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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 損失踏驗制의 규정과 운

1)

최 이 돈*

1. 머리말

2. 손실답험제의 규정

3. 손실답험제의 운

4. 맺음말

록: 1. 과 법에는 손실답험의 규정이 있다. 이는 그 해마다의 작황을 조세에 반 하는 규정

이었다. 이 규정을 통해서 정부는 정수조를 해서 수조과정에 극 노력하 다. 고려에는 재

해에 해서 감세를 해주는 재상답험만 있었다. 과 법에서는 9등제의 손실답험을 시행하 다.

2. 손실답험을 극 으로 해주기 해서 수손 손답험을 시행하 다. 수손 손제는 수령이

지를 매년 돌아보아서 그해의 작황의 정도에 따라서 감세를 해주는 답험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서 농민들은 극 인 손실답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3. 수손 손제의 시행으로 수령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이를 리하게 해서 정부는 경차 을

견하 다. 경차 의 견은 수령이 답험을 극 으로 하도록 리하는 역할을 하 으나, 경차

이 리하는 군 이 10여개가 되면서 그 실효는 었다.

4. 손실경차 의 견이 큰 성과가 없자, 답험만을 담당하는 손실 제를 시행하 다. 손실만

을 담당하는 원을 별도로 견하여 손실답험을 효율 으로 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5. 정부가 정한 손실답험제의 시행하기 한 노력은 일단 공 에서 시작하 으나, 이는 사

에도 미쳤다. 이미 태종 에 이르면 주의 답험이 폐지되고, 손실 의 답험으로 환되었다.

정부는 답험에 여하면서 국가과 리체제를 만들어갔다.

핵심어 : 과 법, 감세규정, 농업생산

* 한남 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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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그간 과 법에 한 연구자들의 심은 매우 높았다. 과 법이 조선의 경제

성격, 나아가 국가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제도 기 때문이다. 그간 많은 연구들이

과 법과 수조권 지배를 연결시키면서 과 법을 시과와 유사한 제도로 이해하

고, 조선의 세 성격을 보여주는 제도로 이해하 다.1)1)

그러나 필자는 최근 몇 편의 연구를 통해서 과 법은 본질 으로 시과와 다

른 제도라고 논증하 다. 과 의 분 과 운 방식,2)2)수조방식,3)3)납조자인 부의

지 4)
4)등에서 볼 때 과 법은 시과와 다른 제도 다.

과 법은 수조방식도 시과와 달랐다. 과 법은 1결당 30두의 수조상한선을 두

고, 추가로 답험에 의해서 수조량을 조 하는 손실답험제를 운 하고 있었다. 손실

답험제는 고려에는 없는 과 법에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 다. 고려에서도 답험제

가 있었으나, 이는 재상을 입은 지를 살피는 재상답험이었다. 이에 비하여 과

법의 손실답험제는 매년의 작황을 수조에 반 하는 수조제의 일환이었다.

손실답험제는 정수조를 실 하고자 하는 개 들의 고심의 소산이었다. 이

제도가 특히 요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수조과정에 공 은 물론 사

의 리에도 깊이 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과 법에는 답험의 주체가 공 과

사 간에 나뉘어 있었다. 공 의 답험은 수령이 사 의 답험은 주가 하도록 규

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 의 답험을 통해서 다듬어진 손실답험제는 사 에도

1) 김태 , 1983 �조선 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 이경식, 1986 �조선 기 토지제도

연구�, 일조각 ; 김용섭, 2000 ｢토지제도의 사 추이｣, �한국 세농업사연구�, 지식산업

사.

2) 최이돈, 2016 ｢세조 직 제의 시행과 그 의미｣, �진단학보� 126 ; 최이돈, 2016 ｢조선

기 원체계와 과 운 ｣, �역사와 실� 100.

3) 최이돈, 2016 ｢태종 과 국가 리체제의 형성｣, �조선시 사학보� 76.

4) 최이돈, ｢조선 기 부의 법 지 ｣미발표; 최이돈, ｢조선 기 부제의 형성과정｣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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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태종 과 국가 리체제가 마련된 이후의 손실답험

은 공 사 구분 없이 국가가 리하 다.

그간 손실답험에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박시형의 개척 연구이래,5)5)김태 은

손실답험에 한 선도 인 연구를 통해서 조선 기 수조제의 골격을 제시하

고,6)6)최근 강제훈은 답험손실법을 품제와 연결시켜서 그 이해를 확 하고 있다.7)7)

그러나 그간의 연구자들은 조선 기 과 법의 손실답험의 성격과 그 변화를

충분하게 구명하지 못하 다.

1) 먼 그간 연구자들은 고려의 답험과 과 법의 손실답험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 다. 연구자들은 고려에서 시행되던 답험제가 큰 변화없이 과 법의 답험제

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하 다. 그러므로 과 법의 손실답험제의 성격을 충분히 설

명하지 못하 다.

2) 그간 연구자들은 태종 보이는 손실답험제의 변화에 하여 설명하지 못하

다. 과 법의 손실답험 규정은 태종 에 크게 정비된다. 분수답험제에서 수손

손답험제로의 변화하 다. 연구자들은 이 변화를 분명하게 나 어 설명하지 못하

여 태종 에 공 수조에서 보이는 개 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 다.

3)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손실답험제를 극 으로 평가를 못하 다. 손실답험

제에 한 부분의 자료가 공법논의 과정에서 노출된 것으로 손실답험제의 문제

을 지 하는 자료가 주류 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손실답험제는 문제 으로

인해 공법으로 환될 수밖에 없는 제도로 이해하 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손실

답험제의 의미를 극 으로 평가하지 못하 다. 특히 김태 은 과 법을 시과

와 동질의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손실답험제에 한 평가는 극 이지 않

았다.8)8)

5) 박시형, 1941 ｢이조 세제도의 성립과정｣, �진단학보� 14.

6) 김태 , 1983 ｢과 법상의 답험손실과 수조｣, �조선 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7) 강제훈, 2000 ｢답험손실법의 시행과 품제의 변화｣, �한국사학보� 8.

8) 강제훈은 ｢답험손실법의 시행과 품제의 변화｣(�한국사학보� 8, 2000)와 ｢조선 기 세

제 개 과 그 성격｣(�조선시 사연구� 19, 2001) 등의 활발한 연구를 개하고 김태 과

달리 손실답험제가 가지는 역사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하 다. 그러나 그는 답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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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선 기에 보이는 손실답험제의 시행과정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즉 조선 정부가 손실답험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운

하 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먼 손실답험제의 시행을 살피기 해서 과 법의

손실답험 규정을 살펴보고, 이 규정이 고려의 답험 규정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하

고자 한다. 한 태종 의 손실답험제 규정은 크게 변화되었다. 즉 분수답험제에서

수손 손답험제로 크게 바 었는데, 그 변화과정을 검토해 보고, 그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손실답험제 운 과정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손실답헙제가 태종

에 수손 손답험제로 바 면서 손실답험제의 운 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수손

손답험으로 변화하면서 수령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수령을 독려하기

해서 손실경차 을 견하 다. 손실경차 제의 시행은 정 수조를 시행하기

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손실경차 제가 시행되는 과정

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정부는 손실경차 을 견 운 하 으나, 경차 의 견이 효과 이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하기 해서 손실 제를 시행하 다. 손실 제는

수령을 신해서 답험을 담하는 원을 견하는 제도로 손실답험제 상 매우

요한 변화 다. 그러므로 손실 제의 시행을 검토하고 나가서 손실 제를 보

완해가는 과정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손실 제의 시행을 후해서 과 국가

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답험은 공 사 을 구분하지 않고 손실 이 담당하 다.

그러므로 손실 제의 운 과정은 과 국가 리체제의 정비과정의 일환이었다.

손실답험제의 검토를 통해서 조선 기 수조체제의 의미가 구명되기를 기 한

다. 이를 통해서 과 법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지고, 나아가 조선의 국가 성격이

좀 더 선명하게 구명되기를 기 한다.

실제를 양 방식이나 품제 등과 연결시켜 논의하면서, 손실답험제 자체의 구명에는 집

하지 않아, 손실답험제가 가지는 의미를 극 으로 부각시키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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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답험제의 규정

1) 과 법의 損失踏驗

과 법은 수조 방식이 시과와 달랐다. 먼 과 법은 시과와 달리 수조량을

분명하게 밝혔다. 과 법에 수조량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 사 의 租는 논은 1결마다 糙米 30말, 밭은 1결마다 잡곡 30말이다. 이

밖에 함부로 거두는 경우는 贓罪로 논한다.9)9)

공 과 사 에서 수조의 양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논에서는 1결당 조미 30

두, 밭에서는 잡곡 30두로 정하 다. 이는 생산량의 1/10정도로 추정된다. 고려의

공 수조가 1/4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에서 보거나, 고려 말의 사 에서 극도의

과잉 수조가 진행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에 개 가 공 과 사 공히 1결당 30

두로 법에 명시한 것은 분명한 개 이었다.

특히 30두를 넘어 함부로 거두는 경우는 장죄로 논한다고 하 다. 처벌 규정을

둔 것은 1결당 30두가 거두어갈 수 있는 수조량의 상한선을 의미하 다. 이와 같

이 명료하게 수조량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이를 넘어가는 수조에 해서는 처벌하

는 것은 시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개 이었다.10)10)

그러나 과 법의 수조는 1결당 30두의 정액제로 운 되지 않았다. 지에서의

생산량은 해마다 작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고, 손실답험제를 통해서 이를 반

하 다. 개 는 처음에는 1결당 20두의 수조를 제안하 다. 이는 창왕 즉 년

조 의 사 개 상소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9) �고려사� 권78, 식화 제 녹과 .

10) 최이돈, ｢조선 기 부의 법 지 ｣,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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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이나 사 을 막론하고 조는 1결에 米 20두로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유족

할 것이다.11)11)

이는 개 가 수조의 양을 1결당 20두로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 그러나

과 법에서는 1결당 30두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 가 작황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면서 1결당 30두로 수조량을 올린 결과 다.

개 는 수조의 상한선을 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손실답험제를 만들어 작황에

따라 조세를 감해주고자 하 다. 물론 손실답험 규정은 과 법 내에 있는 규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과 법과 거의 동시에 만들어 진 것으로 이를 과 법의 답험손

실 규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개 가 공양왕 3년 5월에 만든 답험손실 규정

은 다음과 같다.

都評議使司가 損實을 十分을 비율로 삼아 정하기를 청하 다. 손실이 1분이면 1분의

조를 감하고, 차례로 하여 감하되 손실이 8분에 이르면 그 조를 부 면제한다. 답험

은 그 의 수령이 심사 검사 단하여 감사에 보고하고 감사는 을 보내 다시 심

사한다.12)12)

이 내용은 그 해의 작황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비율에 따라 수조를 감해주는

규정이다. 이는 피해의 비율을 분수로 나 고 그 분수 비율에 따라서 수조액을 감

해주는 ‘分數踏驗’이었다. 피해의 비율에 따라 수조액을 감해주고, 80%의 손실을

입으면 체를 免租해 주었다.

이와 같은 과 법의 손실답험제는 고려에서 시행된 답험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

었다. 고려의 답험제도는 �고려사� 답험손실조에 나와 있다. 문종 4년 11월에 만들

어 진 것으로 보이는 고려의 답험손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1) �고려사� 권78, 식화 제 녹과 .

12) �고려사� 권78, 식화 제 답험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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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4分에 이르면 租를 면제하고 6분에 이르면 租와 布를 면제하고 7분에 이르

면 租, 布, 役 세 가지를 모두 면제하기로 제정하 다. ( 략) 무릇 주, 들에서 水旱

虫霜으로 인해 곡물의 손실이 있는 토지들이 있으면 그 村典이 수령에게 보고한다.

( 략) 안찰사로 하여 다른 인원을 견하여 자세히 검사 하며 災傷이 명백할 때

租稅를 감면하도록 한다.13)13)

답험의 상과 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 먼 답험의 상은 재상

을 입은 지 다. 구체 으로 水旱虫霜으로 인한 ‘災傷이 명백’해야 면세의 상

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는 일상 인 작황을 상으로 하는 손실답험과 달랐

다. 2) 피해자가 의 표인 村典을 통해서 감세를 요청해야 수령은 답험의 차

를 진행하 다. 그러므로 답험이 모든 지를 상으로 하지 않았다. 즉 재해가 없

거나 피해자가 답험을 요청하지 않으면 답험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매년 모든

지에서 시행되는 손실답험과 달랐다. 3) 40% 이하의 재상은 면세가 되지 않았

다. 그러므로 40% 이하의 재상에 해서는 실제 으로 답험이 없었다. 이는 10%

의 피해에서부터 감세에 반 해주는 손실답험과는 달랐다. 이와 같이 고려 답험의

운 방식은 조선의 손실답험과 달랐다.

그러므로 고려의 답험은 災傷을 당한 경우 면세를 해주는 진휼책인 災傷踏驗이

었다. 고려에서 진휼책으로 운 된 災傷에 한 처리 규정은 �고려사� 식화지 진휼

災免之制에 수록되어 있다. 성종 7년 12월에 만들어진 ‘災免之制’는 다음과 같다.

水旱虫霜으로 인한 災田은 피해가 4分에 이르면 租를 면제하고 6분에 이르면 租와

布를 면제하고 7분에 이르면 租, 布, 役 세 가지를 모두 면제한다.14)14)

이 내용은 앞에서 살핀 답험손실조와 그 내용이 같다. 즉 ‘水旱虫霜으로 인한

災傷’에 한 免租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종 만들었다는 답험손실조의 내

용은 이미 성종 의 災免之制의 내용을 그 로 옮긴 것에 불과하 다.

13) �고려사� 권78, 식화 제 답험손실.

14) �고려사� 권78, 식화 진휼.



460 奎 章 閣 49 ․

�고려사�를 검토해보면, 재면지제의 조항은 그 내용이 충실한 반면, 답험손실조

는 3항목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빈약하다. 조항 의미가 있는 것은 의 조항과

과 법의 답험손실 조항이다. 이러한 답험손실조의 내용은 답험손실조가 �고려사�

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된 것이었음을 보여 다. 즉 �고려사�의 편찬자들은 과

법의 답험손실 규정을 �고려사�에 배치하기 해서 답험손실조를 만들고, 유사하

게 답험을 시행하 던 재면지제의 규정을 끌어다가 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고려사�에 보이는 답험손실 조항은 사실상 진휼 규정으로, 수세 규정인 과 법의

손실답험 조항과 달랐다.

�경국 �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損實踏驗’과 ‘災傷踏驗’을 별도로 운 하 다.

이는 �경국 � 호 收租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세조에는 먼 답험손

실에 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지는 매년 9월 15일 에 수령이 年分等第를 심사하여 정하고 邑內와 4面을

각기 等第한다. 찰사가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며, 의정부와 육조가 그것을 함

께 의논하여 다시 왕에게 아뢰고 收稅한다.15)15)

이 내용은 공법의 연분등제 조항을 기록한 것이다. 세종 공법으로 정리되면서

�경국 �에는 공법의 연분 규정으로 손실답험 조항을 신하 다.

그런데 �경국 �에는 연분등제 조항에 이어 災傷踏驗 규정이 별도로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새롭게 加耕하는 田地, 全部災傷을 입은 田地, 반이 넘게 災傷을 입은 田地, 병으로

경작하지 못해 완 히 묵 진 田地 등은 佃夫가 勸農官에게 狀告하도록 하고, 권농

이 그것을 직 심사하여 8월 15일 에 수령에게 보고한다. 수령은 踏勘打量하여

찰사에게 보고하면, 찰사는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올린 뒤에, 立案을 수령에게 돌

15) �경국 � 호 수조. 10分이 다 차는 것을 上上年으로 하여 1결에 20두를 거두고, 9분

이면 上中年으로 하여 18두를 거두고, 8분이면 上下年으로 하여 16두를 거두고,( 략) 3

분이면 下中年으로 하여 6두를 거두고, 2분이면 下下年으로 하여 4두를 거둔다. 1분은 免

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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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고, 9월 15일 에 數値를 갖추어 왕에게 보고한다. (정부는) 朝官을 견하여

의 기록한 장부 문서에 의거하여 覆審하여 왕에게 아뢰어 租稅를 정한다.16)16)

이 내용은 災傷만을 상으로 하지 않고, 陳田, 開墾田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그

기본 구조는 �고려사�에 賑恤에 보이는 ‘災免之制’와 같다. 1) 먼 그 상이 재

상을 입은 지 다. 이는 고려의 災免之制가 ‘水旱虫霜으로 인한 災傷’을 입은

지를 상으로 한 것과 같다. 2) 피해를 입은 부는 그 피해상황을 수령에게 고

함으로써 그 차가 진행되었다. 이 역시 고려에서의 방식과 같다. 3) 한 재상

의 상은 50%이상의 재상을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고려의 災免之制

가 40% 이상의 재상을 그 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 게 조선에서는

손실답험과 별도로 고려의 ‘災免之制’를 이어 받은 재상답험을 운 하고 있었다.

손실답험과 재상답험은 그 성격상 처리 상이 명확하게 나 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조선의 원들은 이에 해서 �경국 � 호 수세조에 다음과 같이 그

용의 원칙을 명기하 다.

이 경우는 豊年이더라도 혹 災傷을 입음이 있으면 그 多少를 살펴 단지 災傷을 입

은 곳의 稅만을 면제한다는 것이다.17)17)

이는 손실답험과 재상답험의 규정 아래의 細註이다. 풍년이어도 한정된 지역에

서는 재상으로 손실이 있으면 그곳에 한정 으로 재상답험을 용한다는 취지이

다. 즉 손실답험은 그 해마다의 작황의 정도에 따라 감세해주는 규정이었으나, 재

상답험은 재상을 당한 한정된 지역을 상으로 하는 규정이었다. 컨 풍년에도

부분 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홍수와 같은 국지 재상에 한 규정이 재상답험 규

정이었다.18)18)

16) �경국 � 호 수조. 부 災傷을 입은 지 부가 묵 진 지는 면세하고, 반이

넘게 재상을 입은 지는 그 재상이 6分에 이른 것은 6분을 면세하고 4분을 收稅하며, 9

分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에 따른다.

17) 상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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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은 고려에서는 40%, 조선에서는 50%이상이 되어야 면조의 상이었다. 따

라서 고려에서는 40%이하의 재상의 경우에는 면조의 해택이 없었으나, 조선의 경

우는 50%이하로 재상의 상이 안 되는 경우에도 손실답험의 규정을 용하여 면

조가 가능하 다.

그러므로 조선의 원들은 수조 규정인 손실답험과 진휼 규정인 재상답험을 같

은 답험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종 의 공법 논의를 보면, 세종과 원들

은 고려에서는 손실답험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 즉 고려에서는 정액세

법인 공법이 시행되었다고 보았다. 그 한 로 세종 19년 의정부는 다음과 같이

고려에서는 공법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 다.

본국의 田賦의 법이 고려 때부터 매 1결마다 30두를 거두었으니, 이는 貢法인 것입

니다. 태조께서 隨損給損의 제도를 처음 세우시매 진실로 아름다운 법입니다.19)19)

의정부 신들은 고려에서는 매 1결당 30두인 정액세제인 공법을 시행하 다고

주장하 다. 즉 고려에서는 손실답험을 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고려의 재상답험

은 稅制가 아니라 賑恤의 에서 시행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손실답험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원들은 태조가 ‘隨損給損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손실답험제가 만들어

진 것으로 언 하고 있다.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수손 손제는 태조가 행한 것이

18) 상동조.

물론 조선의 경우 재상을 엄격하게 처리하기 하여 거짓으로 재상을 신고한 부와 이

를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원에 한 처벌 내용을 추가 으로 명시하 다.

“만약 佃夫가 거짓으로 災傷을 신고하거나, 당해 리 권농 서원이 한 통속이 되어 거

짓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되, 1負에 각 笞 十에

처하고 1부마다 1등을 더하여 杖 一百에 充軍하는 것까지로 죄 다. 거짓으로 법을 어긴

지는 陳告人에게 주고 花利는 에 거두어 들인다. 수령은 어긴 것이 10負 이상이면 罷

黜한다. 事情을 알고서도 거짓으로 법을 어긴 자는 告身을 追奪하고 구히 서용하지 아

니한다(�경국 � 호 수세).”

19)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 4월 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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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태종이 행한 것이었다. 의정부의 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이 게

표 한 것이 아니라, 수손 손제를 시행하면서 본격 인 손실답험이 시행되었으므

로, 손실답험제의 표 인 제도로 수손 손제를 거론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손실답험에 한 신들의 이해를 세종도 공감하고 있었다. 이는 세

종이 그 26년에 언 한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高麗의 貢法은 損實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水旱을 가리지 않는 지로써 上田을

삼아 그 온 한 조세를 거두게 하 다. 中田은 땅의 품질이 비록 기름지더라도 연사에

따라 수확이 변동하는 주는 지 다.20)20)

세종은 고려에서 공법이 시행되었고, 손실답험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언 하고

있다. 세종은 고려에서 행한 재상답험을 손실답험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손실답험제는 과 법과 같이 만들어졌고,

고려 에는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과 법의 답험손실 규정은 재상답험 규정이 아니고 손실답험 규정

이었는가? 이러한 에서 과 법의 답험손실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都評議使司가 損實을 十分을 비율로 삼아 정하기를 청하 다. 손실이 1분이면 1분의

조를 감하고, 차례로 하여 감하되 손실이 8분에 이르면 그 조를 부 면제한다. 답험

은 그 의 수령이 심사 검사 단하여 감사에 보고하고 감사는 을 보내 다시 심

사한다.21)21)

이 내용에 의하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손실을 10분으로 나 어서 1분의 손

실에서부터 감조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고려에서 재상을 40%이상의 피해,

즉 4분 이상의 재상을 상으로 한 것이나, 조선에서 재상을 50%이상의 피해를

20)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1월 경신 “高麗貢法 不論損實 故以水旱勿論之田 爲上田 收

其全租.”

21) �고려사� 권78, 식화 제 답험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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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것과 분명히 다르다. 즉 10%의 피해부터 감조의 상으로 하는 것으

로, 이는 재상답험의 규정이 아니라 손실답험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1분씩 차등을 두어서 답험을 9등 으로 나뉘어 운 하 다.

즉 1등 무손실은 30두, 2등 1분손실은 27두, 3등 2분손실은 24두,( 략) 8등

7분손실은 9두, 9등 8분손실은 0두 등으로 9등 으로 나 어 운 하 다. 그

러므로 과 법에서 제시한 것은 풍흉을 기 한 9등 손실답험제 다.

이상에서 볼 때, 개 는 정수조를 해서 결당 30두의 수조의 상한선을 정

하고, 작황에 따른 손실을 인정하는 9등 손실답험제를 시행하 다. 이와 같은 수

조량과 수조방식을 정한 것은 시과에 비하여 신 인 것이었다.22)22)그러나 손실

답험제의 원활한 운 을 해서 손실답험 규정을 좀 더 다듬어야 하 다. 태종

에 시행된 수손 손제는 그러한 모색의 일환이었다. 그 변화를 다음 장에서 살펴

보자.

2) 隨損給損制의 성립

조선 정부는 답험손실제를 시행하 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그 제도

를 보완하 다. 과 법에서 제시된 分數踏驗制는 태종 에 隨損給損踏驗制로 개

되었다. 태종 5년 사헌부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답험의 방식을 요청하 다.

“分數踏驗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민망하게 여깁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隨損給損

하여 公私를 편하게 하소서.” 하 다. 의정부에 내려서 상고하고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

다.23)23)

22) 당시의 왕과 원들은 이와 같은 동향을 ‘소민’을 한 개 으로 인식하 다. 이는 세종 9

년 세종의 다음과 같은 언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태조 강헌 왕께서는 집

으로써 나라를 만들고 먼 田制를 바로잡으셨고, 태종 공정 왕께서도 先王의 뜻을 따

라 小民을 보호하셨다. ( 략) 백성을 사랑하는 시 란 오직 取民有制에 있다. 지 에 와

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田制와 貢賦만큼 한 것이 없다.”(�세종실록� 권35, 세종 9년

3월 갑진).

23)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9월 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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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는 분수답험을 수손 손답험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 다. 태종은 의정부에

상의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 다.24)24)그러나 이 내용에 의하면 분수답험과 수손 손

답험 방식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수손

손답험이었으며, 이 방식이 사헌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공사를 편안 ’하는 방

식이었다고 짐작할 뿐이다.

왜 분수답험제를 수손 손제로 바꾸었을까? 분수답험의 문제 에 하여 세종

12년 조말생 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태조께서 건국하시면서 맨 먼 백성들의 폐해부터 제거하시고, 농사를 실패한

백성에게는 고을에다 訴狀을 내게 하시고 다시 고을 아 에게 소장을 낸 지를 답사

해 살펴 세 을 감하게 하시니, 그 법이야 말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백

성들 에 혹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소장을 내는 기간을 놓쳐 버리게 되면 지가 비

록 묵거나 재해를 입었더라도 세 의 징수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 역시

가탄할 일입니다.25)25)

이 내용에 의하면 과 법의 답험손실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분수답험 방식은

아직 개 의 이상을 실 한 극 인 손실답험은 아니었다. 분수답험의 방식은

피해를 입은 백성이 감세를 요청하여야 답험이 진행되었다. 분수답험의 시행으로

1분부터 8분까지 9등 에 의한 섬세한 손실답험제가 시행되었지만, 그 운 방식은

아직 백성의 요청에 의해서 답험을 진행하는 소극 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減租의 혜택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미 4분 이상의

재해가 아니면 소장도 내지 못하 던 고려의 재상답험의 행에 익숙한 백성들이

약간의 손실에 해서 일일이 소장을 내기 어려웠다. 한 백성이 시기를 놓쳐서

소장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성이 소장을 내지 못하면 당연히 감조를 받

을 수 없었다.

24) 김태 은 필자의 주장과는 달리 수손 손 방식이 태종 에 분수답험 방식으로 변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 사헌부가 제안하는 수손 손 방식으로의 개 요청

도 태종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김태 , 앞의 책, 240-241면).

25)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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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극 인 손실답험제의 운용을 해서는 보다 극 인 답험 방식이

용되어야 하 다. 정부는 분수답험 방식을 수손 손답험으로 바꾸었다. 바 수

손 손제를 세종 12년 조말생 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우리 태종께서 그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周나라 때에 농정을 맡은 원이 들

을 순회하면서 농작의 실태를 찰하던 법에 의하여, 모든 지를 순회 심찰하여 隨損

給損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시니,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르시는 뜻이 한 지극하셨

다 하겠습니다.26)26)

이 내용에 의하면 수손수 답험은 원이 ‘모든 지를 순회 심찰’하는 것 즉

모든 지를 답험하는 것이었다. 백성의 감세요청에 의한 답험이 아니라, 요청이

없어도 수령이 모든 지를 살펴서 감세여부를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손

손 방식은 백성의 답험 요청을 기다리는 소극 인 것이 아니라 수령이 먼 감세

를 해서 움직이는 극 인 답험이었다. 따라서 이는 백성이 바라는 답험 방식

이었다.

이와 같은 손실답험의 연원을 조말생 등은 주나라의 제도에서 찾고 있었다. 손

실답험을 주나라의 제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당시 원 사이에서 일반 인 견해

다. 세종 18년 충청도 감사 정인지도 다음과 같이 유사한 견해를 표 하고 있다.

매년 가을마다 委官이 손실을 경하게 하고 하게 함이 능히 알맞지 못하여, 백성들

이 한 번거롭게 여겨 소란하 습니다. ( 략) 신이 삼가 보건 , �周禮�에, ‘司稼官이

늦가을에 들을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시찰하고 斂法을 만든다.’ 했으니, 그것을 凡庸한

무리에게 맡기지 아니했음을 개 알 수 있습니다.27)27)

26) 상동조.

수손수 법이 모든 지를 답험하는 방식인 것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공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싫어하는 것은 隨損給損의 번거로움 때문인데, 고을마다

分等하는 것은 한 번거롭지 않은가”합니다마는, 신은 말하기를, “隧損給損은 한 고을에

도 지가 幾千萬이니 지마다 모두 조사하려면 번거로움이 크나, 한 고을을 같은 등

으로 하면 오히려 무 간략하다.”(�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 7월 계축).

27) �세종실록� 권71, 세종 19년 2월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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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는 손실답험의 연원을 �주례�의 斂法에서 찾고 있었다. 이는 구체 으로

“司稼官이 늦가을에 들을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시찰하고”라고 표 한 것과 같이

원이 찾아가는 답험이었다.

답험손실의 원형을 �주례�의 염법에서 찾았으나, 고려에서 이를 체계 으로 정

리한 것은 고려 말 김지의 �周官六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종 25년 세종

이 호조에 명한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損實의 법이 金祉가 지은 周官六翼에 보이는데, 개 고려부터 이미 행한

것이었다. 이것이 비록 아름다운 법이나, 收稅의 가볍고 무거움이 리가 한번 보는 것

에서 결정되어, 輕重을 크게 잃고 백성의 폐해도 한 많았다. 逐段損實하는 것은

옛부터 經傳에도 없었다.28)28)

고려 말 개 의 일원이었던 김지는 �주례�를 깊이 연구하 고, 이를 �주 육

익�으로 정리하 다. 개 는 �주 육익�을 참고하여 손실답험제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세종은 손실답험제의 연원을 �주 육익�에서 찾고 있다.29)29)특

히 세종은 손실답험제를 ‘逐段損實’로 규정하고 있다.30)30)이는 수령이 매 필지마다

세세하게 답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 다.

수손 손답험은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는 태종 6년 사헌부의 다음 상소

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나라에 3년의 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本朝는 토지가 척박하여

소출이 많지 아니한데, 해마다 損實踏驗할 때, 각 고을의 수령이 大體를 돌아보지 아니

28)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 11월 계축.

29) �주 육익�에 한 언 은 세종 에 여러 차례 보인다. 공법의 논의 가운데 답험손실의

연원을 찾아가면서 재조명된 것으로 이해된다.

30) 흥미로운 것은 세종이 수손 손제를 ‘逐段損實’로 해석하면서, 이를 ‘經傳’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 다는 이다. 세종은 ‘逐段損實’의 시행을 �주례�의 “司稼官이 늦가을에 들을 돌

아다니면서 농사를 시찰하고”라는 구 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이해는 세종이 공법의 시행을 주장하면서, ‘逐段損實’인 수손 손답험의 시행

결과 ‘백성의 폐해’가 생겼다고 보는 입장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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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오로지 백성을 기쁘게 하기를 꾀하여, 給損이 過多해서 公家에 들어오는 것이 해

마다 어듭니다. 바라건 , 경기좌우도에서 후로 개량하여 그 남아도는 지는 모두

軍資田에 소속시키소서.31)31)

이는 수손수 제의 시행 이후의 손실답험 상황을 잘 보여 다. 사헌부는 수손

손답험의 시행이후 백성들은 과다한 給損을 받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수손 손

제의 시행으로 수령이 매필지마다의 손을 부여하면서, 이 에는 재해를 당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던 減租의 혜택을 백성들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公家에

들어오는 것’은 어들 수밖에 없었다.

의 내용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헌부는 손이 과하여 국가의 수입이 어드는

상황을 지 하 으나, 그 책으로 손을 후하게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지 않다는 이다. 다만, 사헌부는 경기좌우도의 개량으로 남아도는 지를

군자 에 소속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公家’에 들어오는 수입이 어드는 것은

수손수 제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손의 증가 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간들은 손을 이자는 제안을 하지 못하 다. 수손 손제의 시행으로 백성들

은 본격 으로 손실답험의 혜택을 체험하게 되었고, 경제 지 도 높이면서 국세

의 담지자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손 손제의 시행은 공 수조에서 시행되었으나, 이는 사 수조에도 향을 미

쳤다. 사 수조 하에 있었던 경기의 객들은 수손 손제의 시행으로 공 수조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수조에서 지는 부담이 과 함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 다. 공 과 사 간의 수조량의 차이는 과 법에 ‘과 경

기’ 규정을 두면서부터 나타났으나,32)32)수손 손답험의 시행으로 그 격차가 더 격

해졌다. 경기 객들은 자신들이 받는 차 를 불식하기 해서 태종 9년 경기의

과 을 타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 다.33)33)

공 과 사 간의 차 가 생기는 가장 요한 요인은 공 과 사 간의 답험주

31)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병술.

32) 최이돈, 2016 ｢태종 과 국가 리체제의 형성｣, �조선시 사학보� 76.

33)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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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공 은 답험을 수령이 시행하는 반면 사 은 주가 시

행하 다. 그러므로 사 수조 지역 백성의 부담을 이기 해서는 결국 사 답

험의 주체를 주에서 수령으로 환하는 변화가 필요하 다. 정부는 여러 가지

책을 강구하 으나, 결국 태종 17년 답험을 시행하 고, 과 에서도 수손 손

답험이 시행되었다.34)34)

수손 손답험에 한 평가는 세종 에 공법 논의가 시작되면서 부정과 정이

혼재하 다. 공법에 반 한 좌의정 황희는 세종 12년 다음과 같이 수손 손답험을

평가하 다.

우리 조선이 개국한 이래 租稅를 거둘 에 隨損給損法을 制定하니, 이는 실로 고

을 참작한 만 라도 시행할 만한 좋은 법인지라 경솔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35)35)

황희는 수손 손법을 ‘만 라도 시행할’ 좋은 법으로 평가하 다. 황희는 공법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수손 손법의 문제 이 일일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는 수손 손법의 문제 은 정부가 응할 있는 것이나, 공법은

정액제이므로 매년 변화하는 작황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정 수조를

해 매년의 풍흉에 따라서 수조하는 수손 손법만한 제도가 없다고 주장하 다.

황희는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 고,36)36)이러한 견해는 결국 공법에 풍흉을

고려한 年分制로 반 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수손 손제는 수령이 백성을 하여 매 필지마다 찾아가 답험

하는 극 인 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백성은 감세의 혜택을 극 으로

릴 수 있었다. 한 공 에서의 변화는 사 에도 미쳐서, 태종 17년부터는 공

과 사 에서 공히 수손 손제가 시행되어, 납조자는 공 과 사 을 통하여 모두

佃夫로서 제일 지 를 가질 수 있었다.37)37)

34) 최이돈, 2016 ｢태종 과 국가 리체제의 형성｣, �조선시 사학보� 76.

35)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무인.

36) �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 7월 무진.

37) 최이돈, ｢조선 기 부제의 형성과정｣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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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정책으로 수령의 업무량은 폭 확 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

는 수손 손제를 활성화하기 해서 수령을 독려하거나, 지원하는 운 방식의 변

화가 필요하 다. 이와 같은 정부의 새로운 운 정책은 손실경차 제나 손실

제의 시행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시행과정을 다음 에서 검토해 보자.

3. 손실답험제의 운

1) 損失敬差官의 견

수손 손답험제는 수령이 답험을 극 으로 시행하여 백성에게 혜택을 부여하

는 제도 다. 수손 손제의 시행으로 수령은 소 지역의 모든 지를 답험하고,

답험에 근거하여 감세를 해주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에서

수령이 모든 지를 일일이 답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태종 6년 사헌부는 수손

손답험의 시행이후 수령이 직 답험을 하지 않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수령이) 지 답험이나, 軍資 納稅에 監 를 정하여 시행하고 자신이 친히 하지 않

습니다. 이에 奸吏와 鄕愿 등이 威福을 조작하여 무고한 백성이 폐단을 깊이 받게 됩

니다. 監司가 자세히 고찰하게 하소서.38)38)

간은 수손 손답험이 진행되면서 수령이 손수 답험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이는 수손 손제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지를 수령이 직 답험하기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상이었다. 수령이 직 답험하지 않고, 監 등을 이용하

여 답험을 시행하 고, 그 과정에서 ‘奸吏’와 ‘鄕愿’ 등 토호가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사헌부는 이와 같은 부정 인 향력을 막기 해서 수령이 직 답험을

해야 하면, 이를 어기는 수령을 ‘監司’가 엄하게 규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39)39)그러

38)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윤7월 계해.

39) 수령의 직 답험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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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령이 맡은 지역의 손실답험을 일일이 살피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도를 책임지

는 감사가 수십 개에 이르는 할 내 고을들의 손실을 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선의 정부는 앙집권체제를 추구하 으므로, 국에 수령을 견하여서 일원

통치체제를 구축하 고, 수령을 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일차 으로 감사들

에게 맡겼으나, 특별한 사안에 해서는 리를 견하여 직 리하 다.

그 방법이 경차 을 견하는 것이었다. 경차 의 견은 태조 부터 시행되었

으나, 경차 을 극 으로 활용한 것은 태종이었다. 정부는 과 법의 시행으로 공

수조를 국가경 의 기반으로 삼았으므로, 공 수조의 가장 요한 부분인 답험

을 리하기 해 경차 을 견하 다.

손실답험을 해 경차 을 견한 것은 수손 손제가 시행되기 이 부터 확인

된다. 이는 다음의 태종 2년 사간원의 상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근자에 憲司에서 각도 감사․수령의 손실 조사에 맞지 않은 것과 損分之法에 해

고쳐야 할 을 갖추어 啓聞하 는데, 하께서 兪允하시고, 경차 을 나 어 보내어

손실을 조사해서 實에 따라 收租하게 하 으니, 진실로 국용을 하게 하는 좋은 법

입니다.40)40)

이에 의하면 이미 태종 2년부터 손실답험을 리하기 해서 경차 을 견하

고 있다. 특히 이 내용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의 경차 견이 손실답험제의 개

과 연결되었다는 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간은 분수답험제인 ‘損分之法’의

개선을 한 방안을 제시하 고, 태종은 경차 을 견하여 이 개선안을 시험하고

있었다.

개 내용은 경차 이 나가서 ‘實에 따라 收租’하는 것이었다. 특히 요한 것은

‘손실을 조사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를 입은 백성이 손실을 신고하는 것을 기

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차 이 피해를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간이 분수답험제를 개 하기 해서 새로운 답험 방안

8월 경진).

40)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9월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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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 고, 태종은 이를 경차 을 보내서 시험해 보았다.

경차 을 통해서 시험한 결과, 사헌부의 다음과 같이 새로운 답험 방식을 면

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 다. 이는 사헌부가 태종 5년 제안한 수손 손제의 방

안이었다.

“分數踏驗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민망하게 여깁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隨損給損

하여 公私를 편하게 하소서.” 하 다. 의정부에 내려서 상고하고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

다.41)41)

이 내용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헌부에서 분수답험을 수손 손답험으로 바

꿀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당시에는 분수답험이 시행되고 있었고, 수손

손제는 간의 요청에 의해서 비로소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백성들이 이미 분수답험과 수손 손답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백성들이 이미 부분 으로 수손 손제를 경험하 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앞에서 살핀 태종 2년의 자료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

다. 즉 간들이 태종 2년 손실답험의 새로운 방식으로 수손 손제를 제안하 고,

정부는 이를 경차 을 통해서 시험해보았다. 시험의 결과 성과가 있자, 태종 5년

간들은 이를 국 으로 시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볼 때 정부에서 경차 을 견한 것은 손실답험제를 개선하여 백성에

게 극 으로 이익을 주기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원들도 경차 의

견에 하여 정 으로 평가하 다. 이는 태종 3년 史官의 다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敬差官을 各道에 나 어 보내어 田地의 손실을 조사하게 하 으니, 되도록 게 거

두어 백성에게 후하게 하려고 함이었다.42)42)

41)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9월 기유.

42)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8월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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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官은 정부에서 경차 을 보내어 손실답험을 추진하는 목 은 ‘되도록 게 거

두어’라는 백성을 한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수손 손답험을 활

성화하여 백성에서 손을 후하게 부여하고, 한 수령의 불공평한 답험에서 백성

을 보호하여, ‘백성에게 후하게’ 하려고 경차 을 견하 다.

특히 태종 5년 수손 손법이 만들어지면서 경차 의 견은 더욱 요해졌다.

정부는 경차 을 통해서 수령이 극 수손 손답험을 시행하도록 리 감독하

다. 그러므로 경차 의 견은 빈번해졌고, 매년 견으로 정례화되었다. 정례화되

면서 경차 의 칭호도 별도로 정해졌다. 경차 의 견이 정례화된 것은 태종 12

년 사간원의 다음과 같은 지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租稅를 거두는 것은 국가의 경비여서 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에서 매양 추수 때를 당하면 반드시 경차 을 보내어 손실을 살펴 조세의 많고 은

것을 정합니다.43)43)

이에 의하면 ‘매양 추수 때를 당하면’ 반드시 경차 을 보내었다. 이는 태종 5년

이후 경차 의 견이 빈번해지면서 매년 견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음을 보여 다.

한 경차 의 견이 정례화되면서 경차 의 명칭도 구체화되었다. 이는 태종

9년 사간원의 다음과 같은 언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미 그 책임을 맡기고도, 따로 사람을 차임하여 혹은 損實敬差官이라 이르

고, 혹은 軍容點 官이라 이릅니다.44)44)

사간원은 손실답험을 담당하는 경차 의 명칭을 ‘손실경차 ’ 혹은 ‘답험경차 ’45)45)

으로 칭하 다. 당시 경차 은 여러 분야에 견되었으나, 부분 일회 이고 임시

이었다. 오직 손실답험을 한 경차 만 매년 견하 고, 손실경차 이라는 고

43)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5월 임인.

4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정해.

45) �세종실록� 권53, 세종 13년 7월 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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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칭호도 부여하 다.

그러나 경차 제도가 정례화되면서 문제 도 노출되었다. 이는 태종 3년 추

부사 조 무의 다음과 같은 언 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조 무가 임 께 말하기를, 백성들이 경차 을 싫어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荒田에

서 實租를 바칠지언정, 경차 을 보기는 원하지 않는다.” 합니다. 임 이 두려워하고,

노하여 말하기를, “경차 을 나 어 보낸 것은 되도록 백성을 편 하려고 함인데,

이제 이러한 말이 있는가?” 하고, 두 번씩이나 말하여 마지 않았다.46)46)

조 무는 태종에게 백성들이 경차 의 견을 싫어한다고 말하 다. 이러한 언

에 하여 태종은 “경차 을 나 어 보낸 것은 되도록 백성을 편 하려고 함인

데, 이제 이러한 말이 있는가?”라고 매우 놀라고 노여워하 다. 정부는 좋은 뜻으

로 경차 을 보내고 있었으나, 백성의 반응은 달랐다. 그러나 여기서는 백성이 경

차 을 싫어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차 에 한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태종 6년 경기 도 찰사

백 의 다음과 같은 언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습니다. 백성이 있은 뒤에 나라가 있는 것인데, 경차 이

된 사람들이 가끔 백성의 병폐를 살피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을 둘로 여기어 나라에만

이롭게 하려고 하여, 民生에 불편함이 매우 많습니다. 이 까닭에 싫어하는 것입니다.47)47)

태종이 감사 백 에게 “손실을 당할 때마다 경차 을 나 어 보내는데, 사람

마다 싫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자, 백 은 와 같이 답하 다. 이

내용에 의하면 백성이 경차 을 싫어하는 이유는 경차 이 ‘나라’만 이롭게 하려고

손실의 책정에서 給損을 후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차 의 견은 수령의

공정한 조세를 추진하기 한 것이었으나, 경차 은 정부의 입장에서 給損을 여유

46)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9월 정유.

47)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9월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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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주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경차 을 싫어하 다.

그러나 경차 의 보다 근본 인 문제 은 손을 박하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었

다. 근본 인 문제 은 경차 이 실제 으로 맡은 지역의 손실답험을 일일이 살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경차 이 맡은 지역은 상당히 넓었다. 이는 태종 11년의 사

헌 박은의 다음 상소 내용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경차 이 道마다 각각 2,3인 혹은 3,4인이 되어, 살펴보고 타량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도 안에 손실의 경 이 동쪽과 서쪽이 뚜렷하게 다릅니다.48)48)

이에 의하면 정부는 손실경차 을 한 도에 으면 2,3인 많으면 3,4인을 견하

고 있었다. 경차 을 1도마다 평균 3인 정도를 견하 다. 이를 8도 체로 계산

하면 국에 20여명의 경차 을 견하고 있었다. 8도의 군 이 330여 개 던 것

을 고려하면, 경차 1인이 10여개의 군 을 답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체 으

로 태종 5년 경상도 경차 김지는 답험을 마치면서 19개 고을의 답험 상황을 보

고하고 있다.49)49)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실 으로 경차 은 손수 답험하기 어려웠고, 수령의

답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태종 3년 사간원에서는 경차 이 수령의 조사에 의

존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지난해에 경차 을 各道에 보내어 지의 풍흉을 조사 하 으니, 본래 백성을

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경차 이 돌아다니며 고루 보지 못하고 수령을 시키고

있습니다.50)50)

경차 이 답험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수령을 시키고 있었다. 경차 은 10여 개

혹은 그 이상의 고을을 직 살피기 어려웠고 수령의 답험에 의존하고 있었다.

48)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8월 신축.

49)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9월 임술.

50)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 8월 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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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를 살피면 사헌부는 태종 11년 풍해도경차 권문의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 다.

권문의는 豊海道 敬差官이 되어 損實을 살피지 아니하여, 일이 끝난 다음에 實의

숫자가 과다하게 되었고, 마음 로 損의 숫자를 더하 으니, 하께서 책임을 맡긴 뜻

에 어 남이 있습니다.51)51)

이 기록에 의하면, 권문의는 손실을 실제로 살피지 않았고, 수령의 답험에 의해

손실을 책정하 다. 특히 답험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임의로 조작하

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간은 권문의를 탄핵하여 유배를 보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 다. 그러므로 간은

경차 무용론을 제기하 다. 태종 11년 사헌부에서 다음과 같이 손실경차 제의

폐지를 요청하 다.

가끔 이름을 좋아하는 무리가 하의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본받지 않고, 근근이 그

地境에 들어가면 먼 해의 손실의 수를 물어서 오로지 實이 많은 것으로 힘쓰는

자가 흔히 있고, 의 숫자를 비교하여 허 로 보태어 꾸미는 자가 있습니다.52)52)

사헌부에서는 손실경차 이 손실답험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임의로 손실을 정하

여 허 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물론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손실경차 상당수가 이러한 상황이었음을 지 한 것이었다. 간은 제 역할

을 하지 못하는 경차 제를 하고, 손실답험의 임무를 감사에게 임할 것을 요

청하 다.

그러나 경차 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간들은 계속해서 손실경

차 제의 폐지를 주장하 다. 이는 태종 12년 사간원의 다음과 같은 언 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51)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1월 정묘.

52)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8월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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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행한 지가 이제 이미 수년에 되었는데, 기이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한갓 州

郡의 支待와 簿書期會의 번거로움만이 될 뿐입니다. ( 략) 어찌 조세를 거두는 한 가

지 일에만 따로 경차 을 보냅니까? 원컨 , 이제부터 경차 을 보내지 말고 감사에게

임하소서.53)53)

사간원은 경차 을 보내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번거로움’만이 있다고 주

장하면서 경차 을 보내지 말고 그 역할을 감사에게 임할 것을 주장하 다. 그

러나 정례화된 손실경차 제를 폐지하는 것은 쉽게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원들은 경차 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손실경차

기능을 행 감찰이 신하게 하자는 안과 경차 견 인원을 축소하자는 안 등을

제시하 다. 이 방안을 태종 11년 사헌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경차 을 하고 오로지 監司에게 붙이고, 때 없이 行臺監察을 나 어 보내어 損實

의 경 , 국민의 고락, 水陸將吏의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두루 돌아다니며 體察 申

聞하여 恪勤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 략) 그 로 따라서 경상도 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북면 등은 각각 2인씩으로, 풍해도 경기도 동북면 등은 각각 1인씩으

로 하라.54)54)

사헌부는 손실경차 의 견하지 말고, 이 기능을 행 감찰에게 맡기자고 제안

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행 감찰을 견하고 있었으므로, 답험

기능도 행 감찰에게 부여하고, 손실경차 을 폐지하자고 주장하 다.

사헌부는 이 요청이 수용되지 않자, 견하는 경차 의 수를 이자고 요청하

다. 사헌부는 3,4명까지 견하던 경차 수를 여서 1,2명으로 하자고 요청하

다. 경차 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 수를 여서 견에 따른

폐단을 이고자 하 다. 정부는 경차 의 수를 이는 방안에 동의하여, 견인원

을 축소하 다.

이후 간이 요청한 행 감찰로 경차 을 신하게 하자는 안도 정부에 의해서

53)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5월 임인.

54)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8월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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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태종 13년 의정부에서 정한 다음의 경차 事目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禾穀의 損實을 분간하고 답험할 것.

1. 각 고을의 義倉과 軍資의 穀倉을 아울러 모두 수납할 것.

1. 백성의 利害를 탐문할 것.55)55)

이는 의정부가 경차 을 견하면서 정한 事目의 일부로 경차 의 임무에 손실

답험은 물론 기타의 백성의 이해에 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

차 기능의 확 는 경차 이 이름은 유지하 으나, 사실상 간이 요청하 던 행

감찰에게 손실 임무를 맡기는 것과 같았다.

이상에서 볼 때, 태종 5년 수손 손제가 시행되면서 수령의 손실답험 기능이 강

화되었고, 정부는 수령의 손실답험을 감독하기 해서 경차 을 견하고 나아가

정례화하 다. 정부는 경차 의 견으로 수령을 독려하여 정 수조를 실 하고

자 하 다. 그러나 손실경차 제가 정례화되면서 문제 도 드러났다. 손실경차 은

앙정부의 입장을 반 하면서 백성들에게 給損을 하게 주지 않아 백성들이

싫어하 다. 한 경차 은 10 여개의 군을 답험해야 하 으므로 견 지역의 손

실을 직 살피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태종 11년경에는 손실경차 제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간은 경차 제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행 감찰에 붙이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러

한 제안이 수용되지 않자, 견 경차 의 수를 이는 방안을 제안하 다. 이는 모

두 경차 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차 을 견하여 수령을 리하는 것이 정 수조를 실

하는데, 효율 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손실답험제를 활성화하기 해

서는 수령을 압박하기 보다는 늘어난 수령의 업무를 덜어주어, 수손 손제를 실제

으로 실 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그 방법으로 모색된 것이 손실 제의 시행

이었다. 손실 제의 실행과정을 다음 장에서 검토해 보자.

55)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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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損失委官制의 시행과 정비

(1) 손실 제의 시행

정부는 수손 손답험을 시행하면서, 수령의 직 답험을 독려하기 해서 손실경

차 을 견하 다. 그러나 경차 을 통한 감독만으로 수손 손제가 잘 수행되기

어려웠다. 수령의 손실답험 부담을 이고, 실제 으로 수손 손제를 시행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 다. 태종 15년 戶曹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 다.

년 각도의 답 損實에 公廉한 品官으로 道를 바꾸어 나 어 差遣하소서. �六典�

에 의하여 매양 2,3백 結을 1部로 만들어 踏驗하여 隨損給損하면, 가와 백성이 둘 다

편할 것입니다.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 委官이 답험한 곳에 따라 擲奸하여, 그 불

공평한 것은 경차 에게 보고하게 하소서. 경차 이 불시에 나아가 두루 다니며 척간

하여, 그 에 實을 損이라 하고, 손을 실이라 하고, 起耕한 것을 陳田이라 하여 불공

평하게 답험한 수령과 을, 3품 이상은 上申하여 아뢰고 4품 이하는 직 결단하게

하소서.56)56)

호조는 답험을 해서 委官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제안은 이 까지

수령의 직 답험을 강조하 던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 수령 신에 직 답험을

담당하는 의 임명을 요청하고 있다.

새롭게 손실답험을 담당하는 을 두면서 업무를 분장하여 이 에 답험을 담

당하던 수령과 경차 의 역할을 재조정하 다. 의 역할은 ‘답험하여 수손 손’

하는 것으로 정리하 고, 수령의 역할은 “委官이 답험한 곳에 따라 擲奸하여” 그

불공평한 것을 경차 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 다. 답험의 실제는 이 담

당하 고 수령은 의 답험 에서 ‘불공평한 것’을 검토하는 정도로 그 기능을

축소하 다.

경차 의 역할도 축소하 다. 경차 은 “불시에 나아가 두루 다니며 척간하여”

불공평하게 답험한 수령과 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기존의 역할과 같은

듯하 다. 그러나 오히려 경차 의 기능이 확 되면서 사실상 답험에서의 경차

56)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8월 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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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경차 의 기능은 논의 에 이조가 “각도의 大小使臣과 守

令, 萬戶, 千戶, 敎授官, 驛丞 등의 법을 범한 일과 용렬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

는 자를 손실경차 으로 하여 아울러 조사하여 물어서 啓聞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면서 확 되었다. 명칭은 여 히 손실경차 이었으나, 손실답험은 물론 원

의 불법도 살피는 행 감찰의 기능을 수행하 다. 이에 따라서 손실경차 의 임무

에서 답험 기능은 그 비 이 축소되었다.

정부는 수손 손답험을 활성화하기 해서 수령과 경차 의 기능을 축소하고,

심의 답험체제를 만들고자 하 다. 이를 해서 정부는 을 품 에

서 정식의 원으로 임명하 다. 이에 비해서 수령이 차출하는 감고는 공식 인

원이 아니었으므로 품 이면 좋았지만 꼭 품 일 필요는 없었다. 이는 태종 5년

강원도 찰사 이안우가 지방 리 책을 제안하면서 “鄕中에 綱紀廉幹한 자를 골

라서 監 로 삼아”57)라고57)언 한 것은 그 좋은 다. 감고는 수령이 필요에 따

라서 차출한 인원으로 꼭 품 일 필요는 없었다.

은 원이었으므로 그에 한 의 도 정비되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종 12년 이조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다.

답험 의 冠服은 서울의 提擧나 別坐의 에 따르고, 감사와 수령은 그 職秩의 높고

낮은 것을 알아서 하게 하고, 답험이 끝나고 감사가 그 성 의 高下를 등 지어

보고하면 우수한 자는 재능을 참작하여 서용하게 하소서.58)58)

이 내용은 세종 에 제의 정비과정에서 언 된 것으로, 의 복과 의

을 정비하고 있다. 은 제거나 별좌에 하는 복을 입었고, 감사 수령과의 만

남에서도 품에 따른 의 이 있었다.

한 은 수행 업무에 해 고과를 통한 평가와 포상을 받았다.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수손 손제가 시행되면서 수령은 답험에 감고를 동원하 다. 그러나 이

57)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4월 정해.

58)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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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감고는 수령을 보조하는 것이었으므로, 여 히 답험의 책임은 수령에게 있었

다. 그러나 정부는 을 답험의 실질 책임자로 내세우면서 업무에 한 책임

도 부가하 다.59)59)

특히 요한 것은 을 원으로 삼으면서 이들에게 상피제를 용하 다. 조

선의 정부는 3품 이하의 모든 원들에게 상피제를 용하고 있었다.60)60)정부는

원이 연고를 따라 정실에 의한 부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피제를 시행하 다.

원을 친인척이 배치된 부서에 임명하지 않았고, 연고자가 시험을 보면 시 으로

임명하지 않았으며, 연고지에 수령으로 배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피제를 에게도 용하 다. 앞의 인용문에서 언 한 것처럼

을 “道를 바꾸어 나 어 差遣”하 다. 이미 정부는 수손 손제의 시행이후 수령

이 감고를 답험에 동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수령이 감고를 동원하

여 답험하는 것을 지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령과 감고, 향리, 토호 등

이 유착되면서 답험 부정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심의

답험체제를 만들기 해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한 것은 과 수령, 향리, 토호 등

의 유착 계 다. 그러므로 정부는 유착을 막기 해서 을 타도의 품 으로

임명하 다.

이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정부는 손실답험을 활성화하기 해서 심의

답험 체제를 추진하 다. 제의 시행의 가장 요한 은 이 지역사회와

유착되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수령의 간섭에 의해 업무

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원의 지 를 부여하 고, 답험지역의 향리나 토호 등

과 연결되는 것을 막기 하여 상피제를 용하 다. 물론 의 업무를 분명하

게 분정하고, 업무를 평가해서 상응한 포상도 시행하 다.

이와 같은 호조에 의해서 제안된 제는 왕과 정부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지

59) �세종실록� 권1, 세종 즉 년 10월 갑신. 업무의 성과에 따라서, 은 처벌 뿐 아니라

상도 받았다.

60) 신의 상피제에서 외 다(최이돈, 2013 ｢조선 기 특권 품의 정비과정｣, �조선시 사

학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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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세종 즉 년 호조의 다음과 같은 언 에 의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향리에 사는 公廉한 品官을 택하여 委官을 삼아 각지에 나 어 보내어 답험하게 하

되, 이 답험한 후에 수령은 맞지 않는 것을 직 살펴보아 敬差官에게 보고하여,

(경차 은) 다시 조사하여 그 수령이나 이 損을 實로 하 거나 실을 손으로 하 으

며, 개간된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 거나 묵은 땅을 개간된 땅이라고 한 자가 있으면, 3

품 이상이거든 에 아뢰고, 4품 이하이거든 직 결단하여 논죄하도록 하시옵소서.61)61)

의 내용은 앞에서 살핀 태종 15년 호조에서 언 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시행되면서 손실답험의 실무는 에게 돌아가고, 수령과 경차 의 역

할은 축소되었다. 제는 정착되면서 의 고유한 명칭도 부여되면서 손실

62)
62)혹은 답험 63)으로 호칭되었다.63)

태종 15년 제가 정비된 것은 사 인 과 에서의 변화와 연동되었다. 이미

사 의 수조는 공 의 수조에 비하여 부담이 컸는데, 태종 5년 수손 손답험이 진

행되면서 그 차이는 더욱 벌었다. 그러므로 경기백성들은 태종 9년부터 사 수조

의 과잉을 이유로 과 을 타 지역으로 이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 다. 사

수조의 과잉을 막기 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었으나, 결국 사 수조의 과잉

은 주의 답험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그 안으로 답험이 제기되었다. 논의의

결과 태종 15년 6월 답험이 일차 으로 결정되었다.64)64)

사 의 과잉 수조의 문제는 답험의 시행이 해결의 돌 구가 될 수 있었으나,

정작 답험에서는 태종 11년부터 손실경차 제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 에서의 답험의 시행이 본격 논

의되자, 답험에서도 손실경차 제의 문제 을 풀 수 있는 안의 모색이 시 하

61) �세종실록� 권1, 세종 즉 년 8월 갑오.

62)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 8월 병진.

63) �세종실록� 권112, 세종 28년 6월 갑진.

64) 최이돈, 2016 ｢태종 과 국가 리체제의 형성｣, �조선시 사학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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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태종 15년 8월 손실 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제의 시행으로

답험의 주체가 바 게 되었다. 즉 사 에서 주의 답험권은 답험의 시행으로

수령에게 넘어갔으며, 수령의 답험권은 제의 시행으로 손실 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손실 은 사 과 공 을 막론하고 손실답험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었다.

손실 제가 형성되면서 답험을 이 주도하게 된 것은 이후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는 세종 반에 진행되는 공법의 논의 에 보이는 다음 세종

15년의 언 에 잘 난타난다.

손실답험은 祖宗의 좋은 법이옵니다. ( 략) 경차 을 신 히 뽑아 보내고, 공렴

한 委官을 택정해서 道를 바꾸어 답험하게 하오면, 비록 지극히 정 하지는 못하다 하

여도, 어찌 큰 폐단이 있어서 원망이 생기게 되겠습니까.65)65)

이 내용은 공법의 논의 에 공법의 시행을 반 하고 손실답험제를 계속 시행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원들은 ‘경차 ’을

신 히 뽑아 보내고, 공렴한 ‘委官’을 택정해서 道를 바꾸어 답험하게 하자고

주장하 다. 즉 원들은 손실답험제가 ‘경차 ’과 ‘ ’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보

았다. 여기서 수령의 역할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 물론 과 더불

어 경차 의 역할을 언 하고 있으나, 경차 의 역할에 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

핀 바와 같이 그 기능이 폭 축소되고 있었다.

손실 심의 답험체제가 구성된 것은 세종 17년 사헌 이숙치의 다음과

같이 언 을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경차 을 보내더라도 어찌 능히 밭이랑을 다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손실의 輕

重은 오로지 委官의 손에 매어 있으니, 단지 만을 뽑아 보낸다면 비록 경차 은

보내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66)66)

65) �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 7월 임신.

66) �세종실록� 권69, 세종 17년 9월 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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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정에서는 손실경차 을 견할 것인가에 하여 논란이 되자, 이숙치는

손실답험이 ‘오로지 委官의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손실경차 견을 반

하 다. 이는 손실 제가 형성된 뒤로 수령과 경차 의 역할은 폭 축소되고

답험에는 ‘오로지’라고 언 할 만큼 의 역할이 크게 확 되었음을 보여 다.

이는 손실 제의 시행으로 손실 이 주도하는 손실답험제가 형성되었음을 잘

보여 다.

(2) 손실 제의 정비

손실 제가 정비되면서 손실 이 답험을 주도하 다. 이와 같이 정비된 손

실 제에서 이 담당하는 업무량은 얼마나 되었을까? 손실 은 고을마다

복수로 임명되었다. 이는 문종 즉 년 충청도 찰사 권극화의 다음과 같은 언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8道의 委官을 합계한다면 거의 1천여 인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 사람을 외방에서

어찌 능히 많이 얻겠습니까?67)67)

권극화는 한 을 얻기 어려움을 지 하면서 8도에 임명되는 손실 이

천 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기 군 의 수가 �세종실록지리

지�에 의하면 330여개 음을 고려한다면, 한 군 당 평균 3명 정도의 이 임

명되고 있었다. 한 당시 국 지의 면 을 170만결정도로 잡는다면,68)68)1명의

이 약 2,000결정도의 지를 답험해야 하 다.

2000결정도의 지를 답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었을까? 손실 이 하

루에 답험할 수 있는 지의 면 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세종 18년 정인지는 다음과 같이 당시 답험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

67) �문종실록� 권3, 문종 즉 년 9월 임인.

68) 김용섭, 2000 �한국 세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395면. 김용섭은 �세종실록지리지�를 검

토하여 당시의 지를 1,713,726결로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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斂法을 모두 수령에게 맡기면 1일 동안에 답험한 것이 2천 결 정도에 이르게 되므

로, 토지의 한 것이 忠州만한 곳이 없지마는, 10일 사이에 한 마칠 수가 있을 것

입니다.69)69)

정인지는 공법을 반 하고, 斂法 즉 손실답험을 주장하면서, 수령이 하루에

2,000결정도 손실답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를 들어 충주의

경우 10일이면 답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충주의 지는 19,893결이었다. 하루 2,000결을 답험할 수 있다면 충주의

답험에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 다. 이와 같은 정인지의 주장은 특히 그가 당시

충청도 찰사 다는 에서 신뢰가 간다.

이와 같은 손실 이 답험해야 할 지의 양과 이 하루에 답험할 수 있는

지의 양을 고려한다면, 손실 은 답험을 맡은 평균 2,000결의 지를 하루면

답험할 수 있었다. 물론 은 명을 받아 타 도의 고을로 이동해야 했고, 답험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 다. 이러한 시간을 감

안해도 손실 이 직을 수행하는 기간은 긴 기간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므로 제는 에게 많은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정한 제도 다. 특

히 의 활동기간이 짧은 것은 과 답험지역의 인사들 간에 유착되는 것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태종 15년 제가 성립되면서 이후 손실 제는 유지 정비되었다. 제의

가장 요한 특징이 되는 의 상피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한 지소유자의

‘ 고소제’, ‘답험문서제’, ‘손실답험 제’ 등이 추진되면서 손실 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손실 제의 특징이 되는 의 상피제는 지속 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세종

28년 직제학 이계 등의 다음의 언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답험 은 오히려 다른 고을의 사람을 公差한 것이어서 비록 私情에 따르는 일이

있더라도, 무 높 다 낮췄다 하는 데는 이르지 않습니다. 지 차정한 인원들을 모두

69) �세종실록� 권71, 세종 18년 2월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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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읍의 인물들이어서 私情과 뜻을 따라 낮췄다 높 다하고, 起耕한 것과 陳과 바꾸고,

損을 實한 것을 顚倒하는 것이 委官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70)70)

이계 의 공법을 비 하면서 손실 의 상피제를 정 으로 언 하고 있다.

그는 손실 제가 상피제에 의해서 타도의 인물로 임명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게

답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이 ‘私情’을 따르더라도 ‘그 읍의 인

물’이 임명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 하고 있다.

특히 이계 은 손실 이 ‘公差’임을 언 하여 이 상피제를 용하는 원임

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손실 제가 운 되면서 미비한 부분들도 추가로 정비되었다. 먼 태종 15년

에는 과도하게 손실을 책정하는 을 백성들이 고소할 수 있도록 ‘ 고소제’를

만들었다. 제의 시행으로 이 답험을 책임지게 되면서 의 불공정한 행

도 드러났다. 이에 한 응으로 제기된 것이 백성의 ‘ 고소제’ 다. 이는 태

종 15년 태종의 다음과 같은 언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隨損給損은 참으로 좋은 법이니, 어찌 반드시 그 게 하겠는가? 公田은 혹은 이

게 할 수 있지마는, 소인원에게 科田을 어떻게 일률 으로 分數를 감할 수 있

겠는가? 마땅히 수손 손의 법을 지키고, 만일 損을 주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있으면

백성들로 하여 가에 고하게 하는 것이 편하다.71)71)

백성들의 失農이 많자, 호조 서 윤향은 조세를 일률 으로 감해 것을 요청하

다. 태종은 수손 손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일률 으로 감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태종은 만약 給損이 불공평하면 백성들이 가에 고소하도록 명하

고 있다. 이로써 백성은 부당한 손실답험의 결과에 한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백성에게 고소를 허용된 시기가 손실 제가 시행된 직후 다. 그러므로 백성

들은 손실 의 답험 결과에 하여 수령에게 고소할 수 있었다. 이미 수령은

70) �세종실록� 권112, 세종 28년 6월 갑인.

71)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0월 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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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官이 답험한 곳에 따라 擲奸하여, 그 불공평한 것을 경차 에게72)보고”72)하는

임무가 있었으므로, 수령은 백성의 고소를 받아서 그 불공평한 것을 처리할 수 있

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과 법에서부터 지의 소유주는 주의 지의 수탈이나 1결당 30두를 넘어

가는 수조에 하여 고소할 수 있는 지 를 확보하고 있었다.73)73)실례를 보아도

지소유자들은 지를 수탈하거나 과도한 수조를 하는 신이나 왕족을 고소하고

있었다. 한 태종 6년부터는 지소유자들이 경차 도 고소할 수 있었다.74)74)태종

은 그 6년에 양 을 잘 못한 경차 을 지소유자들이 고소하도록 허용하 고, 태

종 8년에는 객의 고소를 받은 경차 을 유배와 정직의 형에 처하 다.75)75)

특히 태종 15년 8월부터는 과 에서 객에게 과잉수조를 하는 주를 객이

고소하는 ‘ 주고소권’을 허용하 다.76)76)그러므로 객에게 주고소권을 허용한

두 달 뒤에, 지소유자들에게 손실 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히

려 자연스럽다. 이는 정부가 과 에서 주를 고소하도록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

에서 고소제를 시행해서 정한 수조를 통해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

하게 표 한 것이었다.

한 세종 3년에는 제를 보완하기 해서 ‘답험문서제’도 시행하 다. 손실

이 향리나 토호 등과 유착되는 것을 막기 하여 상피제를 시행하 으나, 구

조 으로 답험실무를 보좌하는 향리들의 부정행 를 막기 어려웠다. 즉 향리들은

72)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8월 을축.

73) 최이돈, ｢조선 기 부의 법 지 ｣, 미발표.

74)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0월 계축.

75)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3월 계해. 사헌부에서 각도 경차 이 田地를 高重하게 측량한

자를 劾問하고, 佃客들이 告한 訴狀의 數를 갖추어 아뢰었다. 判內贍寺事 金汝知는 告한

자가 3백 42인이고, 議郞 任中善은 고한 자가 2백 68인이고, 刑曹右參議 鄭易은 고한

자가 2백 1인이고, ( 략) 司尹 金灌과 司僕正 李邕 등 10인은 고한 자가 모두 50명

이하 다. 명하여 現任官은 停職시키고, 前銜官은 自願에 따라 付處하게 하 다.

76) 최이돈, 2016 ｢태종 과 국가 리체제의 형성｣, �조선시 사학보� 76;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8월 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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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험 결과를 정리하는 실무에 참여하여 답험 결과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

러므로 그에 한 책이 필요하 다. 호조에서는 세종 3년 향리의 폐단을 지 하

면서 다음과 같이 그 책을 제시하 다.

지를 답험한 뒤 損實을 마감할 때에, 간활한 아 들이 흔히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

하는 사정에 따라, 損을 實이라 하고, 實을 損이라 하여, 가감하여 시행하게 되어도 문

서가 무 복잡하고 많아서, 상고하여 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후로는 委官들이 지

를 답험할 때에, 佃 에게 종이 한 장을 받아 實田의 수를 기록하여 佃 에게 주고 이

로서 답험을 憑 하게 하고, 만일 田稅가 이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수

령에게 고하여 개정하게 하소서.77)77)

답험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향리들이 의 답험 결과를 조작하는 부정

행 를 하고 있었다. 호조에서는 이를 막기 한 방법으로 손실 이 답험을 한

결과를 답험 장에서 주에게 바로 기록하여 주는 ‘답험문서제’의 시행을 요청하

다. 향리가 답험 결과를 조하는 경우 주는 ‘답험문서’를 제시하고, 향리를 고

소하여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답험문서제’는 답험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향리의 부정 개입을 막을 수 있게 하 다.

이와 더불어 세종 12년에는 ‘손실답험 제’도 마련되었다. 공법논의가 시작되면

서 손실 제의 문제 이 지 되었고, 문제의 핵심은 의 자질에서 오는 부정

이었다. 정부는 의 자질을 보완하기 한 책을 마련하 다. 이조에서는 세종

12년 다음과 같이 손실답험 제를 제시하 다.

이제부터 委官을 損實踏驗官이라 명칭을 고치고, 반드시 3품 이하의 顯秩을 지낸 자

나, 國試入格 를 택해 정하소서. ( 략) 답험이 끝나고 감사가 그 성 의 高下를 등

지어 보고하면 우수한 자는 재능을 참작하여 서용하게 하고, 中正하게 하지 못한 자는

감사가 경차 과 회동하여 율문에 의해 죄를 논단하여 권장과 징계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소서.78)78)

77) �세종실록� 권13, 세종 3년 9월 정묘.

78)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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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제는 제도 으로 잘 정비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는 계속 노출되었다. 이를 한 제도 인 보완은 계속 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는 의 부정행 다. 이를 해서 제의 시행 기부

터 ‘公廉’을 인선의 가장 요한 덕목으로 제시하 다.79)79)물론 ‘공렴’이라는

덕목은 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모든 원의 가장 기본 인 덕

목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탐오한 범죄를 한 원을 贓罪를 규정하고, 그 처벌이

본인은 물론 자와 손자까지 미치도록 특별히 리하 다.

그러나 ‘공렴’한 을 선정하는 것은 그 명료한 기 을 정하기 어려웠다. 그러

므로 그 책으로 품 에서 다시 직에 임명되기 쉬운 자를 으로 선정하

는 방법이 제기되었다. 이는 직에 다시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자신을 잘 리하여 부정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조에서는 손실 의 자질을 높이기 해서 顯秩 와 國試入格

에서 을 선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즉 품 에서 顯官을 지낸 자와 科擧

에 제했던 자를 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한 이러한 지 를 가진 품 을

으로 임명하기 해서, 손실 의 명칭도 ‘손실답험 ’으로 바꾸고 상벌의 규

정도 가다듬었다. 이와 같은 손실답험 제의 시행은 정한 손실답험을 실 하려

는 정부의 노력을 잘 보여 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되면서 손실 제는 강화 정비되었다. 그러나

세종 공법논의가 시작되면서, 원들은 손실답험제를 비 하 다. 그 주된 비

은 손실 제에 한 것이었다. 손실 제가 손실답험제의 최종 인 방안이었고,

손실 이 손실답험의 실제 인 책임자 기 때문이었다.

손실 제에 한 가장 요한 공격은 의 자질에 의한 부정행 에 한

비 이었다. 그 한 로 세종 12년 조말생은 공법을 찬성하면서 손실 제를 다

음과 같이 비 하 다.

79)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8월 을축; �세종실록� 권1, 세종 즉 년 8월 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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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과 수령이 다 답사하지 못하여 委官을 나 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된 자가

각 고을의 日守 書員의 무리들이 거의 모두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어,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여 법을 세우신 본의를 본받지 못하고, 損實의 분별이 모두 그 中正을

잃기 때문에, 농민들은 여러 날을 두고 그들의 에만 바쁠 뿐, 실제로는 아무런 혜

택도 입지 못하는 실정이니, 이는 다년간의 通患이었습니다.80)80)

조말생은 손실답험의 문제 으로 제를 비 하고 있다. 핵심은 의 자질

에 연원한 불공평한 답험이었다. 조말생뿐 아니라 손실답험제에 반 하고 공법에

찬성한 원들은 부분 의 자질을 문제로 거론하 다.

손실답험제를 공격하고 공법의 시행하고자 하는 원들의 입장은 수조제를 정

액제로 만들어 수조과정에 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부정의 소지를 원천 으로

근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공법은 수조방식을 한 단계 더 높여 개 하

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진 공법에 비교할 때 손실답험제는 분명

히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원들은 공법에 반 하고 손실답

험제와 손실 제를 계속 시행할 것을 요청하 다. 이러한 동향은 공법의 시행이

세로 결정된 뒤에도 지속되었다. 그러한 동향을 세종 25년 세종은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혹자는 말하기를, ‘손실답험은 祖宗의 좋은 법이옵니다. 開國한 이래로 실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이 없었사온데, 다만 奉行하는 자가 근신하

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민폐가 되게 하 을 뿐이옵니다. 만약 경차 을 신 히 뽑아 보

내고, 공렴한 委官을 택정해서 道를 바꾸어 답험하게 하오면, 비록 지극히 정 하지

는 못하다 하여도, 어찌 큰 폐단이 있어서 원망이 생기게 되겠습니까.81)81)

이 내용은 공법의 시행이 이미 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손실답험제를

80)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무인. “朝官守令不能遍審, 而分差委官, 爲委官 , 率多各

官日守書員之輩, 不學無知, 不體聖上恤民立法之本意, 或損或實, 皆失其中, 故農民累日支待,

奔走供億, 終無實惠, 是積年之共患也”.

81) �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 7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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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원이 상당수 있었음을 보여 다. 이들은 을 잘 선정하고, 의

상피제를 계속 시행하면 ‘폐단’이나 ‘원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제는 이미 제도 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니, 인사만 잘 한다면 충분하다는 주장

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원들이 보완 정비된 손실 제를 크게 신뢰하 음을 잘

보여 다.

그러나 이미 태종 반 ‘과 국가 리체제’ 형성이후 과 법의 수조체제는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과 법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공 수조와 사 수조의 운 방식

은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종 에 이르면 공 수조와 사 수조

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수조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었다. 세

종이 시작한 공법논의는 국가수조를 통일된 하나의 체제로 만들기 한 모색이었

다. 그러므로 통일된 큰 틀을 만들기 해서 손실답험제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법의 긴 논의를 통해서 매년의 작황을 수조에 반 하는 9등 손실답험

제의 이념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공법에서 9등 年分制의 시행은 여

히 그 맥락을 잇는 것이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 기 손실답험제의 시행과 그 변화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과 법의 수조방식은 사 과 공 을 막론하고 1결당 30두의 수조상한선을 규

정하고, 매년의 작황에 따라서 감조를 해는 손실답험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므

로 정한 손실답험제를 만들고 운 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해서 매우 요한 일

이었다.

개 가 만든 과 법의 소실답험 규정은 고려의 답험규정과 그 상과 차가

달랐다. 고려의 답험은 그 상이 ‘災傷’을 입은 지 다. 水旱虫霜으로 인한 災傷

을 입은 지를 그 상으로 하 다. 재상의 피해가 명백하지 않으면 면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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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었다. 재상을 입었어도, 40% 이하의 재상은 면세의 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40% 이하의 재상에 해서는 실제 으로 답험을 하지 않았다. 한 고

려의 답험의 차는 피해자가 답험을 신청한 경우에만 진행되었다. 매년 모든

지를 답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고하는 경우에만 답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므

로 고려의 답험은 사실상 災傷이 있을 때 특별히 용하는 진휼 규정으로, 과 법

의 손실답험이 모든 지에서 매년 용하는 수세 규정인 것과 달랐다. 고려의 답

험은 ‘損實踏驗’이 아니라 ‘災傷踏驗’이었다.

�경국 �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손실답험과 재상답험을 별도로 운 하 다. 손

실답험은 그 해마다의 작황의 정도에 따라 감세해주는 것이었으나, 재상답험은 재

상을 당한 한정된 지역을 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풍년이어도 한정된 지역에서는

재상에 의한 손실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한 경우 한정 으로 50% 이상의 재상에

하여 재상답험을 용하 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40%이하의 재상에는 감세의

해택이 없었으나, 조선에서는 재상의 상이 안 되는 경우에도 손실답험의 규정을

용하여 免租가 가능하 다.

과 법의 손실답험은 손실을 10분으로 나 어서 1분의 손실에서부터 감조해주

는 ‘分數踏驗’이었다. 즉 10%의 피해에서부터 감조의 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

로 분수답험은 1분씩 차등을 두어서 답험을 9등 으로 나뉘어 운 하 다. 그러므

로 과 법에서 제시한 손실답험제는 풍흉을 기 한 9등 손실답험제 다.

2. 정부는 손실답험을 시행하 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그 제도를 보

완하 다. 태종 에 分數踏驗制를 隨損給損踏驗制로 개 하 다. 과 법의 손실답

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분수답험제는 개 의 이상을 실 한 극 인 손실답

험은 아니었다. 극 인 손실답험제의 운용을 해서는 보다 극 인 답험 방식

이 필요하 다. 그러므로 정부는 분수답험 방식을 수손 손답험으로 바꾸었다.

수손수 답험은 원이 ‘모든 지를 순회 심찰’하는 것, 즉 모든 지를 답험하

는 것이었다. 백성의 감세요청에 의한 답험이 아니라, 요청이 없어도 수령이 모든

지를 살펴서 감세여부를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손 손 방식은 백성의 답

험 요청을 기다리는 소극 인 것이 아니라 수령이 먼 감세를 해서 움직이는

극 인 답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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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손 손제의 시행으로 수령이 매 필지마다 손실을 답험하면서, 이 에는 재해

를 당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던 減租의 혜택을 백성들을 쉽게 받을 수 있

었다. 수손 손제의 시행으로 백성들은 본격 으로 손실답험의 혜택을 체험하게

되었고, 경제 지 도 높이면서 국세의 담지자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손 손제의 시행은 사 수조에도 향을 미쳤다. 사 수조 하의 경기의 객

들은 수손 손제의 시행으로 공 수조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보면서, 사 의 과

한 부담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 다. 공 과 사 간의 부담의 차이

는 과 법에 ‘과 경기’ 규정을 두면서부터 나타났으나, 수손 손답험의 시행으로

그 격차가 더 격해졌다. 경기 객들은 자신들이 받는 차 를 없애기 해서 태

종 9년 경기의 과 을 타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 다.

3. 수손 손제의 시행으로 수령은 소 지역의 모든 지를 손수 답험하고, 답

험에 근거하여 감세를 해주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에서

수령이 모든 지를 일일이 답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령이 직 답

험하지 않고, 監 등을 이용하여 답험을 시행하 고, 그 과정에서 ‘奸吏와 鄕愿’

등 토호가 향력을 행사하 다.

정부는 수령을 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일차 으로 감사들에게 맡겼으나, 특

별한 사안에 해서는 경차 을 견하여 직 리하 다. 정부는 과 법의 시행

으로 공 수조를 국가경 의 기반으로 삼았고, 공 수조의 가장 요한 부분이 답

험이었으므로 이를 리하기 해 경차 을 견하 다.

특히 수손 손답험의 시행으로 수령의 역할이 커지자, 경차 을 보내어 수령의

답험을 독려하여 손실답험의 혜택을 백성들이 릴 수 있도록 하 다. 경차 역

할이 요해지면서 견이 빈번해졌고, 매년 견으로 정례화되었으며, 경차 도

‘손실경차 ’ 혹은 답험경차 으로 별도로 칭해졌다.

그러나 경차 제도가 정례화되면서 문제 도 노출되었다. 경차 의 견은 수령

의 극 인 답험을 독려하기 한 것이었으나, 경차 은 정부의 입장에서 서서

給損을 여유 있게 주지 않아, 백성들이 부담스러워 하 다.

더 요한 문제 은 경차 이 실제 으로 맡은 지역의 손실답험을 일일이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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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경차 이 맡은 지역이 상당히 넓어, 1인이 10여개의 군 을

답험해야 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차 은 지를 손수 답험하기 어려웠고, 수령

의 답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경차 이 손실을 실제로 살피지 않았

고, 수령의 답험에 의해 손실을 책정하거나 조작하는 일이 빈번하 다.

그러므로 태종 11년경부터 손실경차 제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간은 경차 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행 감찰에 붙이거나, 경차 의 수를 이는 방안을 제안하

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차 을 견하여 수령을 리하는 것이 정 수조를 실

하는데, 효율 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4. 경차 을 통한 수령의 감독만으로 수손 손제가 잘 수행되기 어려웠다. 수령

의 부담을 이고, 실제 으로 수손 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 다.

그 안으로 답험을 실제로 담당하는 委官을 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방

안은 이 까지 수령의 직 답험을 강조하 던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 직 답험을

담당하는 의 임명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새롭게 손실답험을 담당하는 을 두면서 업무를 분장하여 이 에 답

험을 담당하던 수령과 경차 의 역할을 재조정하 다. 답험의 실제는 에게 부

여하고, 수령은 답험 에서 ‘불공평한 것’을 검토하는 정도로 그 기능을 축

소하 다. 경차 도 그 기능을 행 감찰의 수 으로 확 하면서, 답험을 담당하는

기능은 히 축소되었다.

제의 시행의 가장 요한 은 이 지역사회와 유착되어 답험의 공정

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에게 원의 지 를 부여

하여 수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 고, 상피제를 용하여 연고

지에 임명을 피하여 답험지역의 향리나 토호 등과 연결되는 것을 막았다.

제가 정착되면서 의 고유한 명칭도 부여되면서 손실 혹은 답험

으로 호칭되었다. 손실 제가 형성된 뒤로 수령과 경차 의 역할은 폭 축소

되었고, 손실 이 주도하는 손실답험제가 형성되었다.

5. 손실 제의 시행은 과 에서의 변화와 연동되었다. 이미 사 의 수조는 공

의 수조에 비하여 부담이 컸으므로, 이에 한 반발이 있었다. 사 수조가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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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공 과 사 간에 답험주체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공 은 수령이 사 은

주가 답험을 하 다. 그러므로 사 의 과잉 수조의 문제가 제기되어 과 국가 리체

제가 형성되면서 사 에서도 답험의 주체를 바꾸는 답험의 시행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정작 답험에서는 태종 11년부터 손실경차 제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 에서 답험의 시행이 본

격 논의되자, 답험에서도 손실경차 제의 문제 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안의

모색이 시 하 다. 그 결과 태종 15년에 손실 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제의 시행으로 답험의 주체가 바 게 되었다. 수령의 답험권은 제의 시

행으로 손실 에게 넘어갔고, 바로 직후 사 에서 주의 답험권이 답험의 시

행으로 역시 손실 으로 넘어갔다. 손실 은 사 과 공 을 막론하고 답험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었다. 사 에서 주의 답험권의 상실은 사 수조의 성격을 바

꾸는 큰 변화 는데, 공 수조에서 수령의 답험권이 손실 에게 넘어간 것도 그

에 상응하는 큰 변화 다. 이제 국가는 손실 제를 통해서 공 과 사 을 아울

러 리하게 되었다.

6. 이후 손실 제의 리와 정비는 국가의 매우 요한 사업이었다. 정부는

제의 가장 요한 특징이 되는 의 상피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지소유자

의 ‘ 고소제’, ‘답험문서제’, ‘손실답험 제’ 등이 추진하여 손실 제를 강화하

다.

먼 태종 15년에는 과도하게 손실을 책정하는 을 백성들이 고소할 수 있

도록 ‘ 고소제’가 만들어졌다. 제로 이 답험을 책임지게 되면서 의

불공정한 행 가 드러났다. 이에 한 응으로 백성의 ‘ 고소제’가 만들어졌다.

의 불공정한 손실에 하여 백성들이 을 수령에게 고소할 수 있었다.

고소제를 허용한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과 법에서부터 객은

지의 수탈이나 1결당 30두를 넘는 수조에 하여 주를 고소할 수 있었다. 특

히 태종 15년부터는 정한 답험을 하지 않는 경우 객은 주를 고소하는 ‘ 주

고소권’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답험권이 에게 넘어간 직후에, 佃夫들에

게 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정부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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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허용한 것은 정한 수조를 통하여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

한 것이었다.

한 세종 3년에는 ‘답험문서제’도 시행하 다. 손실 이 답험지역의 토호 등

과 유착되는 것을 막기 하여 상피제를 시행하 으나, 답험실무를 보좌하는 향리

들이 답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부정행 를 막는 것은 구조 으로 어

려웠다. 즉 향리들은 이 답험 결과를 정리하는 실무에 참여하여 답험 결과를

조작하고 있었다.

이를 막기 한 방법으로 손실 이 답험을 한 결과를 답험 장에서 주에게

바로 기록하여 주는 ‘담험문서제’를 시행하 다. 향리가 답험 결과를 조하는 경우

백성들은 ‘담험문서’를 제시하고, 향리를 고소하여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세종 12년에는 ‘손실답험 제’도 마련되었다. 손실 제의 가장

요한 문제 은 의 불공정한 답험이었다. 그러므로 제의 시행 기부터 ‘公

廉’을 인선의 가장 요한 덕목으로 제시하 다.

그러나 ‘공렴’한 의 선정은 그 명료한 기 을 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그

책으로 품 에서 다시 직에 임명되기 쉬운 자를 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제기되었다. 즉 품 에서 顯官을 지낸 자와 科擧에 제한 자를 으로 삼고

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 에 있는 품 을 으로 임명하기 해서, 의

명칭도 ‘손실답험 ’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정비를 통해서 손실 제는 그 문

제 을 보완해 갔다.

7. 이와 같이 손실 제는 정비되었으나 세종 공법논의가 시작되면서, 원

들은 손실답험제를 비 하 다. 그 주된 비 은 손실 제에 한 것이었다. 손실

제가 손실답험제의 최종 인 방안이었고, 손실 이 손실답험의 실제 인 책

임자 기 때문이었다. 손실 제에 한 가장 요한 공격은 의 부정행 에

한 비 이었다.

공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원들의 입장은 수조방식을 정액제로 만들어 수조과

정에 원의 개입을 여 부정을 원천 으로 근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공법은

수조방식을 한 단계 더 개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공법에 비교할 때 손실답험

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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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법의 시행이 이미 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손실답험제를 지

지하는 원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손실 제가 이미 제도 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니, 인사 리만 잘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동향은 원들이 보

완 정비된 손실 제를 크게 신뢰하 음을 잘 보여 다.

그런데 이미 태종 반 ‘과 국가 리체제’ 형성이후 수조체제는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과 법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공 수조와 사 수조의 운 방식은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었다. 세종 에 이르면 공 수조와 사 수조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수조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었다. 세종이 시작한 공법논의

는 국가수조를 통일된 하나의 체제로 만들기 한 모색이었다. 그러므로 통일된

큰 틀을 만들기 해서 손실답험제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법의 긴 논

의를 통해서 매년의 작황을 수조에 반 하는 9등 손실답험제의 이념과 형식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공법에서 9등 年分制를 시행한 것은 공법이 답험

손실제의 큰 맥락을 잇는 것이었다.

8. 이상에서 볼 때, 조선의 정부는 백성을 한 정 수조체제를 만들기 해서

매우 극 으로 노력하 다. 손실답험제 정비의 일련의 과정은 조선의 정부가 백

성을 한 정 수조를 실 해 보려고 진지하게 모색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정부는 태종 반 손실 제 시행을 통해서 공 은 물론 사 의 수조까

지 장악하면서 사 에서도 정수조를 실 해보려고 노력하 다. 그러므로 손실

제를 강화해가는 과정은 과 국가 리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이와 같이 손실답험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수조과정은 서양의 세에서 주가

수조의 과정을 장악하고 임의로 수조량을 결정하 던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조선 정부가 정비한 손실답험제는 세 수 을 넘어선 것이었다. 조선의 정부는

수조방식에서도 사 인 지배를 배제하고 공공통치를82)
82)실 하고자 노력하 던 것

으로 이해된다.

논문투고일(2016. 10. 18), 심사일(2016. 11. 22), 게재확정일(2016. 12. 7)

82) 최이돈, 2015 ｢조선 기 공공통치론의 개｣, �진단학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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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ystem of tax cut in the rule of Gajeun In early Choseon

Choi, E-don

1. There is a policy of the survey of the tax cuts, which reflects the agricultural loss in 

the rule of Gajeun. This is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year reflecting the tax rules. 

The government received a proper taxation by this rule. The government of Koryo gave 

tax cuts for the investigation in case of agricultural disasters only. There was nine grades 

of survey of the tax cuts.

2. The government made a new law for actively tax deduction. This was the rule of 

tax cuts in accordanc with productive capacity of the year(隨損給損). The government 

could discount the tax by the survey on agricultural production of the year. The farmers 

was given the benefits of aggressive tax cuts through the law.

3. The role of local management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 of 隨損給損 became 

much. So government sent a central government official to manage local. The dispatch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to manage the local official. However, the central dispatch of 

the government was managed the many District over 10, the effect was minimal

4. The central government dispatched, but no avail. Therefore, the government was 

placing 踏驗委官. By the rule of 踏驗委官 of  the tax deduction system became effective.

Key words : the rule of Gajeun, the system of tax cut, agricultural p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