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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토지와 인구는 조선의 재정 구조를 지탱하는 두 축이었다. 조선은 이들 재원
을 관리, 활용하기 위해 수 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는 量案과
戶籍에 응축되었다. 다만 두 장부는 작성 주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 초부
터 19세기 말까지 3년 주기로 매 式年 작성된 호적과 달리, 양안은 20년마다 새
로 작성할 것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1)1)일정한 주기에 맞춰 작성되지 않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사 수료.
1) 뺷經國大典뺸 戶典 ｢量田｣ “凡田, 分六等, 每二十年改量成籍, 藏於本曹․本道ㆍ本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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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2)2)특히 1720년(숙종 46)의 庚子量田 이후로는 1898년(광무 2)의 光武量田
때까지 180여 년 동안 전국 단위 양전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대신 이 기
간에는 양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수령이 양전 실시를 희망하면 이
를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양전이 시행되었다.3)3)이렇게 추진된 양전을 흔히 ‘邑量
田’이라 부른다.
현전하는 18~19세기 邑量案은 많지 않다. 규장각에도 경상도와 전라도 12종
이 전할 뿐이고, 그마저도 10종은 모두 경상도 언양현의 것이다. 나머지는 경상
도 울산부 1종, 전라도 영광군 1종이다.4)4)자연히 이들을 다룬 선행 연구도 많지
않다.5)5)양안, 양전은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분야의 핵심 주제로 무수히 많은 선
행 연구가 제출되어 왔다. 대다수 연구는 전국 단위 양전의 결과물인 경자양안
이나 광무양안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양전 실태와 결부수 산정 경향, 토지소유권
분화 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비해 읍양전의 시기인 18~19세기는 사료의
부족 탓인지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18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선이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었
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결부 산정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宮嶋博史는 양전 시행 주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조선시대를 다섯 시기로 나누어 설명
한 바 있다. 1시기는 1389년(공양왕 1) 己巳量田 이후 1444년(세종 26) 전제개혁 이전의
기간으로, 조선의 전국적 양전이 처음 진행된 시기이다. 2시기는 전제개혁부터 16세기 초
까지로, 양전이 20~30년마다 이뤄진 ‘예외적’ 기간이었다. 3시기는 16세기로 이때부터 양
전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 4시기는 17세기 초~경자양전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양난 이후
다시 양전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5시기는 경자양전 이후로, 경자양전을 제외하면
전국 단위 양전이 진행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抽栍量田만이 간간이 진행되었다. 宮嶋博
史, 1991 뺷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뺸,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1장 참고.
3) 오인택, 1996 뺷17․18세기 量田事業 硏究뺸,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96-111면.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뺷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 해설집뺸 3, 민속원,
122-123면.
5) 경상도 언양현 읍양안을 다룬 연구로는 宮嶋博史, 1991 앞의 책; 1996 ｢量案における“主”
の性格: 一八 七一年慶尙道彦陽縣量案の事例｣ 뺷論集 朝鮮近現代史: 姜在彦先生古稀記念
論文集뺸, 明石書店; 조석곤, 1998 ｢조선시대 양안의 정확성에 대하여: 언양 양안 및 깃기
의 분석｣ 뺷상지대학교 논문집뺸 20; 박현순, 2010 ｢조선후기 量案의 작성과 활용｣ 뺷한국문
화뺸 51 등이 있다. 전라도 영광군 읍양안을 분석한 연구로는 정승진, 1999 ｢뺷靈光郡西部面
改量案뺸의 분석｣ 뺷대동문화연구뺸 3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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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총제, 총액제, 공동납 등이 시행되었다고 설명되는 기간이지만, 그 구체적 운
용 방식은 아직 안개 속에 있는 만큼 읍양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단서
를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경자양안과 광무양안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도 해당 시기의 양전 상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안 분석만으로 당시 사회의 부세 수취 양상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란 쉽
지 않다. 조선의 부세제 운영은 군현ㆍ면리 단위의 양안 작성 과정과, 거기 실린
필지를 납세자별로 묶어 부세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나뉜 ‘이원적’ 운영의 면
모를 보인다.6)6)그런 만큼 양안과 行審冊, 籌板 등을 동시에 분석해내야만 결부
제를 토대로 한 당대 부세제 운영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행심책이나 주판 역시 많지 않다. 현재까지 행심책이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자료는 30여 개에 채 미치지 못하며,7)7)衿記나 주판은 조선시대의 것이 거의 남
아있지 않은 실정이다.8)8)
이에 본 연구는 180여 년간의 읍양전 시기에 결부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 양안과 부세대장을 대조하여 비교 분석할 것이다.
각 장부를 전체적으로 통계내어 그 결과치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 대신, 개별 장
부에서 동일 필지를 찾아내어 대조하는 방식으로 필지별 결부수 변화 양상을 추
적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읍양안과 호적, 1900년대의 주판, 1910년대
의 토지대장이 모두 남아있는 경상도 언양현 지역을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19세기 읍양안과 20세기 주판, 토지대장의 시계열적 대조를 통해 개별 필
지에 부과되는 결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당 지역의 부세 부담은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읍양전 시기의 전결세 수취 실
태를 밝히는 데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오인택, 앞의 논문, 3면.
7) 조선후기 행심책 목록은 박현순, 앞의 논문, 114-115면 참고.
8) 주판을 다룬 논문은 이영훈, 1980 ｢朝鮮後期 八結作夫制에 대한 硏究｣ 뺷한국사연구뺸 29;
1994 ｢朝鮮前期 名字 考察: 16세기 土地賣買明文으로부터｣ 뺷고문서연구뺸 6; 조석곤, 앞의
논문 등이, 행심책을 다룬 연구로는 이영훈, 1995 ｢16世紀末ㆍ17世紀初 慶尙道ㆍ平安道의
行審冊 二例｣ 뺷고문서연구뺸 7; 최윤오, 2000 ｢朝鮮後期의 量案과 行審冊｣ 뺷역사와현실뺸
36; 박현순, 앞의 논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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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지역 소개
1) 자료 소개

1720년 경자양전 이후 군현을 단위로 한 읍양전이 삼남 및 경기, 황해도 등지
에서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경자양전의 보완적 성격을 지닌 것이거나, 경
자양전 이후 발생한 陳田을 조사하는 査陳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9)9)읍양전의
구체적 양상은 군현별로 다양했다. 대규모 양전에 비견할 만한 경우도, 기존 양
전에 준해 단지 結摠을 재분배할 목적으로 혹은 隱漏結 査出을 위해 간단히 조
사된 경우도 있었다. 19세기 읍양전은 일반적으로 기존 양안 체계를 준수하면서
매 필지의 陳起 조사, 결부 조사, 은루결 사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0)
慶尙道 彦陽縣의 양전 내력은 다소 독특하다. 이 지역에서는 경자양전과 광무
양전이 모두 실시되지 않았다. 양난 이후 시행된 甲戌量田에서 매겨진 전품이
고르지 않아서 1700년(숙종 26) 다시 양전을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이 충실하다
하여 경자양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1) 이후 171년 만인 1871년(고종 8) 읍양전
11)

이 실시되었는데, 이 때 작성된 읍양안이 近年의 것이라 하여 1898년의 광무양
전에서도 제외되었다. 현재 1700년의 양안은 남아있지 않고, 1871년 작성된 것만
이 규장각에 총 10종 남아있다. 이 중에는 면 단위 양안과 동 단위 양안이 섞여
있다. 크게 나누면 下北面, 中南面, 三同面(=南三同) 양안이 있고, 이 중 중남면
양안은 동별로 작성되어 7종으로 나뉘며, 삼동면 양안은 호조 상납본(奎15013)
과 언양현 비치본(奎15008)이 한 종씩 존재한다.12) 또한, 草案으로 보이는 것과
12)

正案인 것이 섞여 있는데, 중남면의 동 단위 양안은 대체로 野草이며 하북면, 삼
9) 오인택, 앞의 논문, 97ㆍ122면.
10) 정승진, 앞의 논문, 305-306면.
11) 뺷肅宗實錄뺸 46년 2월 5일, “慶尙道均田使沈壽賢狀言 道內彦陽縣, 甲戌量田時, 等第不均,
民不支堪, 故庚辰年, 因暗行御史李震壽書啓, 詢問道臣後, 自朝家改量, 仍爲成案矣. 今纔二
十年, 別無差誤處, 民皆稱便, 不必改量云, 此邑改量未久, 且無民怨, 則使之勿改無妨. 南兵
使及江原防禦使等, 以年荒狀請, 姑退巡點, 待秋擧行, 竝宜聽許. 世子可之.”
12) 상세한 서지 사항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앞의 책, 124-130면 참고. 삼동면 양
안이 호조 상납본과 언양현 보관용 두 가지라는 설명은 박현순, 앞의 논문, 11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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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 양안은 정서본이다.
본 논문은 삼동면 양안을 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고, 두 개 본 중 호조 상납본
을 저본으로 이용하였다.13) 언양현 삼동면 양안의 생김새는 <그림 1>과 같다. 제
13)

시된 면은 삼동면 金谷里 필지의 양전이 시작되는 鐵洞員 부분의 첫 번째 장이다.

<그림 1> 뺷慶尙道彦陽縣南三同田畓量案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5013)

13) 鐵洞員 부분에 한정하여 언양현 삼동면 양안의 호조 상납본(奎15013)과 언양현 보관용
(奎15008)을 비교해 본 결과, 3필지에서 두 개 본에 기재된 長廣尺數와 결부수가 달랐다.
조석곤에 의하면 호조 상납본을 먼저 작성하고 이후 결부수 조정을 위해 언양현 보관용
에서 몇몇 필지의 결부수를 줄여주었다고 한다. 또한, 1字5結의 원칙이 준수된 호조 상납
본과 달리 언양현 보관용은 결부를 수정하면서 그 원칙이 무너졌다고 설명하고 있다(자
세한 내용은 조석곤, 앞의 논문, 387-394면 참고). 그 이외에 다수 필지에서 사표 정보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호조 상납본에 상세하게 기록해두었던 사표를
언양현 보관용에는 더 간략히 기재해 두었다. 예를 들어 ‘東南山 西北堰’이라는 사표 기
록이 ‘二方山 二方堰’ 등으로 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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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현 양안의 기본적 내용은 경상도 경자양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형식상
차이가 있다면, 양전방향, 지번, 主名, 陳起 여부의 기재 순서가 바뀌어있고, 주
명 앞에 직역 등이 붙지 않은 채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
다.14) 이처럼 起主란에 직역을 적지 않은 것을 宮嶋博史는 19세기 신분제 붕괴
14)

현상과 연관 지은 바 있다. 토지소유주의 신분과 무관한 ‘비인격적 토지파악’이
진행되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 그가 지적한 경자양안과 언양현 양안의 주요한 차이는 地番 기재 방
식이다. 경자양안은 천자문 순서를 따라 매겨지는 字號별로 1부터 지번이 부여
된다. 자호가 바뀔 때마다 지번도 1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반면 언양현
양안은 1字5結의 원칙을 지키며 5결마다 자호를 변경하면서도, 지번은 들판(員)
단위로 매겨졌다. 들판의 이름은 <그림 1>의 상단에 기재된 鐵洞員처럼 양안 서
식의 윗부분에 표기되어 있다. 언양현 양안을 보면 한 개 들판에 대체로 수백
개 필지가 포함되어 있고, 들판 하나를 모두 양전하기 전에는 다른 들판으로 이
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하나의 들판 안에 자호가 여러 개 포함되
게 되었는데, 이들의 지번은 새로운 들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이어
진다. <그림 1>에서도 鐵洞員 표기 아래에 지번이 1번으로 새롭게 부여되기 시작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宮嶋博史는 수조권적 토지지배가 약화되면서
字號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5) 또 다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15)

제시해본다면, 언양 지역에서는 들판[員, 坪]의 역할이 부세 수취 과정에서 중요
했을 수도 있다. 들판 단위로 과세, 수세가 이뤄졌을 수 있는 것이다.
언양에는 18~19세기에 작성된 호적도 남아있다. 1711, 1795, 1798, 1813, 1825,
1858, 1861년 7개 식년의 호적이 남아있는데, 이 중 언양현 전체 호적대장이 남
아있는 식년은 1711, 1798, 1861년이다.16) 앞서 소개한 언양현 양안이 1871년 작
16)

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1861년의 호적이 온전하게 남아있으므로 호적의 이름들
을 양안의 起主名과 수월하게 대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박현순, 앞의 논문, 110면.
15) 宮嶋博史, 앞의 책, 232-234면.
16) 위의 책,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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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세기까지 언양 지역에서 활용된 부세 수취 장부가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흔히 類草, 籌板 등으로 불리우는 장부인데, 언양현에서는 주판으로 지칭
되었다. 주판은 행심책을 근거로 書員이 납세자별 토지를 취합해 작성한 징세
기초 대장이다. 이영훈은 주판을 토대로 서원들이 공동납 조직(=주비)을 편성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17) 양안과 행심책, 주판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17)

과 같다. 관에서 주도하여 해당 지역을 양전한 뒤 공식 장부인 양안을 작성한다.
이들 양안은 일반적으로 호조, 감영, 군현에 각기 한 부씩 보관된다. 양안은 공
식 장부이기는 하나, 다음번 양전까지는 쉽사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고 고이
보관되고 있어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양안을 등사한
장부를 만들고 매년 농사 현황을 파악하여 災實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를 행
심책이라 일컬었다. 그러나 이는 양안을 그대로 베껴낸 것이어서 필지별 결부
파악에는 용이했을지 모르나 납세자별 결부 파악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실무자
들은 원활한 부세 수취를 위해 행심책의 내용을 납세자별로 정리하게 되는데,
이 장부가 바로 주판이다.18)18)
따라서 주판은 조선시대 내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주판은 거의 없다. 다만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것이
몇 종 전해지고 있다. 1907년도의 언양현 주판이 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주판
은 양안에 비해 내용 해독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吏胥層이 주판을 일부
러 판독하기 어려운 필체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독점 장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 바 있다.19) 실제로 <그림 2>에서 보이듯 주판의 글자는 <그림 1> 양안의
19)

그것에 비해 쉽게 읽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초서에 익숙하다면 내용을 판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0) 주판의 필체는 의도된 난
20)

17) 이영훈, 앞의 논문, 37면.
18) 엄밀하게 따지자면 주판은 俵災 후 깃기를 작성해 내용을 확인하는 考卜 과정을 거친 뒤
수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작성한 ‘깃기판’이다. 행심부터 주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은 정선남, 1990 ｢18ㆍ19세기 田結稅의 收取制度와 그 運營｣ 뺷한국사론뺸 22,
202-209면 참고.
19) 宮嶋博史, 앞의 책, 189-190면; 조석곤, 앞의 논문, 397면.
20) 본 연구에서 주판을 활용하기 위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최형보 연구원으로부터 초서
해독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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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함이라기보다는 실무자의 능숙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림 2> 뺷慶尙南道彦陽縣籌板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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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慶尙南道彦陽縣籌板뺸(奎15020)은 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삼동면 부
분은 1책에 실려있다. 리별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戶名을 기재하고,
이들이 삼동면 내에 보유하고 있는 필지들의 정보를 행심책으로부터 옮겨적어
두었다. 예를 들어 <그림 2> 금곡리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日得이라는 호명을
사용했는데, 그가 납세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의 양안상 들판명, 자호, 지번을 기
본으로 하여 행심의 결과로 인정된 實結數를 매 필지마다 기록해 둔 것이다. 붉
은 점으로 확인한 표시도, 네모 칸을 그어 제외한 흔적도 남아있다. 흥미로운 것
은 이와는 사뭇 다른 필체로 부가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매 호명
아래에 姓名 형태의 이름이 적혀있고, 매 필지 아래에는 地目, 斗落數, 坪數 등
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07년 7월 30일 전국 13개 도의 稅務監에게 내
려진 훈령에 의한 수정 흔적이다.21) 이 때 추가로 기록된 성명은 납세자의 실명
21)

으로, 식민지기 작성된 토지대장에서 동일한 이름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즉,
주판에는 언양현 읍양안의 내용과 1907년 당시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소개한 언양현의 1871년 양안, 1861년 호적, 1907년 주판
을 중심으로 하여 1912년 사정된 내용을 담고 있는 식민지기 토지대장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양안-주판-토지대장에 실린 내용을 필지별로 대조하였는데, 우선 주
판에 기록된 자호, 지번을 양안에서 찾아 주판과 양안을 연계하였다. 이후, 주판
에 付記된 납세자의 실명을 활용하여 읍양안의 기주명을 실명으로 대체하고 이
를 토지대장과 대조해보았다. 최종적으로 양안-주판-토지대장의 시계열적 분석
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세 장부에 실린 많은 정보 가운데 전결세 수취
와 직결되는 結負數 항목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21) 해당 훈령에서는 주판 등에 반드시 납세자 성명을 기재할 것과, 字番 아래 반드시 두락
수, 일경수 또는 평수를 기재할 것, 지목 중 垈地를 구분할 것 등을 명하고 있다. 해당 훈
령에 따라 1907년의 작부가 이미 이뤄진 지역에서는 주판 수정이 뒤따랐다고 한다(조석
곤, 2003 뺷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뺸, 해남, 267-269면). 이에 조석곤, 앞의 논문에서는
언양현 주판의 작성연대를 1906년으로, 추가 사항 기재를 1907년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판이 1907년도 수세를 위해 작성되었기에 최종 수정 시기인 1907년을 그
작성연대로 간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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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소개

본고에서 주목한 언양현 三同面은 조선시대에 南三同이라고도 불리었다. 현재
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으로 편제되어 있다. 언양현 중에서도 삼동면을 연
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양안과 주판이 온전하게 남아있으면서 상호 대
조 가능한 洞里들이 쉽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양안은 면 단위로 작성되어 내
부에 별도의 동리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신, 앞서 언급한 들판명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현실의 동리명과 꼭 들어맞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양안에서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기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삼동면 양안에서는 寶
隱員=보은리, 鐵洞員=금곡리, 屯基員=둔기리 등 들판명으로 해당하는 동리를
쉽게 유추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해 양안과 여타 자료들과 대조가 수월하였다.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삼동면은 경상북도 울산군의 일부가
되었고, 그 내부는 구수리, 작동리, 둔기리, 금곡리, 하잠리, 출강리, 보은리, 조일
리 8개 리로 나뉘었다. 본고는 이 중 금곡리를 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순전히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 금곡리만이 8개 리 가운데 유일하게 행정구역 재편 없이
기왕의 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22)22)

<그림 3> 20세기 초 금곡리 인근 五萬分之一 지도
22) 越智唯七, 2002 뺷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뺸 下, 龍溪書舍, 59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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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리는 정족산을 끼고 있는 산골 마을이다. 산 정상에서 흘러나와 멀리 태
화강까지 이어지는 보은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지만 水
源이 풍부하여 전체 경작지 중 논의 비중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1916
년 발간된 뺷彦陽邑誌뺸의 기록에 따르면 금곡리와 관아의 거리는 20리 떨어져 있
었다고 한다. 청송 심씨와 영산 신씨의 世居地였다는 기록도 있다.23) 실제로 호
23)

적, 양안, 주판의 금곡리 부분에서 심씨와 신씨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3. 언양현 양안의 결부 산정
언양현 삼동면 양안의 결부 산정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토지대장과 양
안의 필지별 대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언양현 양안에 기재된 起主名이 姓名
형태였음에도, 토지대장과 일치하는 이름을 찾기 어려웠다. 이럴 경우 두 장부의
대조가 쉽지 않다.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했듯 주판에 1907년 추가
로 기재된 납세자 실명을 활용하였다. 우선 삼동면 주판을 훑어보며 해당 면 거
주자들이 鐵洞員에 보유하고 있었던 필지들의 자호, 지번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
음 양안에서 동일한 자번을 가진 필지를 찾고, 이들의 시주명 대신 주판에 기재
된 실명을 입력하여 토지대장과 대조해보았다. 예를 들어 滿자 3번 필지의 양안
상 기주는 신보곤, 주판상 호명은 貴辰이었다. 주판에는 호명 아래에 신경호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는데 토지대장에서도 동일한 이름이 확인되었다. 이런 경우 ‘滿
자 3번-신경호’를 짝지어준 다음, 토지대장에서 해당 필지를 찾아낸 것이다. 이
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결과, 양안-토지대장의 대조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이 작업에는 JigsawMap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었다.24)24)
다만 주판에서 삼동면 거주자가 납세를 담당한 鐵洞員 소재 필지만을 입력하
다 보니, 언양현 양안과 토지대장을 100% 매칭시키지는 못하였다. 또한, 광무양

23)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뺷彦陽邑誌뺸, 동아인쇄, 818-821면.
24) JigsawMap을 활용한 양안-토지대장 대조 방법은 김건태, 2018 뺷대한제국의 양전뺸, 경인
문화사, 1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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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달리 언양현 양안에는 면적이 큰 陳田이 중간중간 등장했는데, 실제 지적
도상에서는 이러한 필지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칭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무리하게 두 장부에서 동일한 필지
를 찾는 대신, 같은 필지임이 확실한 경우만 연결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당초 작업을 시작할 때의 우려와는 다르게 언양현 읍양전 역시 광무양전과 유사
하게 경지들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자번을 부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매칭 과
정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최종적으로 양안상 금곡리 568필지25) 중 386필
25)

지를 토지대장 전체 597필지 중 352필지와 <표 1>처럼 매칭시킬 수 있었다.

<표 1> 금곡리 양안과 토지대장 매칭 유형
단위: 필지
매칭 유형

언양 읍양안

토지대장

분석대상 필지

양안 1필지

↔

대장 1필지

204

204

204

양안 1필지

↔

대장 多필지

30

78

78

양안 多필지

↔

대장 1필지

132

52

132

양안 多필지

↔

대장 多필지

20

18

30

386

352

444

합계

읍양안과 토지대장의 대조가 이뤄진 필지들을 지적도상에 표시해보면 <그림
4>와 같다.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필지수로는 59%(352필지), 면적으로는 답-전대의 83.3%(134,567평)에서 매칭이 이루어졌다.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 매칭이
이뤄지지 않은 필지는 대체로 소규모 경지나 垈地였다. 특히 금곡리의 동북쪽과
북쪽 가운데 부분은 집터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양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어지는 분석은 매칭된 필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25) 언양현 양안의 鐵洞員은 총 568필지로, 자호는 滿, 逐, 物, 意, 移, 堅, 持에 해당한다. 양안
의 滿1~41 / 逐42~180 / 物181~284 / 意285~377 / 移278~463 / 堅464~526 / 持527
~568 부분이 삼동면 금곡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앞서 설명했듯 언양현 양안은 들판별
로 지번을 붙여나가기 때문에 자호가 바뀌어도 지번이 새로 시작되지 않고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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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언양현 금곡리 읍양안-토지대장 매칭 필지
* 비고:

임야,

강,

매칭 완료 필지

1) 전품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광무양전 당시 지목별, 지
역별 전품 산정 양상이 달랐음이 밝혀진 바 있다. 대체로 논이 밭보다 높은 등
급을 받았고, 경기와 경상도의 필지들이 충청도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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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그렇다면 그보다 앞서 진행된 언양현 읍양전에서의 전품 산정 양상은 어
26)

떠했는가.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금곡리 전체 필지의 지목 구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표 2> 금곡리 양안과 토지대장의 지목별 현황
단위: 필지, 尺, 坪
언양 읍양안

자료
지목

필지수

토지대장

면적(尺)

필지수

답

320

(56.3)

329,142

(62.0)

266

전

248

(43.7)

201,398

(38.0)

대
소계

568

(100)

530,540

(100)

면적(坪)

(44.7)

97,340

(60.3)

264

(44.4)

55,725

(34.5)

65

(11.0)

8,447

(5.2)

595

(100)

161,512

(100)

분묘지

1

192

임야

1

110

합계

597

161,814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언양 읍양안에는 垈 지목을 설정하지 않음.27)27)

금곡리는 산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 논농사에 적합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871년의 양안에서도, 1912년의 토지대장에서도 면적
기준으로 60% 이상의 경지가 논으로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농경지
의 19세기 후반 경작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陳起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19세기 읍양전의 결과물인 전라도 영광군의 改量案을 분석
한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진전이 상당수 존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진전은
주로 밭에서 발생하면서 낮은 전품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서 발생한 결부수 감
소분을 메우기 위해 논의 등급을 상승시켰다고 한다.28)28)

26) 宮嶋博史, 1999 ｢光武量案의 역사적 성격｣ 뺷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뺸, 민음사; 김소라,
2014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통해 본 광무양전의 성격: 忠南 韓山郡 昌外里와 慶北 慶
州郡 九政洞 사례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건태, 2018 앞의 책.
27) 읍양전 당시에는 家垈를 별도의 지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답과 전의 일부가 실제로
는 垈地였음을 1907년 작성된 주판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다.
28) 정승진, 앞의 논문, 314-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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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곡리의 경우, 양안에 기록된 전체 568필지 중 陳은 20필지(陳畓 5,
陳田 1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起耕地로 판별되었다. 續田 역시 18필지
뿐이었다. 전품 산정 양상은 영광군에서처럼 답이 높은 등급을, 전이 낮은 등급
을 받고 있다. <표 3>을 보면 답은 주로 3등을, 전은 대부분 6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금곡리에서도 속전은 모두 6등급, 진전은 2필지를 제외하고 6등
급을 받으며 낮은 결부수를 산정 받고 있다. 그러나 진전과 속전을 통틀어도 38
필지에 불과하여 이것 때문에 금곡리 전체의 결부수 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추
측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전품 산정에서 보이는 지목별 차이는 陳田化
와 관련된 현상이라기보다는, 광무양전 때와 마찬가지로 지목 간 생산력 격차를
감안하여 均賦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결과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 금곡리 양안상 전품
단위: 필지
지목
전품

답

전

합계

1

11

2

65

15

11
80

3

130

44

174

4

46

35

81

5

64

51

115

6

4

103

107

합계

320

248

568

본래 처음 6등급의 전품 기준을 정할 때, 밭의 생산력은 논 생산력의 절반으
로 간주하였다. 조선 중기까지도 反畓/反田 여부가 문제시되는데, 이는 원래 전
의 전세 부담이 더 낮았기 때문이었다.29) 그러나 조선후기가 되면 三手米, 大同
29)

등은 논밭 구분 없이 같은 양의 부담을 지게 된다. 전세는 그 부담을 달리하고
자 논에서는 쌀로, 밭에서는 黃豆로 납부하게 하였으나, 점차 이 구분도 모호해
지고 동일한 양의 쌀을 거두게 된다.30) 갑오개혁에서 전답을 통틀어 동일한 양
30)

29) 宮嶋博史, 앞의 책, 53-55면.
30) 정선남, 앞의 논문,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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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結錢을 납부하게 한 것은3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언양현 주판의
31)

원래 기록에 결부만 적혀있고 전답 구분 기재가 없었던 것은 이 지역에서도 부
세 수취 시 지목별로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분석들에서는 이것이 적지 않은 저항을 일으켜 19세기 민란의 한 원인
이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품 산정 양상을 보면, 애초에 논과 밭에
동일한 6단계의 전품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논의 등
급을 밭보다 높게 매김으로써, 처음부터 비슷한 생산력을 지닌 동일한 면적의
두 지목에서 서로 다른 결부수가 산정되게 만들어 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조건일 때 밭의 결부수를 논에 비해 낮게 설정한 것이다. 지목별 결부수 조정을
위한 방편 중 하나가 위의 표에 드러난 지목별 전품 산정의 차등화였던 셈이다.
<표 4> 금곡리 양안상 전품과 대장상 등급 비교
단위: 필지
대장
양안

7

8

9

10
6

1

2

10

1

11

12

13

13

9

7

14

15

16

합계
7

2

17

3

38

12

11

15

22

16

15

13

4

4

6

8

11

5

5

5

9

8

9

4

70

5

1

1

10

13

7

2

87

6

7

4

27

18

합계

69

38

76

66

21

32

58
146

6

11

27

9

2

4

13

1

76

39

36

53

14

444

실제로 양안-토지대장 대조가 가능한 필지들에서 동일 필지가 양전과 토지조
사사업에서 각기 산정 받은 등급을 비교해보면, 상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4>를 보면 양안에서 5등을 받은 필지들이 대장에서
는 7~16등급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하게 서로 자주 연결되는
등급의 조합도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전국적으로 토
지 등급을 고르게 책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층위의 標準地를 설정해가며 여러 차
례 재조정 과정을 거쳤음을32) 감안한다면 대장에 기록된 등급이 실제 토지생산
32)

31) 宮嶋博史, 앞의 책,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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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읍양전 당시 매겨진 전
품은 토지생산력 이외의 다른 요건, 즉 지목 간 균형 있는 수취를 달성할 수 있
도록 고려되어 결정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면적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해보면 지목별 전품 차등 현상이 발견될 뿐 아니
라, 積尺數 역시 지목에 따라 재조정해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에서는 실면적에 가까운 적척수를 양안에 기록해 둔 반면, 밭의 경우 실제보
다 좁은 면적을 표기해 둔 것이다. 이 역시 전답 간 결부 부담의 균형을 달성하
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33) 언양의 읍양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지 읍양
33)

안-토지대장의 면적비를 계산해보았다.
<표 5> 금곡리 지목별 면적비
단위: 필지 (비율)
지목

답

면적비 구간

전

합계

0.5미만

56

(24.9)

69

(31.5)

125

(28.2)

0.5이상~0.6미만

26

(11.6)

36

(16.4)

62

(14.0)

0.6이상~0.7미만

48

(21.3)

33

(15.1)

81

(18.2)

0.7이상~0.8미만

38

(16.9)

19

(8.7)

57

(12.8)

0.8이상~0.9미만

22

(9.8)

18

(8.2)

40

(9.0)

0.9이상~1.0미만

10

(4.4)

10

(4.6)

20

(4.5)

1.0이상~1.1미만

3

(1.3)

9

(4.1)

12

(2.7)

1.1이상~1.2미만

12

(5.3)

10

(4.6)

22

(5.0)

1.2이상~1.3미만

5

(2.2)

2

(0.9)

7

(1.6)

1.3이상~1.4미만

1

(0.4)

4

(1.8)

5

(1.1)

3

(1.4)

3

(0.7)

1.4이상~1.5미만
1.5이상

4

(1.8)

6

(2.7)

10

(2.3)

합계

225

(100)

219

(100)

444

(100)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量田尺=100cm로 계산.

32) 조석곤, 앞의 책, 303-323면.
33) 宮嶋博史, 앞의 논문; 김소라, 앞의 논문; 김건태,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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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산정된 면적을 1로 두었을 때, 언양현 읍양전을
통해 계산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필지별로 비율을 계산해 본 것이다. 면적비
가 0.8이라면 동일 필지의 면적이 양안에는 80으로, 토지대장에는 100으로 기재
되었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 현상이 눈에 띈다. 하나는 지목별 면적비 차이가 두
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광무양안-토지대장 비교 연구에서는 대체로 논과 밭
의 지목에 따라 면적비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읍양안에서는 지목별
면적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두 개 지목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면적비를 계산해보면 이러한 현상이 확연히 나타난
다. 금곡리에서 답의 면적비 평균은 0.69, 전의 면적비 평균은 0.66이었다. 두 개
지목이 면적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전품 책정
에서 논을 3등으로, 밭을 6등으로 매기면서 이미 두 배에 가까운 결부 부담 조
정을 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언양 읍양전에서는 지목 간 결부 부담 조정을
면적 재조정보다는 전품 조정으로 달성했던 듯하다.
면적비 0.5 미만인 필지의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실제 면적의
절반 이하의 적은 수치가 읍양안에 기록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광무양전에서
는 물론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대개 논은 0.8, 밭은 0.6 정도의 면적비
를 보였다. 그러나 언양 읍양전에서는 다수의 경작지가 0.5 미만의 면적비를 보
인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결부 산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낳는데, 추측건
대 기왕에 정해진 元結摠 수준 이상으로 결부를 산정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나
타난 현상이었을 것이다. 종합하면 1871년 읍양전에서 언양현은 陳起 상태, 지
목, 기주 등을 재확인하였고 기존의 결총 부담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필지별
결부수를 산정하면서도 지목별 부담 수준을 조정하고자 논과 밭의 전품을 각기
다르게 정했던 것이다.
면적 파악 기준이 되는 田形은 어떠했을까. 광무양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양
읍양안에서도 직사각형 형태로 필지 모양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금곡
리 568필지 중 直이 546필지(96%)였다. 물론 이것이 실제 전답의 모양을 그대
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림 5>를 보면 언양에서 경지들이 네모반듯하게
구획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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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71년과 1991년 언양면 전경 사진
* 출처: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뺷彦陽邑誌뺸, 동아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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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기록된 필지가 대다수인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광무양전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양전시 정사각형(方), 직사각
형(直), 사다리꼴(梯), 삼각형(圭), 직각삼각형(句股) 다섯 가지 형태로 경지의
모양을 분류하였다. 현실의 토지 모양은 당연히 다섯 가지 田形과 꼭 들어맞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양전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
정들이 있다.

다섯 가지 田形 외에 경지 모양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다른 전형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므로, 오직 사목에 의거하여 裁直田과 裁方田으로 마름질하여
타량하라.34)34)
전형이 명확하지 않은 곳은 方田, 直田으로 마름질하여 타량하고, 형상이 곧은 직
선을 이루고 있지 않은 곳은 별도의 전형을 만들어 타량하라.35)35)

이를 보면 표준이 되는 다섯 가지 모양과 들어맞지 않는 곳은 사각형으로 간
주하여 양전을 실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럴 때, 본래 전형 표기 앞에 ‘裁’를
붙여 ‘裁直’이나 ‘裁方’으로 기록해야 했다. 그러나 90% 이상의 필지가 裁直인
상황에서, 이를 간략하게 直田으로만 표기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물
론, 이 때 굳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특정 필지의 전형을 설정하여 가로, 세로 길
이를 적어둔 것은 해당 필지의 면적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
하기 위한 일종의 선택이었다.36)36)

3) 결부 조정

양전의 핵심은 결부수 산출에 있다. 결부는 토지의 면적과 전품을 결정하고
34) 뺷量田謄錄뺸(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經古333.335Y17) ｢庚子慶尙左道均田使量田私節目｣
“五等田形外, 雖有田形難辨者是良置, 有難刱出別樣田形, 一依事目, 以裁直田方田裁斷, 打
量爲齋.”
35) 뺷受敎輯錄뺸 ｢戶典｣ 諸田 “田形不爲明白處, 則以方田ㆍ直田裁作打量, 不正斜缺處, 別作田
形打量.”
36) 이와 관련하여 김건태는 양안에 기재된 전형이 해당 필지의 실제 모양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측량했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김건태, 앞의 책, 51-5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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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정해진 수식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된다.37) 앞서 양안에 기록된 면적과 전
37)

품을 살펴본 이유는 두 요소가 결부수 계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언양현 읍양전의 결부 계산 과정을 살펴보니 특기할만한 사항이 몇 가지 발견되
었다. 본 절에서는 이를 의도적인 결부 조정이라 보고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언양 양전은 광무양전과 결부수 계산 시 반올림하는 방식이 달랐다. 광
무양전에서는 결부수를 계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면, 0.5 이상일 경우 1로 반올림
하여 최종 결부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언양 읍양전에서는 0.6 이상부터만 1로
반올림을 하였다. 즉, 0.5 이상~0.6 미만은 광무양전이었다면 1이 되었겠지만,
언양 양전에서는 0이 된 것이다. 이 수치는 미미해 보인다. 0과 1의 차이에 그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군현 단위로 누적되면 그 양은 적지 않게 된
다. 금곡리에서만도 56속이 반올림 방식의 차이로 인해 광무양전 방식보다 적게
책정되었다. 금곡리 전체 결부수가 30결 94부 9속이므로, 0.2%가량이 순전히 반
올림 방식으로 인해 적어진 것이다. 결부를 계산하던 이들이 반올림의 기본 원
칙을 몰라서 0.6부터 올림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결부수
를 적게 책정해주기 위한 의도적 계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반올림 방식에 의해서만 결부수가 조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결부가 다분히 의도적인 재조정에 의해 양안상에서 가감되었음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금곡리 전체 568필지 중 6필지는 계산상 나오는 결부수보
다 높은 결부가 양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 중 5필지는 1~4속 정도 높은 수치
여서 단순 계산 착오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1개 필지는 37속을 307속
으로 기재하여 무려 269속을 높게 잡아두었다.38) 이를 단순한 誤記였다고 여기
38)

기 어려운 것은, 이 필지만이 6개 중 유일한 無主陳田이었기 때문이다. 진전의

37) 1등전 10,000평방척은 1結을 부담해야 한다. 2등전 10,000평방척은 85負, 3등전은 70부, 4
등전은 55부, 5등전은 40부, 6등전은 25부로 계산된다. 따라서 일단 전품을 산정한 다음,
계산된 적척수에 1등전은 0.1, 2등전은 0.085, 3등전은 0.07, 4등전은 0.055, 5등전은 0.04,
6등전은 0.025를 곱하면 해당 필지의 결부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 3등전 70평방척인 땅은
70*0.07=4.9이므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5束을 부담하게 된다.
38) 6필지를 합산하면 계산식에 의한 수치보다 총 280속이 많게 기재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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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를 높게 설정하여 元摠을 유지하려 한 흔적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편 12필
지에서는 결부수가 계산보다 낮게 기록되어 있었다. 12필지를 통틀어 총 362속
이 본래 부담보다 적게 적혀있었다. 이 중에는 본래 부담의 10%에도 못미치는
결부만이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과연 단순한 계산상의 실수였을까. 혹은
금곡리만의, 혹은 삼동면만의 현상이었을까.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삼동면 이외 다른 면 양안에서도 결부 계산 내용을 검
산해보았다. 우선 중남면 덕천리를 살펴보자. 덕천리는 중남면 7개 동리 양안 중
가장 먼저 양전이 실시된 동리였다. 덕천리 양안은 야초이다. 여기에는 총 790필
지가 실려있는데, 이 중 자료상 결부수 확인이 불가한 53필지를 제외하고 737필
지를 대상으로 결부수를 재계산해 보았다. 우선 반올림 방식의 차이로 인해 79
속이 광무양전의 계산법보다 적게 계산되었다. 계산상 결부수보다 높은 결부를
기재한 필지는 83필지였는데, 추가된 결부수가 무려 2,638속에 달하였다. 정확한
계산상의 결부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1.7배 높은 수치가 양안에 기록되어 있었고,
가장 차이가 심한 필지는 본 계산보다 11배에 가까운 결부가 기재되었다. 이것
이 단순 계산 착오였다고 보기 어려운 명확한 증거는, 이 중 50필지가 馬位田이
었다는 사실이다. 마위전 중에서도 시주가 기재된 필지 대부분이(43필지) 결부
수가 본래 계산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시주가 있는 마위전에서
원 부담보다 높은 수준의 결부를 산정해두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마위전에서
만 늘려둔 결부수가 2,266속에 달했다. 결부가 늘어난 83필지 중 2필지 이상에
기주로 등장한 인물이 12명이었고,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이는 6필지의 마위
전 기주 조영택이었다.
한편, 덕천리에서 계산식에 의한 결부수보다 낮은 결부가 기재된 필지는 71필
지였는데, 그 수치가 무려 2,686속에 달했다. 이들 필지에서는 평균적으로 본 계
산 수치의 62.6%만을 양안에 기록해두었다. 가장 심한 필지에서는 본 결부수의
1/10만을 기재해 두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도 마위전이 상당수 속해있
었다는 점이다. 결부가 늘어난 마위전들과 차이가 있다면, 결부가 줄어든 마위전
은 총 21필지였는데 이 중 시주가 기재된 필지는 1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기
주가 없는 마위전에서만 1,463속이 적게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 마위전은 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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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 본래 계산되는 결부수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고 기주가 없는 경
우 본래 책정되어야 할 결부 부담보다 적은 양만을 납부하면 되었다.39) 특정 시
39)

주의 필지에서 결부수 축소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었으나, 결부가 줄어든
필지를 3필지 이상 보유한 시주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덕천리가 중남면에서 처음으로 양전을 시행한 지역인 까닭에, 양전 순서상 결
부수 재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중남면의 마지막 양전 지역인
방기리에서도 결부 검산을 해보았다. 방기리 양안은 정서본이다. 방기리의 653필
지 중 자료상 결부수 확인이 불가한 3필지를 제외하고 650필지에서 결부수를 재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53속이 0.6 미만 버림으로 인해 광무양전의 계산법보다
적게 산정되었다. 9필지에서는 계산상 결부보다 높은 수치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필지수는 적으나 증가된 결부수는 1,387속으로 적지 않았다. 이 중 무주진전 1필
지가 본래 계산상 12속이었어야 하나, 양안에는 1,020속으로 기재되어 있어 무려
84.3배 높은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다. 앞서 금곡리에서도 37속의 무주진전이 307
속으로 부풀려진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진
전의 결부수를 불리기 위해 본래 계산식에 의해 결부를 산정한 뒤, 0을 끼워 넣
는 방식으로 결부를 늘린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반면 20필지에서는 계산상 결부
보다 낮은 결부가 기재되었는데, 총 947속이 본래보다 줄어들어 있었다. 즉, 방기
리에서도 덕천리와 마찬가지로 1결 여 가량의 결부수 가감 현상이 발견되었다.
하북면 양안 역시 살펴보았다. 하북면 양안은 정서본으로, 여기에 가장 처음으
로 등장하는 들판인 齋宮員에 속한 필지 410개를 계산해보았다. 이 들판에는 동
중, 문계 소유 필지들이 다수 존재했는데, 이들은 모두 결부수 계산이 정확하였
다. 46속은 반올림 방식의 차이로 인해 광무양전 방식보다 적게 계산되었다. 계

39) 조선후기 충청남도 임천 지역의 사례에서는 立馬契를 운영하여 그 자금으로 마위전을 마
련하고, 이를 관리할 마부를 건실한 인물 가운데 선발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苦役으로
인식되던 立馬役 부과를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했는데, 마위전에는 結役을 감면시켜주었
다고 한다(이정현, 2020 ｢17~18세기 刷馬役의 정비와 立馬契의 운영｣,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32-37면). 마위전의 운영, 유지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임천 사례를 적용시켜 본다면 마위전에 기주로 이름이 오른 이들은 立馬役을 맡고 있던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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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 나와야 할 결부보다 높은 결부가 기록된 필지는 20개로, 1,100속이 증가된
채 양안에 기록되었다. 이 중에서도 진전 1개 필지가 계산보다 2.5배 높은 결부
로 기록되었다. 또한, 정씨 문중 소유 필지가 齋宮員에 2곳 있었는데, 두 필지
모두에서 결부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채 양안에 기록되었다. 반대로 13필지에
서는 본래 계산되어야 할 결부보다 낮은 수치가 기재되어 있었다. 평균 53.3%의
수치만이 양안에 기록되었고, 그 결과 881속이 적게 실리게 되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1개 동리를 양전하면서 대다수 필지는 국가의 규정대로 정
확한 결부수를 계산해내었으나, 상당한 결부수는 가/감 과정을 거치곤 했다. 본
래 부담해야 할 양보다 많은 결부수로 양안에 실린 필지들도, 적은 결부수로 양
안에 실린 필지들도 있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이들 수치가 가감되면서 동리
의 전체 결부 부담은 계산상의 수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결
부수 재조정 양상에는 양전 순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
상하기로는 양전이 진행될수록 결부 가감 현상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었
으나, 중남면 덕천리와 같이 오히려 첫 양전 마을에서 계산과 기록의 차이가 두
드러졌다. 양안 작성 초반이라 계산에 미숙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넘기기에는
결부 재조정 대상 필지들이 대부분 마위전으로 드러났기에, 단순 실수나 양전
순서로 인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야초와 정서본의 차이도 그리 크
지 않아 보인다. 결국, 개별 동리의 전답 구성에 따라 최종 결부수 부담 정도가
달라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위전 등이 많을 경우, 특히 시주가 붙은 마위전이
많을 경우 해당 동리의 결부 부담은 계산으로 산출된 양보다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4. 언양현 주판에서의 결부 변동
1907년의 언양현 주판은 각 마을의 거주자별로 납세 담당 필지들을 정리해 두
었다. 주판의 호명 아래 付記된 실명을 토대로 읍양안과 토지대장을 연결할 수
있었음은 앞서 서술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주판에 나오는 자호, 지번을 읍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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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아내어 양안과 주판에서 동일 필지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보았다. 주판의
삼동면 부분에서 금곡리에 해당하는 鐵洞員 소재 필지를 찾아보니 총 676번의
기록이 등장하였다.40) 이들 기록 중에는 移來移去 된 경우, 동일 자번이 여러 납
40)

세자 아래 중복으로 등장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각각을
한 개 필지로 계산할 경우, 결부수 중복 문제가 발생하므로 1개 그룹으로 묶어
내어 그룹별 결부수를 사전에 계산해 두고 양안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385개의 주판 기록 묶음이 양안과 대조되었다. 그렇다면 양안과 주
판에서 동일 필지의 결부수 기록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6> 금곡리 양안과 주판의 지목별 결부비
단위: 필지 (비율)
지목

답

전

0.5미만

4

9

13

(3.4)

0.5이상~1.0미만

8

8

16

(4.2)

1.0이상~1.5미만

180

135

315

(81.8)

1.5이상~2.0미만

7

5

12

(3.1)

2.0이상~2.5미만

4

3

7

(1.8)

2.5이상~3.0미만

3

3

6

(1.6)

3.5이상~4.0미만

2

2

4

(1.0)

4.0이상

3

9

12

(3.1)

합계

211

174

385

(100)

구간

합계

3.0이상~3.5미만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목은 양안 기준.
양안상 결부를 1로 두고 주판과의 결부수 비율을 계산함.

매칭 쌍별로 결부 변동을 살펴보면 양안과 주판에서 동일한 결부 부담을 지고

40) 676필지 중, 60개 필지는 전체 혹은 일부가 成川되었다고 주판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로
부터 전결세를 수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체가 成川된 필지는 1907년의 수정 시
실소유자명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 이로 보아 언양에서는 읍양전 후 성천된 부분은 免稅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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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가(292쌍) 대부분이었다. 동시에 양전시 산정된 결부수보다 많은 결부
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64쌍), 반대의 경우도(29쌍) 존재하였다.41) 1907년 주
41)

판 시점에서 양전 결과보다 많은 결부를 부담하던 64쌍은 적게는 1속부터 많게
는 247속까지 원래 납부해야 할 결부수 기준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
는 총 3,883속에 달한다. 반대로 주판에서 양안보다 적은 결부를 납부하게 된 29
쌍은 적게는 1속에서 많게는 256속까지 부담을 경감받고 있었다. 이는 총 1,493
속이었다. 결과적으로 양전 결과 산정된 결부 부담에 비해 주판 단계에서 2,390
속을 더 걷고 있었던 것이다. 이 중 成川된 결부는 총 782속이었다. 이들이 모두
면세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판 단계에서 양전시 산정된 결부수보다 1,608속
이나 더 많은 결부를 수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2) 이는 앞서 소개했듯
42)

개별 필지의 결부수를 원 계산보다 높은 수치로 기록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
어졌으나, 동시에 동일한 자번의 결부를 두 명 이상으로부터 중복 수취하는 방
식으로도 달성되었다. 예를 들어 금곡에 거주하는 이한곤(戶名 日得)과 이영춘
(호명 小日得)은 각기 滿25번 필지에 대해 53속과 58속을 납부하는 것으로 주판
에 기록되어 있다. 이 滿25번 필지는 양안에서는 53속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
다.43) 결과적으로 이처럼 같은 자호, 지번의 필지에서 양안보다 더 많은 결부가
43)

41) 조석곤은 주판을 작성하기 위해 정보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지번의 착종이 10% 이상 발
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앞/뒤 지번을 적어두고 결부는 본래 지번의 것을 적어두거
나 반대인 실수가 적지 않게 주판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조석곤, 앞의 논문, 400-401
면). 물론 이는 장부 작성 과정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
든 납세자 개개인은 주판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정해진 결부수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주판 작성 과정에
서 考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둘째, 납세자 개개인이 개별 필지의 양안 기
재 사항을 상세히 알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 셋째, 書員이 주판 내용 수정 요청을 받아들
여 주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다.
42) 기왕에 언양현 양안과 주판을 대조하여 삼동면 보은리와 조일리의 결부 변동을 확인해
본 조석곤의 연구에서는 양안-주판 간 결부수가 차이 나는 필지가 16개에 지나지 않았
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俵災로 인한 결부 감소의 경우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분석은 본
연구와 달리 주판에 기록된 내용을 양안과 대조하면서 오류로 추정되는 지번 기재를 모
두 임의로 수정한 다음 이뤄진 분석이기에 본 연구의 분석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본
고는 각주 41에서 언급하였듯, 비록 誤記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납세 부담은 주판의 기
록을 토대로 결정되었다는 판단하에 자료 내용을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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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누가 양안보다 더 많은 결부를 부담하고 누가 더 적은 결부를 담당
하게 되었을까. 양안의 기록보다 높은 결부를 지게 된 사람은 주판에 기록된 실
명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총 41명이었다. 반대로 양안보다 더 적은 부담을
지는 사람은 24명이었다. 이 중 중복되는 인물은 8명이었다. 즉, 8명은 특정 필
지에서는 양안보다 높은 결부를, 다른 필지에서는 더 낮은 결부를 부담하고 있
었던 것이다. 이를 단순한 장부 작성상의 오류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作夫 등
향촌 사회에서의 납세 과정상 필요한 작업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
다. 양전에서 정해진 결부수와 다른 결부 부담을 지게 된 57명 중 식민지기 금
곡리 토지대장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인물은 총 30명이었는데, 인근 보은리에 거
주하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곡리에 거주하는 재지지주였다. 이는 移來移
去 방식 이외에도 결부수 조정을 통한 동리 내 부담 재조정 작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作夫와 관련하여 짧게 언급할만한 것은, 주판이 있다 하더라도 4결이나 8결을
단위로 한 주비짓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흔히 조선후기는 8결작부제가 자
리잡아 운용되어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
된 바가 거의 없다.4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언양현 주판에는 移來移去 기록이 다
44)

수 등장한다. 철동원 소재 필지에서만도 전체 385쌍 중 85쌍에서 이래이거 내역
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8결 단위의 주비가 만들어졌는
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판에 기재된 순서대로 實結과 移來된 내역
을 더하고 成川된 부분을 제하며 8결을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다. 그러

43) 이들은 호명이 일득과 소일득으로 서로 혈연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호 무
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간에도 중복 수취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주판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44) 뺷大典通編뺸 ｢戶典｣에 보면 “每八結爲一夫. 或四結或有零數, 亦不拘, 只從佃夫所居附近作
夫. 免稅田, 不入作夫中. 佃夫中, 擇其饒實勤幹者, 定爲戶首.”라는 항목이 있다. 해당 규정
을 토대로 이영훈은 조선후기 8결작부제가 실시되었다고 설명하고, 주판 상의 移來移去
기록이 8결 단위의 주비짓기를 위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이영훈, 앞의 논문 참고). 그
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순서, 원칙에 의해 8결 단위의 묶음이 만들어지는지는 규명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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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주판 기재 순으로는 8결로 딱 떨어지는 묶음을 만들 수
없었다. 이래이거 기록을 무시하고 계산해 보아도, 감안하며 계산해보아도 8결
단위로 사람들을 묶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래이거와 8결작부제를 연관 짓는
대신, 다른 방식의 주비짓기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5. 나가며
본고는 언양현 삼동면 금곡리를 중심으로 1871년 읍양안, 1907년 주판, 1912년
토지대장을 필지별로 대조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광무양전과
읍양전의 결부 계산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읍양
전에서 미미하게나마 일반 민들의 결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투영된 것이
었으리라 생각한다. 지목 간 부담 조정을 위해 전품과 면적을 모두 조정했던 광
무양전에 비하여 읍양전에서는 면적 재조정의 정도는 미미하였다. 대신 애초에
모든 지목에서 면적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해내고, 답과 전에 부여한 전품의 편
차를 크게 벌리는 방식을 택하였다. 여기에서도 民人의 부담을 줄이고 均賦均稅
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중앙에서 기
왕에 언양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元結摠 수준을 넘지 않으려는 의도도 숨어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납부자 개개인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
이다. 양안과 주판을 대조해 본 결과, 금곡리에서만 양안보다 1결 60부 이상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폐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흔히 서원배의 ‘농간’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당대의 부세 관행이
녹아들어 있다. 본문에 잠깐 언급한, 지적도상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의 진전들에 할당된 결부 부담을 나눠서 지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 어떤 필지에는 결부를 가하고, 또 다른 필지에
서는 결부를 감해주는 수고롭고 복잡다단한 결부 재조정의 과정을 거쳐 주판이
탄생하게 된 것은 아닐까. 또한, 이는 실 수세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개별 필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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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부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전체 부담만을 통지받았을 가능
성도 시사한다.
1861년 호적을 활용한 본격적인 분석 및 결부 정보 이외 항목의 분석들도 진
행 중에 있다. 이어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19세기의 안개가 조금이라도 걷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읍양안, 읍양전, 주판, 결부, 전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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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d Taxation System in the Land Registers and Account Books of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Korea
45)

Sora Kim *
This study compared land registers and account books of Ŏnyang County to reveal
changes in land taxes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twentieth. To reduce the tax
burdens of peasants, areas and grades of each piece of land were readjusted during the
official land survey in 1871. Areas were decreased than the actual ones. And there was
a down-grading for dry fields to get a balance in tax burden with paddy fields. The aim
of the official land survey in the Chosŏn dynasty was to make “the equilibrium of tax
burdens” among the lands. The efforts of the country, however, could not lighten the
burden of the people. It was because of practices of the local fiscal system which
required extra burden from peasants to fulfill a tax quota. As a result, the people could
not feel the effect of the equilibrium-policy in the field of land taxation system.
Nevertheless, the country did not renounce the aim until the end of the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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