체 물자를 지급하려 했던 것이 군문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

행이었는지도 모른다. 초기 구상은 대체 물자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

이었기 때문이다.194) 병조와 각 군문에 비축 물자가 있을 것이니 그 해

臣實不知矣”

190) 《승정원일기》 영조 6년 2월 2일(신축) “上曰, 錢木參半事, 勿復言。今又

變改, 則軍兵必不信而致怨, 此甚難矣。禁營亦且送銀, 依前定奪, 必以銀錢出給,

可也” 이에 앞서 조정에서는 각 군문이 錢木을 섞어서 훈련도감에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조가 훈련도감에 다른 군문 군포를 섞어

서 지급하면 군병들에게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해 허가되지 않았다.《승

정원일기》 영조 6년 2월 2일(신축) “上曰, 此則不然。作米之後, 軍情必稱冤,

須從厚代給, 然後可以無怨。若以錢木參半給之, 則必不滿矣”

191)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7월 10일(정미) “豐原君趙顯命曰, 作米之事始於

己酉, 而己酉年, 臣掌其事, 昨年, 臣亦掌之, 習知其妙, 實無如此便利之政矣。而

第以小臣所掌軍門而言之, 則一千五百同內, 應下四百餘同, 則餘者不過千同, 今

若不捧木疋, 則所儲必下於千同, 此似可憫, 據此則他軍門, 亦可推知矣”

192)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7월 10일(정미) “漢城判尹宋寅明曰, 木八千同,

可作二十四萬石, 而軍門, 亦必以傾出財貨爲悶, 限四千同收聚作米, 則亦可爲十

數萬石。竝計己酉·甲寅兩年作米餘存者, 則幾爲十八九萬石, 漸次運輸江都·南漢,

各儲十萬石軍餉, 則誠爲國家經遠之策矣”

193) 《승정원일기》 영조 6년 5월 5일(임신) “若干舊儲之錢, 又以砲保作米之代,

因朝令移送訓局, 今則本曹錢儲枵然”

194) 《승정원일기》 영조 5년 윤7월 5일(정축) “台佐曰 ... 卽今兵曹所儲, 一年

應下, 計除外餘數, 將至千餘同, 而禁衛營·御營廳儲蓄, 各有數三千同云。兩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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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수입의 일부를 받지 않더라도 문제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르

면 각 기관은 그 해 수입의 일부를 순수하게 잃게 되는 것이었다.

설령 대체 물자를 수동적으로나마 지급받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

었다. 앞서 훈련도감처럼 조정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지 않는 한 오래 묵

거나 가치가 낮은 포목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물자

가운데 關西木이나 병조목이 많은 데서 충분히 짐작되는 부분이다. 영조

7년(1731) 관서목은 품질이 낮아 공정가로도 1냥 5전이 책정되기도 했

다.195) 병조목은 구체적으로 어느 역종의 군포를 지정해서 줬는지 확실

하지 않지만, 기보포의 경우 군문 군포보다도 품질이 낮아 군문 군병에

게 賞格으로 지급하기에 어렵다고 여길 정도였다.196) 이러한 사정을 반

영하듯 영조 24년(1748) 군작미 사업에 동원된 공조의 경우 군포 수입을

잃는 대신 조정에서 麤布를 지급해줄까 염려하여 사업에서 제외시켜 달

라고 호소하기도 했다.197)

한편 군작미 관할권에 대한 개별기관의 접근은 차단됐다. 조정의 입장

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영조 11년(1735) 진휼청에서 가

져가 사용한 군작미를 어영청으로 되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198) 이

에 대한 조정의 입장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진휼청이나 어영청이나) 차

이가 없으므로 진휼청에서 가져가 운영한 이후에 구태여 어영청으로 되

돌려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199) 군포를 내놓은 아문을 ‘出布衙門’으

年軍布上納之數, 亦各六百許同, 雖以此除出作米, 兩營軍需, 可無不足之慮矣”

“文命曰 ... 臣則俱經三處之任, 時遺在及一年捧上一年上下之數, 槪略知之, 雖除

出此若干同, 固當繼用, 而亦自有不虞之費, 聚穀之計, 莫便於此”

195) 《승정원일기》 영조 7년 12월 21일(경술) “關西木品麤劣, 不能直二兩錢,

故每一疋折錢一兩五錢”

196)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0월 13일(을묘) “禁旅, 令兵曹上下, 只訓局, 自

戶曹上下事, 下敎, 而更思之, 騎步布, 決不若地木與軍布矣。非慰悅之意, 禁御

兩營, 各其營待令, 禁旅訓局賞格, 竝令戶曹待令”

197)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0월 19일(경자) “觀彬曰, 本曹匠布, 不過二百同

零, 逐朔黃毛進上, 各樣進排價及津船修改價上下, 每患不足, 常有難繼之弊。今

因備局定奪, 三南與畿邑, 有作米之令, 本曹匠布, 亦入其中云。自朝家雖有代木

劃給之事, 而麤木苟充, 決難繼用。依掌樂院例, 本曹匠布, 勿爲擧論於作米中,

何如? 上曰, 此則與大臣消詳而爲之, 可也”

198) 문용식, 앞의 글,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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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해 조성 근거를 밝혀주기는 했지만, 일단 조성된 군작미의 사용

권에 있어서는 제한이 생겼다. 다음 해에도 군작미에 대한 군문의 권한

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김재로는 비록 ‘출포아문’이라도

군작미를 무시로 가져다 쓸 수 없고, 군작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정의

명령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200)

이에 따른 결과 각 군문에서는 군작미 사용에 대해서 조정에 일일이

허락받아야 했다. 영조 13년(1737) 금위영에서는 흉년으로 인해 군포 수

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비축 물자 또한 여유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군작미

지급을 요청했다.201) 이는 이전에 금위영 보포 대신 쌀을 거두어 조성했

던 군작미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요청한 것이었다. 영조 22년(1746) 어

영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202) 이를 통해 군작미 사용 권한이 조정

으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조정에서는 이 요청을 제한적으로 들어주

었다. 예컨대 금위영에서 軍器를 고친다고하기에 요청을 들어주기는 하

지만, 이를 빌미로 다른 군문에까지 줄줄이 군작미를 지급하지는 않겠다

고 강조했다.203) 지급 수량을 임의로 제한하기도 했다.204) 관료의 예상대

199) 《승정원일기》 영조 11년 12월 20일 “自國家論之, 則同是府庫之財也。彼

此何殊, 而到今賑廳已會錄之後, 又復移錄, 亦涉不緊, 依前置之, 何如? 上曰, 依

爲之”

200)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10월 27일(정해) “上項軍作米, 雖自各其出布衙門

句管, 而不當無時取用, 前頭或値年凶穀貴之時, 令該衙門, 差輕其價, 散賣於其

地, 則貧民可以蒙德, 其於本衙門, 亦甚利益, 實爲公私兩便之道, 依此, 分付, 何

如? 上曰, 依爲之”

201)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12월 6일(기축) “文秀曰, 禁營今年以各邑之災減,

所捧似難支一年。... 廟堂連以禁營保布作米, 實無周旋改修之道, 而本營兩年

軍作米, 爲四萬石矣。軍器修補, 亦不可不關念, 四萬石中二三千石, 自朝家卽速

劃給, 以爲趁時修補軍器, 而其軍器之所修, 物力之所入, 一一報備局則好矣。下

詢大臣而處之, 何如?”

202)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윤 3월 13일(기묘) (문용식, 앞의 글, 201쪽 106

번 각주 재인용.)

203)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12월 17일(경자) “寅明曰, 嗣歲豐歉不可知, 而三

南所恃者, 只有此軍作米, 兵判方爲大修擧, 而有此請, 故不得防塞, 而各軍門若

引此爲例, 又皆請得, 則留置備荒之計, 將不免虛疎。此後則軍門無得輒請, 而雖

或有請, 一切嚴塞, 何如? 上曰, 依爲之”

204)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윤 3월 13일(기묘) “禁衛大將金若魯, 御營大將朴

文秀, 以本營軍布災減數多, 需用難繼, 請得各其營句管軍作米, 而有令廟堂, 稟



- 70 -

로 한 군문에서 요청하면 줄줄이 다른 군문도 요청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 영조 역시 막중한 군작미를 함부로 내줄 수 없다며, 특별히 절박

한 사정이 없는 요청은 거부하기도 했다.205) 급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나 요청하라는 취지였다.206)

사정이 이러하니 군작미 조성에 대한 반대도 있었다. 번번이 많은 양

의 대체 물자를 내놓아야 했던 병조에서는 영조 24년(1749) 군작미 조성

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① 군포 수입을 바탕으로 하는 각

기관의 軍需, 經費 지출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군포 수입을 가져

가는 행위는 불합리하다는 것. ② 민에게 사소한 혜택밖에 되지 않는 일

인데 반해 기관의 소모는 크다는 것. ③ 도성 수비 체제를 강화한다면서

병조와 군문의 물자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주요한

논거였다.207) 병조판서는 결코 병조의 물자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

라고 강조했지만,208) 같은 자리에 참여한 신료들이 하나 같이 지적하듯

이 반대론은 각 기관의 경비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었다.209) 관료들이 모

處之命矣。當初作米, 旣出於本軍門軍布, 而卽今本軍門形勢, 果爲難支, 則不可

無參酌劃許之道。第此作米, 旣爲備荒之慮, 來頭水旱, 有未可知, 多數俵給, 亦

涉重難, 兩南軍作米中, 兩軍門各限二千石劃給, 何如? 傳曰, 允”

205)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7월 29일(정사) “應洙曰, 禁·御兩營請得軍作米

矣。伊時都監亦請得, 而有從容參酌之敎矣。上曰, 訓將雖以爲閔, 而莫重軍作米,

不可輕許矣”

206)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8월 16일(갑술). “上曰 ... 今姑不急, 至於新舊不

能相繼之時, 更議, 可也”

207)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0월 2일(계미). ; 영조 24년 병조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문용식, 앞의 글,

194쪽.)

208)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0월 2일(계미). “臣雖有司之臣, 而兵曹百五十同

木之得失, 臣非慳惜也”

209) 경비 문제를 우려하는 신료들의 의견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승정원일

기》 영조24년 10월 2일(계미). “若魯曰 ... 經費之司, 各軍門, 固難責出許多木

同, 至於關西, 則近來蓄積, 漸至耗竭, 不無深憂, 尤不可取用, 如以輕重論之, 當

今之勢, 作米差輕, 還寢無妨矣 ... 聖任曰, 姑無目前之急, 而只爲日後之資, 傾出

不足之軍需, 恐非長策。... 益河曰, 大臣之意, 則在於遇豐儲穀, 逢凶賑民, 而諸

臣之言, 則皆出於惜費矣 ... 益河曰, 民惠則小, 而損失國財則多, 輕重可謂判異

矣。思建曰, 儲穀則固好, 而昨日備局之坐, 有司之臣, 以經費之罄竭, 爲憫, 此亦

不可不念矣, 諸臣旣以輕重判異, 仰達, 臣亦無別般意見矣。天輔曰, 輕重之分,

諸臣旣已達之, 臣無別般所見, 而作米未易有實效, 作米便是代捧, 而臣待罪外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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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비 문제로 우려하는 것을 보면, 군작미 조성 이후 조정에서 대체

물자를 지급하더라도 각 기관의 재정을 제대로 보충해주는 것은 아니었

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방어하는 쪽은 영조 그리고 김재로, 박문수와

같은 일부 관료뿐이었다.210) 이외에는 홍봉한과 윤광소 정도만 군작미가

민에게 혜택이 된다는 점을 동조하는 데 그쳤다.211) 결국 이 해(1748년)

의 군작미는 영조가 자신의 20여 년 치세에 민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없

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면서 조성이 결정되었다.212) 특히 영조가 명나라

의 인종 황제 또한 민을 위해서라면 ‘有司之臣’도 모르게 했던 일이 있다

고 말한 점이 주목된다.213) 이는 각 기관들이 경비문제를 염려해 군작미

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인다. 군작미 조성을 하면서

時, 還上代捧, 雖請得於廟堂, 不過爲一時小惠, 有司之臣, 以經費爲惜, 亦有意見

矣”

210) 도성수비체제 강화에 어긋난다고 의견에 대해서 영조는 藩籬 역시 중요하

다고 응답했다. 《승정원일기》 영조24년 10월 2일(계미) “上曰 ... 博施濟衆,

堯·舜猶病, 苟利於一民, 則予欲行之, 兵判所達守都城之言, 固是矣, 而藩籬亦重

矣。重臣所達如此, 諸臣各陳其輕重利害, 可也” ; 도신, 수령들이 군작미 사업

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要譽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자, 김재로, 박문수, 영

조가 반박했다. 《승정원일기》 영조24년 10월 2일(계미) “軍作米, 本非古法,

自是道臣·守令所樂聞, 蓋出於要譽之意, 而畢竟民之所費, 無減於納布, 恐近於違

道干譽, 臣意則本以爲不便。至於關西財力, 今番往來時細察之, 殆至於危急, 決

不可捐出數百同木矣。在魯曰, 違道干譽之說, 則萬萬不襯矣。文秀曰, 作米之政,

非干譽也。上曰, 譽字太過矣” ; 군작미가 얼마 지나지 않아 塵土가 되어버린

다는 의견에 대해서 영조는 지나친 말이라고 반박했다.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10월 2일(계미) “泰赫曰, 小臣新自忠淸道上來, 而作米實無惠於民矣, 儲穀

雖有深慮, 而一年陳二年陳, 漸爲塵土, 實無所益矣。上曰, 塵土之說, 亦過矣”

211) 《승정원일기》 영조24년 10월 2일(계미) “上曰, 道臣亦陳所見。鳳漢曰 ...

若以民情論之, 如此綿貴穀賤之歲, 使民不納木而納米, 則豈不爲實惠乎? 上曰,

此亦道臣之言, 故如此矣 ... 光紹曰 ... 若年事少稔, 則穀賤傷農, 以民之所貴, 易

其所賤者, 民之大願也。國家若有蓄儲, 則雖全減, 可也。況以布米, 爲水旱軍旅

之費, 誠策之得者, 至於軍需經費之有無, 則臣非有司之臣, 非所恤也”

212) 대신 군문을 제외해주고, 선혜청의 세작목, 병조목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으

로 결론 내려졌다. 《승정원일기》 영조24년 10월 2일(계미) “在魯曰, 然則惠

廳木六百同, 戶曹木二百同, 兵曹木二百同, 合一千同, 分定作米, 何如? 上曰, 依

爲之”

213) 《승정원일기》 영조24년 10월 2일(계미) “昔仁宗皇帝謂楊士奇, 以勿使有司

之臣知之, 亦爲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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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자신 또한 국왕으로서 개별 기관 책임자들이 모르게 일을 추진하더

라도 정당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셈이었다. 영조는 군작미 조성 결

정에 있어 국왕의 의중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황상 이 해의 군작미 조성은 난항을 겪었다. 애초 계획에도

없던 공조 장인포가 투입되어 공조의 호소가 나오기도 하고, 경상도에서

는 작미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끝내 영조의 허락받기도

했기 때문이다.214) <표 5>에서 보듯이 9만여 석에 이르는 대대적인 조

성 결정은 다음해(1749년)에야 이루어졌다.

균역법 시행 이후에도 군작미는 세 차례 더 시도되었다. <표 5>에서

확인했듯이 그 가운데 두 번의 사업이 구체화되었다. 이때에도 병조, 군

문 등에서 그 해 군포 수입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한

조치에 따르게 되면, 대체 물자는 조정이 허가해주는 물자를 수동적으로

지급받아야 했다. 나아가 균역법 시행 이후 기존 군작미의 절반은 균역

청이 운영하게 되었다.215) 홍계희의 건의에 따라 균역법 이전까지 ‘출포

아문’을 기록해주던 원칙마저 폐지되었다.216) 군작미에 대해서 군문이 이

용 권한을 주장할 만한 근거를 원천 제거한 것이다.

요컨대 군작미 조성은 각 기관이 당혹스러워했지만 강행하려 했던 점,

그 관할권을 비변사가 장악하고 군문의 자체적 권한을 차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군포 수입이 존재하는 각 기관, 특히 병조 및 군문의 재정에 조

정이 개입하려 했던 일이었다. 군작미는 균역법 전후로 설치, 운영되었

다. 따라서 병조 및 군문 재정에 대한 조정의 통제 의도는 균역법 전후

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의문을 해명해보자. 조정에서 급대 대상 기관에

214) 이후 경상도에서는 작미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승정

원일기》 영조 11월 5일(을묘) “三南作米事, 曾已知委, 而纔見嶺伯報狀, 則米

直不多, 木價反低, 民皆不願云。旣非民願, 則嶺南一道, 置之, 何如? 上曰, 當初

作米, 意在爲民, 而果若此, 則非爲民之意, 依爲之”

215) 균역법 시행 이후의 군작미는 비변사가 관할하는 것보다 균역청이 관할하

는 것이 주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문용식, 앞의 글, 202쪽.)

216) 송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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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서만큼은 가급적 급대를 최대한 해주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

각된다. 군문에서 요청하더라도 급대는 추가되지 않았다. “균역청 급대는

다만 군포를 반으로 줄인 액수에 대한 것일 따름”이라는 게 이유였

다.217)

이 점은 쌀 급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앞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군문의 쌀 급대 수량은 기존 목표 수입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고정되

었다. 이는 각종 납입 수수료, 흉년인 해의 수입을 참작해 평균 수입액을

재산정 한다는 명목[‘實數’]으로 입안자가 정한 수준이었다. 이 수준에서

급대가 추가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조정에서 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결과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정에서 다음과 같이

공가미 예매로 확보한 쌀을 바탕으로 기존 급대 물자 가운데 일부 목,

전을 쌀로 바꾸어 지급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했기 때문이다.

먼저 병조 일군색, 이군색 급대목 수량과 상계하여218) 용호영과 상번

기병에 쌀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219) 각기 영조 30년과 31년의 조치이

다.220) 이때 진휼청 ‘新捧米’ 4천석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되, 이는 균역청

이 매년 선혜청에서 교환해 오는 쌀로 갚기로 했다.221) 결과적으로 진휼

217) 송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77쪽.

218) 송기중, 2017 〈균역법의 실시와 균역청의 병조 급대 시행〉, 《조선시대사

학보》 82, 244쪽.

219) 이에 대해선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송기중, 위의 글, 243~245쪽

참고.

220) 《만기요람》 財用編三 給代 庚午給代 참고. 선행연구에서 지급 확대 조치

가 일어난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 《만기요람》에 적힌 사실을 참

고해 보강했다. 《추사목》에서는 이 항목으로 총 4,454석(용호영 3,062석+상

번기병 1,392석)이 책정되었다. 병조 미 급대의 경우 균역청에서 수수료를 떼

고서 지급했다. 《추사목》 기준 지급 실제 수량은 3,926석이다. ; 다만 이 수

량은 고정 액수는 아니다. 《만기요람》에서 밝히듯이 “겸사복 숫자에 따라

매년 같지 않았다.” 《만기요람》 財用編三 給代 庚午給代 “數爻。隨兼司僕

多寡。年各不同” 《만기요람》 수량이 《추사목》 수량보다 증액된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21) 《균역청사목》(奎17253) 雜令第十一 “...不足米 四千石 又以賑廳新捧中 直

爲換用 其代以三南移納貢米中 計數還報則 給代元數 可以相當 賑廳亦無所損

以此遵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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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쌀도 균역청의 선혜청 공가미 예매 방식으로 구하게 된 쌀이었다. 이

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급대용 쌀로 신봉미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였

다.222) 예매한 공가미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조 34년(1758)에는 홍봉한이 선혜청에서 균역청으로 移納하는 공가

미가 점증하여 이를 지출할 방법이 마땅찮은데, 훈련도감 겸료미 또한

이를 통해 지급하자고 주장했다.223) 균역청이 공가미 예매 방식에 따라

구한 쌀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균역청에서 훈련도감에 급대해주는

전 가운데 일부를 1석=3.7냥으로 계산하여 쌀로 대신 지급해 주기로 했

다.224) 《만기요람》에는 이 수량이 8,200석으로 적혀있다.225) 병조에 일

군색, 이군색 급대목을 상계하여 쌀로 지급한 방식과 같다. 쌀을 순전히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급대하는 물자 일부를 쌀로 대신

지급한 것이다.

이렇듯 기존 급대 물자의 물종을 쌀로 바꾸어 지급하는 조치는 영조

30~34년(1754~1758) 결정되었는데, 모두 균역청의 선혜청 공가미 예매로

확보된 쌀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공가미 예매로 구한 쌀이 여유로웠던

것이다. 균역법 시행 이후 적어도 10여 년간(1750년대) 급대를 위한 쌀

확보는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고 생각된다.226) 급대 물자의 물종을

222) 이에 따라 기존에 진휼청 물자를 받아썼던 공인들이 “舊米를 받는다고 칭

원”할까봐 이들에게도 4~500석 규모의 쌀과 다소간의 木을 균역청 전과 교환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는 균역청의 선혜청 공가미 예매 방식이 확대된 것

이다. 《균역청사목》(奎17253) 雜令第十一 “賑廳米四千石 以三南移納貢米相

換則 三契貢人 似或以舊米換受稱冤 每年所受米邊元數內 四五百石 從其願移納

米貴之時則 亦許參酌還下 木邊叚置 多少間量宜移納 均廳以錢代給 俾無稱冤爲

齊 自本廳 定式”

223)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0월 16일(기사) “況都下許多貢民, 仰哺於均廳移

納一條, 故移納漸增, 而散之無策, 如是變通, 誠爲軍民俱便, 一擧兩得者也”

224) 《만기요람》 財用編三 給代 庚午給代 “英宗戊寅。戶曹所下兼司僕料米。自

訓局移來上下。而以訓局米儲之不足。均廳給代錢中每石折錢三兩七錢。以米代

下事。定奪。事實。見訓鍊都監兼料條”

225) 《만기요람》 財用編三 給代 庚午給代 “兼料米八千二百石”

226) 균역청 쌀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황도 소개되었다. 첫 번째 정황은

영조 43년(1767) 균역청이 급대미 3만석 중 1만여 석을 충당하지 못해 貿米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송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51쪽 58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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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쌀로 지급하는 조치는 1750년대 집중되는데227) 바꿀 쌀도 없는

주.)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미곡 확보의 어려움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 이

유는 첫째, 서지수가 언급하는 수량이 대략적인 것이라 정확하지 않기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쌀 확보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서지수

는 선혜청에서 교환하는 쌀 외에 貿米해야할 쌀이 대략 1만여 석이라고 말해

놓고, 나중에는 무미하는 규모가 거의 2만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비변사

등록》 영조 43년 1월 22일 “前左相·今左相, 皆請禁各衙門料理, 而獨均廳貿

米, 不得不許者 誠以近二萬石給代之米, 無他辦出之路故也”) 둘째, 서지수의 주

장은 균역청의 貿米 활동을 비판하기 위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역

청이 비정규적으로 구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

지수는 균역청이 공공연히 貿米하기 때문에 “남쪽 백성들[南民]의 원한이 뼈

에 사무친다”고 지적했다.(《비변사등록》 영조 43년 1월 22일 “萬餘石, 則元

無出處, 不得已, 而爲貿米之政, 固知爲三南民弊, 而非樂爲也 ... 南民之怨次骨,

而不暇顧念, 豈不悶哉”) 나아가 연해읍 백성들이 貿米에 응하느니 차라리 結

錢 자체를 쌀로 내는 것을 원할 것이라면서(《비변사등록》 영조 43년 1월

22일 “臣意, 則兩湖 沿海邑, 竝依事目, 以結米捧之, 事極便當, 民間納米, 不如

納錢之輕便, 而苟曰, 捧結米, 而罷貿米, 則民必喜之矣”) 조정이 결전을 거두면

서 도리어 백성을 가혹하게 다스리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비변사등록》

영조 43년 1월 22일 “今者捧結錢, 而還以其錢以厲民, 何必爲此苟艱之政乎?”)

즉 서지수는 균역청이 쌀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했다기보다 균역청이

전 수입을 바탕으로 벌인 대대적인 무미 활동을 비판한 것이었다.

두 번째 정황은 《만기요람》 기준 순조 7년(1807) 균역청 ‘捧入’이

29,262석인데 ‘用下’가 34,663석인 사실이다.(송양섭, 앞의 책, 154쪽.)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미곡 확보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 이유

는 첫째, ‘捧入’이 어떤 수량 정보를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다. 다른 연구에

서도 ‘捧入’이 어떤 수량 정보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는 《만기요람》의 ‘捧入’에 타사로부터의 이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

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김재호, 2010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六典條

例’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론의 접근》, 서울

대학교출판문화원, 71쪽 31번 각주.) 둘째, 《승정원일기》에서 선혜청 낭청

이나 균역청 낭청이 보고한 회계정보에서는 ‘봉입’과 다른 계열의 수량 정보

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봉입’ 수량이 적다고해서 쌀 확보가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예컨대 영조 34년(1758) 4월 7일 선혜청 낭청의 보고

에서는 균역청이 移捧하는(移捧한) 선혜청미가 37,385석이라고 기재하고 있

다. ‘三南廳’ 장부에 달린 균청미 ‘用遺財’ 수량은 33,775석이다. 《승정원일

기》 영조 34년 4월 7일(임술).

227) 19세기 초 《만기요람》에는 균역청이 직접 지급하는[京廳上下] 쌀의 수량

이 34,473석까지 늘어난 것이 적혀있다. 지방에서 직접 군문에 지급하도록 한

[外方直劃] 저치미 규모는 약 6,661석이다.(이때 저치미는 무상 이획을 폐지

한 후에 다시 복구된 수량으로 더 이상 무상이전이 아니라 1석=3.7냥씩 계산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오는 것이었다.) 《만기요람》에 나오는 경청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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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에 급대 물자의 물종까지 바꿔서 쌀로 지급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

이다. 영조 41년(1765)까지도 홍봉한은 “조금이라도 풍년을 만나도 (균역

청이 선혜청으로부터) 移納받는 숫자가 부족하지 않고, 흉년을 만나더라

도 진휼청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228)

쌀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급대 수량을 고정한 것이라면, 1750년대

쌀이 넉넉하게 구해졌을 때 때때로 추가 지급해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

한 일이다. 그런데 입안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때에 따라 기존

급대 수량에 쌀을 더 얹어주는 일은 없었다. 대신 다른 급대 대상을 선

정해서 쌀 급대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했다.229) 추가 급대 대상을

살펴보면 모두 국왕을 지근에서 호위하는 병종들이다. 그마저도 순수하

게 쌀을 추가 지급해준 것이 아니다. 해당 병종이 속한 기관에 급대해왔

던 전, 목 가운데 일부를 상계하여 물종만 바꾸어 지급해준 것이다. 물종

만 바뀌었을 뿐 병조, 훈련도감에 대한 급대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급대 규모를 제한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취한 조

치라고 보기 어렵다.

1740년대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군역자 정액사업을 통해 각 기관의 군

액을 고정했다.230) 이에 따라 保布, 保米 수입 규모를 군문 자체적으로

34,473석 중에서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① 순조 대 증액된 ‘宮墻守舗

軍料米’ 448석과 ② 본청 ‘浮費條米’ 150석이 있다. 본청 ‘부비조미’는 급대 증

액분이 아니라 균역청이 서울에서 쌀을 지급할 때 수수료로 빼는 액수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제외했다. 기존 쌀 급대 수량에 1750년대 증액된 수량과

①+② 수량까지 모두 더하면, 경청차하 34,473석이 나온다.

228)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2월 26일(임인) “鳳漢曰, 本廳許多米條, 誠若無

出處, 而若逢稍豐之歲, 移納之數, 亦不患其不足, 今則以荐歉之故, 雖甚苟艱, 前

頭未必一向如此。至於貿米一款, 雖或有賑廳副急之前規, 不過隨時方便之事, 不

可自均廳定法貿取, 以致種種弊端矣”

229) 참고로 앞서 1장에서 삼군문 목표 수입 ‘원수’에 ‘실수’ 개념이 적용되면서

줄어든 수량을 계산해보면 1만 4천여 석 정도이다. 1장 2절에서 제시한 <표

4>를 참고하면, 《추사목》 ‘원수’기준 쌀 목표 수입은 53,600석이다. ‘실수’기

준 쌀 수입 총액은 39,276석이다. ‘실수’ 기준을 적용하면서 삼군문의 수입 최

대치는 14,324석만큼 줄어들었다. 1750년대 이어진 쌀 급대 증액을 모두 더

하면 이에 필적하는 규모이다.

230) 이에 따라 군역자 소속처와 군역자의 직접적인 관계는 점차 희박해져갔다.

(손병규, 앞의 책,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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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는 것은 자유롭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균역법을 통해 일률적

으로 보포, 보미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고, 급대 수량을 제한한 것이다.

군문 입장에서는 입안자들이 정한 수준에서 수입을 통제받으며 수입 일

부를 균역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 조정이 특정기관의 수

입 일부를 맡아서 제한된 수준에서만 물자를 안정적으로 지급해줬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감필 이후 여유롭게 확보한 물자를 바탕으로 확

실한 형태의 통제를 가한 것이 된다. 영조는 균역청 비축 재원이 비록

썩더라도 호조, 군문, 각 아문에서 이를 함부로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적

시한 바 있었다.231) 여유가 있더라도 주지 않는다는 균역법의 원칙은 조

정이 급대 대상 기관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

었다고 생각된다. 균역법은 단순히 급대 대상 기관에 최대한 급대를 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입안이 아니었다. 군작미 조성 사례에서 확인

한 것처럼 군포 수입이 있던 각 기관의 재정, 특히 병조와 군문 재정에

대한 조정의 개입 의도가 균역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군포 수입에 대한 조정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 각 기관의 재

정에는 변화가 생겼다. 군문에서는 집중적인 급대를 받았음에도 재정적

으로 조정의 통제 대상이 되면서 재정상의 변화가 감지된다.232) 예컨대

균역법 시행 직후부터 군포 외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거나,

독자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233)

231) 《비변사등록》 영조 29년 10월 25일 “均廳所儲, 其雖腐朽, 上而乘輿, 下而

諸需, 亦不可下手於此, 噫事關乘輿, 決不可取用, 況他乎, 廟堂宜遵此意, 日後勿

論度支·軍門, 諸司敢或有弛張其法者, 亦或有請均廳所儲者, 勿拘資級, 相臣請以

嚴懲, 直施制書有違之律, 以固予暮年爲民苦心之政, 以體予申申勉飭之意” (송

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

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75쪽 재인용.) 이 윤음은 같은 해 7월 9일

자 기사에 실린 전교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비변사등록》 영조 29

년 7월 29일. 이 기사는 송양섭의 같은 글 176쪽에 인용되고 있다.)

232) 군문 외에 균역법 시행 이후 재정 변화가 감지되는 기관으로는 급대에서

소외되었던 지방기구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예컨대 지방기구들이 군액이

나 환곡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군현민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 사실이 확인

된다. (정연식, 2015 《영조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

부, 176~177쪽.)

233) 영조대를 넘어서는 기간을 포함하면 다른 사례도 확인된다. 예컨대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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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재원은 둔전이 대표적이다. 어영청에서는 균역법 시행 이전까지

本營으로 수확물을 직접 상납하는 둔전이 적었는데, 균역법 시행 이후

그러한 둔전을 늘려나갔다.234) 훈련도감에서도 균역법 이전까지는 훈련

도감에 쌀을 공급해주는 양향청 둔전을 위주로 운영해오다 균역법 시행

이후 18세기 후반에 다수의 둔전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235) 금위영

의 경우에도 영조 31년(1755) 재원 부족을 호소하며 조정으로부터 을해

옥사 과정에서 확보된 적몰전답을 둔전으로 받아내기도 했다.236) 이는

모두 군문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군문에서는 독자적으로 공가미를 구매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군문이 공가미를 구매하는 것은 조정 사람들에게 영조 재위

말까지도 인식되고 있었다.237) 군문이 하필이면 공가미 구매에 나선 이

유는 무엇일까? 공가미 구매는 영조 재위 초부터 진휼청과 같은 기관에

서도 금령을 어기고 해오던 것이었다.238) 진휼청은 영조 10년(1734)에도

전으로 공가미를 사기로 했는데 “船馬價, 雜費를 들이지 않고 곡식을 얻

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239) 상납하는 데 제반 비용이 많이 드는

시행 직전과 순조대를 비교하면 그 사이 기존 군액이 다소 늘어난 점이 확인

된다. (송기중, 2016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 운영의 변화〉, 《역사와

현실》 102, 108쪽. ; 최주희, 2016 〈균역법 시행 전후 훈련도감의 재원확보

양상〉, 《역사와현실》 102, 53쪽.) 19세기 중반까지 시야를 확대하면, 환곡

을 운영한 사례도 여러 건이 확인된다. (최주희, 같은 글, 64~66쪽.)

234) 송기중, 위의 글, 105~107쪽.

235) 최주희, 위의 글, 69쪽.

236)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4월 4일(정미) “尙魯曰, 禁營本無屯田, 而一朔所

下馬太, 多至百五十石, 此外穀草, 亦爲多用, 故年年割出記付錢累千兩, 貿取以

用之, 此營物力之漸至耗縮, 太半在此, 誠非少慮矣。今番逆家籍沒田畓之在近郊

及近畿者, 限四十結, 擇給禁營, 使莫重軍門, 得以支過, 何如? 上曰, 依爲之”

237)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8월 10일(기축) ; 《비변사등록》 영조 51년 11

월 17일. 해당 기사의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인용했다.

238) 《승정원일기》 영조 1년 9월 24일(무오) “甲戌以後, 賑廳貿穀, 皆於貢物主

人處, 預給價錢, 而數年條受米, 連次會減 ... 貢物之米, 數年不出, 乙·丙生民之

多死, 實由於此, 而賑廳不能盡恤, 此乃已驗之大弊也。... 頃日朝家, 洞見其弊,

年條買賣, 嚴加禁斷, 生民蒙惠, 僅纔不過三四年, 伏聞今者賑廳之買賣年條, 又

爲開路, 乙·丙之弊, 將復出於今日矣。臣請令公私貿穀者, 防禁年條, 毋得買賣,

則都民幸甚”

239)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0월 5일(정미) “賑廳堂上金取魯以爲 ... 方自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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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직접 거두어 올리기보다 이미 확보해놓은 전으로 공가미를 구매하

는 방식을 선호했던 것이다. 앞 절에서도 확인했듯이 영조대 지속적으로

선혜청 공가미를 사들이자는 구상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군문도 이러한 이점을 생각해 공가미 구매를 시도했

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발각된 구매 사실을 보면 구매 방식은 예매였

다고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군문에게 있어 유리한 구매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조차 다음과 같은 조정의 적극적인 통제 조치에

따라 군문 재정의 숨통을 트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균역법 시행 전후 드러나는 둔전에 대한 통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

선 둔전에 속한 군역자 수를 통제했다.240) 뿐만 아니라 둔전에 출세 조

치도 내렸다. 이미 영조 5년(1729) 조정에서 둔전의 免稅免賦 결수를 고

정하여 제한한 사실이 있었다.241)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호조, 선혜청으

로 내는 세금을 전부 면제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균역법 시행 이후

에는 홍봉한의 주장으로 군문과 양향청 등의 신설 둔전에 대해서 어떤

세금도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242) 이는 금위영과243) 양향청에서 신

설 둔전에 대한 대동미 납세 면제[免賦]를 요구하자244) 내려진 조치였다.

기존 둔전도 통제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영조 29년(1753) 홍봉한

은 군문, 각사, 궁방 등에서 균역법에 따라 결전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裏, 買貢物年條, 已至萬餘石, 比諸外方貿穀, 其數稍優, 且無船馬價雜費, 而積置

內倉, 自爲萬全之策云”

240) 송양섭, 2006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167쪽.

241) 송양섭, 위의 책, 176~177쪽.

242)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2월 28일(정묘) “鳳漢曰 ... 從今以後, 勿論糧餉

廳各軍門各衙門, 凡新設屯田及逆家田畓請得之處, 田稅大同免稅之規, 永爲革罷,

今年已許免者, 依臣前奏, 亦竝勿施, 何如? 上曰, 頃因卿之所達, 豈不下敎耶?

依爲之”

243)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12월 27일(병인) “又以禁衛營言啓曰, 今番逆家田

畓之在近畿者四十結, 劃屬本營事, 曾已筵稟蒙允矣。自今秋爲始, 作爲屯田, 他

軍門屯田之只出戶稅, 許免大同, 本是規例, 而自摠廳, 纔又定奪, 則本營屯田畓,

不宜異同, 依他例免稅之意, 分付該廳, 何如? 傳曰, 允”

244)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9월 21일(임진) “喆輔啓曰, 曾於己酉年, 各衙門

免稅稟定時, 至於糧餉廳屯田畓, 毋論元屯與籍沒, 只出田稅條, 而大同雜費, 專

屬餉廳事, 已有定奪矣。今番籍沒田畓移屬本廳者, 依前擧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 80 -

둔전에서 거두는 세수가 얼마인지 지방관이 전혀 알 수 없다고 문제 삼

고, 지방관이 둔전 답험에 참여하도록 조치했다.245) 급기야 균역청 당상

이 관찰사와 함께 조사에 착수하여 양향청 둔전 결수를 일방적으로 삭감

하기도 했다.246) 영조 34년(1758)에는 영조 5년(1729) 허용된 면세면부

결수를 엄격하게 적용해 기존 둔전 일부에 출세 조치가 내려지려 하기도

했다.247) 훈련도감과 금위영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면세를

요청하여 허락받아야 했다.248) 기존 둔전과 새로운 둔전 모두 통제의 대

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면세면부지에 대한 통제 조치들은 조선 후

기 개별 분산적 재정권이 점차 소멸되어 가는 추세249)에 부합한다고 생

각된다. 이에 따라 각 군문에서는 그나마 확보하고 있던 둔전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해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둔전 운영이 그만큼 어려

워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에 가깝다는 의견250)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

한다. 단적으로 영조 40년(1764)에는 어영청에서 둔전을 추심하기 위해

파견한 장교가 지역민들에게 맞아죽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251) 이는

245)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4월 14일(기해) “鳳漢曰 ... 句管納稅於本衙門,

故災頉有無, 收稅多寡, 地方官, 初不與聞, 而各處每謂當年實數爲幾結云, 而結

錢, 自京輸送。... 本廳, 旣無地方官所達之文書, 故無以憑知。... 自今以後 ... 眼

同踏驗, 從實修報於收租案之意, 嚴立科條事, 添入節目, 何如? 上曰, 依爲之”

246)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7월 2일(임진) “濟恭曰, 伊川五面, 入於糧餉廳,

屯田結數, 初不甚多, 而稍稍添加, 至於三百餘結, 詳定時道臣·均堂, 消詳往復,

以二百五十結爲定數, 爲金石之典矣”

247)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월 13일(경자) “宗白曰 ... 軍門免稅, 旣有己酉

定式之數, 今不可更議加數, 屯田元數二十一結, 則依前勿稅, 民田連伏三十一結

零, 依改量出稅施行之意, 分付, 何如?”

248)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월 13일(경자) “聖應曰, ... 以本營形勢言之, 許

多鐵物, 皆從此中出, 若以三十結出稅, 則實爲可悶矣。... 善復曰, 臣營, 有葛山

屯貿鐵五千斤, 以此需用, 今若出稅, 則些少鐵物, 折半減數, 於營門深切悶然

矣。依訓局例免稅, 何如? 上曰, 一體爲之”

249) 손병규, 2008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

구》, 역사비평사, 97쪽.

250) 송양섭, 앞의 책, 209쪽.

251)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3월 23일(갑술) “鳳漢曰, 長淵有御營屯田, 多入

於民田, 故昨冬金相瞻, 以屯將下去, 將欲査覈推尋云矣。以此之故, 致怨於民,

遭此變矣” ; 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 기사에 정리되어 있다. 《비변사등록》

영조 40년 1764년 4월 14일.



- 81 -

조정의 통제가 심화되자 어영청에서 무리하게 재원을 확보, 관리하다 벌

어진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조정에서는 공가미 구매도 통제하고자 했다. 균역법을 통해 제도

화된 공가미 구매 방식은 예매 방식이었다.252) 조정은 이를 입안하면서

균역청 이외 다른 아문이나 군문의 자체적인 예매는 금지했다. 균역청의

공가미 구매를 제안한 홍봉한조차 다른 기관의 공가미 예매는 금지해야

된다고 여겼다.253) 영조 40년(1764)에도 조정에서는 군문의 공가미 예매

를 철저하게 금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254) 영조 51년(1775)에도 개별

군문 차원의 공가미 예매 사실이 고발되어 금지시켰다.255)

이런 조치는 균역법을 입안하며 군문의 자체적인 貿米 활동을 억누르

고자 했던 경향과 일치한다. 입안자들은 균역청이 급대해주는 전으로 군

문이 쌀을 자체적으로 사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생길 것이라

고 주장했다. 쌀은 균역청에서 일괄적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56)

252) 다음 왕인 정조 또한 균역청이 급대를 위해 공가미를 사들이는 것을 “예

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비변사등록》 정조 15년 9월 3일 “爲各

營之給代, 自均廳豫貿貢米, 此所謂移納也”

253)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2월 7일(을사) “鳳漢曰, 南漢軍餉錢, 還作本米事,

旣有傳敎, 而許多米穀, 貿得之際, 似有貢物年條預買之擧, 然則貽弊於貢人, 甚

多矣, 申飭禁斷, 何如? 上曰, 依爲之”

254) 《승정원일기》 영조 40년 8월 10일(기축) “志修又曰, 貢物年條豫買, 有禁

令, 而軍門宮家, 或有此事, 爲貢人之弊矣。... 上曰, 軍門近有買賣之事乎? 李章

吾曰, 前或有之, 而近無此事矣。上曰, 此後申嚴禁之, 犯者, 隨現重繩 ... ” 이

기사에서 이장오 등은 근래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각주에

서 인용한 기사에서 보듯이 금령을 어긴 군문의 공가미 예매는 반복되었다고

생각된다.

255) 《비변사등록》 영조 51년 11월 17일 “各軍門諸各司之預買貢木貢米之弊,

前後飭敎, 何等申嚴, 而聞近日猶不無此弊, 都民受困, 職由於此, 事之寒心, 莫此

爲甚, 此後如有復踵前習而現發者, 從重勘處, 斷不饒貸, 以此意更加嚴飭何如,

上曰, 依爲之”

256) 《비변사등록》 영조 29년 2월 26일 “自均役廳劃給結錢以後, 不得不貿米,

貿米則必當藉此而料理, 料理則必當耗失財力, 無財力則軍食竭矣, 豈不大可憂者

乎, ... 謀國之道, 莫如木錢, 則以木錢守之, 米穀則以米木守之, 切勿挪移遷動,

則軍門雖似沓沓, 大爲儲蓄之道, ... 自今爲始, 軍門貿米, 一斷永爲防塞, 如是嚴

飭之後, 一或有不遵者, 則不可不施以重律, 故敢此仰達矣, 上曰, 卿言是矣, 依爲

之” (송양섭, 2012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 《영조의 국가정책

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44쪽 46번 각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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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도 쌀의 품질과 수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

별 군문의 자체적인 쌀 구매를 반대하고 나섰다.257) 이는 쌀을 사들이는

권한을 분산시키지 말고 균역청이 독점해야 된다는 의도였다고 판단된

다. 결과적으로 균역청을 통해 선혜청 공가미 구매를 제도화한 것은 공

가미 예매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려 했던 성격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했

다.

끝으로 이러한 통제 의도에 따른 균역법의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 실현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 실

무자들의 면면이 주목된다.258) 균역청 당상에는 신만, 홍봉한, 김상로, 홍

계희, 김상성, 조영국이 임명되었고, 삼정승(조현명, 김약로, 정우량)이 이

를 관리하게 했다.259) 이들은 이른바 ‘탕평당’을 형성하면서 균역법 시행

이후 정계를 주도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다.260) 이들의 사회관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드러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균역법 제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한 삼정승 가운데 입안 과정

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현명은 영조의 사돈인 조문명의 동생이다.

조문명은 영조의 첫째 아들 효장세자의 장인이었다.261) 다음으로 정우량

은 그 아들이 균역법 제정 당시 영조의 딸 화완옹주의 남편이었다.262)

257)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2월 21일(정미) “鳳漢曰 ... 若以錢直劃於軍門,

則又有無限弊端。蓋多貿則差人, 從中射利, 而米色麤雜莫甚, 少貿則軍食每患乏

絶, 而餘錢自歸浪用, 以此以彼, 憂慮罔措”

258) 균역법 성립 과정을 밝힌 연구에서 균역법을 주도한 인물로 조현명, 홍계

희, 박문수나 균역청 당상을 거론하고, 균역법 제정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영

조를 지목하기도 했다. (정연식, 앞의 책, 189~190쪽.) 균역청의 ‘재정 운영’

을 밝힌 연구에서도 균역청 운영과 관련해 영조가 독주하는 양상을 지적하기

도 했다. (송양섭, 앞의 글, 186쪽.) 균역법이 급대 대상 기관을 통제하고자

했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논의를 주도한 인물을 거론하는 것에서

나아가 통제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 주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259) 송양섭, 앞의 글, 115~117쪽. ; 이근호 2016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

영》, 민속원, 77쪽.

260) 정만조, 2003 〈2. 양역변통론의 추이〉, 《한국사 32: 조선 후기의 정치》,

155쪽.

261) 이근호, 위의 책, 360쪽. ; 《만가보》 9책 참고. (이 글에서 《만가보》에

실린 정보는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에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참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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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은 영조의 부마 申光綏의 아버지였다.263) 홍봉한은 사도세자의 장인

이었다. 이들은 균역법 제정 당시 모두 연혼 관계로 영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 나머지는 어떨까? 이들 또한 영조와 연관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이

들과 영조의 연관성은 송인명과 김재로를 통해 드러난다. 송인명, 김재로

는 조문명, 조현명 형제와 함께 영조가 조성한 ‘탕평’ 정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조문명, 조현명 형제와 송인명 집안은

상호 중첩된 연혼관계를 맺고 있기도 했다.264) 이들과 김재로는 함께 정

계를 주도하면서 집중적인 비판과 성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 씨 형

제, 송인명, 김재로가 권력을 갖게 된 형세를 가리켜 “조 씨, 송 씨의 천

하를 금을 녹여 만들었다.[趙宋乾坤金裝飾]”라고 한 당대의 풍자는 당시

이들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알려준다.265) 균역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기용된 나머지 인물들은 이들과 모두 친척관계나 연혼관계로 묶인다. 우

선 조영국은 송인명과 사돈관계이다.266) 홍계희는 김재로 사촌형제인 김

취로의 사위였다. 김약로, 김상로는 김취로와 형제관계이자 역시 김재로

와 사촌형제 관계였다.267) 김상성의 경우 균역법이 제정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사망했지만(1755년), 그와 사촌형제인 김상철은 이후 상신에

오르는 인물인데 그가 바로 앞서 언급한 정우량의 사위이다. 즉 김상철

은 영조 사위인 정치달과는 처남 매제 사이였다.268) 이들을 하나의 끈으

로 연결하고 있는 중심에는 국왕 영조가 있었다.269)

262) 《만가보》 8책 참고.

263) 신만은 그 동생인 申晦와 함께 영조대 후반 相臣을 역임하면서 국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인물이다. (이근호, 앞의 책, 90쪽.)

264) 이근호, 앞의 책, 62쪽.

265) 정만조, 2012 〈영조대의 정국추이와 탕평책〉,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

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49쪽. ; 이근호, 앞의 책, 57쪽, 80~81쪽 참

고.

266) 정만조, 위의 글, 82쪽.

267) 이근호, 앞의 책, 74쪽.

268) 이근호, 앞의 책, 90쪽.

269) 영조는 재상에 등용되는 인물을 왕의 인척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위치를 강

화시켰고, 영조년간 相臣들은 대부분 그들끼리도 친척, 친우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박광용, 1994 《朝鮮後期 ‘蕩平’ 硏究》,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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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가운데 홍봉한은 영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균역청 당상에

이름을 올린 경우다.270) 당시 홍봉한은 예조판서, 어영대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균역청 당상까지 맡게 됐다.271) 균역청 제조를 호조판서가 예

겸한다는 조항에272) 비추어보면 예조판서, 어영대장인 홍봉한이 균역청

일을 주관하도록 한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홍봉한은

균역청 당상 수가 크게 줄어든 이후 균역청 일을 주관했다. 홍봉한은 이

과정에서 일을 혼자 주관한다는 것을 혐의하여 당상직을 내려놓으려 하

기도 했다. 물론 영조가 特敎로써 홍봉한이 균역청 일을 “終始管轄”하게

하고, 다른 관료가 사직을 만류하여 실제로 그만두지는 않았다.273) 오히

려 홍봉한의 역할은 영조 35년(1759) 균역청의 ‘首堂上’으로 지칭될 만큼

그 비중이 커져만 갔다.274) 이는 영조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홍봉한은 사도세자의 장인이 된 이래 과거 급제, 고속승진을 거듭하며

영조대 중반 각종 제도 정비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275) 영조는

균역법 핵심 실무자를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 선정하는 데서

나아가 핵심적인 외척인 세자의 장인을 적극적으로 기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당상만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실무를 맡게 되는 낭청에

도 영조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 투입되었다. 그러한 부류로 생각되는

이러한 경향이 균역법 제정 시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70)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월 17일(계유) “均堂一人誰也? 尙星曰, 洪啓禧

頃日罷職後, 大臣宜陳達還差, 而未及爲矣。有傳敎曰, 予雖衰矣, 均役一事, 爲

民大政, 夙宵奚弛? 今聞只有一堂, 時有稟處者, 非重其事之意。作窠代, 以禮判

洪鳳漢差下, 使之同爲句管”

271) 《비변사등록》 영조 29년 1월 22일.

272) 송양섭, 앞의 글, 117쪽.

273) 《비변사등록》 영조 29년 1753년 9월06일 “宣惠廳旣有一堂上, 則洪鳳漢之

專管均役, 終非本廳規例, 均役節目頒行之後, 洪鳳漢援例陳書, 推讓一堂矣, 故

邸下, 下答依施矣, 日昨大朝又下特敎, 使洪鳳漢終始管轄 ... 不可以厥規, 引而

爲嫌, 況凡事使一, 與一堂上商量爲之, 則別無專擅之嫌, 更爲申飭, 使之卽速擧

行, 何如, 令曰, 依爲之”

274) 《비변사등록》 영조 35년 12월 26일 “上曰, 均廳首堂先陳之, 行禮曹判書洪

鳳漢曰 ... ”

275) 이근호, 2015 〈18세기 후반 혜경궁 가문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조선

시대사학보》 74, 40~44쪽. ; 이근호 2016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민속원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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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金孝大, 金致一, 申㬛이다. 김효대는 인원왕후의 조카로 대비가

침 맞을 때 국왕의 명령에 따라 함께 입시할 정도로 왕의 각별한 대우를

받았던 왕실 인사였다.276) 영조는 김효대가 젊은 나이로 지방관과 중앙

관직을 수행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내세우기도 했

다.277) 영조 32년(1756)에는 대비의 70세 생일을 맞아 특별히 加資를 챙

겨주기도 하고278) 직접 관직 자리를 알아봐주어 승지에 임명하기도 했

다.279) 왕이 지근거리에 두고 쓸 만큼 신임했던 김효대 또한 균역법 시

행 초기에 낭청에 임명되어 활동했다.280) 홍봉한 또한 김효대의 일솜씨

를 극찬하며281) 다른 관직으로의 전보를 안타까워할 정도로 각별하게 여

겼다.282) 실제로 그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조가 자

기와 관련이 깊은 인물을 투입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김치일은

‘탕평’ 정국의 핵심 관료 김재로의 첫째 아들이다. 그 아내는 풍산 홍씨

로 홍봉한의 종고모 되는 사람이다.283) 김치일을 균역청 낭청으로 추천

한 인물도 홍봉한이었다.284) 김치일은 김효대가 다른 관직으로 승진한

276)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8월 16일(갑술) “傳曰, 今二十日, 大王大妃殿受

鍼事, 知悉擧行。上曰, 抱川縣監金孝大, 此後大王大妃殿受鍼時, 依前入侍”

277)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12월 28일(을축) “上曰, 李領相, 以今關西伯善爲

做事, 乃言曰, 臣以一家年少兒知之, 而今見做事, 果善爲之云。予於金孝大亦然,

而乃能如此, 此有乃祖乃父之風故也” ;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8월 14일(임

신) “若魯曰, 太僕馬政, 近益疎闊, 而該郞金孝大, 極爲勤幹, 多有修擧, 故比前

可謂頓變矣。上曰, 年少之人若此, 可奇矣。僉正亦可謂得人”

278)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9월 29일(갑오) “慈聖寶算七旬之年, 誕彌之日,

躬行賀禮, 此實吾東方莫大之慶 ... 成川府使金孝大, 特爲加資 ... ”

279)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2월 4일(정묘) “上曰, 六曹中, 何窠有除拜之例

乎? 金尙魯曰, 若經工·兵曹參議, 則用於履歷矣。申晩曰, 古例, 亦有除承旨之人

矣。上曰, 然乎?” ;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12월 9일(임신) “以備忘記, 傳

于李翼元曰, 承旨有闕代, 敦寧都正金孝大, 前修撰柳正源除授”

280)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7월 18일(신미) “任珣, 以均役廳言啓曰, 漢城庶

尹金孝大, 本廳郞廳差下矣, 本廳移設之初, 事務鞍掌, 勢難兼管兩職。金孝大所

帶本職許遞, 使之專察本廳之任, 何如? 傳曰, 允”

281)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9월 24일(병자) “鳳漢曰, 金孝大今爲均役郞廳,

甚綜覈詳明, 前頭豈但爲守令而已乎? 上曰, 可用之人也。明鼎亦同聲稱贊”

282)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0월 27일(무신) “上謂榮國曰, 金孝大無可爲之外

窠耶? 榮國曰, 無之矣。晩曰, 金孝大爲人極仔詳, 均廳事善爲之, 故御將甚憫其

遷轉他職矣。上曰, 然矣。御將果憫之矣”

283) 《만가보》 9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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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달리 균역청 일에 능숙하다는 이유로 근무 연한을 넘어서까지 낭청

을 계속 맡게 했다. 영조는 균역청 일을 어찌 生手에게 맡길 수 있겠느

냐며 김치일이 그대로 일하게 했다.285) 김치일은 진사에만 합격한 인물

이다. 비록 논란에 그친 정도였지만, 재위 초기(영조 4년, 1728)만 하더라

도 영조는 낭청 자리에 세력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南行으로 선발되는

관행을 문제 삼기도 했다.286) 당대 최고위급 관료의 자제인 김치일이 과

거 급제도 하지 않고, 근무 연한까지 넘겨가면서 균역청 낭청 일을 맡아

보게 한 것은 균역법 문제에 있어서만큼 영조가 재위 초에 내뱉었던 말

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김재로의 또 다른 아들

인 金致仁이 문과 장원 급제, 후일 相臣에 오른 것에 비하면 김치일은

정치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영조와 관련이 깊은 인물

로서 균역청 실무를 맡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신흡의 경

우 앞서 언급한 신만의 재종형제였다.287) 역시 문과 급제자가 아니었지

만,288) 홍봉한의 주청에 따라 근무 연한을 넘겨서까지 균역청 낭청으로

284)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2월 21일(정미) “鳳漢曰 ... 但以金致一爲之, 則

凡事可以問議於領府事, 此似尤好矣” 홍봉한은 김치일이 균역청 낭청을 하면, 관

련 사무를 그 아버지인 김재로에 문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좋다고 주장했다.

285)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1월 3일(경인) “上曰, 均廳事, 誰任而爲之? 鳳漢

曰, 金致一, 至誠爲之, 而瓜期已滿矣。成中曰, 臣爲均堂而見之, 非但盡心奉公,

在任年久練習, 均廳凡事, 便是均役主人也。上曰, 承旨書之。傳曰, 今聞惠郞金

致一, 瓜期已準云, 豈可付之生手? 仍任事分付”

286) 영조는 문관들이 낭청에 임명되어야 옳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관이 낭청을

하게 되면 자주 교체되는 탓에 일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반대론이 나

오자, 영조는 이에 대해서도 자주 교체되면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되어 오히

려 더욱 좋은 일이라고 여겼다. 《승정원일기》 영조 4년 7월 25일(갑술) “上

曰, 惠廳郞廳, 每以有勢力, 挾家世者爲之 ... 有勢力南行, 無官閑遊者多, 故每以

此輩差出, 此出於私意, 非公道也。今若以出入三司之人, 爲之, 則不但下人之知

戢, 亦可以見憚於同僚矣。文秀曰, 若以文官爲之, 則數數遷轉, 似無責成之效

矣。上曰, 卿未達一間矣。文郞數遞則尤好, 三僚尙存, 而一人遞入臺地, 則諸僚

亦可畏憚, 而有所不爲矣”

287) 《만가보》 11책 참고. ;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12월 2일(병오) “鳳漢

曰, 申㬛乃臨昌君之壻矣” ; 그의 손자는 후일 申光綏(신만의 아들, 영조의 부마)

에게 입후되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31년 6월 12일(갑인).

288) 《승정원일기》 영조 30년 12월 2일(병오) “鳳漢曰, 勸武與否未可知, 而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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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인물이다.289) 이로 보아 신흡 또한 균역법 시행 초기 영조와 관련

이 깊은 인물로서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균역법 입안과 시행에는 당상부터 낭청까지 영조와 관련이 깊

은 인물들이 투입되었다. 관련 인물들이 이러한 수준의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은 적극적인 인사 조치의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영조 본인도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밝히고 있다. 영조는 김효대의 일솜씨를 칭찬하는

와중 ‘擇人’을 강조하면서 균역법 또한 적절한 인사 조치로 인해 자신에

게 근심이 없었다고 평가했다.290) 이를 통해 영조가 균역법 시행 과정에

서 인사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영조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균역법 입안과 시행에 투입되었던 것이

다. 영조와 관계가 밀접한 이들이 선별적으로 모인 만큼 그들이 영조의

의중에 따를 가능성은 높았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균역법의 통제 조치

들은 영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영조의 의중에 따라 입안, 시

행한 것이라고 추론된다. 국왕인 영조가 균역법에 강한 집념을 표현했던

만큼291) 그러한 추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균역법 시행 이후 병조 및 군문의 수입 일

부는 급대를 통해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는 조정의 통제 의도에 따라 발

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조정에서는 균역법 시행 이전부터 병조 및 군

문 재정에 대해 개입하고자 했다. 조정에서 급대 수량을 엄격하게 제한

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균역법에서도 급대 대상 기관에 대한 통제 의도

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통제에 따라 군문에서는 독자적 재원 확보

에 나서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정의

통제는 멈추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균역법은 전후로 지속된 통제 의

도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균역법의 각종 통제 조치들은

在於南行, 則可惜矣”

289)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4월 14일(기해) “鳳漢曰, 均役廳郞廳, 一則金致

一, 一則申㬛, 兩郞, 俱爲得人, 而㬛則仕滿。當此移設之初, 有難遞易, 事務就緖間

特爲仍任, 何如? 上曰, 依爲之”

290)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10월 6일(계사) “今番均役, 亦得人而任之, 予則

無憂”

291) 송양섭, 앞의 글,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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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통해 기획되고 시행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균역법을 통해 실현된 통제 조치는 영조의 의중에 따른 결과

였다고 추론된다. 영조는 재위 기간 동안 국왕-대신-비변사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다.292) 국정이 국왕을 중심으로 움

직이게 되는 모습은 이로써 재정 영역에서도 확인되는 셈이다. 왕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관료들이 참여해 입안하고 시행했던 균역법은 개별 분

산적이었던 재정권이 왕의 의중에 따라 통제되어가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292) 이근호, 2016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민속원,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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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18세기 중엽 제정된 균역법에는 양인들의 군역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

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앙정부는 감필로 인한 세소 감소분을 채워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 대한 급대를

입안했다. 급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균역청이 설치되었다. 균역법의

입안 내용을 보면, 급대 대상, 급대 재원의 내용과 급대 방식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하나는 급대 대상 기관을 병조 및 군문을 중심으로 제한한 것이었다.

균역법을 통해 각지의 재원이 염출되었는데 막상 급대 대상은 중앙기관

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은 물자 배분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한 측면이었다.

이를 단순히 급대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가 파악한 세수 감소분은 중앙정부가 확보한 급대 재원에

서 마련되는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

는 세수 감소분이 포목과 쌀인 것에 반해서 급대 재원에서 마련되는 錢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주효했다. 포목 1필의 시가가 공

정가보다 낮아 급대 재원에서 마련한 전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 가능한

수준이었다. 중앙정부는 균역법 이전부터 군포의 공정가와 시가의 차액

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감필을 통해서 포

와 쌀 수입을 줄이고, 급대 재원에서는 전 수입을 모색하여 세수 감소분

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급대 대상을 중

앙기관(병조 및 군문) 중심으로 제한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

니라 능동적으로 선택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감필 이전 수입이 원칙적으로 포목과 쌀이었던 데 반해서

급대 재원에서 마련되는 수입은 전의 비중이 압도적이 상황이었다. 전납

비중이 많은 것은 영조 재위 전반기 純木令이나 조선왕조의 동전납 지향

이 전체적으로는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입안자들이 군포 감필로 인한 세수 감소분

을 전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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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목과 쌀을 확보해 급대하고자 했는데, 그 구체적 양상은 포목과 쌀이

다르다. 우선 포목은 시전에서 구입하거나 선혜청의 木을 교환해두고 지

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이를 고수하지 못하고, 전으로 직접

급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쌀의 경우 전으로 대신 지

급하지 않고 쌀 지급을 고수했다. 쌀 지급 수량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는 다양한 쌀 지급 재원을 확보해나갔다. 그런데 그 구성은 점차 변화하

였다. 기존 재원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균역청이 직접 예매하

는 선혜청 공가미의 비중은 늘어났다.

이러한 균역법의 기획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성과가 있는 것이었

다.

첫째, 조정에서 집중적인 급대를 수행한 각 군문에 물자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균역법 시행 이전까지 조정에서는 각

군문의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

다. 물자를 지급해줄 기관을 그때그때 모색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 해당

기관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않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급대

담당 기관인 균역청은 안정적으로 물자를 지급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

다. 이는 조정에서 세수 감소분을 대부분 충당하면서도 급대 대상을 제

한하고, 급대 물자와 관련된 독자적 회계를 보장한 결과였다.

둘째, 선혜청 공가미를 예매하는 방식을 제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

정은 군문에 대한 쌀 지급을 고수해나갔다. 조정에서는 균역법 시행 이

전부터 선혜청 공가미를 전과 교환하는 구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가미 대신 지급할 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균역청

에는 전 수입이 많았으므로 안정적으로 공가미를 예매하는 방식을 운영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균역법의 제도적 성과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 이면의

의도는 무엇일까? 입안자들은 균역법의 급대를 통해 급대 대상 기관의

재정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균역법 시행 이전부

터 군작미 조성을 통해 군포 수입이 있는 기관들, 그 가운데 병조와 군

문의 재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정의 의도는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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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어졌다고 본다.

조정이 균역법 급대를 통해 급대 대상 기관의 재정을 통제하고자 했다

는 점은 입안자들이 급대 수량을 엄격하게 제한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740년대 조정에서 대대적으로 각 기관의 군액을 고정한 데

에서 나아가, 입안자들은 삼군문의 쌀 수입을 임의로 하향하여 고정시켰

다. 이는 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린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1750

년대 쌀이 여유 있게 확보되자 입안자들은 이들 기관에 때때로 쌀을 추

가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급대 대상을 선정해 쌀을 지급해줬

다. 쌀이 넉넉하게 구해졌다고 해서 급대를 얹어주는 일은 없었던 것이

다. 추가 지급 대상은 국왕을 지근거리에서 호위하는 병종이었다. 그나마

도 순전한 추가 지급이 아니라 기존에 급대해오던 전, 목을 상계하여 지

급한 것이었다. 급대 대상 기관이라 하여도 조정에서는 급대 수량을 엄

격하게 제한했다. 급대 대상 기관으로서는 입안자들이 정한 수준에서 수

입을 통제받으며 수입 일부를 균역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

다. 조정은 균역법을 통해 조성된 안정적인 물자 지급 조건을 바탕으로

급대 대상 기관들의 재정을 통제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정의 통제 조치에 따라 각 기관의 재정에는 변화가 감지된

다. 군문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둔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거나 독자적으

로 선혜청 공가미를 구매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정은 지

속적인 통제 조치를 내렸다. 둔전에 대해서는 군액을 통제하고, 출세 조

치를 내렸다. 군문의 자체적인 선혜청 공가미 구매 또한 통제했다. 균역

법의 성과 가운데 선혜청 공가미 구매를 제도화한 것은 공가미 구매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었다.

한편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균역법의 통제 조치를 실현시켜나갔는지는

입안자들의 사회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입안을 주도한 균역청 당

상들은 영조와 연혼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탕평’ 정국

을 이끈 핵심 인물(조현명, 송인명, 김재로)과 연혼관계, 친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고 있는 중심에는 국왕 영조가

있었다. 당상뿐만 아니라 균역청 낭청에도 영조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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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대, 김치일, 신흡)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균역법 입안에 집념을 보인

국왕의 의중에 적극적으로 따를 만한 인물들이었다. 균역법은 개별 분산

적이었던 재정권이 왕의 의중에 따라 통제되어가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균역법의 기획 내용이 가진 특징과 그 시행 의미를 설명하

고자 했다. 균역법의 기획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재검토 작업을 통

해 그 특징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기초적인 확인 작업에 입각해서

균역법의 시행 의미를 추론하고자 했다. 최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

의미를 추론하고자 했으나 한계도 있다. 시기적으로는 영조대 전반과

1750년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이후 특히 정조대나 19세기 모습

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연구 대상 측면에서는 균역법 입안과 직접

관련된 균역청과 급대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그쳤다. 균역법

시행과 관련이 깊은 공인, 지방, 민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

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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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감필 대상인원과 감필 이후 세수 감소분 추산 내용

소속 유형
감필 대상인원*

(단위: 명)
감필 이후 세수 감소분

병조

일군색 15,351 15,351필

이군색 납포군 74,828 48,959필 20척

도안색 1,500 750필

마색 288 288필

훈련도감

砲保 37,000 37,000필

硫黃軍** 270 270필

吹鐵軍 50 50필

鐵峴鎭軍 250 250필

軍餉保 7,000 2,800석

어영청

목보 14,439 14,439필

미보 28,979 11,591석 9두

경

기

사

목보 3,090 3,090필

미보 578 231석 3두

別破陣保*** 900 600필

輜重軍 官保 300 300필

硫黃軍 130 130필

吹鐵軍 300 300필

屯牙兵 160 160필

屯募軍 75 75필

금위영

목보 14,517 14,517필

미보 29,628 11,851석 3두

경

기

사

목보 2,852 2,852필

미보 816 326석 6두

별파진보 900 600필

유황군 71 71필

취철군 30 30필

工匠保 100 100필

葛山屯募軍 150 150필

수어청

山城各色軍官 5,428(매명 7두) 361석 13두

松坡津軍官 225(매명 7두) 15석

別破陣 2,000(매명 10두) 533석 5두

部牙兵
1,323(매명 10두)

2898(매명 4두)

352석 12두

193석 3두

屯牙兵
900(매명 12두)

583(매명 6두)

396석

116석 9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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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標下軍 50(매명 10두) 13석 5두

訓禦軍
408(매명 7두)

244

27석 3두

16석 4두

良牙兵 334(매명 12두) 133석 9두

牙兵(호서아병)
1,251(매명 12두)

348(매명 6두)

500석 6두

69석 9두

水鐵牙兵 194 稅炭 5石 또는 稅鼎 1坐

吹鐵牙兵 6 양납 薪鐵 40斤 奴20斤

총융청 奴軍需保 4,000 800석

소계

140,332필 20척

30,329석 9두

稅炭 970석(또는 稅鼎 194

坐), 薪鐵 240근

호조 水夫 334 334

漕軍 3,408 3,408

장악원 樂生樂工保 4,168 4,168

상의원

匠人保 500 500

諸員 117 117

立役針線婢俸

足
40 40

사옹원

匠人 1,600 1,600

漁夫保 40 40

諸員 815 815

사복시 鄕居諸員 3,396 3,396

내의원
差備醫女俸足 60 60

內醫女俸足 72 72

의정부 鄕居差備書吏 150 150

중추부 鄕居差備書吏 200 200

이조 留曺書吏 690 690

공조

鄕居匠人 4,450 4,450

匠人保 1,070 1,070

立役針線婢俸

足
20 20

군기시
鄕居別破陣保 600 600

匠人保 430 430

선공감 匠人保 800 800

자문감 匠人保 20 20

전설사 諸員 500 500

교서관
唱準 1,670 1,670

匠人 357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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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필 대상인원은 병조, 삼군문, 각사, 지방 영진, 수군의 경우 《균청조획》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수어청·총융청은 《양역총수》, 《양역실총》, 《속병장도

설》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 《균청조획》에서 餘保로 만든 인원(유황군, 취철군 등)의 경우 삭감되기 전

2필씩 납부했다고 전제했다.

*** 어영청 별파진 戶首 300명에게 지급된 보인 900명 가운데 1명은 資保 2명

은 官保였다.(송기중, 2016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 운영의 변화〉, 《역사

와현실》 106, 87쪽 참고.) 따라서 국가기관 수입과 관련된 600명만 감필 대상

인원으로 계산했다. 금위영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했다.

조지서 匠人保 60 60

내원 匠人保 100 100

관상감 鄕居生徒 128 128

장생전 匠人 10 10

내궁방 弓矢人保 20 20

귀후서 匠人保 35 35

혜민서 外醫女俸足 360 360

각사 소

계
26,220필

지방 영

진

경상도 32,503.5 32,503.5

전라도 22,771 22,771

충청도 9,636 9,636

황해도 23,807 23,807

강원도 390 390

소계 89,107.5필

수군
入防軍 92,685 92,685필

감혁 인원 10,806 10,806필

소계 103,491필

총계

359,151필

30,329석 9두

稅炭 970석(또는 稅鼎 194

坐), 薪鐵 240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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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Gyunyŏkbŏp(均役法) during

King Yŏngjo’s Reign in the

history of finance

Hyeon-Bae Seo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tures of Gyunyŏkbŏp(均役法, the act

reducing commoners’ military tax) which was adopted during King

Yŏngjo’s reign. At that time, policy makers choose to reduce the tax

on commoners who had to pay 2 p’il(疋) units of cotton cloth per

year instead of performing military duty. Following this act, most

commoners were allowed to pay just 1 p’il unit. At the same time,

policy makers planned to supplement the revenue of offices that were

affected by this act by collecting a variety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new Gyunyŏkch’ŏng(均役廳) office was founded and given the

exclusive right to handle income and expense from thes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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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ially, these measures did not result in a reduction of

the total incom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Court knew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official price and market price of

cotton cloth before this act was discussed openly. In those days, a 1

p’il(疋) unit of cotton cloth was set at 2 nyang(兩) units of coins

officially. At the same time, its market price was just about 1.5

nyang units of coins. Policy makers were able to make up almost all

of the deficit which resulted from reducing the tax on commoners,

whose means of payment was typically cotton cloth. Because they

collected sufficient coins from resources that were obtained through

this act. Nevertheless, financial support was provided for only a few

offices, such as the Ministry of Defence (Byeungjo, 兵曹) and three

main military offices(Gunmun, 軍門). It was an intentional act by

policy makers.

The fact that major income was in the form of coins did not

appear suitable for expenses in the sight of policy makers. As a

result, they planned to buy cotton cloth and rice from procurement

merchants and other offices such as the Sŏnhyech’ŏng(宣惠廳) office.

In the long run, buying cotton cloth was not successful enough to

cover all demand. On the other hand, policy makers could stick to

their policy of providing rice as a form of financial support because

they introduced the idea of buying rice from the Sŏnhyech’ŏng office.

Based on these features, there were some advantages for the

Court in implementing Gyunyŏkbŏp(均役法). First, the Court could

provide a steady supply of financial resources to offices like the

Gunmun(軍門), because financial support was allowed for only a few

offices while there was not any loss of total income virtually from

the posi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Court could buy

rice of Sŏnhyech’ŏng(宣惠廳) office periodically, because the income of

Gyunyŏkch’ŏng(均役廳) office was mainly coin. Before this ac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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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the Court suffered from a shortage of coin when they

wanted to exchange coin and rice of Sŏnhyech’ŏng(宣惠廳) office.

Then, what was the fundamental intention behind these superficial

results? It is strongly assumed that policy makers tried to control the

finance of major offices which would be supported by Gyunyŏkch’ŏng

(均役廳) office.

Before they adopted Gyunyŏkbŏp(均役法), the Court consistently

tried to intervene in the finance of military offices which collected tax

on commoners. The Court set up funds using these offices' resources

in the manner of the grain loan system (hwan’gok, 還穀). Those

funds were controlled by the Border Defense Council(Bibyeonsa, 備邊

司). These kinds of measures were continued. Furthermore, the

Gyunyŏkch’ŏng office was given the right to manage those funds.

When the Gyunyŏkch’ŏng office supported offices such as the

Gunmun(軍門), policy makers strictly limited the amount of supply.

Because the Court had fixed the income of those offices, the offices

that were selected to be a target for support had no choice but to

depend on allocations which would be decided by decision-makers. In

response to these measures, some offices tried to obtain other

resources such as the garrison farms(Dunjeon, 屯田) or to buy rice

themselves. However, these attempts were strictly prohibited by the

Court.

Meanwhile, all these measures were implemented by people who

had close social relations with King Yŏngjo, such as Hong Ponghan

(洪鳳漢) whose daughter was the Crown Princess. They were likely

to actively follow the king’s wishes because King Yŏngjo exhibited a

strong sense of tenacity about Gyunyŏkbŏp(均役法).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Gyunyŏkbŏp(均役法) typically illustrated the process

by which fiscal powers were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the king'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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