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9 -

17~18세기 과세지 확 와 宮房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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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의 국가재정은 토지를 심으로 구성되었다. 농업 주의 산업구조에서 

토지를 각각의 재정주체에 분배하는 일은 국가재정의 안정 인 운 을 해 

요한 제 조건이었다. 조선왕조는 재정을 총 하는 기 으로 戶曹를 두었지만, 

토지세를 일 으로 호조에 수납하여 각 기 에 분배하는 방식을 채용하지 않

았다. 모든 기 의 재정을 한 곳에서 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

라, 米太ㆍ 木 등의 물이 재정의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지방의 부세를 모두 

서울로 수송한 뒤 각처에 산재한 기 에 분배하는 것은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

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기 의 운 에 필요한 재원만큼 

토지를 지원해주어 가능한 독자 인 운 을 보장하 다. 

국가재정은 크게 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뉘며, 앙재정은 다시 각사재정

과 왕실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 기 앙재정은 기 별로 位田을 지 하

여 독자 인 수취를 보장하던 방식에서 國用田制를 시행한 뒤에는 부세를 호조

* 고려 학교 한국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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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납한 뒤 다시 각 기 에 분배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1)1)지방재정의 경우는 

官屯田, 公 田, 衙祿田 등의 명목별 토지를 지 하여 자체 으로 활용하도록 하

다.2)2) 

세입과 토지 분배를 통한 재정운 을 해서는 국 인 토지 악이 선행되

어야 했다. 정기 으로 양 이 수행되고, 공법에 따른 田分ㆍ年分이 공정하게 산

정된다면 안정 으로 재정운 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미 임진왜란 이 부터 양

이 오랜 기간 시행되지 않았고, 연분도 차 본 취지를 상실하고 하향화되는 

추세를 보 지만, 세종  확보한 풍부한 結摠을 바탕으로 부족하게나마 재정운

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왜란을 겪으면서 상황이 변하 다. 토지가 황

폐해지고 많은 농민이 사망하면서 陳荒地가 증하 고, 田籍도 소실되어 재정

운 의 기반은 매우 취약해졌다. 

정부는 기본 인 행정력 유지를 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왕

실과 지방재정까지 고려할 여력이 없었다. 왕실과 지방 청은 독자 인 재정확

보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불법 인 행 를 자행하

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 다. 특히 각 궁방으로 인한 문제는 그 양상이 

더욱 심각했다. 왕실 일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을 유하는가 하면 

농지ㆍ산림ㆍ어염 등을 획득하여 자의 인 수취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 다. 그 

에서도 심각한 것은 토지 유 문제 다. 궁방은 농민의 토지를 유하거나, 

무주지ㆍ진황지를 개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확 해나갔다.3)3) 

終戰 직후 체제를 정비하는 기간에는 왕실의 자의 인 재정운 이 일정 부분 

용인되었다. 그런데 궁방 은 면세 혜택을 받는 토지 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확

될 경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국 으로 개간이 활발하게 진

1) 오정섭, 1992 ｢高麗末ㆍ朝鮮初 各司位田을 통해서 본 앙재정｣ �韓國史論� 27; 이장우, 

1992 ｢朝鮮 初期의 國用田｣ �진단학보� 73; 송수환, 2000 �朝鮮前期 王室財政硏究�, 집문

당; 강제훈, 2002 �朝鮮初期 田稅制度 硏究: 踏驗法에서 貢法 稅制로의 화�,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 김옥근, 1984 �朝鮮王朝財政史硏究�, 일조각; 이장우, 1998 �조선 기의 田稅制度와 國家

財政�, 일조각.

3) 박 성, 1984 ｢17ㆍ18세기 宮房田의 확 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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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17세기 반 수제를 활용한 궁방의 토지 유는 비약 으로 증가하

다. 이미 과세지 감소로 재정 인 압박이 심하 던 정부에게 면세결 증가는 우

려되는 수 이었다. 그뿐 아니라 궁방 은 경작 농민에게 과도한 세를 징수하거

나 인근 농지를 침탈하는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하 다. 이에 정부는 과세 상의 

확 와 民弊의 제거를 해 궁방  규제를 시작하 다. 이후 궁방 의 운 형태 

변화는 국가재정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변화를 거듭하 다. 따라서 궁방 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국가재정의 추이를 검토하는데 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17~18세기 과세지 확  과정 속에서 궁방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방  연구는 주로 궁방 의 조성 방식과 경 형태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궁방 을 리하던 掌의 역할과 농민의 존재양태에 한 연구가 있다.4)4) 

이들 연구에서는 시기별 도장을 통한 궁방  경 의 실태와 경작 농민의 부담에 

해 고찰하 다. 17세기 이후 궁방 의 확  양상과 소유형태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5)5)여기서는 수제가 폐지된 이후 無土가 지 되면서 나타난 궁방 의 소

유형태와 제도 변화를 해명하 다. 정조  ‘丙申定式’ 시행이 갖는 의미를 국가

재정의 운  변화 속에서 살펴본 연구도 있다.6)6)이 연구는 18세기 앙정부의 

재정 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그 간에 독자 으로 운 되었던 왕실재정에 

한 리가 정조  병신정식의 시행으로 강화되었음을 밝히었다. 이 밖에도 18

4) 김용섭, 1964 ｢司宮庄土의 管理: 掌制를 中心으로｣ �사학연구� 18; 1965 ｢司宮庄土의 

佃戶經濟: 載寧餘勿坪庄土를 中心으로｣ �아세아연구� 8-3; 배 순, 1980 ｢韓末 司宮庄土

에 있어서의 掌의 存在形態｣ �한국사연구� 30; 양선아, 2011 ｢18ㆍ19세기 掌 경 지

에서 宮房과 도장의 계｣ �한국학연구� 36; 박성 , 2015 ｢17세기 후반~20세기  궁방

에서 作 掌의 발생 기원과 작도장권에 한 인식 변화｣ �한국사연구� 168; 2016 ｢18세

기 ~20세기  納價 掌의 존재양상과 성격｣ �역사학보� 229; 2017 ｢17~18세기 궁방

에서 掌의 발생과 역할｣ �역사문화연구� 64; 이성임, 2018 ｢18~19세기 無土 掌의 

差定과 傳繼: �庄土文績�을 심으로｣ � 동문화연구� 104.

5) 박 성, 1984 앞의 논문; 이 훈, 1988 �朝鮮後期社 經濟史�, 한길사; 송양섭, 2001 ｢17세

기 말～18세기 반 屯田釐整策의 論議와 展開｣ �한국문화� 28.

6) 송양섭, 2011 ｢正祖의 왕실재정 개 과 ‘宮府一體’論｣ � 동문화연구� 76; 2006 �朝鮮後期 

屯田 硏究�, 경인문화사; 2015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손상익하의 정치학, 그 

이상과 실�, 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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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후반 이후 궁방 의 규모와 분포를 분석한 연구,7)7)정조  궁방  련 제

도 정비 이후 궁방 의 운  양상을 살펴본 연구 등이 있다.8)8)

일련의 연구들로 궁방 과 련한 제반 사실들이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가재정의 변화와 궁방  정책의 계에 해서는 연

구가 소략한 편이다. 免賦免稅 혜택을 받던 궁방 은 국가의 세입 규모에 직

인 향을 주는 요한 변수 기 때문에 궁방  정책은 반드시 국가재정의 변

화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궁방  분  방식의 변화

에 해 수제에서 가매득제와 민결면세제로 환되는 상황에 주목하 다. 

수제는 수조권  토지지배가 소멸되고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ㆍ 호제로 재편

되어가는 과도기에 생겨난 수조권  토지지배의 잔존 형태 혹은 변형된 형태로 

보았다. 반면에 가매득제와 민결면세제는 토지상품화의 진 에 따라 사 소유

권을 성장시켜 나간 민인들의 항의 결과로 평가하 다.9)9)즉, 건  소유 형

태가 사  소유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항으로 궁방  분  방식이 변화

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제도 변화의 배경을 수제에서 비롯된 폐단에 집 하

면서 시기별 재정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 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을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시기별 국가재정의 상황과 궁방 의 규제 

논의가 제기되는 시 을 검토하여 양자 간의 계를 살펴볼 것이다. 토지소유 

형태의 변화보다는 과세지를 감축시키는 궁방 에 한 규제라는 에서 제도 

변화의 성격을 악해보려 한다. 둘째, 실제 궁방  규제가 과세지 변화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쳤는지 실증 으로 검토할 것이다. 궁방 의 체 규모와 환수

된 규모를 비교하여 궁방 이 국가재정에서 갖는 상과 규제의 성과를 평가해

볼 것이다. 두 문제는 조선후기 궁방 의 성격을 이해하는 요한 단서가 될 것

이라 단된다. 본 연구가 17세기 이래로 궁방  규제의 실효성과 재정  향

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7) 조 , 2008 ｢18世紀 後半~20世紀 初 宮房田의 規模, 分   變動｣ �조선시 사학보� 44.

8) 엄기석, 2018 ｢19세기 반 궁방 (宮房田) 운 과 의미｣ �역사와 실� 107.

9) 박 성, 1984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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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宮房田 증가와 면세규모 제한

임진왜란 이후 왕실재정은 큰 변화를 맞이하 다. 조선 기 왕실재정은 왕실

운 을 해 설치된 아문의 지원, 국왕이 하사한 토지와 노비, 사 으로 소유한 

토지 등을 통해 유지되었다.10)10)그 에서도 토지는 왕실재정의 최  재원이었다. 

쟁으로 토지가 황폐해지고 각종 재원이 소실되면서 운 에 어려움을 겪게 된 

궁방은 防納과11)
11)사무역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12)12)백성의 토지와 노비를 강

탈하고,13)13)약탈과 살해를 자행하는14)
14)등 각종 불법 인 수단으로 재원을 확보하

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 다. ‘근래 宮家의 作弊가 더욱 심해져 中外 

民의 원성과 호소가 하늘을 른다’는 홍문 의 차자나,15)15)‘궁가의 폐단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서 못하는 짓이 없는데도 法府가 다스리지 못해 나라의 기강이 

무 졌다’는 史臣의 논설은16)
16)왜란 직후 궁방의 운  실태를 나라하게 변해

다. 조정에서는 궁방의 문제를 인지하 지만, 마땅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

여 사실상 방임하 다. 그러는 사이 각 궁방의 답ㆍ산림ㆍ천택ㆍ바다 등의 

유와 불법 인 재원 확보는 계속해서 확 되어 갔다.17)17)

궁방의 무분별한 利權 유는 백성에게 직 인 피해를 주고 세수를 감축시

키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책이 필요했다. 이에 궁방이 유한 토지

에 면세 한도를 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인조 1년(1623) 특진  李曙는 본래 

법 에는 궁가에 復戶하는 규례가 없지만, 면세되는 궁방 이 많게는 수백 결에 

이른다며 한도 설정을 건의하 다. 궁방의 불법 인 토지 유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공식 으로 재원을 마련해주어 추가 인 결 유출을 막고 세원을 확

10) 송수환, 2000 �朝鮮前期 王室財政硏究�, 집문당. 

11) �宣祖實 � 권144, 선조 34년 12월 6일(기사).

12) �宣祖實 � 권150, 선조35년 5월 12일(계유).

13) �宣祖實 � 권165, 선조 36년 8월 6일(기축).

14) �宣祖實 � 권170, 선조 37년 1월 1일(임자).

15) �宣祖實 � 권175, 선조 37년 6월 26일(을사); �宣祖實 � 권175, 선조 37년 6월 27일(병오).

16) �宣祖實 � 권206, 선조 39년 12월 13일(정미).

17) �仁祖實 � 권1, 인조 1년 6월 12일(신미); �仁祖實 � 권3, 1년 윤10월 28일(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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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려는 의도 다. 공식 으로 일부 토지가 궁방에 지 되더라도 재의 면세 

규모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한도를 정하는 것이 국가재정에 더 효과 이라고 

단한 것이다. 부제학 鄭經世는 면세 까지 주장했지만, 인조는 先祖께서 하

사한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며 결 복호는 폐지하고 戶役

만 면제하도록 하 다.18)18)그러나 이 규정은 실행되지 못하 고 궁방  면세는 

계속되었다. 이듬해에도 호조에서 諸宮과 勢家에 부여하는 면세 를 청하

으나 승인하지 않았다. 승정원에서도 궁방 의 한도 설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19)19)

궁방  제재 논의는 거의 매년 제기되었다. 인조 3년(1625) 호조는 官屯田ㆍ

馬田ㆍ院田ㆍ津夫田ㆍ氷夫田ㆍ陵軍田ㆍ國行水陸田ㆍ祭享供上諸司菜田ㆍ內 司田

ㆍ惠民署種藥田 등에는 모두 세 이 없지만, 나머지 職田과 賜田은 세 과 草價

를 京倉에 납부한다는 �經國大典� 諸田條의 규정을 근거로 본래 內 司田이라도 

이미 宮家에 賜牌되었다면 收稅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나아가 諸上司에 折受

한 토지는 더욱 면세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호조는 祖宗之法이 무 지고 세

입이 감소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변통을 요구했지만, 인조는 유래가 오래

되어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고 거부하 다.20)20) 

궁방 의 악과 규제는 갑술양 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비변사와 양 사가 

양 의 주요 조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궁가와 각 아문이 면세된 元數 외 혜택

을 받는 토지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民田에 소속시키는 사안이 결정되었다.21)21)사

헌부도 궁방 의 한도를 정해 제한할 것을 재차 건의했다.22)22)그러나 인조의 일

된 반 로 번번이 좌 되었고, 오히려 궁방 에 더해 각종 둔 의 규모가 증

가하며 세입 감소는 심화되어 갔다.23)23)효종 즉 년(1649)에는 諸宮家에서 立案

하지 않은 곳이 없어 왕성 밖에 한 조각의 땅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

18) �仁祖實 � 권3, 인조 1년 11월 11일(정묘).

19) �仁祖實 � 권6, 인조 2년 7월 15일(정묘).

20) �仁祖實 � 권10, 인조 3년 10월 21일(병신).

21) �仁祖實 � 권30, 인조 12년 9월 27일(경진).

22) �仁祖實 � 권30, 인조 12년 10월 29일(임자).

23) �仁祖實 � 권45, 인조 22년 5월 5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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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24)24)비변사에서는 내수사를 제외한 궁가에서 입안한 곳을 모두 할 것

을 주장했지만 효종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25)25) 

궁방 은 국 으로 확 되었다. 기에는 진황지를 상으로 조성하던 것이 

차 민 을 침탈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사회의 큰 문제로 부상하 다. 민  침탈

은 재의 과세지를 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진황지의 수보다도 국가재정에 

끼치는 손실이 더 컸다. 궁방 의 수세과정에서는 별장과 아 들이 부정을 지

르면서 농민에게 해를 끼치고 궁방의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26)26) 

궁방 을 제한하는 문제는 종 즉  뒤부터 진 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

다. 헌종이 즉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가의 柴場과 箭에 한 가 건의

되었고, 일부 지역은 실제 조사와 가 진행되었다.27)27)史臣에 따르면, 당시 궁

가의 폐해는 극에 달해 기경 을 진황 이라 칭하면서 불법 유하거나, 면세  

인근 민 에도 소출을 바치도록 강요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28)28) 

궁방의 무분별한 토지 유와 수 문제는 근본 으로 궁방의 운 비를 마련

해주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려웠다. 종 1년(1660) 좌참찬 宋浚吉은 職田制를 

시행하던 때는 군과 공주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 했는데, 그 제도가 무 지면

서 수의 폐단이 일어났다고 진단하며 직 제 복구를 제안하 다.29)29)호조 서 

許積은 수된 곳이 부 면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반드시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결국 궁방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궁가의 願 ㆍ柴場ㆍ鹽盆ㆍ 梁 등은 부 를 지시하 다.30)30)궁방  외의 

재원들도 기여하는 바가 작지는 않았지만, 궁방 의 면세가 되지 않으면 세

24) �孝宗實 � 권1, 효종 즉 년 6월 10일(무술).

25) �孝宗實 � 권8, 효종 3년 1월 16일(기축).

26) �孝宗實 � 권12, 효종 5년 6월 15일(계유). 

27) �顯宗改修實 � 권2, 종 즉 년 10월 14일(신축); �承政院日記� 158책, 종 즉 년 10

월 16일(계묘).

28) �顯宗改修實 � 권2, 종 1년 3월 5일(경신).

29) �顯宗改修實 � 권2, 종 1년 4월 2일(병술).

30) �顯宗改修實 � 권2, 종 1년 4월 3일(정해); �顯宗改修實 � 권3, 종 1년 4월 18일

(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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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증가를 기 하기 어려웠다. 얼마 뒤 부호군 李惟泰도 세는 公共의 부세이

기 때문에 본래 견감할 수 없으며, 국법에도 없는 궁방  면세 규례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31)31) 의정 鄭太和도 동일한 주장을 하 지만, 종은 여 히 

유보 인 입장을 내놓았다.32)32) 

궁가의 민  침탈의 사례는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일부 궁방의 면세결은 1,400

결에 이르 고,33)33)황해감사는 좁은 도내에 궁방 이 92곳에 달해 토의 반 이 

私家의 소속이라고 호소하 다.34)34)信川郡은 邑임에도 불구하고 궁가의 장토가 

12곳이나 설치되어 있었다.35)35)백성의 원망과 세입의 감소가 으로 궁방  때

문이라고 할 만큼 재정 ㆍ사회  폐해가 심각했다.36)36) 종은 근래에 상소마다 

궁방 을 언 하여 듣기만 해도 괴롭다고 할 정도로 피로감을 드러냈으며, 조정

의 논의도 극에 달해 있었다.37)37) 

마침내 종 3년(1662) 궁방 의 면세규모를 제한하고 과도한 궁방 을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신하들은 직 제를 복구하여 토지를 지 하고 기존 

면세결은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많은 면세결을 보유하고 있는 궁가

에서 최  225결에 불과한 직 에 만족할 리 없었다. 종은 궁가에 지 할 

결 규모로 600결을 제안했다. 600결은 中邑의 결수에 해당됨으로 과하다는 반  

의견이 나왔고, 종은 1,400결이나 되던 것을 600결로 인다면 많이 인 것이

니 지나치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 다. 기야 신하들에게 600결로 정하

거나, 그 로 두거나 양자택일하라고 할 만큼 확고했다. 결국 이날의 논의는 결

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38)38)얼마 뒤 재개된 논의에서 종은 한발 물러

선 500결을 제안했다. 이조 서 洪命夏는 여러 의견이 500결은 무 많다고 하

31) �顯宗改修實 � 권3, 종 1년 5월 9일(계해).

32) �顯宗改修實 � 권4, 종 1년 10월 19일(신축).

33) �顯宗實 � 권5, 종 3년 7월 13일(갑신).

34) �顯宗實 � 권6, 종 3년 12월 7일(병오).

35) �顯宗實 � 권5, 종 3년 8월 4일(갑진).

36) �顯宗實 � 권5, 종 3년 5월 12일(갑신).

37) �顯宗實 � 권5, 종 3년 7월 13일(갑신).

38) �顯宗實 � 권5, 종 3년 7월 24일(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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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직 의 2배인 400결로 정한다면 당할 것이라고 하 다. 다른 신하들도 이

에 동조했지만, 결국 종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군ㆍ공주는 500결, 왕자ㆍ옹

주는 300결로 정하고, 수한 땅에 陳結이 있을 경우에는 實結로 채워주는 것으

로 정리되었다.39)39) 

이듬해 조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사헌부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궁가

와 아문에서 신설한 장토의 가 결정되었다.40)40)기존에 수된 면세결은 유지

하면서도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면세결 한도도 재조정되어 

군ㆍ공주는 400결, 왕자ㆍ옹주는 250결로 축소되었다.41)41)해가 넘도록 계속된 

신하들의 요구를 종이 결국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일 으로 

용되지는 않았다. 일례로 동년 9월 종은 인조의 셋째아들 麟坪大君의 면세결

을 한도와 상 없이 그 로 두도록 지시하 다.42)42)궁방의 면세결에 투탁하여 농

사짓던 자들의 免役도 문제 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모두 군액에 충정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3)43)

왜란 이후 발된 궁방의 면세결 문제는 이때를 기 으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에도 궁방  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었고, 상소도 끊이지 않았지만 17세

기 말까지 더 이상 진 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왕실의 지지가 필요한 국왕

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한 반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 으

로 궁방  규제와 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한 면세결은 제 로 환수되

지 않았고, 국왕의 賜 와 불법 인 토지 조성이 계속되면서 궁방 의 확 를 

원천 으로 근 하지 못하 다. 

호조의 입장에서 면세결의 계속된 증가는 재정운 에 상당한 부담이었다. 갑

술양 에서 확보한 결총으로는 평시 재정운 에도 빠듯했고, 추가 양 을 시행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면세결 증가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호

조를 심으로 면세결 수세 구조를 재편하여 재정을 확충하자는 향 인 제안

39) �承政院日記� 176책, 종 3년 9월 5일(을해).

40) �顯宗實 � 권6, 종 4년 4월 3일(경자).

41) �顯宗實 � 권6, 종 4년 4월 13일(경술).

42) �顯宗實 � 권7, 종 4년 9월 18일(임오).

43) �顯宗實 � 권7, 종 4년 11월 2일(병인).



168·한국문화 87

도 있었다. 정언 呂聖齊는 아문둔 을 모두 하여 호조에 귀속시키고, 궁방 

면세결도 세입을 京倉에 수송한 뒤 궁가에 지 해주는 방안을 건의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  宮庄은 많은 곳은 천여 결에 이르는데 곳곳을 折受 받아 면세라 칭하고 屯

民을 모아 하나의 逋藪를 만들었고, 民田을 募入해 사사로이 세 을 거두고 있습니

다. 이는 한 나라의 반을 갈라서 宮家에 속하게 한 것이니, 땅이 없고[無地], 세 이 

없고[無稅], 백성이 없는[無民] 나라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어  국법에 애

부터 禁令과 限制가 없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게 지극한 지경에 이른 것

입니까? ( 략) 大典 諸田條에는 職田ㆍ賜田稅 모두 京倉에 납부하여 軍資米豆로 환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직 의 법은 지  비록 다시 시행할 수 없으나, 면세로 거두

는 것을 모두 경창에 수납하고 宮家에 분 하여 職田의 규례와 같이 한다면 궁가는 

손해가 없고 國體에는 득실이 있을 것입니다.44)44)

여성제의 구상은 호조가 모든 토지를 리하여 세원의 수를 막고, 여러 재

정주체들의 자의 인 토지 확 를 지하기 한 안이었다. 그는 나라의 반

이 궁가에 속하게 되어 땅도 없고, 세 도 없고, 백성도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비 하 다. 사헌부에서도 궁방  확 를 막지 않는다면 나라의 田

賦가 모두 宮家에게 돌아가 公家는 세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없을 것이라 우려하

다.45)45)이 제안은 비록 당 에는 시행되지 못했지만, 정조 반 ‘丙申定式’으로 

일부 실 되기에 이른다. 

궁방  증가는 토지세를 기반으로 하는 호조재정에 심 한 불안요소 다. 갑

술양  이후 호조는 수입을 증 시킬 이 다 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 다. 

국 으로 활발한 개간에도 불구하고 新結은 부분 면세결이 되었고, 민결까지

도 유출되는 상황에서 과세지는 오히려 감소하 다. 양 을 시행하지 않는 상황

에서 호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존 세입을 철 히 지키면서도 경비를 감축하

고, 면세결의 확 를 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방 면세결의 문제는 계획 로 

실행되지 못하 다. 

44) �承政院日記� 176책, 종 3년 10월 29일(기사). 

45) �承政院日記� 176책, 종 3년 11월 9일(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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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亥定式 시행과 宮房田 분 방식 변화

종 4년(1663) 궁방 의 면세한도가 정해지면서 무 제한 궁방  확장에 제

동을 거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다. 새로 정한 궁방  결수는 조선 기에 지

된 職田보다도 배가 넘는다는 지 처럼 작은 규모가 아니었지만,46)46)이마 도 

제 로 지켜지지 않았다. 숙종 14년(1688) 明善公主房와 明惠公主房의 수지가 

600결에서 1,000결에 이르던 사정은 수 제한이 수되지 않았음을 단 으로 

보여 다.47)47)뿐만 아니라, 조정의 기 와 달리 궁방  문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개되었다. 숙종 1년(1675) 의정 許積은 궁방 의 문제에 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 다. 

개 부터 宮家는 반드시 空閑地를 얻어 折受를 받았습니다. 田畓의 경우도 공

한지를 받거나 혹 각읍의 數外屯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鹽盆과 

箭을 공연히 각읍에서 탈취하고, 답은 管餉 등 衙門屯田을 수하니 그것이 근

거가 없음을 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宮家에 련되므로 감사와 수령이 감

히 거 하여 막지 못하고 궁가에서 하는 로 일임하니 매우 부당합니다.48)48)

기존에는 空閑地나 군 에서 한도를 과하여 운 하던 數外屯田을 수했지

만, 이 시기가 되면 管餉을 한 아문둔 까지도 궁방에 수되었다. 이 에는 

개간되지 않았거나 규정을 과한 둔 을 주로 활용하여 수가 앙재정에 미

치는 직 인 부담이 크지 않았으나, 이때에는 지방기 의 정상 인 재원과 민

까지 침탈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도와 군 에서는 왕실의 권 에 려 궁방

의 불법 인 수에 강하게 응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궁방에서 아문둔 과 민 까지 침탈하게 된 것은 이 시기 田野가 거의 개간되

어 閑曠地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정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49)49)이로 인해 

46) �承政院日記� 177책, 종 3년 11월 24일(갑오).

47) 박 성, 1984 ｢17․18세기 宮房田의 확 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205면.

48) �承政院日記� 247책, 숙종 1년 5월 25일(계미). 

49) �承政院日記� 328책, 숙종 14년 4월 14일(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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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궁방  문제는 종 7년(1666)부터 본격 으로 논의가 재개되

었다. 조정에서는 장수ㆍ임실 등에서 농민이 개간한 땅을 궁가에 수한 곳은 

文券의 유무에 상 없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50)50)이곳의 토지는 양안에 주인 없는 땅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뒤 30여 년간 

계속해서 개간되어 자손에게 해지고,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51)51)3월  시

작된 환수 요청은 동년 7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이어졌지만, 종은 끝내 허락하

지 않았다.52)52)

종 9년(1668) 의정 鄭太和는 궁방의 수 문제가 오늘날 심각한 폐단임을 

지 하며, 조그만 공한지라도 있으면 수라고 칭하고 인근 민 까지 混入하여 

원성이 크다는 사실을 진술하 다. 그는 이미 수한 곳은 변통하기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민 을 혼입하여 유할 수 없게 할 것을 건의하 고, 수처에 四表

를 분명히 표시하여 민  혼입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53)53) 한 갑술양 에

서 비록 ‘無主’라고 기록했더라도 재 기경하는 곳은 奪占하지 못하게 하 다.54)54)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無主’로 기록된 민 의 수와 탈 은 완 히 

사라지지 않았다. 발된 경우에도 국왕이 還給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본래 주인

에게 돌아가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55)55)갑술양  뒤 양 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

은 경작 인 민 을 탈 하게 된 주요한 배경이었다. 경작지임을 알면서도 궁

방은 양안에 無主地로 기재되었다는 핑계로 수를 받아낸 것이다. 국왕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궁방 재정에 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용하지 않고, 소극 으

로 처하 다. 

이후 궁방  수 제한은 강화되었다. 종 10년(1669) 평안도와 황해도가 변

방임에도 궁방의 수지가 없는 곳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차후 兩西의 궁방 

수를 지하 다.56)56)동년 8월 사복시 목장으로 사용되던 함평 珍下山, 무안의 架

50) �承政院日記� 193책, 종 7년 3월 6일(병술).

51) �承政院日記� 193책, 종 7년 3월 7일(정해).

52) �承政院日記� 196책, 종 7년 7월 29일(무신).

53) �承政院日記� 207책, 종 9년 4월 13일(신사).

54) �承政院日記� 225책, 종 12년 12월 27일(갑진).

55) �承政院日記� 228책, 종 13년 윤7월 1일(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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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串, 장흥의 帳內串 등도 수 지 지역이 되었다.57)57) 종 13년(1672)에는 경신

기근을 극복하기 한 조치로 민 을 침탈한 면세결과 잔읍에 과다하게 수

된 토지를 부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것이 이른바 ｢壬子事目｣이다. 이때

부터 ‘壬子年’은 숙종  이후까지도 신설된 둔 의  여부를 가름하는 기

이 되었다.58)58) 

숙종 1년(1675)에는 궁방이 수를 원하는 땅이 있으면 吏曹와 戶曹에서 각별

히 조사하여 공한지임을 확인한 뒤 折給하도록 하는 식례가 정해졌다.59)59)그러나 

이미 수된 토지에 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고, 증가하는 수지 문제도 해결

할 수 없는 원론 인 책이었다. 동년 5월 사헌 尹鑴는 무분별한 수로 나

라가 가난해지고 재용이 바닥났다고 진단하며, 농민에게 수지를 경작하게 하

고 조세를 거둬 궁가와 아문에 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종의 官收官給으

로서 훗날 정조가 시행하는 ‘丙申定式’과 유사한 형태이다. 한 토지와 인민을 

모두 수령이 리하고, 호조가 이를 총 하게 하면 宮家도 잃는 게 없고, 국가재

정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보았다.60)60)경작과 수취과정은 수령이 주 하게 하여 

별장ㆍ도장에 의해 발생하는 폐단을 없애고, 왕실재정은 호조가 리하게 하여 

국가재정을 풍족하게 하려는 의도 다. 숙종은 정 인 답을 내놓았으나 끝

내 시행되지는 못하 다. 

숙종 3년(1677)에는 궁방  수 때 某邑ㆍ某面을 섞어서 요청하지 말도록 신

칙하 다. 읍면 단 로 수를 허용하다보니 閑曠地와 함께 민 까지 冒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재 방식은 한 面을 싸잡아서 수

하는 결과를 래하 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역을 설정하고자 한 조치 다.61)61)이

어서 각 아문의 둔  가운데 종 13년(1672) 이후 설치한 곳은 하는 결정

을 내렸다.62)62)시강  柳命賢은 궁가에 수한 곳도 일체 엄 하도록 요청했고, 

56) �承政院日記� 212책, 종 10년 1월 21일(을묘).

57) �承政院日記� 216책, 종 10년 8월 19일(기묘).

58) 송양섭, 2006 앞의 책, 94면.

59) �承政院日記� 247책, 숙종 1년 5월 25일(계미).

60) �備邊司謄 � 31책, 숙종 1년 윤5월 11일.

61) �承政院日記� 261책, 숙종 3년 8월 3일(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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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이 승인하 다.63)63)그러나 실제 궁방 은 되지 않은 듯하다.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그날의 결정은 잊 졌다. 아문둔 의 경우도 일부

를 하는 수 에서 마무리되었다.64)64)궁방 과 둔 을 하려면 해당 기

에 재정지원을 해야 했지만, 당장에 마땅한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4월에도 호조 서 吳始壽의 요청으로 궁가 수를 일체 시행하지 않는 

일이 결정되었다.65)65)그러나 이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

다. 한동안 궁방의 수 요청이 어들긴 했지만, 이것이 정책의 결과인지, 당시

에 수가 필요한 궁방이 없어서 는지 확실치 않다. 동년 9월 의정 許積은 

어 청의 둔 을 하 으니 궁가의 수도 조사하여 단할 것을 요청하

고, 숙종도 승인하 다.66)66)11월에는 국 으로 궁방이 민 을 침탈한 사례를 조

사한 보고가 올라왔다. 허 은 해당 궁방  가운데 할 것과 일 것, 존치할 

것을 감사에게 상세히 보고하게 하는 한편, 충훈부의 둔 에 혼입된 민 을 돌

려  것을 요청하여 승인받았다.67)67)

그러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궁방의 면세결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

다. 새로운 閑曠地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궁방 이 거의 그 로 존치되

었다. 숙종 5년(1679) 특진  尹鑴는 大變通의 필요를 언 하며 궁가의 수와 

도장 등을 일체 하여 토지와 인민을 수령에게 돌려주고, 면세 여부를 떠나 

모든 조세를 정부에 귀속시킬 것을 재차 요청하 다. 숙종은 묘당과 상의하여 

변통할 것을 지시했지만, 그뿐이었다.68)68) 

그러던 가운데 숙종 6년(1680) 庚申換局이 일어났다.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

들이 거 실각하고, 궁방  를 극 주장하던 許積ㆍ尹鑴 등이 사사되면서 

궁방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왕권에 도 한 역모 의로 인 

62) �肅宗實 � 권6, 숙종 3년 5월 28일(계묘).

63) �承政院日記� 261책, 숙종 3년 9월 5일(기묘).

64) 송양섭, 2006 �朝鮮後期 屯田 硏究�, 경인문화사, 94-95면.

65) �承政院日記� 264책, 숙종 4년 4월 13일(임오).

66) �承政院日記� 266책, 숙종 4년 9월 28일(병인).

67) �承政院日記� 267책, 숙종 4년 11월 23일(경신).

68) �承政院日記� 273책, 숙종 5년 10월 21일(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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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청이 단행되는 상황에서 왕실의 궁방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신하는 어디에

도 없었다. 

숙종 7년(1681) 호조 서 鄭載嵩은 호조의 재정문제로 인해 더 이상 수가 

어렵다는 을 들며 수 지를 요청했지만, 숙종은 궁방의 유지를 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반 했다.69)69)나아가 경신환국 이 과 태도가 변하여 종 

13년(1672) 이후 수된 궁방 도 하지 않고 존치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

을 드러냈다.70)70)이어진 사간원의  건의에도 ‘親厚之義’를 내세우며 거 하

다.71)71)

이후에도 수년간 궁방  문제가 제기 지만, 번번이 왕은 윤허하지 않았다. 숙

종의 태도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동왕 9년(1683)부터이다. 종 13년 이

후 諸宮家와 各衙門에 수된 답ㆍ시장ㆍ어 ㆍ염분을 모두 하는 사안을 

비변사에서 입계하여 겨우 정탈을 받아냈다. 호조에서는 앞으로 임자년 이후 

수된 것과 계된 일이라면 吏曹에서 문서를 보내더라도 啓稟하지 않겠다는 뜻

을 밝혔다. 숙종도 이를 승인했지만, 여 히 일부 궁방 은 유지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72)72)얼마 뒤 明安公主房을 비롯하여 임자 목 이 에 했다가 임자

년 이후 재차 지 한 곳은 상에서 제외되었고, 明禮宮ㆍ壽進宮ㆍ於義宮 

등 3궁은 두 慈殿과 계되며 御供을 내는 곳이고, 龍洞宮은 다른 궁과는 사정

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되었다.73)73)숙종이 제시한 외 조항을 용하자면 

사실상 궁방  는 명분만 있을 뿐,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숙종은 이후에도 

수년간 제기된 궁방   요청을 번번이 거 했지만, 새로 수할 궁방 에 

해서는 극 인 태도를 보 다. 

숙종의 궁방  인식이 향 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동왕 14년(1688)부터이

다. 의정 南九萬은 임자사목의 의미를 재해석하며 숙종의 마음을 움직 다. 이

때까지 숙종이 임자사목을 행하지 않았던 것은 임자년 이후 신설된 궁방 을 

69) �承政院日記� 284책, 숙종 7년 8월 14일(갑오).

70) �承政院日記� 285책, 숙종 7년 9월 4일(계축).

71) �承政院日記� 285책, 숙종 7년 9월 19일(무진).

72) �承政院日記� 299책, 숙종 9년 7월 13일(임오).

73) �承政院日記� 300책, 숙종 9년 7월 25일(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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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하라는 요구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구만은 임자사목의 본뜻은 온 히 

過濫한 宮의 수 문제를 해결하려 함이지, 신설된 궁에 수를 허용하지 말

라는 뜻이 아니라며 숙종을 안심시켰다. 임자사목이 궁가의 수만 지목한 것이 

아니라, 각 아문도 많이 포함 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의 주장은 임자사목의 편

부를 떠나 이제는 새로 수하려 해도 寸土ㆍ尺地도 모두 경작되어 1畝의 한

지도 없기 때문에 수를 체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74)74)

남구만의 말 로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궁방의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이 

문제 다. 특히 수에 필요한 한 지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특단

의 조치가 필요했다. 남구만은 수는 본래 조종조의 법이 아니라는 을 거론

하며 종 4년(1663) 마련된 癸卯受敎의 궁방  한도에 따라 해당되는 결수 로 

세와 동미를 호조와 선혜청에서 지 받는 방법을 제안하 다. 를 들어, 

400결이 한도인 군은 세ㆍ 동미로 략 427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경비는 비록 감축될 우려가 있더라도 民田을 서로 쟁탈하

여 민원을 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 다. 숙종도 일단 동의했지만,75)75)이 

방안은 실 으로 실 되기 어려웠다. 매년 수만 석에 달하는 소요 재원을 호

조와 선혜청에서 감당할 수 없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모든 궁방 과 면

세결을 정부로 귀속해야 했지만, 이마 도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결론

으로 남구만의 구상은 실 되지 못하 다. 

새로운 안은 동년 12월 의정 金壽 에 의해 제기되었다. 숙종이 직 제를 

활용한 변통 방안을 세울 것을 지시하면서 원임 신들과 논의한 결과를 보고하

는 자리 다.76)76)그는 직 법 복구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을 제하고, 토지를 

매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지를 구할 수 없으니 民田을 구매하자는 취지

다. 다만, 給價買得하는 토지는 종  마련된 제도가 아닌 직 법 결수를 기

으로 하고, 면세한도 역시 직 법 결수를 따랐다. 숙종은 이 제안을 승인했지만, 

74) �承政院日記� 328책, 숙종 14년 4월 16일(무오).

75) �承政院日記� 328책, 숙종 14년 4월 26일(무진).

76) 궁방  와 직 제 시행 논의는 다음 연구를 참고한다. 이경식, 1987 ｢17世紀 土地折

受制와 職田復 論｣ �동방학지� 54ㆍ55ㆍ56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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買得價를 구상보다 인상한 군ㆍ공주는 은 5,000냥, 왕자ㆍ옹주는 은 4,000냥으

로 정하 다.77)77)

그러나 이 제도는 이듬해인 숙종 15년(1689) 己巳換局이 일어나면서 시행되지 

못하 고, 궁방  변통 논의는 다시 뒷 으로 려났다. 아마도 새로 집권한 남

인정권의 권력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국왕과 왕실이 꺼리는 궁방  문제를 

극 으로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인정권기인 숙종 15년

(1689)부터 동왕 20년(1694)까지는 수제 이정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78)78)이 문제는 숙종 20년 11월에서야 논의가 재개되었다. 호조 서 李世華는 

내수사 수지 문제에 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 다. 

무릇 田土의 稅는 모두 호조에서 句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수사 수처의 경

우는 내수사가 직  그 稅를 거두는데, 그 거두는 바가 民田의 稅보다 배는 많습니

다. 宮庄에 응역하는 부류가 견디지 못하여 원망이 朋 하고, 散하는 자가 이어지

니 후에 朝臣이 차 진달한 폐단은 바로 여기서 연유합니다. 지  收稅를 헤아려 

이라는 명을 곧장 내수사가 거행하게 할런지요? 호조가 民田에 수세하는 규례를 

憑據하고 참작 품정하여 내수사에 분부해야 할까요?79)79)

이세화가 문제 삼은 것은 수지의 수세 문제 다. 내수사 수지의 수세가 

일반 민 의 두 배가 넘으면서 경작자들이 도산하고 원망이 일어나는 폐해가 심

하 다. 이에 수세액을 낮출 것을 건의하 고, 숙종은 호조의 수세 규례에 따라 

수지의 수세액을 이도록 지시하 다. 이때 의정 南九萬이 수 문제를 다

시 제기했다. 그는 근래 內 司ㆍ諸宮家ㆍ各衙門의 수가 이 보다 더욱 많아

져 외방에서 견디지 못하니, 諸軍門과 上司의 무진년(숙종 14년, 1688) 이후 

수처를 모두 하는 일을 복계하여 승인을 받고 이미 諸道에 알렸다는 사실을 

77) �承政院日記� 442책, 숙종 14년 12월 7일(병오).

78) 송양섭, 2006 앞의 책, 97-98면. 

79) �承政院日記� 362책, 숙종 20년 11월 10일(갑술) “凡干田土之稅 皆是地部之所句管 而至

於內司折受處 則直自內司收捧其稅 所捧倍多於民田之稅 宮庄應役之類 不能支堪 怨苦朋  

散相繼 前後朝臣之累陳其弊 職由於此 今此量減收稅之命 直自內司擧行乎 自臣曹 憑據

民田收稅之例 參酌稟定 分付內司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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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신설 궁가는 왕께서 職田으로 代給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여기시니 일  

防塞하기 어렵지만, 宮家는 추가로 수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지

부터 宮家에 수를 허용하지 말 것을 건의하 다. 숙종이 승인하면서 구궁

가의 추가 수는 지되었다.80)80)사실상 이날의 논의는 숙종 14년에 마련된 職

田代給과 給價買得의 방식이 실 으로 시행할 수 없음을 확인한 자리 다. 

다만, 호조 서가 요청한 수처의 수세 문제는 얼마 뒤에 해결되었다. 숙종 

21년(1695) 정월 호조는 제궁가의 수 답  民結免稅는 민간에서 매 결당 

납부하는 세ㆍ 동  각양 잡비를 기 으로 米 23두를 수세액으로 정하 고, 

永作宮屯은 창원 소재 둔 답의 에 따라 매 결당 租 200두를 식례로 정하

다.81)81)당시 租 1두는 米 4升에 해당했기에 작궁둔에서는 결당 미 80두를 징수

하는 것과 같았다.82)82)

궁방  수 문제는 그해 7월 좌의정 柳尙運에 의해 기가 마련되었다. 숙종 

21년(1695) 가을은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시기 다. ‘곡식을 해치는 재해가 한 

가지도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혹독한 흉년이 들었는데, 古今을 통틀어 아직까

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었다’라는 실록의 기록처럼 숙종  최  기 던 ‘을병

정 기근’이 시작된 해 다.83)83)각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로 최악의 흉년이 상되

었고, 국가재정과 진휼 문제는 시 한 안으로 떠올랐다. 나라의 존망까지 우려

되는 재해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수단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그간 갖가지 이유

로 논의를 미 왔던 궁방  문제도 외일 수 없었다. 유상운은 新宮에 수하

는 답을 숙종 12년(1686)과 숙종 20년(1694) 사례를 참고하여 200결로 상정했

다. 우의정 申翼相은 200결을 과하는 토지는 정부가 銀을 지 하여 궁방 스스

로 매득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다만 200결은 반드시 實結로 지 해주고, 

추가 수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유상운은 궁가가 답을 장만하기 까

80) �承政院日記� 362책, 숙종 20년 11월 10일(갑술).

81) �忠勳府謄 � 숙종 21년 1월 17일; 송양섭, 2006 앞의 책, 99면, 각주 26번 재인용.

82) �承政院日記� 1140책, 조 33년 1월 19일(신해) “以每租一斗出米四升爲式”

83) �肅宗實 � 권29, 숙종 21년 7월 1일(신유) “是秋年穀大無 凡可以害穀之災 無一不有 而

近海之地 又有蟹損之災 蟹遍滿田野 折傷稚苗 以此尤不得茂盛 乃今古未聞之災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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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한을 정해 貢賦를 지 해주는 조건도 추가하 다. 숙종은 200결을 실결로 

지 할 것인지 재차 확인한 뒤 제안을 수락했다.84)84)이 200결이 바로 ‘無土免稅’

이다. 출세실결에서 200결을 지 하면 당장에는 수입이 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어차피 한 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제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 민결을 침탈해 더 

많은 실결이 어들 것이기에 장기 으로 보면 국가재정에 유리한 방안이었다. 

후속 조치로 토를 매득하기 해 지 할 銀과 토 마련 에 보조해  米

豆의 규모가 정해졌다. 왕자방ㆍ옹주방은 은 4,000냥을 주고, 당시 지 상이었

던 세 궁방(禧嬪房ㆍ崔貴人房ㆍ金貴人房)에도 같은 액수를 지 하기로 하 다. 

한 토지를 매득하기 까지 매년 선혜청에서 米 200석, 호조 할 군자감에서 

豆 100석을 보내주도록 하 다.85)85)이것이 이른바 ｢乙亥定式｣이다. 이후 경종 4년

(1724) 敬義君을 할 때 특교로 인해 은 지 액이 2,000냥으로 감액되었고, 

도 매년 100석으로 지  규모가 었다. 더불어 과 콩의 지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86)86)당시 논의는 당장에 지 해야할 왕자ㆍ옹주ㆍ후궁의 사례에 그쳤지

만, 이후 다른 궁방에 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표 1>은 �續大典�ㆍ�大典通編�

ㆍ�湖南廳事例�를 기반으로 18세기 반 궁방  규정을 정리한 표이다. 

｢乙亥定式｣의 핵심은 궁방  마련 방식을 한 지 수에서 民田을 給價買得하

는 형태로 환하고, 매득 비용을 등 에 따라 국가에서 지 하며, 매득 기간(5

년) 동안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데 있었다. 주목되는 은 궁방 을 

매득할 돈과 경비에 필요한 米豆를 지 하는 규정에 후궁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다. ｢을해정식｣이 마련된 시기에는 후궁도 왕자ㆍ옹주와 마찬가지로 은을 지

하게 하 으나, 19세기 반에는 규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지 상인 후궁이 18세기 말이 되면 남아 있지 않았다. 

84) �備邊司謄 � 49책, 숙종 21년 7월 24일.

85) �肅宗實 � 권29, 숙종 21년 8월 3일(임진).

86) �湖南廳事例� 各樣免賦稅; �承政院日記� 578책, 조 즉 년 11월 4일(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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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방 구분
면세결수 新宮 銀 

지 액
新宮 곡물 지 액(5년간)

在位 / 新宮 死後 / 宮

大王私親宮 1,000 500 - -

世子私親宮 800 300 - -

四宮 1,000 1,000 - -

後宮 800 200 - -

大君ㆍ公主 850 250 2,500 米 100, 豆 100

王子ㆍ翁主 800 200 2,000 米 100, 豆 100

郡主 400 100 - -

王孫ㆍ縣主 30 30 - -

ㆍ典據: �續大典� 戶典 諸田; �大典通編� 戶典 諸田; �湖南廳事例� 各樣免賦稅.

ㆍ四宮은 明禮宮ㆍ於義宮ㆍ龍洞宮ㆍ壽進宮이다. 단, 壽進宮의 祭位田은 그 수효에 따라 免稅한다.

ㆍ 宮ㆍ新宮을 막론하고, 왕이 賜 한 것은 정해진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ㆍ宮家免稅는 元結로 지 하고, 四標를 명확히 정해 다른 답이 混入되는 것을 엄 한다.

ㆍ新宮은 생존 시에만 해당되며, 宮은 4代에 한정한다.

ㆍ宮庄을 갖추기 까지 5년에 한하여 米豆를 지 한다(豆는 호조, 米는 선혜청이 맡는다).

ㆍ王孫ㆍ縣主房은 30결을 허용하되, 公田ㆍ民結로 지 하지 않고, 30결에서 거두는 세ㆍ 동미  

  만큼 호조와 선혜청에서 해당 궁방에 보내 다.

ㆍ王孫ㆍ縣主는 토지를 주지 않고, 결당 田稅米 4두ㆍ大同米 12두를 계산하여 세액을 지 한다.

<표 1> 18세기 반 궁방  지  규정                            

단 : 結 / 兩 / 石

조의 후궁들은 이미 모두 사망했고, 정조의 후궁 宜嬪成氏도 사망하 다. 綏

嬪朴氏는 순조의 친모로서 궁궐에 남아 있었기에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

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는 후궁을 한 궁방  마련 조항이 의미가 없었다. 후술

하겠지만, 정조 반 궁방 의 황에도 후궁의 궁방 은 소수 으며, 왕실 자손

들이 부분을 차지하 다. 다만, 후궁에 한 조항이 단순 락되었을 가능성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모든 궁방 을 元結로 지 하도록 하 다. 원결이란 양안

에 등재된 토지 가운데 재 경작하고 있는 과세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실

으로 한 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인 민  침탈을 막기 해 無土免稅

로 궁방  정책을 환한 결과이다. 면세지는 일시에 지 되지 않고, 給價買得 

방식으로 궁방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호조가 지 하는 원결 200결 

외에 나머지 면세지는 궁방이 직  매득해야 했다. 궁방이 양안 외로 加耕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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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으면 면세를 허용하거나, 매득하는 로 보고하면 면세를 허용하는 방식

으로 수량을 채워줬다.87)87)정부는 매득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매득 비용과 생

활비용을 지원했다. 요한 사실은 기간 안에 면세 규모만큼 토지를 매득하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원결을 지 하지 않았다는 이다.88)88)사실상 호조는 최  원

결 200결만 지 하면 나머지는 궁방의 책임이었다. 매득 비용과 5년간 생활비용

이 지 지만, 궁방이 면세결을 채우지 못하면 장기 으로 출세실결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재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컨 , 군이 850결의 면

세지를 다 채우면 향후 30년을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는 략 3만 9천 

석의 부세 수입을 잃게 된다.89)89)반면, 궁방에서 호조가 지 한 200결 외에 매득

하지 못했다면, 매득 비용과 5년간 지원하는 비용을 합해도 총 지출은 銀 2,500

냥, 米 9,700석, 太 500석에 불과하다.90)90)매득으로 궁방  면세결수를 채우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을 감안하면, 給價買得 방식은 과세지 감소를 지하는 

한 안이었다. 한편, 王孫ㆍ縣主의 경우는 면세 결수를 30결로 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토지를  지 하지 않고, 30결에 해당하는 세 4두와 동미 12두

만 궁방에 보내주도록 규정했다.91)91)이 역시 과세지 유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다. 無土免稅田은 한 곳에 계속 지정할 경우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라감사

의 장계에 따라 조 1년(1725)부터는 3년에 한해 돌아가며 民田을 옮겨 정하는 

것이 식례가 되었다.92)92) 

새로 마련된 규정에서는 四宮을 제외하면 모두 재 ㆍ생존 시와 사후에 면세

되는 결수에 차이가 있었다. 자연 증가하는 왕실 규모에 응하기 해 사후에

87) �湖南廳事例� 各樣免賦稅 “戶曹以二百結外餘數 又爲元結劃  乃是無例之事 (…) 戶曹啓

曰 二百結以元結無土劃  六百結以買得田土 或量外加耕有土  許令免稅 故當初元結二百

結外 因本房買得 望報免稅”

88) �續大典� 戶典 諸田; �大典通編� 戶典 諸田; �湖南廳事例� 各樣免賦稅.

89) 연간 수세액은 세ㆍ 동세ㆍ삼수미ㆍ결 ㆍ잡비 등을 모두 고려하여 乙亥定式에서 정

한 결당 米 23두를 용하 다.

90) 30년간 원결 200결의 수세액 米 9,200석, 5년간 생활비용 米 500석ㆍ太 500석, 매득비용 

銀 2,500냥이다. 

91) �承政院日記� 1232책, 조 40년 7월 17일(정묘).

92) �愽解� 권1, 免稅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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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결면세지를 환수하고 재분배하기 한 조치 다. 감액 비율도 최소 반에

서 최  75% 수 에 이를 만큼 큰 편이었다. 본인이 사망하면 4代에 한해 祭位

條로 궁방 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액이 환수되었다.

｢乙亥定式｣은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무 제한 궁방면세결 확장과 민  침탈을 

지하고, 정부의 과세지를 유지하는데 기여했지만, 그 한계도 명확했다. 

첫째, 새로 마련된 면세결수는 숙종 14년에 결정되었던 직 법 결수는 물론이

고, 종 4년 마련된 제한 규모도 훨씬 뛰어넘었다. 일례로 大君의 경우, �經國

大典�에서는 職田 225결을 지 하 고,93)93) 종 4년에는 400결로 상향 조정 지

만, ｢을해정식｣에서는 850결까지 증액되었다. 사후에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을 세

웠지만, 당시의 행으로 볼 때 제 로 수될지는 미지수 다. 한 기존 규정

에 없던 大王私親宮과 世子私親宮에도 각각 1,000결과 800결의 면세결이 신설되

었다. 결수 제한을 하면서도 그 규모를 폭 늘려 왕실의 반발을 그러뜨리고 

안정된 왕실재정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결과 으로 궁방  제한에도 불구하

고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을해정식｣ 이 에 수된 궁방 에 한 환수가 미흡했다. 당시 궁방  

는 무진년(숙종 14, 1688)을 기 으로 논의되었는데, 壽進宮ㆍ明禮宮ㆍ於義

宮ㆍ龍洞宮 등 四宮과 明善房ㆍ明惠房 등 兩房은 무진년 이 에 수한 곳은 그

로 유지하고, 이후 수한 곳만 하도록 했다.94)94)규모가 가장 컸던 四宮의 

수지가 부분 유지되면서 ｢을해정식｣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어의

궁의 경우는 무진년 이후 수한 4천결도 부 하지 않고, 1천결을 존치시

켰다. 무진년 이  수된 400결까지 포함하면 모두 1,400결의 면세결이 남은 셈

이었다.95)95) 

셋째, 국왕의 賜牌地는 新宮ㆍ 宮에 상 없이 면세결 한도에 포함되지 않았

다. 사패지 외 규정은 법 에도 가장 앞에 실릴 만큼 왕이 반드시 지키고자 

한 사안이었다. 사실상 국왕의 사패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면세제한 

93) �經國大典� 戶典 諸田. 

94) �肅宗實 � 권29, 숙종 21년 7월 23일(계미).

95) �肅宗實 � 권29, 숙종 21년 8월 3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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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언제든지 사문화될 수 있었다. 조 4년(1728) 호조참의 宋寅明은 사패

지와 수 문제로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민폐가 심하다는 을 호소하며 

궁방 의 변통을 요구하 다. 송인명은 궁방이 은을 받고도 답을 매득하지 않

고, 왕의 사패만 바라는 행태를 고발하 다. 매득비용은 받아서 다른 곳에 쓰고, 

국왕이 사패한 면세결을 획득하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이 경우 사패한 면세

결에 매득비용까지 추가로 지 하여 오히려 이 으로 재원이 유출되는 형국이 

되었다. 그런데 사패지도 명목은 無主地 지만, 실상은 농민이 개간하여 오랜 기

간 경작하던 곳이 부분이었다. 송인명의 요구에 한 조의 답은 ｢을해정식｣ 

이후 궁방  정책에 한 국왕의 인식을 잘 보여 다. 

璿源譜略을 보니 仁廟 뒤 王派가 매우 어서 宗室이 만약 代가 다하면 거의 남

는 게 없다. ( 략) 새로 爵이 생겨 군ㆍ왕자부터 공주ㆍ옹주에 이르기까지 이

미 名號를 정하 다면 각각 田土와 第宅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규례이다. ( 략) 나

는 惟正之供이 있지만, 宮中 소용은 매번 부족할까 걱정이다. 宣醞 등의 일과 다른 

용도의 경우는 모두 공연히 나오는 물품이 아니나, 內司가 고갈되고 地部도 텅 비었

으니 國用이 진실로 걱정할 만하다. 새 翁主宮은 으  4천 냥과 米太 500석을 지

하 지만, 宮家에서 4천 냥으로 토를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국용이 부족하기

에 반을 주고자 하 는데, 사 인 생각이 앞섰다면 어  이려 했겠는가? 노비를 

거느리고 있다면 집이 있어야 머물러 살 수가 있다. 2천 냥으로 답을 사고, 새집도 

사야하지만, 호조는 아는 것이 없고, 호조 서도 온 히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때는 

집값으로 4천 냥이었지만, 지 은 여 2천 냥이다. ( 략) 나 역시 에는 1同을 

賜 했다면 지 은 1匹을 쓰고, 에 10동을 사여했다면 지 은 1동을 쓴다. 고로 

1/10을 쓰고, 應行하던 규례도 부분 반을 다. 옹주에게 사여한 것도 모두 이와 

같다. ( 략) 내가 私邸에 있을 에 이름은 宮家 지만 실상은 하지 못했다. 지

의 新宮은 나의 私邸에 비해서도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진실로 浮費가 없는데

도 호조 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 게 말을 한다.96)96)

조는 왕실 후손이 크게 었음을 우려하며 왕실에 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

다. 궁방에는 토 매득을 해 4천냥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토지와 함께 집도 

사야하는 형편이었다. 그는 재는 지 액도 반으로 고, 각종 지출도 다 

다는 을 들며, 궁방  문제를 제기하는 호조 서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

96) �承政院日記� 656책, 조 4년 2월 27일(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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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궁방의 사정이 이 보다 매우 열악해졌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국왕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말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조뿐 아니라 정조ㆍ

순조도 마찬가지 다. 이후에도 궁방에 한 賜 는 꾸 히 이루어졌고,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와의 갈등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無土免稅結 200결 외로 토지를 

매득하지 못한 궁방에 추가로 원결을 지 하라는 국왕의 지시가 종종 내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하 다.97)97) 

여러 한계 에도 불구하고 ｢을해정식｣은 기존 수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계기

가 되었다. 규정에 따라 환수된 면세결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상된다. 어의

궁의 사례에서도 비록 무진년 이후 수지를 모두 하지만 않았지만, 3,000결 

이상의 면세결이 과세지로 환되었다. 조정에서는 ｢을해정식｣을 계기로 규정 

외로 면세 혜택을 받던 각종 토지들에 한 과세지 환에 돌입하 다. 

4. 法外 宮房田 환수와 과세지 확

조선왕조는 건국 기부터 �禮記�의 제후국 법에 따라 四代奉祀를 하 다. 

태조 이성계는 즉 하자마자 아들 방원을 東北面에 보내 四代 陵室에 제사를 지

내고 왕 에 오른 일을 고하게 했다.98)98)곧이어 상시에 명하여 四代의 神主를 

만들게 하고,99)99)존호를 책 해 올렸다.100)100)이때부터 사 사는 조선왕조 왕실제

례의 규범이 되었다. 왕실 구성원에게 제공된 면세결은 생 에는 생계를 하

고 품 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 고, 사후에는 후손에게 달되어 제사 비용이 

되었다. 그런데 왕실제례는 사 사가 원칙이었기에 면세결의 시한도 四代에 

한정되었다. �續大典�에도 宮의 면세결은 祭位條이니 四代에 제한한다고 명시

되었다.101)101)

 97) �湖南廳事例� 各樣免賦稅.

 98) �太祖實 � 권1, 태조 1년 8월 8일(정사).

 99) �太祖實 � 권1, 태조 1년 8월 9일(무오).

100) �太祖實 � 권2, 태조 1년 11월 6일(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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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후 궁방 은 수제를 기반으로 무제한 확 되었다. 종 4년(1663)

의 궁방  결수 제한과 숙종 21년(1695)의 ｢乙亥定式｣으로 궁방 의 확장을 일

부 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 인 왕실 일원 증가에 따른 궁방  증가에 

응하기 해서는 代가 다한 궁방 을 환수하여 새로운 궁방에 지 하는 선순

환 체제를 갖추어야 했다. 궁방 이 본격 으로 확장되던 17세기에는 면세결 지

정에는 열성을 다했지만, 환수에 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효종 1년

(1650) 의정 李敬輿가 궁가에 수된 鹽盆에 해 賜 한 것은 정해진 시한이 

있지만 代가 다한 뒤에 私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때까지도 궁방 의 

면세 시효에 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102)102)아마도 궁방 의 수가 본격 으로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四代가 다하지 않아서 을 것이다.

代盡宮房은 한 지 수가 한계에 부딪히고, 범 하게 확 된 궁방 으로 

인해 폐단이 극심하던 숙종  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하 다. ｢을해정식｣을 시

행한 이후 정부는 면세결 규모를 조 하고, 과세지를 확충하기 해 부단한 노

력을 기울 다. 다음은 숙종 27년(1701) 지평 權�가 궁방 의 代數 문제에 

해 상소한 내용이다. 

免稅田은 거듭 限節이 없습니다. 비록 國朝의 法으로 말하면 諸宮家의 免稅田는 

代數를 제한하여 代가 다하면 다시 出稅합니다. 지 은 代數의 久近을 계산하지 않

고 한결같이 모두 면세하니 이 어  법례의 본뜻이겠습니까?103)103) 

권수는 면세 이 한  없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궁방 은 代數가 다하

면 출세하는 것이 나라의 법이라는 을 강조하 다. 이때까지도 代數를 고려하

지 않고 부 면세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 수 있다. 권수는 궁가의 수가 팔

도에 두루 퍼져서 궁벽한 골짜기에서부터 巨浸ㆍ滄海에 이르기까지 들어가지 않

은 곳이 없다 하 다. 때문에 읍마다 병들고 官庫가 비어 寸絲ㆍ尺 도 나올 곳

이 없는데, 상사의 책응은 매번 편의에 따라 처리하라고 말할 뿐이니, 수령도 괴

101) �續大典� 戶典 諸田. 

102) �承政院日記� 116책, 효종 1년 10월 13일(계사). 

103) �承政院日記� 396책, 숙종 27년 3월 23일(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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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상황이라고 호소하 다. 궁방  폐해가 심각해지자 제재할 방법으로 代盡

宮房의 환수를 요청한 것이다.104)104)

그러나 진궁방을 환수하려해도 그 실상을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문제 다. 면세결 황 조사는 조 5년(1729)이 돼서야 시행되었다. 다음은 

호조에서 면세결 황을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이다. 

諸宮家ㆍ各衙門의 면세 답은 일체 判下하신 말 에 따라 면세에서 빼낼 부류를 

그 自望한 것을 쫓아 일일이 구별하여 별단을 들 습니다. 그런데 善君夫人이 卒

逝하고 3년이 지났으나, 本家의 면세 답은 아직 出稅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祭位 100결을 보존하고, 그 나머지는 법례에 따라 일체 출세하 습니다. 각아문  

내수사  훈련도감, 양향청은 교에 따라 우선 거론하지 않고 후일의 품처를 기다

립니다. 그러나 宮家의 祭位 답의 경우는 4 에 한하여 면세하는 것이 본래 법

입니다. 제사를 주 하던 자손이 이미 죽었다면 支孫의 유무는 진실로 거론함이 부

당합니다. 한결같이 모두 출세하는 일을 신 權以鎭이 직  聖敎를 받았습니다. 지  

실상을 조사하려 한 즉, 各宮 子孫이 혹 사는 곳이 외방에 있거나 비록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도 역시 일일지 자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조에서 갑자가 조사하여 

얻기 어려우니 반드시 조사가 마치기를 기다린 뒤 거행하고자 한다면 끝날 날이 없

을 것입니다.  하물며 宮家의 자손과 國   功臣家의 면세는 모두 법 에 없

는 일입니다. 僧寺位田 免稅는 더욱 일이 부당합니다. 모두 응당 여야 하지만, 本

曹의 지난 등록을 상고한 즉, 단지 鈴原府院君이 成廟祖 國 로 있었고, 中廟朝에 潛

邸時 本宮田畓을 구히 사여하여 그 로 免稅를 명한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상고

할 문서가 없는데도 각읍의 收租 에 공연히 某人의 면세라고 懸 한 것이 매우 많

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誤認하여 잘못 면세된 것이니 일체 출세해야 합니다. 만일 증

거할 수 있는 것은 본가에서 사실을 조사해 변론하기를 기다리되, 宮家 자손의 경

우는 4 손이 확실히 있는 자 외에 분명히 代盡한 곳과 조사가 어려운 부류  법

에 없는 京外의 冒  면세를 일체 출세한다면 그 가운데 혹 代가 다하지 않은 자가 

한둘은 있을 것입니다. 본조가 상세히 알지 못하니, 그 집에서 스스로 찾아와서 변론

하며 訴에 따라 실제를 조사하여 다시 면세하고 사실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

니다.105)105) 

호조는 조의 지시에 따라 기존 면세결을 조사하여 면세혜택을 지할 부류

를 정리해서 보고하 다. 출세 상 결은 크게 新宮이 사망하여 宮으로 변경

104) �承政院日記� 396책, 숙종 27년 3월 23일(경술).

105) �承政院日記� 687책, 조 5년 6월 29일(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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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와 宮 가운데 四代가 지난 경우로 나뉘어졌다. 술한 로 新宮이 사

망하면 면세결의 규모가 크게는 1/4 수 으로 었지만 일일이 신경 쓰지 않으

면서 거의 환수되지 않고 있었다. 일례로 당시 善君夫人의 경우 사망한 지 3

년이나 지났지만 면세결은 그 로 유지되었다. 이에 규정 로 100결만 祭位條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출세 조치하 다. 代盡宮房은 4 가 지나야 했기 때문에 더

욱 조사가 어려웠다. 이에 호조는 조사가 어려운 부류를 일 으로 출세하고, 

만약 후손들이 직  해명하면 다시 면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조는 敬惠公主

의 면세결은 수가 고, 崇善君의 면세결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이유로 그

로 유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호조의 의견 로 하도록 교하 다. 호조의 진궁

방 출세가 공식 으로 승인된 것이었다. 

반 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이조 서 趙文命은 궁방 을 출세하는 일에 

해 문제를 제기하 다. 그는 4 가 이미 지났음에도 사정을 주며 면세를 유지

해주었기 때문에 과람한 폐단이 생겨 변통할 수밖에 없다는 을 인정하 다. 

그러면서도 맏아들의 후손[長派]이 일  죽었지만, 다른 支孫이 4 가 다하지 

않은 경우도 같이 출세한다면 몸은 宗班이지만 장차 飢餓를 면하지 못할 것이

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礪城君 李楫은 수 답이 모두 출세되자 閭閻의 貧寒한 

자와 차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일방 인 출세조치는 종실을 후하게 하는 

도리에 어 난다고 지 하 다.106)106)조문명은 딸이 孝章世子의 嬪이었고, 이집은 

선조의 아들인 仁城君의 증손으로서 모두 왕실 일원이었기 때문에 출세조치에 

한 반감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는 종실의 면세는 결수가 정해져 있고, 죽은 뒤에는 祭田이 되어 奉祀자

가 그 祭位田을 가질 뿐인데, 종실의 면세를 4 로 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제 조를 4 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구체 인 후속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107)107)조정에서도 이에 한 

논쟁이 벌어졌다. 호조 서 徐命均은 경종 2년(1722) 목을 언 하며 면세결을 

모두 4 로 제한하 다는 사실을 밝혔다.108)108) 군ㆍ왕자ㆍ공주ㆍ옹주를 막론하고 

106) �承政院日記� 690책, 조 5년 윤7월 28일(경자).

107) �承政院日記� 694책, 조 5년 9월 30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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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孫이 代가 다하면 출세하고, 支孫이 비록 親盡하지 않았더라도 일체 출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도 강조하 다. 

조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 다. ‘토지는 한도가 있는데 

면세결 수는 한도가 없다’는 박문수의 말을 떠올리며, 궁방 면세결은 4 가 지나

면 모두 하도록 결정하 다. 진궁방 의 는 본래 제도가 있음에도 최

근에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宗支를 막론하고 代가 다한 곳은 환수토록 하 다. 

조문명은 4 가 다하려면 100년이 지나야 하는데, 100년 뒤 일을 미리 정할 필

요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宗孫이 代가 다했더

라도 支孫이 代가 남았다면 그가 죽은 뒤 환수하도록 하 다.109)109)사실상 조문명

의 요구를 채택한 것이다. 곧장 종실에서는 면세 가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

렸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110)110) 

그런데 당시 궁방 은 임진왜란 이후 수된 것들이 많았고, 특히 17세기 후

반에 집 으로 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4 가 지난 부류가 많지 않았다. 따

라서 당장의 실효는 떨어졌지만, 장기 으로 궁방 의 무분별한 증가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국왕의 사패지를 환수하는 문제도 논의되었다. 조 26

년(1057) 조정에서는 국가재정이 바닥을 드러냈음에도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어 

다양한 방안을 고심 이었다. 균역법 시행에 따른 양역 수입 감소로 지방재정

까지 큰 타격을 입자 조정에서는 근본 인 해결책으로 戶錢ㆍ結  등이 신 하

게 논의되고 있었다. 좌참찬 權�은 이미 結稅가 과 한 상황에서 추가로 토지

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동 을 활용하는 방안과 ‘養田’

을 제안하 다. 養田이란 각도 營門에서 민간에서 는 토지를 사서 作人에게 

내어주고, 私家例에 따라 반을 打作하거나 혹은 일정한 賭地를 거두어 軍 를 

마련하는 방법이었다. 권 은 養田이 백성에게 務本을 권장하는 것이고, 徵 를 

신할 수 있으며, 惟正之供도 어드는 것이 없다는 장 을 내세웠다. 養田을 

108) �續大典� 규정과 다른 것은 조가 정확히 문서를 상고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기에 잘못

된 내용을 말했거나, 혹은 후에 면세규모가 변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109) �承政院日記� 698책, 조 5년 12월 8일(무신).

110) �承政院日記� 700책, 조 6년 1월 23일(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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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추가로 제안한 것이 바로 궁방 의 환수 다. 농민에게 매득하는 

것보다 이미 수된 궁방 을 환수하면 더 쉽게 토지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그는 법 규정을 들며, 賜田은 代가 다하면 屬公하고, 賜牌도 자신이 죽으면 

屬公하는 것이 선왕이 정한 법이라는 을 강조하 다. 그러나 근래 자신이 죽

거나 代盡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규례가 되었으니, 규정을 수

하여 환수할 것을 제안하 다.111)111)당시 리청정을 하던 사도세자는 大朝에게 아

뢴다고 하 지만, 실제 달 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사패지에 한 환수 논의

는 재개되지 않고 심에서 멀어졌다. 

이듬해 양역감필에 따른 給代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궁방의 면세결도 

환수가 계획되었다. 정확한 결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동 으로 계산하면 략 2

만 3천냥 규모 다.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을 시행하여 4～5년간 재정운 을 해

본 뒤 結錢의 징수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좌의정 趙顯命의 생각이었다.112)112)그

런데 結錢 징수가 바로 시작되었고,  재원에도 궁방 이 포함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진궁방의 환수는 실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궁방 환수는 정조가 즉 하면서 시작 다. 즉 년(1776) 4월 정조는 궁방

의 면세가 4  直孫에 한해 지 되는지, 長房에 한해 지 되는지 물었다. 

조 5년(1729) 논의되었던 4  면세의 기 이 宗孫인지, 支孫인지 묻는 질문이었

다. 형조 서 蔡濟恭은 최장방을 기 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 지만, 의정 

金陽澤과 지돈령부사 尹東暹은 4  직손으로 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이

었다. 호조 서 鄭弘淳도 이에 동의하면서 宮結還納別單을 낭독하 다. 정조는 

호조 서의 뜻 로 출세를 명하 다.113)113) 

정조는 代盡宮房과 함께 후사가 없는 無後宮房에 해서도 출세를 지시하

다. 여기에는 溫嬪ㆍ安嬪ㆍ明善公主ㆍ明惠公主ㆍ寧嬪ㆍ貴人ㆍ䄙嬪ㆍ劉昭 ㆍ張

貴人 등 모두 9개의 궁방이 포함되었다. 정조는 無後宮房의 祠版은 모두 壽進宮

에 들이고, 宮家에 수된 모든 것과 노비ㆍ第宅도 호조와 내수사가 조사하여 

111) �承政院日記� 1057책, 조 26년 6월 19일(경인).

112) �承政院日記� 1070책, 조 27년 6월 17일(임자).

113) �承政院日記� 1379책, 정조 즉 년 4월 10일(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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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 大嬪房의 경우 이미 상시에 祭物이 있어 

때마다 享祀를 지내고, 次知中官이 있어 별도로 궁방 을 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궁방  일체를 함께 환속하게 하 다. 이 게 하여 모두 10개 궁방에 해 

국가에서 지 한 토와 가산이 환속되었다.114)114)

특히 이날의 결정은 기존에 크게 언 되지 않았던 無後宮房도 환속 상에 포

함하 다는 이 주목된다. 환속된 무후궁방은 유래가 오래된 것들이었다. 경종 

1년(1721) 지평 李廷熽는 후사가 없는 궁방 의 환수를 건의한 바 있다. 그는 

壽進宮이 후사가 없는 군ㆍ왕자ㆍ공주ㆍ후궁의 제사를 받드는 곳임에도 明善

ㆍ明惠公主房과 昭 房 등이 후사가 없는 궁방임에도 존치되고 있는 문제를 제

기하 다. 이 궁방들을 수진궁으로 모두 이속한 뒤에 결과 노비를 할 만

한 것은 하고, 존치할 만한 것은 존치한다면 일 푼의 폐단이라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115)115)당시 이 제안은 궁방  수 문제에 려 진지하

게 논의되지 않았고, 조 연간에도 유야무야 지나갔지만, 정조가 즉 하자마자 

진궁방과 함께 처리된 것이다. 

진ㆍ무후궁방의 조사와 환수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정조 8년(1784)

에도 호조는 즉 년 내려진 교를 바탕으로 安嬪房의 결과 가산을 조사한 내

용을 보고하 다. 이때 안빈방 第宅의 소재를 수소문을 해도 알 수 없었기 때문

에 별단에는 田結만을 기록하 다. 안빈방 궁방 은 경기 驪州ㆍ南陽ㆍ楊州ㆍ加

平ㆍ積城 등 지역과 홍충도 稷山에 소재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55결 72부 3속이 

출세 상에 포함 다.116)116)즉 년부터 시작된 궁방  환수 작업이 십여 년에 걸

쳐 완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정조 즉 년(1776)의 교에 따라 代盡

宮房과 無後宮房의 환속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代盡宮房과 無後宮房의 면세결을 환속하면서 호조는 6천결 이상의 과세지를 

확보하 다. 진궁방은 부분 17세기 반에 지 되어 이미 150년을 과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代數가 4 를 지나고도 한참을 지났을 궁방이었지만, 이

114) �承政院日記� 1379책, 정조 즉 년 4월 10일(신해).

115) �承政院日記� 529책, 경종 1년 2월 21일(임자).

116) �承政院日記� 1565책, 정조 8년 8월 20일(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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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서야 규정 로 환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무후궁방은 모두 종  이후 신설된 

것으로 연수는 얼마 안 지만, 일 이 후사가 없어 환수가 필요한 부류 다. 이

밖에도 정조는 즉 년(1776) 3월 조의 후궁이었던 文女[淑 文氏]를 폐출하면

서 그녀에게 주어졌던 면세결 829결 19부도 호조에 환속시키고, 출세를 지시하

다.117)117)

代盡宮房 結 負 束 無後宮房 結 負 束

臨海君房 95 25 5 明善公主房 657 48 8

信城君房 161 56 1 明惠公主房 742 62 3

和君房 93 50 2 寧嬪房 388 87 1

慶昌君房 95 12 5 䄙嬪房 512 15 6

仁 君房 98 98 9 貴人房 548 99 6

貞信翁主房 21 70 8 劉昭 房 247 97

貞淑翁主房 159 48 9 大嬪房 1,087 42 1

貞仁翁主房 72 63 2 張貴人房 11 13 7

定安翁主房 88 66 3 溫嬪房 99 56 5

貞徽翁主房 56 94 7 安嬪房 55 72 3

貞善翁主房 79 43 3 합계 4,350 95

貞正翁主房 83 11

益安大君房 9

撫安大君房 9 33 8

綾原大君房 159 39 7

敬惠公主房 50

貞明公主房 139 67 2

慶寧郡主房 84 5 6

鈴原府院君房 20

淸風府院君房 32 51 2

仁城君房 87 60 7

합계 1,697 99 6 총합 6,048 94 6

ㆍ典據 : �愽解� 권1, 代盡宮房還出稅秩; 無後十宮房田畓還出稅秩.

<표 2> 정조 代盡宮房ㆍ無後宮房 出稅 황 

117) �愽解� 권1, 無后十宮房田畓還出稅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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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후ㆍ 진궁방 외에도 四宮  諸宮房에서 법에 규정된 결수를 과해 

보유하고 있는 면세결에 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정조는 국왕이 별도로 賜 한 

것을 제외하고 법외로 추가로  곳은 어떤 궁방을 막론하고 다시 출세하도록 

명하 다.118)118)｢을해정식｣ 이후 어느 국왕도 손 지 못했던 四宮의 수지도 조사

를 지시하고, 다른 궁방의 과 보유분도 규제를 시작한 것은 방만한 궁방  운

에 제동을 거는 향  정책이었다. 같은 해 5월에는 교에 따라 毓祥宮ㆍ靖

嬪房의 면세결 가운데 冒占한 결 800결과 柴場 60결 91부를 호조에 환속하고 

부 출세 조치하 다. 이듬해 5월에는 義烈宮의 수지  金海ㆍ星州ㆍ慶州 

등 3읍의 답 974결은 量外 加耕田이 아니라 본래 양안에 포함된 결이라는 

이유로 모두 公家에 귀속되었다. 정조 2년(1778) 6월에는 靖嬪房이 재 延祐宮

이 되어 이미 園도 하 으니 이 에 면세하 던 결 1,356결 82부을 올해부

터 출세하자는 호조의 기에 따라 추가로 면세결이 되었다.119)119)

118) �承政院日記� 1379책, 정조 즉 년 4월 10일(신해).

119) �愽解� 권1, 無后十宮房田畓還出稅秩.

宮房 結 負 束 宮房 結 負 束

內 司 1,250 48 8 淑敬公主房 149 92 8

壽進宮 3,683 3 肅寧翁主房 200

於義宮 2,181 慶淑郡主房 200 7

明禮宮 1,720 47 5 慶 郡主房 51 4

龍洞宮 2,366 88 8 明安公主房 163 18

毓祥宮 1,898 2 9 延齡君房 920 7 1

義烈宮 3,153 50 7 寧嬪房 10

慶壽宮 900 貴人房 804 57 7

宜嬪房 800 和平翁主房 1,181 11 9

讓寧大君房 9 和 翁主房 1,229 60 3

孝寧大君房 9 和協翁主房 1,645 47 7

益安大君房 9 和柔翁主房 798 13 9

德 大院君房 70 60 4 和寧翁主房 1,210 69 9

光海君房 452 68 5 和吉翁主房 1,103 3 5

慶平君房 99 50 2 淸衍郡主房 1,100 25 5

<표 3> 정조  후반 時存各宮房免稅結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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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代盡宮房ㆍ無後宮房  四宮ㆍ諸宮房의 규정 외 결을 환수하여 총 

11,212결을 확보했다.120)120)<표 3>은 정조  각궁의 면세결을 정리한 표이다.121)121)항

목별로는 정조 즉 년의 용동궁 345결, 명례궁 800결, 代盡 21궁방 1,697결, 無後 

10궁방 4,351결, 文女 829결, 육상궁ㆍ정빈방 800결과 柴場 60결, 정조 1년(1777)

의 의열궁 974결, 정조 2년(1778)의 정빈방 1,356결 등이 포함되었다.122)122)즉  후

120) 정조 즉 년부터 시작된 궁방  출세 조치의 성과를 기존 연구에서는 략 3만결 정도

로 추정하 다(박 성, 1984 앞의 논문; 송양섭, 2011 앞의 논문). 두 연구에서 제시한 

유일한 근거는 정조 11년(1787) 병신정식을 제 로 수하지 않는 세태를 꾸짖으며 下

敎한 내용이다(�正祖實 � 권24, 정조 11년 10월 26일). 그런데 이 발언은 병신정식 이

후 11년이 지난 시 에서 나온 것이었고, 출세 결수를 정확히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병신

정식 이후에도 호 되지 않는 재정문제를 지 하던  추정치로 총액만 언 한 것이었

다. 따라서 다분히 과장된 표 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본문에서 인용한 �愽解�에는 정조 즉 년 이후 궁방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별단의 내용

이 실려 있어 무후ㆍ 진궁방의 출세 과정을 연도별로 상세히 볼 수 있고, 궁방별 결수

를 정확히 악할 수 있다. 궁방  환수의 과정과 그 결과를 확실하게 기록한 사료라는 

에서 출세 결수도 신빙성이 매우 높다. 요컨 , 궁방  출세 결수는 약 3만여 결이 아

니라, 약 11,212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3만결의 출세 결수를 근거로 추정한 병

신정신 이 의 궁방  면세결수 6만 결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121) �愽解�의 時存各宮房免稅結數에는 그 연 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책이 정조 16년

(1792)에서 20년(1796)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을 감안하면 궁방  결수도 두 시기 사

이로 추정된다. 참고로 �度支田賦 �와 비교했을 때, �愽解�의 기록과 가장 근사치인 해

는 정조 16년으로 악된다.

122) �愽解� 권1, 無后十宮房田畓還出稅秩.

慶善君房 50 淸璿郡主房 1,119 4 7

寧城君房 41 63 7 淸瑾縣主房 100

貞謹翁主房 75 59 月山大君房 9

貞和翁主房 99 38 5 恩彦君房 120

麟坪大君房 587 25 3 恩信君房 60

崇善君房 193 20 8 鄭妻(和緩翁主) 1,349 87 3

淑安公主房 150 3 禶(恩全君) 60

淑明公主房 146 90 5 慶恩府院君房 13 37

淑徽公主房 144 34 5 岑城府夫人房 6 51 6

淑靜公主房 147 91 6 합계 34,176 83 6

ㆍ典據: �愽解� 권1, 時存各宮房免稅結數.

ㆍ문서에 기재된 합계와 각 궁방  결수의 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작성자의 실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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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단행된 궁방 의 와 환수 작업이 일단락되면서 궁방 의 구성도 재편

되었다. 

결과 으로 내수사와 48개 궁방의 면세결 총 34,176결이 남았다. 진ㆍ무후궁

방만 31개가 으니, 내수사를 포함한 체 궁방 80곳 에서 약 40%가 정

리된 셈이었다. 궁방 의 출세 결수와 시존 결수를 통해 병신정식 이  면세결

수를 추산하면 약 45,388결이다.123)123)결수로만 본다면 약 25%의 면세결이 과세지

로 환된 것이었다. 그 다면 당시 궁방 의 규모는 정부에서 악한 체 토

지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했을까? 정조  원장부 결수는 약 144만 결 가량

이었고, 이  출세실결은 풍흉에 따라 70만 결 후반에서 80만 결 반을 오르

내렸다.124)124)당시 궁방 의 비율은 원장부 결수와 비교하면 약 2.4%에 불과했다. 

<표 2>의 무후ㆍ 진궁방의 출세 규모인 6,048결 94부 6속은 체 출세실결의 

략 0.8% 수 에도 못 미쳤다. 비율로만 따진다면 궁방 의 감축 규모나 체 

궁방  결수가 단히 미미한 수 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 규

모의 면세결을 과세지로 환하기 해 굳이 오랜 기간 치열한 논쟁이 필요했었

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이에 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

지만, 재정 인 향으로 평가하자면, 궁방 의 규모는 만성 인 자에 시달리

던 호조의 입장에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 호조의 연 수입이 米 10만 석

을 오르내리던 상황에서 궁방  34,176결은 세ㆍ 동세ㆍ결미 등을 합쳐 략 

4만 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규모 다. 실제로 환수된 11,212결을 통해 매년 

米 1만 3천여 석 이상의 國稅를 징수할 수 있었다. 米 1만 석이 아쉬울 정도로 

빠듯한 당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궁방  출세는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손

쉬운 방안이었다. 경자양 으로 이미 많은 은결ㆍ 결을 색출하 고, 균역법을 

123) 병신정식 이  궁방 의 총수를 보여주는 사료는 많지 않다. 궁방 면세결에 한 면

인 조사는 조 5년(1729) 시행되었지만[�承政院日記� 677책, 조 5년 1월 5일(경

술)], 그 결과는 연 기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병신정식까지 약 60여 년 가까

이 국 인 궁방  조사를 시행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궁방 을 규제

하는 흐름이었다는 을 감안하면 18세기 반 이후 궁방의 면세결수는 본문에서 추산

한 약 45,388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단된다. 

124) �度支田賦 �(여강출 사 인본) 田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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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며  다시 다수의 은여결을 출세한 상황에서 재정문제를 이유로 民結을 

추가 확보하거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이에 조정에

서는 ‘宮府一體’ㆍ‘損上益下’와 같은 유가  명분을 들어 국왕을 설득하여 왕실재

정을 정부재정에 편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조의 경우 앞장서서 궁방의 불필요

한 지원을 차단하고 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정조의 이러한 

향  조치에 해서는 장용  설치와 내수사 재원을 충당하기 한 목 이 있었

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125)125)실제 환수된 궁방 의 일부가 장용  재원에 포함되

었고, 장용 이 된 뒤에는 다시 내수사로 이속되는 사실로 볼 때, 정조 개인

의 정치  목 을 달성하기 한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규모가 환수된 체 면세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에서 궁방  환수 조치

의 주된 목 이 규정 외 면세결을 제재하고 과세지를 확충하는 데 있었다는 

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요컨 ,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궁방  규제는 18세기 논의과정을 통해 몇 차

례 변통을 거쳤으며, 마침내 정조 반 무후ㆍ 진궁방을 하고, 여러 궁방의 

규정 외 결을 환수 조치하면서 실효를 거두었다. 출세 환된 궁방 의 규모

는 체 토지 규모나 출세실결에 비하면 미미한 수 이었지만, 당시 빠듯한 재

정상황을 고려하면 호조와 정부재정에는 매우 긴요한 재원이었다. 

5. 맺음말

임진왜란 이후 진황지가 증가하고 양안이 소실되면서 국가재정의 근간이던 과

세지의 규모가 폭 감소하 다. 정부는 계묘ㆍ갑술양 을 시행하며 과세지 복

구에 나섰지만, 앙재정의 안정화도 버거운 상황에서 왕실을 비롯하여 각 기

의 재정을 모두 마련해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때 각 궁방은 무주ㆍ진황지의 

125) 이성임, 2013 ｢정조 의 丙申定式과 �內 司及各宮房田畓總結 奴婢總口都案�｣ �통계

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성균 학교 출 부; 이성임, 2018 앞의 논문; 박범, 

2018 �正祖代 壯勇營의 軍制와 財政 運營�, 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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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과 民田의 확보를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 다. 특히 수제를 활용한 궁

방의 토지 유는 빠르게 확 되어 갔다. 궁방 은 기본 으로 賦ㆍ稅를 모두 

면제받는 免賦免稅田이었다. 따라서 궁방 의 증가는 戰後 개간의 성과를 과세

로 연결하지 못하여 재정 확 를 해하는 요소가 되었고, 기야 이미 과세

상에 포함된 民田까지 침탈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궁방의 면세결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시작하 다. 신하들은 

궁방 면세결을 부 하고 職田制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면세결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많은 궁방이 직 제 규정 이상의 토지를 

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왕은 일 되게 반 의사를 표명하 다. 직 제 복구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면세결 규모를 직 제보다 상향 조정한 제한 방식이 논의되

었다. 하지만 최 한 면세 규모를 이려는 신하들과 궁방 문제에 있어서는 강

력하게 거부 의사를 보이는 국왕의 립으로 면세결 제한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 다. 마침내 종 3년(1662) 직 제의 두 배 이상인 최  500결까지 허용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듬해 한도를 여 군ㆍ공주는 400결, 왕자ㆍ옹주는 

250결로 면세 허용 규모가 조정되면서 궁방  제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면세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설 궁방의 출 과 규정을 넘어선 수

가 계속되면서 면세결의 규모는 증가하 다. 그 결과 숙종 즉  후에도 궁방

을 둘러싼 국왕과 신하의 논쟁은 계속되었다. 수년 간 이어진 상소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던 숙종은 재  14년(1688)에 이르러 변통의 필요성을 수 하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 다. 한 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民田을 구

매하는 것이 핵심이며, 면세결수는 종 4년 규정보다 인 직 법 결수를 따르

기로 하 다. 한 각 궁방에는 매득에 필요한 비용을 결수에 따라 차등 지 하

도록 하 다. 그러나 새 제도는 이듬해 기사환국이 일어나면서 시행되지 못하

고, 궁방  변통을 강하게 주장하던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정권이 들어서면서 궁

방  변통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궁방  문제는 숙종 20년(1694)에 이르러 본격 인 논의가 재개되었고, 이듬

해인 숙종 21년(1695) 면세결 규모를 제한하고, 규정 외 면세결을 환수하며, 新

宮의 면세결은 호조가 지 하는 元田 200결과 추가 買得地로 충당하는 것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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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는 ｢乙亥定式｣이 마련되었다. 궁방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

지하던 숙종이 변통에 동의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그 해 닥친 혹독한 

흉년이 있었다. 古今을 통틀어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재

해를 맞아 가용한 모든 재정수단을 강구하던 상황에서 궁방 도 외일 수는 없

었다. ｢乙亥定式｣의 핵심은 궁방  마련 방식을 閑曠地 수에서 民田을 給價買

得하는 형태로 환하고, 매득 비용을 등 에 따라 국가에서 지 한다는 데 있었

다. 더불어 매득 기간(최  5년에 한정) 동안 생활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 다. 

｢乙亥定式｣은 무 제한 궁방면세결 확장과 민  침탈을 지하고, 정부의 과

세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한계도 분명했다. 첫째, 새로 마련된 면세결

수는 기존에 마련된 규모보다 훨씬 증액되어 제한의 성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

다. 둘째, ｢을해정식｣ 이 에 수된 궁방 에 한 환수가 미흡했다. 정식에 따

르면, 면세범 를 벗어난 궁방 은 모두 환수해야만 했지만, 규모가 큰 주요 궁

방은 갖은 명분으로 환수 상에서 제외되었다. 한 宮은 4 에 한정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수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셋째, 국왕의 사패지

는 新宮ㆍ 宮에 상 없이 면세결 한도에 제한받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마련된 

규정도 언제든 국왕의 의지에 따라 사문화될 여지가 많았다. 일부 궁방에서는 

매득비용이 지 음에도 국왕의 사패를 기다리며 매득에 극 으로 나서지 않

았다. 이처럼 여러 한계 이 있었지만, ｢을해정식｣은 기존에 행 으로 시행되

던 면세결 운 을 규범화하여 일정한 제한을 마련하 고, 기존 수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었다. ｢을해정식｣을 시발 으로 하

여 조정의 논의는 면세결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벗어나 규정 외 궁방 을 환수

하고 출세하는 방향으로 진 되었다. 

정조 즉 년(1776)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었던 代盡ㆍ無後宮房에 

한 수 조사와 면세결 환수 조치가 단행되었다. 모두 31개의 진ㆍ무후궁방

이 되었고, 추가로 四宮과 諸宮家의 규정을 과한 결을 환수하여 약 

11,212결을 확보하 다. 확보된 토지 결수는 체 원장부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

이었지만, 당시 빠듯한 재정운 을 이어나가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요긴

한 재원이었다. 면세결 환수 이후 내수사와 48개 궁방의 면세결은 총 3만 4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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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남았고, 이 결수는 19세기 반까지도 일정 범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유지되었다. 정조 재  반의 궁방  환수는 ｢을해정식｣으로 마련된 규정을 

수한 요한 선례가 되어 이후의 궁방  운 과 변통 논의에 극 으로 활용되

었다. 

주제어 : 궁방 , 면세결, 임자 목, 을해정식, 병신정식, 호조, 왕실재정

투고일(2019. 7. 31),  심사시작일(2019. 8. 10),  심사완료일(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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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ansion of taxation site and strengthening of 

gungbangjun(宮房田) management in the 17~18th century 
126)

Im Seongsoo *

Joseon Dynasty managed national finance based on land tax.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land was nationally abandoned, financial base became weak, and all of 

institutions including hojo strived to secure of taxation sites. Among them, royal 

institutions expanded self-managing lands with jeolsuje(折受制). Especially, royal finance 

included lots of lands farmed newly while actually cultivating wasteland. In other words, 

gungbangjeon(宮房田) was tax-free land(免稅地), so it was a big burden to secure taxes 

of central government as the scale increased. Therefore, the court prepared regulations to 

restrict the scale of tax-free gyeol in 1663. But, tax-free gyeol was continuously 

increasing because of the gungbang exceeding the restricting regulation and appearance 

of new gungbang. In 1695, tax-free gyeol getting out of the regulations was returned, 

hojo provided wonjeon(元田) 200 gyeol(結) to new gungbang, gungbangjeon preparation 

was changed to the type purchasing insufficient tax-free gyeol. Because of the measure, 

jeolsuje was abolished, but returning of gungbangjeon getting out of the regulations was 

insufficient. Finally, in 1776, a measure that husa(後嗣) was not existing, tax-free gyeol 

passing 4 generations(代) was collapsed, and gungbangjeon getting out of the regulations 

was conducted. Due to the measure, total 31 daejinㆍmuhugungbang were collapsed and 

11,212 gyeol possessed by several gungbang was changed to taxation site.  

Key Words : tax-free land, gungbangjeon, hojo, byungsinjeongsik, eulhaejeongsik, 

            royal finance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