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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이유진

이 논문은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조선 중앙정부의 호구 파악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한 것이다. 동아시아 전근대 왕조에서

는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람을 파악하여 문서로 만들고 이에 근거

하여 각종 세금을 부여하였다. 특히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곡물을 생

산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매우 중요

한 세원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 소재 사람을 파악하여 문서

화하는 것은 전통시대 국가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였다.

지방 행정 체계는 호구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기구였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인 지방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행정체계

면에서 전국을 8道로 나누고 그 아래 330여개 군현을 설정하였으며, 군

현 하위에는 面-里를 편제하여 ‘道-郡縣-面-里’라는 위계적인 행정 체계

를 조직하였다. 행정기관인 군현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3

년에 한 번씩 군현에 소속된 호구를 파악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고 사본

을 제작하여 道와 중앙정부의 戶曹로 올려 보내는 것이었다. 군현 수령

은 관할 범위 내 호구를 파악하여 공물, 군역, 요역 등을 공정하게 분배

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체계 이외에도 지방 각지에 군사기관, 역 등의 특

수 목적 기관이 세워져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행정기관인 군현 이외에 軍營과 驛道에도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징발할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각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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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과 마찬가지로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찾아내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軍籍은 6년에 한 번씩, 驛道 形止案은 3년에

한 번씩 제작되어 각각 兵曹로 상송되었다. 즉 조선시대 중앙정부에 전

국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최상위 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군현과

군영, 역도 등이 각자 자체적으로 호구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구

보고 체계 역시 재정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호조와 인력 징발 관련 사무

를 담당하는 병조로 이원화 되어있었다.

군현, 군영, 역도 등 기관의 관할 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설

정하여 확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

이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군현과 군현, 군현과 군영 내지는 역도의 관

할 범위가 겹칠 수 있었다. 지역 내에서 세원이 되는 백성 수가 한정되

어있을 때 복수의 기관이 필요한 액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까

지 중앙정부에서 재정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면서 한층 심화되었다. 중앙

정부에서 중앙과 지방에 소재한 여러 기관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확정하

고 이 때 확정된 총 액수를 전국 군현에 배분하였다. 군현에서 할당받은

액수를 호조, 선혜청, 균역청 등 중앙정부 재정기구로 상납하면 이들이

다시 예산에 따라 각 기관에 지급하였다. 이것이 소위 ‘재정의 중앙집권

화’로 일컬어지는 체제 개편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원의 총량과 흐름을 적

극적으로 장악하는 기획이었다. 이제 군현은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액수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울로 이를 올려 보내는 등 이전보

다 증대한 부세 관련 사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군현과 군현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서로 인접한 두 군현

은 경계 지역 백성을 서로 자기 소관으로 확보하려 경쟁하였다. 때로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한 백성을 이전에 소속되었던 군현에서 계속하여

징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 군현의 관할 범

위가 조정되고 군현 간 경계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군현과 군영, 군현과

역도의 관할 범위 역시 중첩될 수 있었다. 군현과 군영의 관할 범위 중



- iii -

첩은 여수민을 둘러싼 전라도 순천부와 전라좌수영의 갈등에서 잘 드러

난다. 경상도 유곡도 소속 역리를 선산부에서 군관으로 파악했던 사례에

서 보듯이 군현과 역도의 관할 범위도 겹칠 수 있었다.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되었을 때 중앙정부나 도 관찰사가 개입하여 조정하기도 하였지만

사건 별로 대처하였을 뿐 근본적으로 관할 범위를 재정립 하는 것은 아

니었다.

1750년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과 1747년 사근도 형지안으로부터 동일

지역민을 두고 군현과 역도의 관할 범위가 중첩되었던 실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驛人으로 범위를 한정했을 때 두 자료에서 동시에 파악된

사람은 약 30% 내외에 불과하였다. 또한 형지안에서 역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호적대장에서 다른 직역자로 파악되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 역도

형지안도 호적대장도 해당 지역의 역인을 모두 등재한 것이 아니었으며

두 대장은 병렬적 관계에 있었다. 즉 군현 호적대장에 기초하여 군적이

나 역도 형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현, 군영, 역도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호구를 파악하여 대장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군현이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적인 단위가 되면서 18세기 초부터 군현

하부 행정단위에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를 촉발한 원인은 면리에 부세

행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의무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는 이정법을 시행하여 면리가 군역 운영에 1차적인 책임을 지게 하였다.

군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총액을 면으로 분배하였고, 각 면

에서는 리로 분배하였다. 각 면리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채우기 위하여

공동납으로 대응하였고 이 과정에서 면리 내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달라

짐에 따라 分洞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군현-면-리’ 체계 자체는 유지되

면서도 군현 내부에서는 면리 수가 늘어나고 크기가 축소되었다. 요컨대

군현의 행정력이 하부로 강하게 미치면서 하부 행정단위인 면리가 이전

보다 세분화되었다. 또한 면리는 부여받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적으로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호구를 차정하고 있었다.

경상도 대구부 호적대장에서 면리별로 소속 호구를 조정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8세기 초중반, 19세기 중반 대구부 동상면·서상면 호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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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세 식년동안 연속되는 세트를 선정하고(1729년-1732년-1735년,

1855년-1858년-1861년) 동일한 호구를 연결하여 호 이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년마다 일정한 호가 다른 면으로, 혹은 같은 면 내에서 다른

리로 移屬되었다. 적은 사례이기는 하나 6년간 연속적으로 등재되면서

끊임없이 소속 면리가 변경되는 호도 찾아낼 수 있었다. 당시 호적대장

이 군현 부세행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호 이속은 정해진

액수에 맞춰 행정단위별로 호수를 조정한 결과물일 수 있다. 리가 관할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호구를 차정하여 면으로 올리면 면에서 총액을

맞추면서 전체적인 조정을 가한다. 면에서 이를 군현으로 올리면 군현에

서 다시금 조정한 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호는 행정상 필요에 따라

다른 리나 다른 면으로 이속될 수 있었다.

19세기에는 면리별 공동납 관행이 정착하고 한층 더 강화되면서 호적

대장에서 이전에 없던 독특한 현상이 발견된다. 대구부 동상면·서상면

호적에서 1858년 19호는 동상면과 서상면에 중복 기재되었으며 1855년

-1858년-1861년 48호는 같은 면 다른 리에, 9호는 같은 리에 중복 기재

되었다. 한정된 세원을 두고 면과 면 혹은 리와 리 사이에 관할 범위가

중첩된 결과로 보인다. 리 단위에서까지 일정 액수 이상 호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한 리에 같은 호를 두 번 기재하기도 하였다. 1888년-1894

년 남원 둔덕방에서는 면에 해당하는 坊에서 호적 작성을 주도하였는데

리를 배제한 채 면 전체를 대상으로 작통하는가 하면 동일호가 한 식년

에 여러 번 등재되는 경우가 다수 등장한다. 면의 행정력이 강하게 작용

하면서 오히려 하위 행정단위로서 리의 존재가 문서에서 사라지기도 하

였던 것이다.

반면에 실체가 없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里도 있었다. 18-19세기에

대구부, 단성현, 안의현 호적에는 한두 종류의 장인호로만 구성된 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장인리는 호적대장에만 등장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

작된 읍지 등 다른 문서에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또한 호적에 처음 등

장할 때 장인리 호구는 이전의 같은 면에 기재된 호구와 혈연적 연계성

이 없었다. 즉 장인리는 어떠한 행정적 필요 때문에 특정 종류의 장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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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인위적으로 편제한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각 면리의 호구

파악 범위 설정, 면리 간 호구 조정, 면리 편제 등은 궁극적으로 군현 전

체 호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호구 파악 방식이 단일 기관 주도 하에 일원화된 것은 1894년 갑오개

혁 이후의 일이었다.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의 한 축을 구성하던 군영과

역도가 폐지되었으며 아울러 郡에서 관행적으로 확보해오던 비정규 재정

이 중앙정부로 흡수되었다. 또한 지방 관련 사무를 내무아문(→내부)에서

담당하는 가운데 호적 관련 사무가 호조로부터 내무아문(→내부)으로 이

관되었다. 이 때부터 내부 판적국-郡으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체계를 통

하여 전국 호구가 파악되고 관리되었다. 1896년부터 실시된 신호적 제도

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산물이다. 또한 지방을 장악하는

체계가 단일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지

방 곳곳에 미치게 되었다.

하위 행정단위는 이전보다 더욱 세분화되었다. 충청북도 공주군 우정

면에서는 1896년에서 1904년 사이에 면 예하에 편제된 리 숫자가 급증하

는 반면 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각 리별로 호수가 최소 작통 기

준인 10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가운데 작통의 역할이 면

에 부여되어 같은 리에 소속된 호가 다른 통으로 갈라지고 한 통에 여러

리 소속 호가 편제되었다. 즉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리 자체적 운영 질서

를 흩어놓고 리가 운영상 완결적인 행정단위로 기능하기 어렵도록 만든

것이다. 한편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지역에서는 리 예하에 洞이 편제

되어 행정적으로 군-면-리-동 체계가 성립되었다. 이 때 눈에 띄는 것이

리의 총 호수는 물론 일부 동의 총 호수도 고정된 것이다. 이 시기 호수

는 해당 행정단위에서 납부해야하는 戶錢 총액을 의미하였기에 중앙정부

에서는 더 많은 호를 파악하여 호적에 등재하기를 요구하는 반면 각 군

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면서 호총을 최대한 적게 확보하고 아예 고

정시켜버렸다. 이에 따라 군 예하 하부 행정단위의 호총까지 고정되었던

것이다.

신호적에 등재된 호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각 행정단위에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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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총을 맞추기 위하여 파악된 것이었다. 신호적 제도 하에서 원칙적으로

는 실제 개별세대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호적에 등재해야 했으나 행

정단위별로 납부 총액을 할당하는 기존의 부세 운영 방식이 지속되는 이

상 불가능했다.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에서 1899년·1903년 목장양안과

1899년·1900년 호적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신호적의 호는 실제 사람이 거

주하는 집과 다른, 행정적인 필요에 의하여 편제된 것이었다. 호적 상 洞

도 거주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고안된 개념이었다. 1899년-1900년 사이 호적에서 탈락한 사람 일부는

여전히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같은 자료에서

1902년-1904년 사이 소속된 동이 바뀐 호 중 일부는 실제 거주지가 아

닌 동에서 파악되기도 하였다. 당시 里에서 동별로 파악된 호를 수합하

여 리 총액에 맞춰 조정하면서 인위적으로 호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과 호구 관리 체계 변화

는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나날이 강해

질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좋은 틀이 된다. 단선적이고 위계적인 체

계 하에서 정점의 지배력이 효과적으로 하부에까지 미칠 수 있으며 상위

기구가 하위 기구의 자체적 운영에 간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요어 : 호구 파악, 호정운영, 호 이동, 호구 수 조정, 부세 행정, 지

방 기관, 군현, 군영, 역도, 지방 지배, 관할 범위 중첩, 조선

후기, 대한제국, 호적대장, 역도 형지안, 목장양안

학 번 : 2011-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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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연구목적

조선왕조는 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추구하였다. 전

통시대 왕조에서 중앙집권적 지배란 상징적으로는 왕이 온 나라를 다스

리면서 왕의 교화가 온 백성에게 두루 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왕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까지 실질적으로 중앙의

힘이 미칠 수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중앙 지배력이 모든

백성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중앙에서는 지방

각지에 여러 목적을 가진 국가 기관을 설치하고 담당자를 현지에 파견하

여 지방 지배의 기초로 삼았다.

호구 파악은 지방 지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다. “한 고을의

주인이 되어서는 마땅히 그 고을의 戶口를 알아야 하고, 한 나라의 주인

이 되어서는 그 나라의 호구를 알아야 하고,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는 마

땅히 천하의 호구를 알아야”1) 했다. 戶口로 대표되는 사람과 그들이 경

작하는 토지는 국가에서 각종 조세를 수취하는 중요한 稅源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호구 파악이 실제로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지

방 호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즉 당시 지방

지배 구조 내에서 호구 파악을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그들은 어떻게

호구를 파악하는가.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수집한 호구 정보를

어떻게 보고받는가. 호구 파악과 관리에 있어 명령-보고 계통의 형태는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지방에 미치는 방식을 결정한다. 예컨대 그 형태가

꼭대기부터 가장 하부까지 단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중앙정부의 의도

와 힘이 매우 빠르게 효율적으로 각 지방에 미칠 수 있다.

호구를 파악하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郡縣, 즉 행정기관이었다. 조선왕

1) 《世宗實錄》 권 34, 세종 8년 12월 8일 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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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는 전국을 8개 道로 편제하여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330여개 府·

牧·郡·縣에 모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군현 하위에는 面을, 면 하위에는

里를 설정하여 ‘道-郡縣-面-里’라는 위계적인 행정 체계가 구축되었다.

군현에 파견된 수령은 현지에서 지방행정·부세·질서유지·교육·교화 등2)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총 책임자로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군현 관

할 범위 내에 있는 백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

말로 그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수령의 고과기준

이 되는 소위 守令七事 중 ‘戶口增’·‘軍政修’·‘賦役均’은 군현의 호구를 파

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부세를 공정하게 분배해야하는 수령의 임무를 잘

드러내고 있다. 《經國大典》에 규정되어있듯이 각 군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호구를 파악하여 戶籍大帳을 작성하고, 사본을 만들어 道와 중앙의

戶曹로 올려 보냈다.3)

지방에는 행정기관 외에도 요충지마다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기관이 소재하였다. 각 道의 군사적 요충지에는 兵營과 水營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 鎭을 두어 체계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려 하였다. 또한 전국

교통로의 주요 거점에 약 500여 개의 驛을 세워 중앙과 지방 사이의 각

종 연락과 물자 수송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복수의 역을 驛道로 편제

하여 관리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영에 節度使, 역도에 察訪 등 담당관

을 파견하였다. 이처럼 행정체계와 더불어 군영·역도 등을 통하여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지방 곳곳에 미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

관도 운영에 요구되는 노동력이나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징발할

수 있었다. 군현에서 호구를 파악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기관에서도 사람을 징발하면서 인적대장을 제작해야 했다. 軍籍은

6년에 한 번씩 成籍되어 兵曹로 上送되었다.4) 驛道에서는 3년에 한 번씩

驛人을 대상으로 形止案을 작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사본 1부를 兵曹로

2) “(守令)七事,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 (《經
國大典》: 吏典 「考課」)

3) “每三年, 改戶籍, 藏於本曹·漢城府·本道·本邑.” (《經國大典》 戶典 「戶籍」)
4) “京外軍丁每六年成籍, 京則五部, 外則各其節度使, 濟州三邑則節制使成籍, 本曹
藏之, 觀察使道·主鎭·巨鎭·諸鎭亦藏一件, 本曹摠數啓聞” (《經國大典》 兵典
「成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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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보냈다.5) 요컨대 군현, 군영, 역도가 호구 파악을 담당하는 기관으

로서 지방 각지에 병립하였고 그 내용이 호조와 병조로 보고되었다. 명

령-보고 계통에서 호조-군현, 병조-군영·역도라는 이원적 체계가 형성되

었던 것이다.

군현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호구 파악을 담당하는 주체이면서 예하 면

-리로부터 보고받은 호구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5

戶 1統으로 作統된 호구는 里에 소속되었고 리는 면에 소속되었다.6) 즉

중앙정부의 지배력은 군현에 파견된 지방관을 거쳐 면-리를 통하여 통-

호까지 이어져 민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면-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세부 행정단위로서 관할 범위 내 호구를 파악하여 군현으

로 보고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정리하자면 군현 내부에서는 군현-면-

리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호구 파악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호구 파악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다. 중

앙관서가 8아문으로 개편되면서 호적사무는 호조의 후신인 度支衙門(이

후 度支部)이 아니라 內務衙門(이후 內部) 版籍局이 담당하게 되었다. 또

한 1895년에 지방 군영이, 1896년에 역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에서

호구 파악은 행정기관인 郡이 담당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였고 이는 내

부 판적국으로 보고되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호구 파악 담당 주체와 최

종 보고 대상이 간결해지고 전국적으로 일원적인 호구 파악 체계가 완성

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대한제국기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는 호구를 파악하는 여러 주체가 각자

의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각 지방에서 군현과 군현 혹은 군현과 군영·역도가 병립하며

한 군현 내에서는 여러 면이, 한 면 내에서는 여러 리가 병립한다. 그렇

다면 병립하는 기관 간에 호구를 파악하는 관할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었

5) 《世宗實錄》 권 25, 세종 6년 7월 20일 계사; 《世宗實錄》 권 122, 세종 30
년 12월 10일 임술

6) “京外以五戶爲一統, 有統主. 外則每五統有里正, 每一面有勸農官地廣戶多, 則量
加. 京則每一坊有管領.” (《經國大典》 戶典 「戶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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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호적-군적, 호적-역도형지안 등 인적대

장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군현 호적대장이 기초

가 되어 이를 토대로 군적과 형지안이 작성되는가 아니면 호적대장과 군

적 형지안은 모두 별개의 문서인가. 나아가 같은 군현 안에서 각 면 호

적대장 혹은 각 리 호적대장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결

하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지방 지배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일원화된 호구 파악 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더

욱 강하게 하부로 도달할 때 이것이 각 지방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표출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조선왕조 500여 년간 ‘道-郡縣-面-里’

라는 행정 체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지

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은 나날이 강화되어 군현 하부 면·리의 규

모, 역할, 운영방식 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호구

파악 체계가 일원화되는 19세기 말 이후 ‘대한국 대황제께옵서 무한하온

君權을 향유하옵시는’7) 대한제국 체제 하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방에 미

치는 중앙정부의 지배력에 의하여 행정단위별로 성격, 관할 범위, 운영

방식 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러한 문제의식 하에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까지 각 시기별로 호구가 파

악되고 관리되는 체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조선 중앙정부의 지방 지

배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2. 연구동향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 지방 지배 체제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기관과 특수 목적 기관 간의

관계, 호구 파악에서 각 행정단위가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 등이 규명되

어야 한다. 그간 조선 지방 행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도 발달과 정착,

운영 양상을 중심으로 한 여러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수건은 고려후기

군현제 전통이 어느 정도 계승되면서 조선적으로 행정 체계가 정비되는

7) <대한국국제> 제 7조.



- 5 -

모습에 관심을 가졌다. 조선 초 전국 군현이 도 예하에서 동일한 위상을

가지도록 일원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任內의 형태로 군현 내에 존속

하던 속현·향·부곡 등이 일원적인 군현제를 추구하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조선후기에 군현 하부 행정단위(주로 면)로 편제되었음을 확인하였

다.8) 윤경진은 고려후기 지역자위공동체가 해체되는 급격한 사회 변동

하에서 중앙정부의 속현 관리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것이 조선 초

일원적인 군현 편제에 승계되었던 점을 분명히 하였다.9) 이존희는 고려

로부터 이어져 온 界首官制는 물론 조선 觀察使制·守令制 등 각종 지방

관제에 집중하여 그 운영 양상을 세세하게 정리한 바 있다.10)

郡縣制는 물론 군현의 하위 행정단위인 面里에도 관심이 쏟아졌다. 면

리제 연구는 주로 향촌지배질서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되었다. 박진우

는 여말선초 지방자위공동체 붕괴와 농업기술 발달 등을 배경으로 한 자

연촌의 성장이 조선전기 면리 편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면리

제를 공식화하여 군현 하부에 있는 촌락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력을 관

철하려 했다는 것이다.11) 김준형은 조선후기 면리제를 조선전기와 대비

하여 체제 변동의 양상을 살폈다. 조선 초 이래 촌락 자체가 성장하는

것은 물론 임진왜란 이후 각 지방에서 기존 운영질서에 변화가 일어나는

등 여러 상황 때문에 면리제가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기존 방위면 체제가 해체되었고 각 면리의 크기가 줄어드는 대신

수가 급증하였으며 면리 사이의 위계질서가 분명해졌다.12) 오영교는 17

세기 면리제와 五家統이 양란 이후 국가 再造 차원에서 국가가 민과 향

촌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수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해는 국가의

적극적인 향촌 지배에 방점을 둔 것이다.13)

8) 李樹建, 1984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 1989 《朝鮮時代地方
行政史》, 民音社

9) 尹京鎭, 1990 <高麗 郡縣制의 변동과 朝鮮初 郡縣운영체계의 재편>,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李存熙, 1990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硏究》, 一志社
11) 박진우, 1988 <朝鮮初期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2) 김준형, 1982,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오영교, 1994 <17世紀 鄕村對策과 面里制의 運營> 《東方學志》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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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 행정에서 면리가 담당하는 역할 역시 조명되었다. 조선후기 총액

제적 부세 운영에 대응하는 면리별 공동납이 면리 운영 방식이나 편제에

끼친 영향 등에 관한 것이었다. 정진영은 일찍이 촌락 간 부세 부담 정

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촌락 내부에서 사족 간 혹은 상하민간 부세 부담

과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에 갈등이 촉발되었던 사실에 주목하였

다. 복수의 자연촌락을 하나로 편제했던 기존 동리는 이러한 갈등을 계

기로 점차 해체되고 각 동리가 자연촌락에 가깝게 분화하는 分洞이 진행

되었다는 것이다.14) 이해준은 하층민에 특히 주목하여 자연촌 단위의 성

장과 더불어 농민층을 기반으로 한 촌계류 조직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촌락 분화 과정에서 독립적인 마을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단위였다고

주장하였다.15)

김선경은 조세수취 단위로서 면리의 역할과 운영에 주목하고 그 구체

적인 실상을 면리 운영과 관계된 자료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면리 단위

에서 전결세·군역세·환곡세·잡역세 등을 관할 내 민에게 재분배하였으며

면리 戶口는 부세 행정을 위하여 面中·里中 등 자체적 운영기관에 의하

여 抄定되었음을 밝혔다.16) 김준형은 앞서 언급한 자연촌락의 성장에 주

목하여 자연촌락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선후기 면리가

편제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자연촌락인 리에 양역 부과 관련 업무 일부

를 부담시키는 이정법 실시 이후에는 면리가 군역 뿐만 아니라 각종 부

세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17) 송양섭은 18

세기 중엽 《양역실총》 간행 이후 군현별 군역 총액이 하부 행정단위인

면리로 분배되면서 면리별로 군역 代定을 책임지고 闕額에 대해서 面里

내에서 分徵하였던 응세 관행이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18)

14)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2부 4장 「조선 후기 ‘분동
(分洞)’과 그 성격」

15)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4장 3절 「조선후기 동
계·동약과 촌락민 조직」

16) 김선경, 1984 <조선후기의 조세수취와 面.里 운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7) 김준형, 1984 <18세기 里定法의 展開-村落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진
단학보》58

18) 송양섭, 1995 <19세기 良役收取法의 변화- 洞布制의 성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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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리별로 시행된 공동납의 실제 양상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주로 19세

기 중후반 동계 운영과 관련된 마을 문서를 분석하였다. 이용기는 전라

도 장흥부 모산면 어서리 동계 자료를 통하여 동계가 일차적으로 동리

차원에서 부세 총액에 대응하는 공동납을 위한 응세조직이면서 동시에

마을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였다.19) 송양섭은 경상도

거제부 구조라리 문서를 검토하여 이 지역에 배정된 공납, 잡역 등 각종

의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面中·洞中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실제

로 부세가 품목별 역종별로 어떻게 각 동리에 분배되었는지를 소상히 밝

혔다.20) 김건태는 전라도 장흥부 남하면 모산동 동계 자료에 기록된 수

입·지출 명목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각종 부담이 명목별로 실제

마을민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분배되었는지를 실증하였다.21)

호구 파악과 관련하여 지방 행정기관이 관할 범위를 확보하고 설정하

는 방식과 과정도 일부 밝혀진 바 있다. 이수건은 군현을 국가에 대한

부세 부담 단위로 규정하면서 인간을 파악하는 단위로서 군현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조선 초 속현이 이속되거나 혁파되는 과정에서 속현 출신

민의 귀속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 것이 그 예가 된다.22) 김선경은 군현

과 군현 혹은 面과 面이 移住하는 民의 소속을 둘러싸고 갈등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23)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물리적인 거주지를 넘어 동

일한 사람에게 복수의 행정단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실증

한 점에서 주목된다. 오영교는 자립이 어려운 군현을 보조하기 위하여

《한국사연구》 89
19) 李庸起, 2007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 전남 長興郡
蓉山面 語西里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송양섭, 2019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面中)’과 잡역운영> 《역사
와 현실》 112; , 2019 <19세기 거제 구조라리의 賦稅分定과 ‘洞錢’의
운영>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2차년도 발표문(2019. 11. 1); , 2020 <19세기 巨濟 舊助羅里의 부세운
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 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3차년도 발표문(2020.10.16.)

21) 김건태, 2020 <19세기 공동납의 실상>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
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3차년도 발표문(2020. 10. 16)

22) 이수건, 1984 앞의 책, 448-449쪽.
23) 김선경,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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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에서 부강한 군현의 면리를 인근 잔약한 군현으로 이속시

킨 몇몇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24) 이처럼 호구는 군현의 부세 부담 능

력과 직결되어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군현의 범위가 조정되기도 하였다.

호구의 성격을 군현 단위 총액제적 부세 운영의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수건은 戶가 自然戶도 아니고 일률적인 編戶도

아니라면서 戶數는 “어떤 특수한 작성 기준에 의한 各道·各官별로 定額

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25) 2000년대 이후 경상도 단성호적대장 전산화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國役 운영의 원리와 실상을 드러내는 문서

로서 호적대장에 주목하였다.26) 호적대장은 각 군현에 요구되는 호구 총

액과 종류별 군역자 액수를 고려하여 호를 차정하고 사람을 등재한 장부

였다.27) 근대 센서스처럼 해당 지역 내 모든 사람과 집을 다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따라 호를 ‘편제’하고 필요한 만큼 인

원수를 조정하여 호적에 올렸다는 것이다.28) 따라서 호당 구수나 호의

탈락·존속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29)은 물론 군현 전체에서 호당 직역

자수가 1에 수렴하기도 한다.30)

24) 오영교, 앞의 논문
25) 李樹健, 1976 <朝鮮初期 戶口硏究> 《한국사논문선집》, 일조각
26) 권내현, 2006 <조선후기 호적, 호구의 성격과 새로운 쟁점> 《韓國史硏究》
135

27) 손병규, 2001 <호적대장의 직역기재(職役記載) 양상과 의미>《역사와 현
실》41; , 2001 <戶籍大帳 職役欄 軍役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大東
文化硏究》39; , 2001 <호적대장의 재정사적 의의>《史林》16

28) 권내현, 2001 <朝鮮後期 戶籍의 作成過程에 대한 分析>《大東文化硏究》
39; 김건태, 2001 <조선후기의 인구파악 실상과 그 성격 - 단성현 호적 분
석> 《大東文化硏究》 39; , 2002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0; 정진영, 2002 <조선후기 호적
대장 '戶'의 編制 양상 -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1843-1907)의
분석 -> 《역사와 현실》 45; , 2003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
해와 그 전망> 《大東文化硏究》 42; , 2006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구
의 성격> 《韓國史硏究》132 등 참고.

29) 김건태, <戶口出入을 통해 본 18세기 戶籍大帳의 編制方式 - 丹城戶籍大帳
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44

30) 송양섭, 2002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0. 또한 19세기 호적에서 호당 직역자수가 作
統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도 있다. 김건태, 2019 <조선후기 마을 위상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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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체계 연구에서는 군현·면·리 등 각 행정단위의 관할 범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여러 면리제 관련 연구

에서 리와 자연촌을 동일시하였는데 실제로 자연촌과 행정상 동리가 같

은 것인지 명시한 연구는 없다. 기존 호적 연구에서조차 호적에 등재된

戶口가 행정단위별로 기록되었음에도 행정단위의 범위나 성격에 대해서

는 주목하지 않았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현재 행정구역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일까. 조선후기에 군현은 물론 하부 단위인 면리에서

부세 행정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자체적으로 호구를 파악하고 있었

다면 각 단위의 관할 범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군현과 군영·역도 등이 서로 특정 지역민의 관할권을 둘러싸

고 갈등하는 여러 사례 역시 소개되었다. 18-19세기 내내 이어진 여수

復邑 운동은 麗水面의 백성을 둘러싼 順天府와 全羅左水營의 갈등이 드

러난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31) 순천부는 군현으로서 당연히 하위 행정

단위인 여수면의 백성들을 징발할 수 있었고 군영인 전라좌수영은 관행

적으로 인근 여수민을 동원하고 있었다. 장경준은 동래부 營下邑을 둘러

싼 慶尙左水使와 東萊府使의 대립을 둘 사이에 오고간 關門을 통해 확인

하였다.32) 경상도 동래부의 백성은 행정적으로 소속된 東萊府와 인근 左

水營로부터 동시에 징발되어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동래부와 수영 모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에 대한 지배권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경준은 이러한 현상이 동원 가능한 良丁 수보다 軍額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나아가 동일 지역민을 대상으로 군현과 여타 기관이 자체적으로 호구

를 파악하였던 실제 사례 역시 검토되었다. 주로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戶籍中草와 군적에 등장하는 인명을 비교하는 것이다. 송

양섭은 경상도 거제부 고현일운면 구조라리[項里]의 《項里戶籍中草》

세량의 관계> 《韓國史論》 65 참고.
31) 오영교, 1994 앞의 논문 152쪽; 김덕진, 2014 <조선후기 麗水 復邑運動의
전개와 그 배경> 《朝鮮時代史學報》 69

32) 張慶俊, 2006 <18ㆍ19세기 동래지역의 군역운영과 폐단, 그리고 이를 둘러
싼 水使-府使의 대립> 《역사와 세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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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1881·1884)와 《項里防軍案》(1863)에 등장하는 인명을 교차 분석

하였다. 이에 따르면 방군안에 등재된 방군 30명 중 15명의 인물만이 호

적중초에서 추적되었다. 방군안에서 죽은 것으로 기재된 7명의 인물이

호적중초에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6명이 호적에서 군역

과 業務를 謙稱하였으며 1명은 아예 幼學을 칭하고 있었다.33) 같은 맥락

에서 제주도 대정군의 호적중초와 군적을 비교 분석한 허원영과 임승희

의 연구도 주목된다. 허원영은 《大靜郡軍兵都案》(1870)에서 덕수리·사

계리·하모리·하원리에 거주한다고 표기된 330명의 군병을 해당 리의 호

적중초(1867)에서 추적한 결과 276명(83.6%)을 찾아낼 수 있었다. 편제에

서 하층의 지위를 점하는 군병을 호적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다.34) 임승희는 1867년·1870년 대정 12개 리의 호적중초와 《大靜郡軍兵

都案》(1870)을 비교하여 군병도안에 등재된 970명 중 598명(61.6%)을

호적중초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35)

거제부와 대정현 사례는 郡縣과 軍營이 동일 지역민을 각자 파악하면

서 생기는 현상으로 군현과 군영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호적을 근거로 삼아 군적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송양섭은

군적에 등재된 일부 인물이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현상에 대하여 19세기

호적의 성격 변화 때문이라 추측하였다. 호적 본문에 실제 촌락의 상황

과 무관한 정보가 기록된 것처럼 군역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대장으로

서 호적 본문이 기능을 상실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36) 그러나 18세

기 중반 단성현 호적대장과 사근도형지안의 역인 기록을 교차 분석했을

때에도 두 장부에서 서로 일치하는 인원이 30% 남짓이었던 것을 감안하

면37) 이 같은 현상은 19세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김석형은 조선

33) 송양섭, 2002 앞의 논문; , 2014 <19세기 거제도 舊助羅 촌락민의 職
役變動과 家系繼承 양상> 《한국문화》 67

34) 許元寧, 2006 <19세기 濟州道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장 4절 「18세기 말과 19세기 후반의 元戶」 참고.

35) 임승희, 2018 <19세기 후반 제주 大靜郡 지역 군병의 직역 실태> 《한국학
연구》 48

36) 송양섭, 2002 앞의 논문, 311-312쪽.
37) 본고 1장 2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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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적과 군적이 불가분의 관계이고 군적이 호적을 근거로 작성되지만

세조대 保法 실시 이후 호적과 군적의 관계가 괴리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38) 즉 호적대장과 군적, 호적대장과 형지안의 괴리는 호적대장 작성

이 재정 운용과 관련된 호조의 소관이고 군적과 형지안 작성이 인력 운

용과 관련된 병조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양립하고 있던 ‘군현-호조’, ‘군영·역도-병조’ 호구 파악 체계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전국적으로 일원적인 호구 체계로 정비되었다. 서호철은

이 과정에서 호구 파악 관련 사무가 호조 후신인 탁지아문이 아닌 내무

아문(이후 내부) 판적국으로 이관되었던 점에 주목하였다. 메이지기 일본

에서 경재·재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內務’라는 말로 개념화하

였는데 갑오개혁정권이 이러한 체계를 모방하여 내무아문을 설치하였다

는 것이다. 1896년 9월부터 시행된 신호적 제도는 家口를 파악하는 근대

센서스처럼 정확한 전국 인구 집계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이전보다 총호구수가 줄어들었고 1906년 이후 경찰력이 동원되면서 더

많은 호구가 파악되었다고 한다.39)

신호적을 활용하여 직접 분석한 연구는 대개 지역별로 호구 구성과 특

징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경우 단성, 대구, 언양, 울

산 등 주로 경상도와 제주도 위주로 자료가 현전하는 반면 신호적의 경

우 전국을 아우르는 자료가 남아있다. 수도인 한성부의 호적을 비롯하여

경기와 삼남지방은 물론 현재의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평안남북도, 함경

남북도, 황해남북도의 호적까지 보존되어있다.40) 서호철이 지적한 것처

38) 金錫亨, 1941 <李朝初期國役編成의 基抵> 《진단학보》 14
39) 서호철, 2007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호적
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8-59쪽.

40) 현존하는 신호적의 지역과 편찬년도, 현 소장처에 대해서는 임학성, 2004
<19세기 말 호적자료를 통해 본 안동주민의 제모습-1899(광무 3) 남선면 호
적의 사례 분석-> 《진단학보》 98 의 [부표 신식호적의 현황]을 참고. 신호
적이 작성되던 시기 행정단위 편제는 1896년 8월에 전국이 23부에서 13도로
개편된 것을 따른다. 《高宗實錄》 권 34, 고종 33년 8월 4일 기사 참고. 이
뿐만 아니라 간도지역인 ‘邊界’ 호적도 작성되었다. 한성부 호적을 분석 대상
으로 한 연구는 吉田光男, 1993 <戸籍から見た20世紀初頭ソウルの<人>と
<家>> 《朝鮮学報》 147; 조성윤·조은, 1996 <한말의 가족과 신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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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1906년 이전 신호적이 모든 호구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이전부터 내려오는 호정운영의 관습과 관련되어있다는 것은 몇몇 연구에

서 언급된 바 있다. 郡의 총 戶數가 중앙정부에 납부해야하는 戶稅 총량

을 결정하는 이전의 관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호정운영과

관련된 실례로 호적대장이 분석된 사례가 거의 없고 하며 나아가 면·리·

동 등 행정단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할 범위에 주목한 연구는 전

무하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지를

내세우려 한다. 첫째, 조선후기 호구 파악은 군현-호조 계통과 군영·역도

-병조 계통이 동시에 운용되었다. 군현과 군영·역도 등 지방에 세워진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호구를 파악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

다. 이렇게 파악된 인구는 각각 호조와 병조로 보고되었을 뿐 이들을 통

합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상위 기구나 상시적으로 각 기관 간의 갈등

을 조정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마다 세원이 되는 백

와 역사》 50; 김현진, 2013 <1906년 漢城府 北署의 居住民 樣相과 都市性格
‑光武 10년 漢城府 北署 城內 8坊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1; 김
현진, 2015 <근대 초기 도시가족과 兒童 인식의 패러다임–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鄕土서울》 91; 차인배, 2015 <광무년간 한성부 호적
을 통해 본 근대 경찰간부의 실태–경무청의 칙임 및 주임관을 중심으로->
《鄕土서울》 91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인천지역(오성, 1991 <19세기말 인천
항의 호와 호주 – 광무호적의 검토-> 《역사학보》 131; 김현진, 2014 <19
世紀末 仁川港 거주민 양상과 대민통치방식‑光武 2年(1898) 仁川港 畓洞·外
洞 戶籍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0), 경기지역(오성, 2001 <戶籍으로
본 韓末 농촌지역의 戶의 구성-京畿道 廣州府 北方面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연구》 18; 유창호, 2012 <20세기 초 경기도 통진군 ‘보구곶’마을 사
람들의 생활 양태-1901년(광무 5) 통진군 보구곶면 호적자료 분석 사례->
《역사민속학》 40), 안동지역(임학성, 2004 앞의 논문), 북한지역(이정주,
2013 <19세기 말 평안북도 구성군 가호의 구성과 거주양태> 《역사민속학》
43; 이정주, 2013 <1901년 작성 북청 호적과 북청군민 소요 사건> 《한국사
학보》 53), 간도 지역(임학성, 2013 <20세기 초 ‘간도’지역에 거주한 조선인
에 대한 호구조사와 그 의미> 《한국학연구》 30; 임학성, 2014 <20세기 초
서간도 거주 이주한인들의 생활 양태-“초산강북호적”(1902) 자료의 분석 사
례> 《동북아역사논총》 46)의 호적을 분석한 연구 등이 존재한다. 이유진,
2016 <광무호적의 호구변동 사례 연구-광무 3, 4년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호적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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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관할 범위는 때로 중첩될

수 있었다. 호구 파악 체제가 일원화되는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호

적사무가 내무아문(→내부)로 이관되고 아울러 1895년-1896년에 걸쳐 지

방 군영제와 역제가 폐지된 이후의 일이다.

둘째, 일원화된 호구 파악 체계에서 상위단위의 지배력이 하위단위로

미치면 하위단위의 운영과 편제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위 재정

의 중앙집권화가 진행된 이후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까지 군현 내

면이 세분화되었고 이후 면리별 공동납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19세기까

지 면 내 동리가 더욱 세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호구 파악은 대체로

각 행정단위에 위임되었으나 원활한 호정 수행이라는 뚜렷한 목적 하에

서 군현은 면의 자체적 운영에, 면은 리의 자체적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

다. 신호적 제도가 실시되던 시기에는 호구 파악 체계가 전국적으로 일

원화되면서 중앙정부의 강한 지배력이 각 지방에 거침없이 도달할 수 있

었다. 그 결과 최하위 행정단위인 리가 다시금 세분화되거나 리 하위에

새로운 행정단위가 나타나는 등 행정체계가 더욱 정교해지게 되었다.

3. 자료와 연구 방법

전통시대에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주로 토지와 인간이었다.

토지, 사람으로 구성된 戶,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 등은 고대 중국에서 租

庸調 제도가 정비된 이래 가장 기초적인 세원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에서

는 이 골격을 이어받아 田稅, 貢納, 役의 부세 수취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는 전국을 파악 대상으로 설정하여 부세제도

를 운용한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은 해당 지역의 세원(토지, 호, 사

람)을 파악한 후 이를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으로 만들어 중앙정부에 바친

다. 아울러 인력을 징발하는 지방 소재 군영과 역도에서도 군적과 형지

안을 제작하여 중앙정부에 올린다. 이들 자료들은 중앙정부의 부세 정책

이 실질적으로 각 지방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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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이 중 본고에서 주로 활용할 자료는 호적대장이다. 호적은 사람을 戶

로 묶어서 편제한 문서로, 군현의 부세 행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

였다. 조선후기 호적대장은 3년에 한 번씩 군현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5

호가 모여서 1統을 이루고 있었고[五家作統], 이들은 행정구역인 里→面

→郡縣에 소속되었다.41) 1896년(건양 1) 9월 <戶口調査規則>42)과 <戶口

調査細則>43)이 반포된 이래로는 1년에 한 번씩 府·郡별로 호적이 작성

되었고, 10호를 1통으로 작통하였으며, 里 예하에 洞이 새로운 행정구역

단위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호적대장이 가지는 장점은 행정 체계의

위계적 구조가 잘 드러난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군현-면-리, 대한제국기

부군-면-리-동 체계에 소속된 호구를 분석하여 각 행정단위의 관할 범

위와 호정운영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호적은 호구 파악과 관계

된 여러 주체의 역관계가 반영된 산물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호적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구별로 주소에 따라 기록하는 센

서스가 아니었다. 총액제적 부세 운영 하에서 각 군현에서 면리로 총액

이 할당되면 누구를 호적에 등재할 것인지에 대하여 里 내부에서 논의하

고 또 面에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44) 3년에 한 번씩 군현에서

호적을 작성해서 戶曹로 上送하라는 국가, 호구 총액과 역종별 액수를

면리에 배분하는 郡縣, 누구를 호적에 올릴지 결정하는 面-里의 입장이

조정된 결과물이 바로 호적이었다.

아울러 호적에 등재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다. 호적에 기록된

거의 모든 사람이 직역, 성명, 연령을 기재하고 있으며, 主戶(호 대표자)

와 妻에 대하여는 四祖 정보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호적대장에 기록

된 자세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호적대

41) 《經國大典》 戶典 戶籍; 《備邊司謄錄》 31책, 숙종 1년(1675) 9월 26일
「五家統事目」

42)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勅令 61호 <戶口調査規則>
43) 1896년(건양 원년) 9월 3일 內部令 8호 <戶口調査細則>
44) 김선경, 1984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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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등재된 사람을 軍案이나 驛道 形止案 등 다른 인적대장에 기재된

사람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같은 지역 호적대장

여러 해 분을 연결하여 이를 토대로 시기별 호구 변동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후기 호적대장은 17세기 말부터 19세기 말까지를 포괄하

고 있다. 다만 지역적으로 대구, 단성, 울산, 언양, 안의 등 경상도에 편

중된 데다가 해당 기간 내 모든 식년분이 전부 남아있지 않은 것도 한계

로 지적된다. 200여 년간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자료가 연속되는

식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경상도 대구부 호적대장45)과 단성현 호적대

장46) 정도인데 단성현 호적대장은 19세기 기록에 공백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현과 기관이 호구를 파악하는 방식과 각각의 관

할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제작된

역도 형지안과 호적대장을 비교하였다. 《사근도형지안》(1747)47)은 사

근도 소속 15역의 역리, 역노비 등 역인 현황을 기록한 장부로 경상도

단성현 소재 벽계역, 신안역 역인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단성현 호적대

장(1750)에 기록된 인적 정보와 비교하였다. 또한 군현 내에서 행정단위

별 관할 범위와 호정운영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부 읍치지역인 동

상면·서상면 호적대장에서 세 식년이 연속되는 사례를 찾아(1729년-1732

년-1735년, 1855년-1858년-1861년) 동일인을 연결하여 면리 간 호구 이

동양상을 분석하였다.

1896년 이후 제작된 신호적의 경우 전국적으로 자료가 남아있는 장점

이 있다. 다만 제작된 기간이 1896년(건양 1)부터 1909년(융희 3)까지로

짧아서 긴 시계열을 만들기 어렵고 동일 지역의 호적대장이 연속해서 남

아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 본고에서는 일원화된 호구 파악 체계 하에서

최하위 행정단위인 里에 일어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두 지역을 선정

45)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7 《慶尙道大丘府戶籍大
帳-東上面》;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9 《慶尙道
大丘府戶籍大帳-西上面》

46)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6 《慶尙道丹城縣戶籍大
帳》

47) 문경옛길박물관, 《사근도형지안 전산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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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충청남도 공주군 우정면과 관련해서는 1896년 1월 신호적 제도

실시 직전에 제작된 오가작통책48)과 1904년(광무 8) 신호적49)이 동시에

남아있어 해당 기간에 행정 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되는지, 시기별

로 호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은 里 예하에 洞이 공식적인 행정단위로 편제된 경우이다. 신호적에서

드물게 제작 시기가 연속되는(1899년-1900년) 2년 간의 호적이 잘 보존

되어 호구 이동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899년(광무 3), 1902년

(광무 6) 같은 지역 목장양안50)이 현존하여 두 자료에 기록된 인적정보

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행정단위별로

호구가 어떻게 파악되고 상위 행정단위에서 그 내용이 조정되는지 검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고지도와 邑誌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규장각한

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해동지도》51)·《조선지도》52)·《광여도》53)·

《1872년 지방지도》54) 등은 18-19세기를 대표하는 군현지도로 군현 邑

治와 각 面의 위치는 물론 驛와 軍營 등의 위치가 잘 표시되어 있어 참

고가 된다. 특히 《조선지도》는 대략이나마 군현의 경계선을 점선으로

그리고 있어 이 시기 군현의 관할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

러 지역 읍지에서는 坊里條를 통하여 당시 행정체계 편제의 실상을 확인

하고 戶口條의 호구수 등을 활용하였다.

48)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1896, 《公州郡牛井面五家作統》(원문: 일본
學習院大學校 도서관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MF 0008883)

49)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1904, 《忠淸南道公州郡牛井面戶籍》(원문: 일
본 學習院大學校 도서관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MF 0008883)

50) 《定州郡所在海山二里牧場土量案》 (奎1963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平安北道定州郡海山面二里牧場土田畓尺量成冊》 (奎22200, 규장각한국학연
구원 소장)

51) 《海東地圖》 (奎古大 4709-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52) 《朝鮮地圖》 (奎 1603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53) 《廣輿圖》 (奎古4790-5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54) 《1872년 지방지도》(奎1056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72년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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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 구성과 내용

1장에서는 군현과 군영·역도 등 지방 지배의 축을 이루는 여러 기관이

각 지역에서 병립하면서 관할 범위가 중첩되었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하

여 다룰 것이다. 각 기관은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장악해 나갔으며 운

영상의 자율성을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호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의 관할 범

위를 일률적으로 설정해주지 않는 이상 특정 지역에서 두 기관의 관할

범위가 중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경계지역 민을 두 군현

에서 동시에 차정하거나 특정 지역민을 두고 군현과 군영, 군현과 역도

가 갈등하는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이 시기 군현과 역도에서 각기 제작한 인적장부를 통하여 각 기관의

관할 범위가 서로 중첩되었던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 단성

현에는 사근도 속역인 벽계역과 신안역이 소재하였다. 1747년 사근도형

지안 벽계역·신안역 소속 역인 기록과 단성현 호적대장에 등재된 역인

관련 기록을 비교하여 두 자료에서 파악한 역인의 범주가 어떠하며 동일

한 사람을 각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호적대장과 역도 형지안 사이의 관계, 즉 호적대장을 근거로 역

도 형지안이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군현-면-리라는 행정기관 내 일원적인 호구 파악 체계에서

상위 행정단위의 지배력이 하위 행정단위의 편제나 운영에 어떻게 영향

을 끼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7세기 말-18세기 초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에 따라 군현의 지배력이 이전보다 강해지면서 하위 행정단위

인 면리에 부세 행정과 관련된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되고 있었다. 이러

한 경향이 18-19세기 면리가 세분화되고 면리 간 위계질서가 확고해지

는 등 각종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었음을 지적할 것이다.

나아가 18-19세기 대구부 호적대장에서 면리 편제와 운영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확인하려 한다. 우선 동상면·서상면 호적대장에서 면과 면

사이, 리와 리 사이의 호 이동 양상을 분석하여 부세 행정의 기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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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리가 자체적으로 관할 범위 내 호구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하위 행

정단위에 소속된 호구가 상위 행정단위에 의하여 어떻게 조정되는지, 각

행정단위의 관할 범위가 서로 중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것이다.

아울러 단성현 호적대장과 대구부 호적대장에서 발견되는 匠人里의 호구

구성과 장기적 변동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이것이

오로지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편제된 산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려 한다.

3장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원적인 호구 파악 체계가 성립된 이

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한층 더 강화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행정 편

제나 각 행정단위 운영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군현-호조 계통과

군영·역도-병조 계통이 병립했던 조선후기 호구 파악 체계는 갑오개혁기

를 거치면서 내부 판적국-郡의 단일 계통으로 정비되었으며 이러한 흐

름 속에 신호적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리의 하부 행정단위로

서 동이 호적에서 공식화되고 리 단위 독립적 호정운영이 이루어진 평안

북도 정주군 해산면 사례와, 리가 급격히 세분화되면서 리가 아닌 면 단

위로 호를 작통하였던 충청남도 공주군 우정면 사례를 조명하여 이 시기

최하위 행정단위인 里에 일어난 편제와 운영 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

다.

대한제국기 리 예하 洞도 행정단위로서 부세 행정, 즉 호정과 관련되

어 있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1899년-1900년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신호적을 분석할 것이다. 호적에 등재된 호구 기록을 같은 지역 목장양

안에 기재된 인명, 家垈 관련 기록과 교차 검토하면서 신호적에 등재된

호구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아울러 동과 동 사이 호 이동이 당시 부

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강력한 압박 하에서 행정단위별로 호수를 맞추

기 위하여 상위 행정단위 리에서 동의 호구를 조정하여 만들어진 결과물

임을 논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과 호

구 관리 체계 변화에 주목하여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지방 지배 구조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그 구조를 따라 어떤 식으로 지방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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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지배력이 미쳤을 때 어떠한 변화가 수반되는지를 실증하려 한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조선왕조의 지방 지배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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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각 기관의 자체적 호구 파악과

관할 범위 중첩

1. 기관의 거점 지배와 관할 범위 형성

1) 군현의 관할 범위 설정 방식

조선은 전국을 330여 개 군현으로 편성하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

여 지방을 지배하였다. 군현 하부에는 面-里를 설정하여 지방 곳곳에까

지 중앙정부의 영향이 미치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道-郡

縣-面-里로 이어지는 각 행정단위 간 위계가 완성되었다. 군현은 관할

범위 내의 戶口를 파악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부세를 수

취하였다. 각 군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호구를 파악하여 호적대장을 작

성하고, 사본을 만들어 道와 중앙의 戶曹로 올려 보냈다.55) 그렇다면 군

현이 호구를 파악하는 ‘관할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었을까.

조선시대 군현제 정비는 고려 군현제의 유산을 조선적 방식으로 재편

하는 과정이었다. 흔히 ‘階序的’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려 군현제도의 경우

主縣, 屬縣, 鄕, 部曲 등이 존재하며 중앙정부에서는 그 중 주현에만 지

방관을 파견하고 그로 하여금 주변 속현, 향, 부곡 등을 관할하게 하였

다.56) 고려후기에 중앙정부에서 監務를 파견하는 속현이 늘어났고 특히

공양왕 대에 감무가 파견된 30여 개 속현에서는 주변의 속현과 부곡을

할당받으며 사실상 주현과 비슷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57)

55) “每三年, 改戶籍, 藏於本曹·漢城府·本道·本邑.” (《經國大典》 戶典 「戶
籍」)

56) 蔡雄錫, 2000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 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
序》, 서울대학교출판부

57) 윤경진은 공양왕대에 파견된 감무를 ‘新定監務’라고 하여 고려후기에 파견된
감무와 구분하고 있다. 신정감무가 파견된 곳이 후에 현감이 다스리는 현이
되었다고 한다. 尹京鎭, 1990 <高麗 郡縣制의 변동과 朝鮮初 郡縣운영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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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가 들어선 이후 道 예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일원

적인 군현제를 추구하였다.58)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거점을 중심으로

넓게 주변 토지와 백성을 장악하는 형태로 설정되었다. 수령이 정사를

수행하던 邑治는 이전 시기 관습의 영향을 받아 城으로 칭해졌고59) 읍

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面이라는 신규 하부 행정단위가 정립되

었다. 실제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향, 부곡은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의 관할 범위 내로 포함시키면서 ‘任內’로 규정하였다.60) 이러한 일

원적 군현제는 실질적으로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속

현, 향, 부곡 역시 각각 거점을 중심으로 그에 속한 주변부를 관할하던

독자적 영역이었는데 이를 모두 군현의 하부 영역으로 포섭시켜버리면서

오랜 관습이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초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임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방관이 파견

된 군현에 읍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면이 설정된 것처럼 이 시기

속현·향·부곡에도 각각 方位面이 만들어지는가 하면61) 행정 업무를 보던

邑司도 그대로 유지되었다.62) 속현에서는 상위 군현과 정기적으로 왕래

재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8) 李樹建, 1984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윤경진, 1990 위의 논문
59) 고려 군현은 治所城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아우르는 개념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조선까지 이어졌다. 고려의 치소성이 주로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던
반면에 조선 초의 치소는 고려 치소성 근처 5리 이내의 평지로 옮겨졌다고
한다. 최종석, 2014 《한국 중세의 읍치와 성》, 신구문화사, 112-113쪽 참고.
한편 城이 곧 군현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군현의 지방관을 ‘城主’라고 부르
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李文楗(1494-1567)은 《默齋日記》에서 유배지
星州의 牧使를 城主로, 判官을 貳衙/二衙로 칭하고 있었다. 또한 현존하는 고
문서 중 조선후기에 작성된 所志를 보면 문서의 수취인인 해당 고을의 수령
을 城主라고 칭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崔承熙, 1989 《(增補版)韓
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306-317쪽 참고.

60) 李樹建, 1984 위의 책, 제 2편 「조선초기 군현제 연구」. 속현은 군현의 하
부영역으로 변질되어 호구가 주현의 호구에 통합되어 계산되는 등 주현의 읍
세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윤경진, 1990 앞의 논문, 53쪽도 함께 참
고.

61) 김준형, 1982,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11쪽. 저자는 더 나아가 속현과 부곡에 座首·別監 등이 있었던 기록을 토
대로 이들 역시 주현처럼 留鄕所를 조직할 수 있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62) 군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음에도 오랜 기간 별도의 영역을 형성해왔기



- 22 -

하고63) 속현에 할당된 각종 부세를 주현으로 바쳤다. 즉 조선전기의 군

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장악하는데 특히 복

수의 小 거점과 주변 역시도 관리하는 운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진행된 소위 재정의 중앙집권화64)는

군현의 관할 범위 확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원래 조선에서는 중

앙과 지방 소재 각 기관에서 운영에 필요한 현물과 노동력을 스스로 징

발하였다. 기관의 세원은 지방 각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

서는 실제 부세 수취 과정에서 각 군현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중앙정부는 부세 수취와 수취된 자원 배분을 자신이 주도하는 방

향으로 수취 체계를 개편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중앙 各司와 지방 소재

여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액수를 확정한 후 이를 지방의 행정기구(군현)

마다 배분하였다. 군현이 중앙에서 할당받은 액수를 채워 호조, 선혜청,

균역청 등과 같은 중앙 재정기관으로 상송하면 중앙 재정기관이 다시 이

를 각 기관의 액수에 맞춰 분배하였다.

군현이 납부해야 할 세원의 총량이 정해지면서 각 군현의 田結數와 戶

口數가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군현에서 확보해

야 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 군현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

를 중앙으로 납부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군현이 책임지는 부세 관

련 사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세 행정을 담당하는 관속을 더 많이

확보해야 했으며 부세 관련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었다.

즉 군현 자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증가됨에 따라 군현에서는 되

도록 더 많은 사람과 땅을 군현에 소속시키려 하였다.

이처럼 각 군현에서는 할당된 부세 액수를 채우면서도 군현 자체의 재

정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민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했

때문이라고 한다. 윤경진, 1990 앞의 논문, 50-51쪽.
63) 속현의 향리들은 六衙日에 한 번씩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방문해야 했다고
한다. 六衙日은 한 달에 여섯 번 정기적으로 백관이 모여 조회하여 임금에게
정무를 아뢰는 날이었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향리가 직접 주현을 방문하기에는 너무 잦은 횟수이지만 각종 연락수단을 통
하여 주현과 속현 사이에 연계가 지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4) 손병규, 2003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 《朝鮮時代史學報》 25



- 23 -

다. 문제는 동원해야 하는 총량에 비하여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민의

수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군현끼리 경계

지역 민을 서로 자기 관할 범위 내로 포섭하려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기

도 하였다. 18세기 초중반에는 특히 역종별 군역 총액이 군현 단위로 배

정, 관리되면서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였다. 단적인 예

로 남원과 구례 간 경계에 거주하던 민이 동시에 두 군현 군역자로 차정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65) 게다가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미 移住한

민을 서로 자신의 관할로 확보하려는 군현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

다.

豊德과 通津의 良丁이 도망하여 本府(강화유수부-필자)에 숨어 있는

자를 일일이 刷還하고 모두 쇄환하기 어려우면 군포를 거두어 보내게 하

였습니다. 그러나 본부는 保障의 중요한 지역으로써 前後 事目(운영 규정

-필자)에 그 모집한 백성의 내속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役을

피하여 來服한 백성을 일일이 本役으로 돌려보내려 한다면 (본부에-필

자) 거주하는 자는 모두 흩어지고 (본부로-필자) 내복할 자는 들어오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군포를 거두어 수송하는 일은 더욱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本府는 鎭撫使衙門으로 풍덕과 통진은 모두 본부의 관할 하에

있는데 지금 도리어 관할 하로 군포를 거두어 보낸다면 사리와 체면에

온당치 못합니다. 두 고을에서 비록 거두어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더

라도 본부에서 흔쾌히 들어주어 시행해야 하겠습니까?66)

민이 이주한 경우 새로 옮겨간 군현 호적에 등록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65) 손병규는 이를 ‘兩邑疊役’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손병규, 1999 <18세
기 良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군사》 39, 116-117쪽.

66) 《비변사등록》 101책, 영조 13년 2월 26일. “豐德通津良丁, 逃匿於本府者,
一一刷還, 而如難盡刷, 則使之收布以送矣, 本府以保障重地, 前後事目, 皆許其
募民來屬, 今若欲揀其避役來赴之民, 一一還定本役, 則恐有居者皆散, 來者不入
之患, 至於收布輸送一事, 尤是必不可行之端, 本府以鎭撫使衙門, 豐德通津, 皆
爲管下, 今反納布於管下, 則事體不便, 兩邑雖文報請其收送, 而本府其肯聽施
乎.” 이 사례는 김선경, 1984 <조선후기의 조세수취와 面.里 운영> 연세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3-54쪽 주 157에 제시된 비변사등록 기사를 참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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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避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군현

에 보고하여 이주 허가를 받고 새로 거주하게 되는 군현에서는 허가 문

서를 확인하여 받아들인다는 규정이 있었다.67) 조정에서 이 사건이 논의

될 때 풍덕과 통진은 그들이 避役하기 위하여 강화로 도망친 것으로 규

정하면서 자신들에게 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화는 이주해온

백성들을 자신들의 소속으로 삼는 자체 운영 규정을 내세우면서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양보하지 않았다. 조정 논의 결과 이들을 강화에 소속시

켜버리면 이웃 고을에서 군역을 감당할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는다면서

풍덕과 통진에서 해당 백성에게 직접 군포를 거둘 수 있게 하라고 결정

하였다.68) 거주지를 옮기고도 이전에 살던 군현에 납세를 하게 된 것이

다. 군현별 총액제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한 민의 확보를 둘러싼 위와 같

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69)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 군현의 관할 범위가 조정되었으며 나아가

이전보다 군현 간 경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70) 각 군현의 관할 범

위가 공고해지면서 인접한 군현 간 지리적인 경계 긋기도 가능해졌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군현지도와 지리지에서는 ‘地名+界’의 형식으로 동서

67)《비변사등록》 31책, 숙종 1년 9월 26일. 五家統事目 “避役之民, 移來移去,
不定厥居, 爲卽今大害, 旣已立此統法之後, 則凡民之移去他邑者, 必須具呈因何
事理, 指何地方, 自統報里, 自里報官, 許其移去而後, 始去, 新移地方, 亦見其舊
居官許移文書, 然後始爲容接, 無此者卽係奸民, 依法囚推, 仍爲區劃安揷之地,
其不當容受, 而容受者, 以兩界人物容隱之律, 罪之爲白齊”

68)《비변사등록》 101책, 영조 13년 2월 26일. “本府旣有募民入屬之規, 則隣邑
民移居者, 雖不可一一刷還, 而若其他邑已定軍役之民, 隨其來投, 盡爲頉免, 則
隣邑軍丁, 其將盡空而後已, 此則決不可許之, 可以刷還者, 卽令刷還, 難於刷還
者, 許其收布, 而至於自本府輸送於管下邑, 則似有妨礙之端, 若令各該邑, 自送
人收布以去, 其中尤甚不納者, 隨其邑文報, 或治罪或嚴飭, 使之備給, 亦合於共
濟之道, 以此分付何如, 上曰, 雖不自本府徵送, 該邑則可以往捧, 依爲之。”

69) 이 사건을 통하여 읍세가 약한 군현일수록 민의 군역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 군현 운영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중앙정부에서는
읍세가 잔약한 몇몇 소읍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근 대읍 소속 일부 면리를
이속시켜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충청도 음죽현에서는 충주목 소속 면리를
일부 넘겨받았다. 오영교, 1994 <17世紀 鄕村對策과 面里制의 運營> 《東方
學志》 85, 146-147쪽 참고.

70) 손병규, 1999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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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방에서 어떤 군현과 인접하여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었다. 아예

군현 간 境界를 점선으로 그리는 지도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방안지도의

일종으로 1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朝鮮地圖》가 그

예이다.71) 이후 《조선지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여러 지도에서도 마

찬가지로 군현의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다.72)

71) 《조선지도》는 각 변이 10里인 방안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방안지도는
위치와 거리 파악에 유용하다.

72) 《조선지도》의 복사본에 가까운 《八道郡縣地圖》(奎古4709-111-v.1-3)나

<그림 1-1>  《조선지도》 중 안동부

*출처: 《朝鮮地圖》 7책 – 安東,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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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안동 지도를 보면 비안, 청송, 용궁, 예천, 풍기, 영양, 진

보 등 안동과 인접 군현 간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산줄기와 하천

이 군현 간 경계가 되었으며 평지에서 경계가 만들어지는 경우 점선으로

경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부 소속지이면서 인접 군현 내

에서 월경지인 곳에서는 경계 표기가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지도

우상단의 소천부곡과 재산현은 예안 너머 북쪽에 소재하며 주변이 점선

으로 둘러져있고 내부가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지도 좌상단의 내성면과

좌측의 감천면도 안동에 속한 면으로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지도 중앙 하천 좌안에 안동에 인접하면서 영천에 속한 땅을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두르고 ‘榮川地’라고 적어두었다.

그렇다면 군현 간 경계는 실제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

까.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 산천은 자연스럽게 군현과 군현

간의 경계가 된다. 전통시대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산

과 물길 등 험난한 자연지물에 가로막히면 사람의 힘으로 수월하게 이동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생활권은 산과 물의 안쪽에서 형

성되게 마련이다. 아울러 도로 역시 지역과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

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현을 비롯한 행정단위 설정은 사람들이 생

활하는 공간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

는 행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때로는 군현 간의 경계가 생활권과 괴리되어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림 1-2>는 1900년(광무 4)에 제작된 경기도 《龍仁郡量案抄》 7책

枝內面 중 첫 페이지에 수록된 ‘接界表’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광

무양전 당시 용인군과 수원군 간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중앙에 실선

《海東輿地圖》(보물 제 1593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가 현존한다. 19세기
초중반 古山子 金正浩가 제작한 《靑邱圖》(奎古4709-21-v.1-4), 《東輿圖》
(奎10340-v.1-23)나 《大東輿地圖》(奎10333-v.1-22 등) 등의 저작물은 《해
동여지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찬가지
로 군현의 경계를 선이나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기봉, 2011 《조선의 지
도천재들》, 새문사 4·5부; , 2011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 새
문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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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려진 것이 두 군 사이의 경계이다. 대체로 도로[路]·산[山]·물[狐

川]이 두 지역 사이의 자연적인 경계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울러 경계에 인접한 田畓(‘전답주성명+전답’으로 표기)이 어느 군으로 각

각 귀속되는지 알 수 있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지적도

에서 이 지역은 용인군 枝內面(水枝面) 下里洞에 해당한다. <그림 1-3>

지적도에 따르면 수원군 장주면 천동과 용인군 지내면 하리 간 경계 중

일부는 도로였고(그림 좌하단 점선 표기), 이 도로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임야(산)가 있었다. 지적도에 따르면 용인군과 수원군 일부는 산으로 구

<그림 1-2> 광무양안 상

수원군과 용인군 경계

*출처:《龍仁郡量案抄》7책 

枝內面,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7645-v.1-29).

<그림 1-3> 용인군 지내면 하리 지적도 

상 산천 현황

*출처:《京畿道龍仁郡枝內面(水枝)下里洞原圖》(1

912년 측량, 국가기록원 소장)

       중 20·21·26·27·28번 연결.

*비고: 좌하단 점선은 용인-수원 경계. 하천은 

연하게, 地目이 林인 필지는 진하게 

채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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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지 않았고 오히

려 경계 근처에 있는

산 전체가 용인군의

관할 범위 안으로 들

어와 있었다. 산이 반

드시 두 지역 간 경

계가 되었던 것은 아

니었다.

조선시대 산천을

경계로 군현이 나누

어지지 않았던 사례

는 경상도 단성에서

도 찾을 수 있다.

1914년에 제작된

《慶尙南道丹城郡面

洞疆界略圖》에는

1913-1914년 단성군

에서 수행된 행정면

리 폐합 결과가 드러

나 있다.73) 지도에서

대한제국기 행정구역

은 붉은색 글씨와 경

계선으로(‘元’으로 표

기), 1914년 당시 새

로 구획된 행정구역

은 검은색 글씨와 경

73) 1913-1914년 당시 단성에서는 토지조사와 더불어 행정구역 폐합이 함께 이
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손병규, 2018 <戶籍과 族譜의 자
료적 특성과 연구방법–17C-20C 초 丹城地域 培養洞 陜川李氏들을 추적하
며> 《大東文化硏究》102, 「II. 20세기 초 ‘洞里’에 대한 인식의 변화」참고.

<그림 1-4> 1914년 단성군 현내면 청계리 범위

*출처: 臨示土地調査局, 1914

《慶尙南道丹城郡面洞疆界略圖》. 국가기록원 소장.

*비고: 음영은 산지. 점선은 행정구역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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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으로 표기되어 재편 전후 행

정구역의 형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를 보면 1914년

당시 새롭게 편제된 단성군 현내

면 청계리는 대한제국기 단성군

淸溪洞, 龍頭洞, 그리고 인접한

산청군 沙月面의 雲洞 일부와 圓

亭洞 일부 지역을 합친 것이었다.

생활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지역은 왼쪽으로 물길에 막혀

있고 오른쪽으로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단일 생활권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대체로 川 왼쪽이 산

청군, 오른쪽이 단성군 관할 범위

였으나 산청군 사월면 운동 일부

(청계리 중간 구역)와 원정동 일

부(청계리 좌하단)는 川 건너편

단성군 청계동 용두동 생활권에

더 인접해 있었다. 이 지도와 함

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慶尙

南道丹城郡面洞里名稱調査表》에

는 당시 행정구역 개편 사유가

기재되어있다.74) 이에 따르면 大川을 사이에 두고(‘大川ヲ隔テ’) 청계동이

나 용두동에 접한 산청군 사월면 운동과 원정동 일부 耕地를 단성으로

편입하였다고 한다. 즉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거친 이후에야 지리적

요소가 반영된 생활권에 따라 행정구역이 재편되고 있었다.

원당면 묵곡리 역시 단성군 원당면 묵곡동과 진주군 오산면 묵곡동을

합친 것이다.75) <그림 1-5> 지도에서 확인하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74)《慶尙南道丹城郡面洞里名稱調査表》1914, 국가기록원 소장(CJA0002566)

<그림 1-5> 1914년 단성군 원당면 

묵곡리 범위

*출처: 臨示土地調査局, 1914 

《慶尙南道丹城郡面洞疆界略圖》.

국가기록원 소장.

*비고: 음영은 산지. 점선은 행정구역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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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서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 자연지형에 의하여 단일 생활권을 이루

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반절은 단성에 반절은 진주에

속해 있다가 1914년 당시 비로소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생활권을 가르면서 경계가 설정되는 현상은 대체로 더

많은 인구와 토지를 확보하려는 군현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거주민의 의향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군현별로 호

구수·전결수 격차가 컸고 邑格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본 강화-통진·풍덕 간 갈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大邑에 속해있

으면 요역, 군액, 공물, 진상 등 부세 부담에서 유리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향촌의 사족들은 자신들이 소속되는 군현의 읍격을 매우

중시하여 되도록 대읍에 소속되려고 하였다.76)

이 같은 맥락에서 월경지는 한 군현의 관할 범위가 아예 지리적 격차

를 뛰어넘어버린 사례로 대체로 조선 초 일원적 군현제 편성의 산물인

任內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과

그 관할 속현·향·부곡 간에 공간적 간극이 생기는 것을 ‘越境處’·‘犬牙相

入’ 등으로 칭하면서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7) 아래 인용문을

75)《慶尙南道丹城郡面洞里名稱調査表》에 따르면 진주군 오산면 묵곡동 전부
(전체)를 단성군 원당면 묵곡리에 편입시켰다.

76) 李樹建, 1989 《朝鮮時代地方行政史》, 民音社, 183-185쪽
77) 최종석은 ‘월경지’라는 인식 자체가 군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주현-속
현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면서도 그들 각각이 지배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고
려에서는 없었던 개념이라고 하였다. 속현이 독립하여 주현이 되면서 물리적
간극을 발생시키는 일은 고려후기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것이 ‘월경지’라
는 인식은 유독 조선왕조에서 생산된 문서에서만 드러난다. 즉, 조선 초의 군
현제 정비 내지는 재편 과정에서 속현이 가지는 고유의 영역을 부정하고 이
를 모두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의 任內로 인식하면서 ‘월경지’라는 개념이 생
겨났다고 한다(최종석, 2012 위의 논문 참고). 반면에 정요근은 월경지라는
개념이 이미 통일신라 때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행정구역의 공
간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선다는 ‘越境’이라는 표
현이 쓰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요근, 2013 <전남 지역의 고려~조선시대
越境地 분석> 《한국문화》 63; 》 , 2014 <GIS 기법의 활용을 통한
조선후기 越境地의 복원> 《역사학보》 224; , 2015 <고려~조선시대
낙동강 상류 지역의 越境地 분석> 《한국문화》 71; , 2017 <충청도
월경지 분석에 기초한 고려~조선시대 下三道 월경지의 유형 분류> 《역사와
담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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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中樞院使 安崇善이 上書하였다.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여러 道 군현의 땅이 혹은 크기도 하고 혹은 작기도 하여 疆域이 바르

지 아니하고 犬牙相入하여서 이 때문에 백성들이 그 폐단을 받은 지 대개

여러 해입니다. 우리나라 군현의 땅은 본래 정한 제도가 없어서 처음에 세

울 때 鄕吏品官이 서로 다투어 빼앗았으므로 힘이 있는 자는 많이 점령하

고 세력이 없는 자는 적게 얻었습니다. 그 土産이 있는 비옥한 땅을 다투

어 먼저 점령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한 縣의 땅이 혹은 몇 郡의 境界에 섞

여 들어가고 혹은 몇 郡의 밖으로 끊겨 들어가서, 백성들의 貢賦·徭役·詞

訟이나 짐바리를 싣고 왕래할 때에 동일한 官府인데도 몇 郡을 지나고

3-4息 밖까지 말을 달려가서 반드시 聽斷하게 됩니다. 簿書·期會할 즈음이

나 差任·追徵할 때에 백성들을 많이 鞭撻하고 향리가 침탈을 행하므로 동

일한 赤子 인데도 수고하고 평안한 것과 고생하고 쉬는 것이 이처럼 현격

하게 다르니, 하나의 封疆과 하나의 地域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병폐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옛 사람은 經界를 바르게 하기를 먼저

하였으니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백성의 고통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릅

니다...(후략)”78)

견아상입지에 사는 백성들은 각종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

적으로 소속 군현에 왕래해야했다. 소속 군현 읍치가 너무 먼 곳에 있었

던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다른 군현의 영역을 거쳐서야 도달할 수 있었

다. 소속 군현에 왕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였지만 이는 고정

78) 《文宗實錄》 권 4, 문종 즉위년(1450) 10월 10일 경진 “中樞院使安崇善上
書. 其一曰 諸道郡縣之地, 或大或小, 疆域不正, 犬牙相入, 以此民受其弊, 蓋有
年矣. 我國郡縣之地, 本無定制, 初立之時, 鄕吏品官互相爭奪, 有力者多占, 無勢
者少得. 其有土産沃饒之地, 爭先占執, 因此一縣之地, 或交入於數郡之境, 或絶
入於數郡之外, 民之貢賦徭役詞訟, 駄載往來之時, 同一官府, 而過數郡, 馳三四
息之外, 必須聽斷. 簿書期會之際, 差任追徵之時, 民多鞭韃, 吏售侵漁, 同一赤
子, 而勞逸苦歇, 若是懸絶. 一封一域之間, 其爲民瘼, 無踰於此. 古人以正經界爲
先, 經界不正, 民瘼一至於此也. 臣以謂, 以各道之地、結卜之數, 分爲州府郡縣,
州則幾結幾戶, 府則幾結幾戶, 以此降殺幷合, 三四小縣爲一郡, 府各置二員, 二
人相資爲政, 貢賦徭役, 凡所分定之事, 一以結卜 戶數爲槪, 則土地自然均正, 民
瘼一朝永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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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명목이기 때문에 월경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부

담으로 전가되었다. 즉 ‘경계가 바르지 못하여’ 생겨난 월경지는 행정 운

용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며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

문에 혁파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지방 행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러 학자들도

월경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반계 유형원은 월경지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군현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무릇 다른 고을의 경계를 넘어가서 本邑에서 먼 곳은 모두 가까운 고

을에 잘라 넣는다. 가령 인천의 이포부곡은 남양에 넣어야 한다. 홍주의

신평현은 면천에 넣어야 하며, 대산부곡은 서산에 넣어야 한다. 청주의

주한향은 회덕에 넣어야 하고, 덕평면은 천안에 넣어야 한다. 전주의 경

명향은 고산에 넣어야 하고 금산의 안성소는 무주에 넣어야 한다. 원주의

지내면과 강천면은 여주에 넣어야하고 충주의 山內地는 죽산과 진천에

나누어 넣어야 한다.79)

중앙정부에서도 월경지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군현에 이속시켜 정리하

려 하였다. 조선 초 전라도에서는 1409년(태종 9) 관찰사 尹向에 의하여

도내의 임내가 모두 혁파되기도 하였다.80)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월경지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세종 대 월경지는 총

131곳이었고, 1864년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월경지는 82곳, 1906년 당시

남아있던 월경지의 수는 모두 73곳이었다.81)

79) 柳馨遠, 《磻溪隨錄補遺》 권 1, 「郡縣制」 “凡攙越他境 而遠於本邑者 悉以
割入所近之邑. 如仁川之梨浦部曲當入南陽 洪州之新平縣當入沔川 大山部曲當
入瑞山 淸州之周岸鄕當入懷德 德坪面當入天安 全州之景明鄕當入高山 錦山之
安城所當入茂朱 原州之池內江川面當入驪州 忠州之山內地當分入竹山鎭川之
類.”

80) 이수건, 1984 앞의 책, 391쪽.
81) 이수건은 조선의 월경지 현황을 세종대(《세종실록지리지》), 1864년(김정호
《대동여지도》), 1906년(<칙령> 제 49호의 別表)의 수치를 토대로 도별(道
別)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전체 월경지 중 경상도(35.2%), 전라도(22.69%),
충청도(25%)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경기도(6.8%), 강원도(3.3%), 평안도
(4.8%), 함경도(2%)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황해도에는 월경지가 하나도



- 33 -

월경지에 대한 朝廷과 학자들의 문제의식과 달리 실제로 월경지가 소

속된 군현에서는 월경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군현 입장에서는 소속

월경지를 다른 곳으로 넘겨주면 월경지에 부속된 토지와 호구에 대한 관

할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군현의 관할 범위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

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군현 운영에 훨씬 유리하였음은 자명한 사실

이다. 또한 월경지 자체가 부세 관련 사무에서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沿海 지역에 소재한 월경지는 내륙에 있는

소속 군현에 해산물을 공급하여 貢物 進上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주 陽良所面은 전주 북쪽 고산현을 넘어 충청도 은진·

연산·진산과 맞닿아있는 월경지로, 태조 영정을 봉안한 경기전의 隷契坊

이었다. 지역민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고산현에 소속되기를 원하였다고

하나82) 실제로는 계속 전주 월경지로 남아있었다.

없었다. 이수건, 1984 앞의 책, 468쪽 <표 9-2> 참고
82) 《비변사등록》 249책 철종 13년 6월 27일; 오영교, 1994 앞의 논문
148-149쪽.

<그림 1-6> 경상도 북부 지역의 월경지 분포 현황

*출처: 李樹建, 1984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487쪽 <圖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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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월경지에 거주하던 향촌 지배 세력의 입장도 중요하였다. 그

들은 대개 자신들이 잔약한 인근 군현의 소속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차

원에서 월경지 이속을 거부하였다. 그 일례로 안동 월경지 내성·춘양 사

족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봉화현에 이속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원

래 主邑(안동)에 살다가 월경지로 이주해왔으므로 자신들은 안동 사람이

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행정적인 편의성보다 대읍 소속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83)

우리는 실제 이해당사자인 각 군현보다는 중앙정부나 학자들이 월경지

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통합

된 하나의 군현을 구획해야한다는 발상은 행정적 효율성을 앞세운 중앙

정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군현에서 그런 불편함과

복잡성을 감소하면서까지 기존 관습을 유지하려하는 이유를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채 월경지 정리를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치고 있었다.84)

월경지는 1906년에 들어서야 정리되었다. 9월 24일 대한제국 칙령 제

49호 <地方區域整理件>이 반포되면서, 飛入地, 斗入地가 지리적으로 가

까운 郡[近郡]에 이속되었다.85) 당시 통감부 주도로 지리적인 기준에 따

라 각 郡의 영역이 재편되었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896년까지 여러 차례 지방 행정 체계가 개편되는86) 와중에도 월

경지는 존속되었다. 조선인들에게 월경지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렇듯 조선 말까지 생활권이나 지리적 근접성만이 군현 간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었다. 군현 간 경계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형

83) 李樹建, 1989 앞의 책, 제 3장 4절 「越境地와 犬牙相入地」
84) 제임스 스콧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 차원의 일방적인 계획(plan)은 지방에
적용될 때 현실과 부딪치기 쉽다. 각 지역 고유의 관습·관행은 하나의 체계
적인 틀에 입각하여 전국을 관리하려 하는 국가 입장에서 용이하게 읽어낼
수 없는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제임스 스콧 저·전상인 역, 2010
《국가처럼 보기》, 에코리브르) 저자는 초기 근대 국가를 주로 사례로 들고
있지만 이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국가와 지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85) 《官報》 부록 광무 10년 9월 28일 참고
86) 갑오개혁 이후 지방제도 편제 변화는 孫禎睦, 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
硏究(上)》, 일지사 「I. 甲午更張에서 大韓帝國末까지의 地方制度 變化」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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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이상에서 각 군현의 관할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각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지역을 관할 범위로

확보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군현 내 任內가 정리되고 군현에 부여된

부세 관련 사무가 급증하는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즈음부터 각 군현

은 적극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접한 군현끼리 경

쟁하면서 군현 간 경계가 조정되었다. 군현 간 경계는 산천 등 지형지물

과 생활권은 물론이고 군현 운영을 위한 행정적 필요성이나 거주민의 의

사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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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현-군영·역도 간 관할 범위 중첩과 갈등

군현 외에도 중앙집권적 국가의 원활한 지방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 각 거점에 특수한 목적을 지닌 여러 기관이 설립되었다. 군사적 요

충지에는 兵營·水營과 이에 부속되는 鎭이 설치되었다. 道별로 절도사의

관할 하에 복수의 병영·수영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道별로

4-6개의 진영에 營將을 파견하여 지방 속오군 등을 관리하였다.87) 원칙

적으로 軍籍은 6년에 한 번씩 成籍되며 절도사가 이를 담당하였고 최종

적으로 兵曹로 上送되었다.88)

전국 주요 교통로에는 驛이 세워졌다. 고려 후기 설립된 역이 대체로

계승되는 가운데 여러 요인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역도 있었다.

중앙에서는 복수의 驛을 驛道로 편성하였으며 역도에 察訪을 파견하였

다.89) 역도는 道에 소속되어 찰방은 道 觀察使의 감독을 받았다.90) 驛道

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소속 驛人을 대상으로 形止案을 작성하였으며 사

본 1부를 兵曹로 보냈다.91) 驛이 들어선 驛村의 경우 조선후기에 面이나

里, 즉 군현 하부 행정단위로 편성되었다.92) 그러나 역 운영은 군현과 분

87) 육군군사연구소, 2012 《한국군사사 8 – 조선후기 2》, 경인문화사; 서태
원, 1999 《朝鮮後期 地方軍制硏究-營將制를 중심으로》, 혜안; 金友哲, 2000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88) “京外軍丁每六年成籍, 京則五部, 外則各其節度使, 濟州三邑則節制使成籍, 本
曹藏之, 觀察使道·主鎭·巨鎭·諸鎭亦藏一件, 本曹摠數啓聞” (《經國大典》 兵典
「成籍」)

89) 조선 초에는 역도에 따라 驛丞 혹은 察訪을 파견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
되다가 察訪만을 파견하는 일원적 체제로 변화하였다. 정요근, 2008 <高麗·
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7-258쪽
참고.

90) 조선 초에는 하나의 驛道가 하나의 觀察使道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설정된 역도 중 일부는 충청도에 소재한
역이나 강원도에 소재한 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찰사가 역도 찰방
의 褒貶을 담당하게 되면서, 세조대-성종대 역도 개편 시 하나의 역도는 지
리적으로 하나의 관찰사도에 포함되도록 조정되었다고 한다. 양정현, 2016
<조선 초기 驛道制의 정비 과정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74 III-3. 「상
위행정구역과의 소속 관계 강화와 그 의미」 참고.

91) 《世宗實錄》 권 25, 세종 6년 7월 20일 계사; 《世宗實錄》 권 122, 세종
30년 12월 10일 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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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93) 察訪이 정기적으로 각 역을 순력하며 역

속과 역마를 點考하고 있었다.94)

조선시대 군현과 군영·역도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다. 각자 거점을 중

심으로 나름의 원칙에 따라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운영에 필요

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호구 파악 측면에

서 원칙적으로 군현이 등재한 호구는 호조로 보고되었고, 군영과 역도가

등재한 (호)구95)는 병조로 보고되었다. 조선 중앙정부에는 단일한 기구

의 관리 하에 민 전체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군현과 여타 기관에 배분

하는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정된 지역민을 군현과 여타 기

관이 각자 파악하는 가운데 관할 범위가 서로 겹칠 때도 있었다.

재정의 중앙집권화 과정을 통하여 각 기관의 예산이 고정되었음은 1장

1절에서 설명하였다. 실제로 군영·역도 등 기관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어느 정도 변통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96) 1602년(선조 35) 전라도

左兵營을 강진에서 장흥으로 移設하려 했던 조정 논의 중에 “강진의 ‘營

底 4리’가 병영에 속해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97) 병영에서 군현에 속한

92) 崔虎, 1985 <朝鮮後期 驛村에 대한 一考察-丹城縣 戶籍大帳을 中心으로->
《中央史論》 4; 韓基範, 1984 <17世紀 驛屬人의 身分的 地位-丹城戶籍 分析
을 中心으로-> 《大田實專·中京工專 論文集》 13; 裵基憲, 1992 <朝鮮後期
驛村에 대하여-驛村의 內部構造 및 性格變化와 관련하여-> 《大丘史學》
43; 이노우에 가즈에, 2003 <19세기 戶籍大帳에서 보는 역촌 사람들의 存在
樣態-晉州 召村里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2; 정요근, 2008 앞의 논
문.

93) 본고 1장 2절; 金效恩, 2017 <朝鮮後期 郡縣制와 驛制의 二元的 體系 – 戶
籍大帳과 驛道 관련 문서의 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아시아
학과 석사학위논문

94) 김경숙, 2013 <조선후기 察訪의 驛站 운영과 관직생활-19세기 초 金載一의
『黙軒日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2

95) 군적은 개인 단위로 작성되는데, 역도형지안의 경우 戶 단위로(호적의 戶와
는 다름) 작성되는 경우와 개인 단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표기하
였다.

96) 조선시대 총액제적 재정 운용의 약점은 변화에 대처하는 탄력성이 부족하
다는 것이다. 고정된 예산만큼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할당받는 기관의 입장에
서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문
제가 되었을 것이다.

97) 《宣祖實錄》 권 148, 선조 35년 3월 3일 乙丑備邊司啓曰: "全羅兵營, 移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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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18세기에는 강진현 전

체 호구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고군내면, 열수면, 이지면, 엄천면이 병

영에 소속되어 병영 재정의 운영을 도왔다.98) 1750년에 제작된 해동지도

를 보면(<그림 1-7> 참고) 위의 4면이 병영과 비교적 가까이에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진 외에도 營·鎭이 주변 민에 직접 영향력을 끼

長興, 纔過數年, 旋請還于舊營, 有同兒戲, 臣等固慮其未穩, 而長興, 名雖爲府,
土地不廣, 一朝營門壓臨, 民困於供應, 怨苦難堪. 雖有形勢, 必便於民情, 然後防
備可論也. 玆不得已, 以仍舊貫爲啓矣, 伏承上敎, 至爲允當. 姑令仍在, 長興判
官, 極擇差送. 但長興民力不裕, 於接應許多將士, 今不爲區處, 而責令仍役營門,
則其勢決難支當. 康津營底四里, 自來爲本營役屬. 割此四里, 給與兵營, 以應營
門之役, 而長興居民, 前日所答營役, 酌量減除, 以紓其怨, 則似便於目前. 令本道
巡察使, 更加商度, 啓聞施行何如?" 傳曰: "允."

98) 김덕진, 2014 <조선후기 麗水 復邑運動의 전개와 그 배경> 《朝鮮時代史學
報》 69, 190쪽; 송양섭, 2014 <19세기 거제도 舊助羅 촌락민의 職役變動과
家系繼承 양상> 《한국문화》 67, 134쪽 주 24.

<그림 1-7> 《해동지도》 강진현 중 일부

*출처:《海東地圖》- 康津縣,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古大 4709-41).

*비고: 병영 주변 엄천면, 열수면, 고군내면, 이지면에 실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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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사례를 더 찾아볼 수 있다.99)

이러한 구조 하에서 기관 간 갈등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여수민을 둘

러싼 전라도 순천부와 전라좌수영의 갈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一身

兩役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順天府 麗水面 민들

은 이중 과세로 고통 받고 있었다. 이중 과세의 주체는 소속 군현인 순

천, 그리고 여수면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라좌수영이었다.100) <그림

99) 강진 병영 영저 사례 외에도, 19세기 충청도 병영이 있었던 청주목에서는
병영에 4개 面을, 중영에 하나의 里를, 산영에 16개 里를 지정하여 환곡을 분
급하게 하였다고 한다. 송양섭, 2014 위의 논문, 주 24 참고. 그는 주변의 ‘기
관’으로 인하여 이중적인 부세수취에 시달리는 마을을 “鎭下村”이라고 칭하
였다.

좌수영

순천부

여수면

<그림 1-8> 《해동지도》 순천부 중 일부

*출처:《海東地圖》- 順天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古大 4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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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수면은 순천부 읍치까지 거리가 상당했던

반면에 좌수영에 매우 가까이에 있었다. 좌수영에서는 이전에 여수가 좌

수영 소재지였던 점을 내세우며 여수를 비롯한 인근 인민에 대한 관할권

을 주장하였다. 순천부에서는 여수가 행정적으로 순천부 소속 면이기 때

문에 당연히 여수민에게 징세하였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수민들은

1700년(숙종 26)부터 여수를 縣으로 승격시키고 전라좌수사가 麗水縣監

을 겸임해달라고 여러 번 상소하였다.101) 1725년(영조 1) 일시적으로 여

수면과 주변의 소라포면, 삼일포면, 율촌면을 합쳐 여수현이 설치되었으

나102) 다음 해에 폐단이 많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상소

라며 바로 廢縣되었다.103) 이후에도 100년 넘게 復邑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여수 복현은 실현되지 않았다.

《輿地圖書》에 따르면 당시 여수면은 순천부 전체 14,199호 중 3,297호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잠시 여수현이 설치되었을 때 관할 범위에 포함된

소라포의 호도 2,078호나 되었다.104) 호구가 곧 세원임을 고려하면 여수

면은 순천부에서도 전라좌수영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수

복읍 운동에 전라좌수영이 개재되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일개 面에

서 순천부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에 맞서 200여 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꾸

준하게 조정에 상소하고 조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

고 어느 정도 실현되었던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105) 전라좌수

사가 여수현을 겸하게 해달라는 주장에서 세원인 백성과 전토를 안정적

으로 장악하려 했던 좌수영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군현과 군영이 부과하는 이중의 부세를 민들이 부담하는 현상은 이후

에도 각지에서 계속되었다. 1794년(정조 18) 영남 위유사 李益運의 별단

에 의하면, 統營(경상우수영) 창고가 있는 진해 倉浦, 남해 曲浦, 밀양 三

100) 오영교, 1994 앞의 논문; 김덕진, 2014 앞의 논문.
101) 《肅宗實錄》 권 34, 숙종 26년 9월 9일 무술; 《景宗實錄》 권 10, 경종 2
년 12월 21일 임신; 《英祖實錄》 권 7, 영조 1년 8월 6일 신미 등

102) 《英祖實錄》 권 7, 영조 1년 8월 6일 신미
103) 《英祖實錄》 권 10, 영조 2년 9월 5일 갑오
104) 김덕진, 2014 앞의 논문, 187-188쪽.
105) 김덕진, 위의 논문, 191-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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浪, 하동 鶩島, 고성 固城倉 근처 백성들이 군현과 통영 두 군데에서 독

촉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위의 창고들이 통영 소관인데도 창고 부근 面

里 백성에게 환곡을 분급하면서 이미 군현 환곡을 감당하고 있는 백성들

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106) 19세기 경상도 巨濟府 古

縣一運面 舊助羅의 백성 역시 군현과 군영이 부과하는 여러 겹의 부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구조라는 행정적으로 거제부에 속하였고 경상

우수영 소속 조라포진에 인접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조라 백성들에게 거

제부와 조라포진으로부터 각종 부세가 할당되었다.107)

驛道는 다수의 지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군

현과 군현을 넘나든다. 대개 복수 군현 내 거점이 단일 역도의 관할 범

위가 되며 대읍의 경우 管內에 여러 역도 소속 역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도 진주목에는 召村道의 本驛인 召村驛을 필두로 소촌도

속역으로 평거·부다·문화·영창역이 있었으며 沙斤道의 안간역·소남역·정

수역도 소재해 있었다. 대체로 소촌도 속역은 진주의 동남쪽에, 사근도

속역은 진주의 북서쪽에 위치하였다.108) 소촌도는 진주를 중심으로 진해,

함안, 의령, 고성, 하동, 사천, 거제 등지로 연결된다. 사근도는 함양을 중

심으로 진주, 삼가, 단성, 의령, 하동으로 연결된다.

군현과 역도는 모두 道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그러나 道 주도 하에

도내 모든 호구를 파악하여 군현과 역도에 필요한 만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군현과 역도가 각자 관할권을 설정하여 호구를 파악하여 자체적

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듯이 군현과 驛道 역시 서로 민을

포섭하기 위하여 갈등하기도 하였다.

善山府에 移文한 草

106) 《正祖實錄》 권 41, 정조 18년 12월 30일 계미
107) 송양섭, 2014 앞의 논문; , 2019 <19세기 거제 구조라리의 賦稅分定
과 ‘洞錢’의 운영>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발표문(2019, 11. 1)

108) 이외에도 진주에는 營將이 파견되어 진주와 주변 군현의 속오군을 관할하
였다. 진주의 영장은 읍성 밖에 위치하였다(서태원, 1999 앞의 책 83-85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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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考할 일. 본역(유곡역도-필자) 소속 迎香驛吏 朴尙己가 呈訴한 내용

에서, “저희 역촌이 연거푸 비참한 흉년을 만나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제

가 善山府 府內 근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산부 軍官廳의 所任

등이 저를 閑遊하는 사람이라고 의심하고 관가에 무고하여 군관으로 차

출하여 이른바 除番租를 납부하라고 지금 독촉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한유하는 촌민이라면 군관으로 칭해도 무방합니다만, 세상에 어찌

누대에 걸친 역리의 자손이 군관의 반열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는 所任輩

들이 군관의 이름을 빙자하여 번을 면제해주는 세금을 侵徵하는 것에 불

과할 뿐입니다. 一身疊役은 법에서 분간하여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감

히 이처럼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선산부에 이문하고 빨리 분간하여 첩역

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다.

본 역도에서 관할하는 8개 邑 중에 유독 선산만이 인심이 사나워서 제

멋대로 驛民들을 괴롭히고, 또 유사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뇌물을 요구하

는 것을 스스로 잘하는 짓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단이 반복하

여 일어나고 있으니, 이후로는 특별히 엄중하게 막아서 번거롭게 이문하

는 폐단이 없도록 하고, 박상기도 이문이 도착하는 즉시 분간하여 군관의

역을 면제시키고, 역민들이 그 일당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생각지도 못한

첩역을 지고 하소연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일109)

위의 인용문은 1737년-1739년에 幽谷道察訪을 지낸 曺潤周가 善山府

使에게 보냈던 移文110) 중 하나이다. 유곡역도 소속 迎香驛 역리 박상기

109) “善山府移文草. 爲相考事 本驛所屬迎香驛吏朴尙己呈訴內 矣身驛村荐遭慘凶
資生無路 移接於府內近處是如乎 本府軍官廳所任等 疑是閑遊 誣告官家 差定軍
官 所謂除番租備納次 今方督促爲臥乎所 矣身果是閑遊村民 則軍官之稱 似無所
妨 而世豈有累代驛吏之子孫 參於軍官之列乎 此不過所任輩憑籍軍官之名 欲爲
侵徵除番之租也 一身疊役 在法分揀是乎等以 敢此仰訴爲去乎 移文本府從速分
揀 俾免疊役之地是置有亦. 觀此所訴 則渠漢果是累代驛吏之子孫 而隨行驛役
則渠雖謀避驛役 欲爲願入 其爲所任者 其在重傳命扶驛路之道 事當嚴辭退斥 而
不此之爲 以有前例樣 誣告官家 有所差出爲臥乎所. 本驛道掌八邑中 獨善山一
邑 人心巧惡 侵漁驛民 以從中索賄 自謂能事 故如許之弊 比比有之 此後則各別
痛禁 俾無煩移之弊爲乎㫆 朴尙己段置 到移卽爲分揀頉下 使無驛民從中納賂 意
外疊役呼寃之弊爲遣 合行云云.” 《幽谷錄》 「善山府移文草」. 《幽谷錄》은
유곡도 찰방을 지냈던 조윤주가 저술한 공문서를 모아놓은 것으로 문경옛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14년에 국역되었다. 조윤주 저, 이완규 역, 2014
《국역유곡록》, 국학자료원, 86-87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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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상이 대대로 역리였는데 선산의 읍치 근처로 이사한 후 선산부가

그를 군관으로 차출하면서 제번조를 납부하라고 강요받았다. 박상기는

자신이 영향역 역리임을 소명하였지만 통하지 않아 유곡도 찰방에게 소

를 올렸고 결국 유곡도 찰방이 선산부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시정해달라

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전국에 산재한 모든 驛은 군현을 넘나들기 때문에 군현과 관할 범위가

겹칠 수 있었다. 군현과 역도 사이에서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의 사례처럼 갈등이 표출되었다. 영향역이 유곡도 본역이 있는

유곡역(문경 소재)과 거리가 있었고 박상기 자신이 선산부 읍치 근처로

이주하면서 선산부의 지배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조윤주가 監營에 牒報한 문서를 보면 박상기 외에도 선산부 소재 상림역

리 심걸아리·이득세·박봉이·박승주 역시 선산부 군역에 충정되었음을 확

110) 유곡도 찰방과 선산부사는 移文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문은 동등한 급의
衙門에서 서로 주고받는 문서이다. 善山都護府使는 종3품, 幽谷道察訪은 종 6
품직이지만 이론적으로 觀察使道 예하에서 군현과 驛道가 동일한 급으로 설
정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 《해동지도》 선산부 중 일부

*출처:《海東地圖》- 善山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古大 4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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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관찰사는 이에 대하여 오래된 장적과 형지안을 상고하여

(역인을) 침범하지 말라고 답하였다.111) 군현과 역도가 민인을 각자 파악

하여 등재하는 체제 하에서 관찰사는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있었다.

다만 관찰사가 직접 각 기관의 관할 범위를 획정해주는 더 근본적인 방

식을 통하여 이런 종류의 갈등을 해결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군현·군영·역도 등 각 기관은 지방 각지에서 병립하며 자체적으로 재

정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각 기관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알아서

필요한 만큼 호구를 등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호구 관련 문서가

도달하는 곳을 보면 소관 계통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군현 호적대장은

호조로 보고된 반면 군적과 역도형지안은 병조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조

선 중앙정부에는 그보다 상위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의 호구 파악을 관할

하면서 각 기관의 관할 범위를 조정해 줄 기구가 없었다. 따라서 구조적

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기관 간에 관할권이 겹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일부 사례에서 이러한 갈등이 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1) 조윤주 저, 이완규 역, 2014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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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郡縣-驛道의 자체적 호구 파악과 관할 범위 중첩

1) 사근도와 단성현의 호구 파악 방식

여기에서는 군현-호조, 군영·역도-병조라는 호구 파악 계통이 병립하

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 기관 간에 관할권이 중첩되었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각 기관에서 작성한 인적대장이야말로 기관의 실제 관할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작

성된 군현 호적대장과 역도 형지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역 제도는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의 중요한 축이

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역을 통하여 전국이 서울과 연결되었다. 역에

서는 중앙과 각 지역 사이의 공문서를 전달하고 공공 물자를 운송하며

驛馬를 제공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에 부여된 각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문서 행정, 육체적 노동, 말 관리, 재원 조달 등

여러 사무를 담당할 驛人 혹은 驛役者가 필요하였다. 역에는 가장 상위

신분인 驛吏가 있었고 역리의 딸은 驛女로 불렸다. 驛奴婢는 가장 하급

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천한 신분의 역인이었다. 역리와

역노비는 주로 그 자손에게 세습되는 경향이 있었다. 良人이면서 驛에서

각종 잡무를 담당하던 日守도 있었다. 驛保(保人)는 역리, 역노비, 일수를

보조한다는 면에서 넓은 의미의 역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역인을 기록한 인적대장에는 다음의 두 종류가 있다. 첫째, 驛道 形止

案이다. 역도에 소속된 역별로 역인을 파악한 명부로 3년에 한 번씩 式

年마다 제작하여 병조로 보고되었다. 현전하는 역도 형지안은 《김천도

형지안》(1738)·《송라역형지안》(1765)112)·《사근도형지안》(1747)113)·

112) 竹腰礼子, 1991 <朝鮮後期驛民の身分変動について - 金泉道松羅道形止案
の分析を中心に-> 《待兼山論叢》 25; 趙炳魯, 2005 《韓國近世 驛制史硏
究》, 國學資料院 중 8장 2절 경상도 김천도속역의 역민 구성과 직역 변동;

, 2015 <朝鮮後期 松羅道 驛民의 家族구성과 婚姻에 의한 身分變動 연
구-慶尙道松羅驛乙酉式形止案大帳-> 《역사와 교육》 20

113) 사근도의 本驛인 함양의 사근역을 필두로, 안음, 진주, 삼가, 의령, 산음, 하
동, 단성 등지에 소재한 15개 사근도 속역 역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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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여도형지안》(1804)114) 등이 있다. 둘째, 군현 호적대장이다. 호적대

장은 군현 운영에 필요한 호구를 등재한 장부로 主戶115)를 중심으로 한

그의 가족 구성원과, 호에 예속된 奴婢와 雇工이 기재되어있다. 다양한

직역자 가운데 역인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호적대장에서

역 이름을 딴 洞·里·村 등 행정단위는 驛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단성현

호적대장 중 도산면 벽계리와 북동면 신안리는 각각 沙斤道의 碧溪驛과

新安驛 역촌으로 알려져 있다.116) 진주목 호적대장 중 東面 召村里는 召

村道 본역인 召村驛의 역촌으로 간주된다.117)

기존 연구에서는 역촌 호적대장과 역도 형지안을 각기 분석하여 역인

의 혼인, 역역 세습 방식, 신분 변동 양상 등을 밝혔다. 호적대장과 역도

형지안에 실린 정보 간 공통점 내지 차이점이나 두 자료 간의 관계에 대

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한 면에서 사근도형지안 일부와 단성현

호적대장 일부가 같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주목된다. 단성현

도산면 벽계리와 북동면 신안리는 사근도의 벽계역과 신안역의 驛村이기

도 하다. 그러므로 사근도형지안에 기재된 벽계역·신안역 소속 역인 기

록과 1750년 단성현 호적대장118)에 등재된 호구 기록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조병로, 2017 <조선후기 『沙斤道形止案』의 내용과 성격> 《古文書硏
究》 51; 우인수, 2017 <18세기 중엽 沙斤道 驛人의 戶口 구성과 실태 -
『沙斤道形止案』 의 분석을 중심으로 -> 《古文書硏究》 51; 임학성, 2017
<18세기 중엽 沙斤道 소속 驛人의 직역과 신분 - 1747년 “沙斤道形止案” 자
료의 분석 사례 -> 《古文書硏究》 51; 이유진, 2017 <18세기 중엽 사근도
형지안과 단성현 호적대장의 역인 기재 비교 분석> 《古文書硏究》 51; 조병
로 외 저, 옛길박물관 엮음, 2017 《1747년 사근도 역 사람들-사근도형지
안》, 민속원 참고.

114) 禹仁秀, 2010 <19세기초 自如道 驛人의 구성과 그 실태-自如道 形止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歷史學報》 201

115) 조선후기 호적대장에서 호의 대표자는 ‘主戶’로 지칭되며, 이는 해당 호의
부세납부 책임자를 뜻한다. 김건태, 2002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0, 220-223쪽.

116) 韓基範, 1984 앞의 논문; 崔虎, 1985 앞의 논문; 林學成, 2000 <17, 18세기
丹城地域 住民의 身分變動에 관한 硏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7) 井上和枝, 2002 <朝鮮時代の駅吏についてー駅吏の身分変化と存在様態を中
心に-> 《地域總合硏究》 30; 이노우에 가즈에, 2003 앞의 논문

118) 현전하는 단성현 호적대장 중 사근도형지안(1747) 작성 시기와 가장 가까
운 식년 분은 1750년 경오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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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전에 각 자료에 기재된 호구 정보를 분석하여 통하여 두 자료

의 성격을 검토해보려 한다.

(1) 사근도형지안 벽계역, 신안역 역인 현황

사근도형지안에는 각 역별로 驛役을 부담하는 각종 驛人에 대한 정보

가 기재되었다. 여기에서는 사근도형지안에 기재된 여러 내용을 다각도

로 검토하여 형지안 작성 주체가 역인을 파악하는 방식, 형지안에서 특

히 중요시되는 정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

여 형지안 작성 원리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사근도형지안은 ‘역 이름 → 항목별 역인 기재 → 역인 통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역별로 첫머리에 ‘郡縣名+仇火+驛名’ 형태로 역명이

등장하며 ‘驛吏’·‘驛卒降奴秩’·‘(驛女)嫁私賤所生秩’ 항목에 종류별로 역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각 역 말미 통계[已上] 부분에 역리, 역노비, 일

수, 보인별로 총 인원수와 이를 이전 기록과 비교한 변동 사항 등을 정

리해 두었다.

사근도형지안에서 역인은 戶 단위로 편성되었다.119) 한 호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 즉 主戶120)의 경우 담당 역역 종류, 성명, 나이, 四祖, 거

주지, 각종 변동 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주호의 동

생, 아들, 딸, 조카, 손자 등 주호의 혈연이면서 역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 등장한다. 이들에게는 성명, 나이, 父와 외조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역노비의 경우 주호와 구성원 모두 母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였다.

사근도형지안 벽계역·신안역 역인 기재 현황은 <표 1-1>과 같다. 문

서 맨 첫머리에 역리가 나열되어 있고121) ‘驛卒降奴秩’·‘(驛女)嫁私賤所生

119) 김천도형지안은 개인별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조병로, 2005 앞의 책) 송라
도형지안(조병로, 2015 앞의 논문)이나 자여도형지안(우인수, 2010 앞의 논문)
은 戶별로 기록되어 있다.

120) 戶 단위로 편제된 송라도형지안, 자여도형지안, 사근도형지안 등에서 호의
대표자를 어떻게 지칭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고, 연구자들이 관례적
으로 호주라고 칭하였다. 조선시대에 주호는 편제된 호의 대표자를, 호수는
자연가 단위의 대표자를 뜻한다(김건태, 2002 앞의 논문, 220-223쪽). 이 글
에서는 부세납부의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형지안상 호 대표자를 주호로 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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秩’로 역노비 기재 항목이 분류되어 있다. 벽계역에 총 254명, 신안역에

총 352인의 역인이 기록되어 있었다. ‘驛吏’·‘驛卒降奴秩’·‘嫁私賤所生秩’에

기재된 역인은 戶 단위로 기록되었다. 벽계역은 주로 ‘가사천소생질’에,

신안역은 주로 ‘역졸강노질’에 대다수의 역노비가 기록되어 있다. 벽계역

에만 등장하는 日守는 역노비 다음에 개인별로 기록되었다. 보인은 역

리·역노비·일수 개개인에게 부여되어있었다. 벽계역의 경우 ‘역리’ 기록

중 114면-115면 경계의 도장 모양이 부합하지 않아(<그림 1-10> 중간

부분 참조) 114면과 115면 사이에 최소 2면 이상의 결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기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 면에 30명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역리’ 항목에서 최소 60명의 기록이 없어진 것으로 추측된

다.

사근도형지안이 역인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별로 기록되지 않고

戶 단위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역리’ 항목은 사근도형지안에서 호

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벽계역·신안역 역리 항목에는 각각

16호씩만 등재되어 있고, 각 호별로 주호만 驛吏로 기록되어 있을 뿐 호

구성원들에게는 담당 驛役이 기재되지 않았다. ‘역리’ 항목에 등장하는

121) 편의상 앞으로 이 부분을 ‘驛吏’ 혹은 역리질로 칭한다.

역

명
       역인 종류 
항목 역리 역노 역비 일수 보인 합계

벽
계
역

역리 92 17 109
역졸강노질 6 3 9
가사천소생질 88 36 1 125
일수 8 3 11
합계 92 94 39 8 21 254

신
안
역

역리 149 22 171
역졸강노질 80 51 5 136
역녀가사천소생질 29 15 1 45
합계 149 109 66 0 28 352

<표 1-1> 사근도형지안 벽계역·신안역 역종별 역인 기재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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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들은 역역을 담당하기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그림 1-11>·<그림

1-13> 참고) 역리 항목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역리였는지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역리호 주호만 실제 역리였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주호 이외의 호 구성원에게도 保人이 붙어있는 경우가 종

종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역리가 아닌 다른 종류의 군역자라면 굳이 보

인까지 달려가면서 형지안에 기재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역리호 구성원

중 일부는 실제 역리이고 일부는 역리 후보군이었을 것이다. 즉 형지안

호는 주호와 혈연으로 연결되면서 역역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가능한

한 많이 파악하여 만들어낸 단위로 보인다. 형지안의 호는 호적의 호와

마찬가지로 편제호였던 것이다.

<표 1-2>에서 보듯 ‘역리’ 항목에는 역리 役을 부담할 수 있는 남성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호의 직계 혈연인 아들과 손자가 가장 많

고 방계인 형제와 질자의 숫자도 적지 않다. 역리직이 주로 부계 혈통을

매개로 세습되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122) 형지안에 본관이 기

122) 조병로 역시 송라도형지안을 분석하면서 역리질에는 역역을 지는 역리 남
성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부계 중심으로 호가 편성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조

<그림 1-10> 사근도형지안 중 벽계역의 역리, 역노비 기록

*출처:《사근도형지안》114-115면. 문경옛길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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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지 않아 역리의 姓만 분석하면 벽계역의 경우 김씨(59명)·강씨(25명)

두 성이 전체 역리의 77%를, 신안역의 경우 이씨(54명)·김씨(31명)·조씨

(26명) 세 성이 전체 역리의 74%를 점하고 있다. 소수의 부계 혈연 집단

이 역리를 독점적으로 세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역리직이 부계를 통하여 전승된다면 상식적으로 역리호는 주호의 同姓

혈연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주호와 다른 성을 가진 甥姪

(누이의 자녀)이나 離孫(생질의 자녀)이 주호와 한 호에 파악되는 경우

가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侄, 孫子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함께 기록

된 父나 外祖 이름을 참고하면 실제로 주호의 생질이나 이손이었다. 신

안역 역리 항목 첫 호로 등장하는 曹信業 호를 보자. 조신업의 아버지는

병로, 2015 앞의 논문). 그는 호주와 호 구성원의 관계를 ‘동거’ 상태로 이해
하고 있는데, 역역 중심으로 파악되는 형지안의 특성상 동거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재항목 驛吏 驛卒
降奴秩

嫁私賤
所生秩

기재항목 驛吏 驛卒
降奴秩

嫁私賤
所生秩

    역명
관계

벽
계

신
안

벽
계

신
안

벽
계

신
안

    역명
관계

벽
계

신
안

벽
계

신
안

벽
계

신
안

자 25 40 3 27 21 11 녀 0 0 2 16 3 3
손자 19 27 0 3 19 0 손녀 0 0 0 0 10 0
증손자 0 2 0 0 3 0
형제 12 12 0 10 13 2 자매 0 0 1 9 4 3
질자 15 30 0 7 14 0 질녀 0 0 0 4 7 0
종손자 3 8 0 5 0 0 종손녀 0 0 0 1 0 0
외손자 0 0 0 2 0 0 외손녀 0 0 0 3 0 0
생질자 0 6 0 5 4 6 생질녀 0 0 0 8 3 2
이손자 0 8 0 4 1 5 이손녀 0 0 0 4 1 3
이질자 0 0 0 2 0 0
타성손자 2 0 0 0 0 0
*비고: 驛女嫁私賤所生秩은 嫁私賤所生秩에 포함. ‘타성손자’ 항목은 主戶와 다른 

姓을 가진 손자로, 父와 外祖 정보로부터 주호와 혈연적 연계를 정확히 찾을 

수 없어 따로 분류. 

<표 1-2> 사근도형지안 벽계역·신안역 호 구성원 기재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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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應發이며, 조신업의 호에는 조신업의 동생 1명, 아들 2명, 손자 7명, 친

조카 1명 등 동성 혈연 가족과 함께 생질 3명, 이손 4명의 이성 혈연 가

족도 기록되어 있다. 이 호에 기록된 崔以才, 崔致才, 崔致丁 형제의 아

버지는 崔九里金, 외조부는 曹應發이다. 조신업의 아버지와 최이재 형제

의 외조부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조신업과 최씨 형제는 외숙부-생질

의 관계가 된다. 나아가 최이재의 아들이면서 조신업에게 이손이 되는

崔以三, 崔日才, 崔日太, 崔日望 4인도 모두 조신업 호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최씨 가족이 아버지인 최구리금으로부터 역리직을 계승했다면 최이

재가 주호가 되고 동생인 최치재, 최치정, 아들인 최이삼, 최일재, 최일

태, 최일망을 호 구성원으로 삼아 부계 혈연 집단만으로 구성된 호를 만

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씨들이 조신업 호에 기재된 것은 조신업의 누

이이면서 이들의 어머니인 驛女를 매개로 하여 역리직이 전승되었기 때

문으로 추측된다.123)

역노비가 기재된 ‘역졸강노질’과 ‘(역녀)가사천소생질’에는 역노와 역비

가 모두 기재된다. 역비가 주호인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주호의 딸과

손녀는 물론 생질이나 姨姪(자매의 자녀) 등 여성을 매개로 이어지는 혈

연 가족원이 한 호에 파악되어 있었다. 외할머니-어머니-(여성인)나 까

지 여성 3대가 모두 역비로서 한 호에 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노비

신분 승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형지안에는 ‘住+지명’ 형식으로 현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다(<표 1-3>

참고). 주로 주호에게 거주지 관련 기록이 있고 호 구성원은 주호와 다

른 곳에 거주할 때 따로 거주지 표시를 하는 것 같다. 벽계역 역인 중

상당수의 거주지가 ‘벽계’로 표기되었으며 그 중 역리의 벽계 거주 비중

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신안역 역인 중 대다수의 거주지는 ‘신안’으로 기

123) 역녀는 良女와 구분되며, 역녀의 존재는 역리의 후손에게 역역을 부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배기헌, 1992 앞의 논문 참고). 최이재 형제의 아버지인
최구리금은 1750년 단성현 호적대장에서도 역리로 기록되어있다(북동면 신안
리 2통 4호 최이재 父 역리 최구리금, 신안리 11통 2호 최치재 父 역리 최구
리금). 이들이 아버지인 최구리금의 역리직을 이어받은 것이라면 오히려 이
들끼리 따로 호를 이루는 것이 낫다. 이 사례를 토대로 형지안에서 戶를 구
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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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거주지를 ‘단성’이나 ‘단성XX’ 등 벽계와 신안

이외의 단성현 내 다른 지역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다(<표 1-3> 중 ‘단

성(기타)’ 항목). 나아가 단성현 밖의 진주, 삼가, 의령, 하동, 고성 등지

에도 벽계역과 신안역의 역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중 ‘단성 외’ 항목). 단성현에 거주하지 않는 않는 역인들은 布를

납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역 재정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124)

역도 형지안은 호적대장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전의 형지안이 작성되고 나서 3년 동안의(혹은

그 전부터의) 변동 상황도 기록되어 있다(<표 1-4> 참고). 각 역에서 역

124) 조선후기 역리는 입역역리와 납공역리로 구분되었으며 납공역리는 소속된
역에 1년에 2兩의 身貢을 바쳤다. 역리는 입역역리와 납공역리로 나누어진다.
납공역리는 1년에 2냥을 신공으로 납부하며《경상도읍지》등에는 역별로 입
역역리와 납공역리 수와 납공역리 신공 납부액이 기록되어 있다(趙炳魯,
2005 앞의 책 3장 2절 「驛吏의 身分과 身役」). 신공을 白木으로 납부한 경
우도 있었다고 한다(문숙희, 2002 <조선후기 역촌과 역리의 성격: 泗川지역
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쪽) 아울러
문숙희는 일본 학습원대학에 소장된 19세기 사천현 호적대장에서 사천현 관
내 관율역 동계역 역리를 ‘입역역리’로, 진주 소촌역, 함양 사근역, 문경 유곡
역, 충청도 청주 율봉역, 경기도 광주 경안역 역리를 ‘납공역리’로 분류한 바
있다(문숙희, 위의 논문 참고).

역
명

         거주지
항목 벽계 신안 단성

(기타)
단성 
이외 미표기

벽
계
역

역리 12 3 0 1
역졸강노질 1 0 0 2
가사천소생질 1 5 7 6
일수 6 1 1 0
합계 20 　 9 8 9

신
안
역

역리 12 0 3 1
역졸강노질 17 2 3 1
역녀가사천소생질 3 4 1 1
합계 32 6 7 3

<표 1-3> 사근도형지안 벽계역·신안역 주호 거주지 기재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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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더 이상 역역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해당 역인이 죽었거

나[故] 역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역으로부터 도피하는 것[逃亡]이다.

여타 국역 부담자와 마찬가지로 역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역역에

서 해방된다[老除]. 각종 이유로 역역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경

우[頉]도 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거나[病] 거짓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虛名] 私奴나 寺奴 등 역역이 아닌 다른 직역에 배정되는 경우

등이다[私奴頉 혹은 寺奴頉]. 반면에 형지안에 새롭게 역인으로 등장하는

경우[加現]나 이전에 도망을 갔지만 다시금 역인으로 파악될 수도[還實]

있었다.

역노비의 도망이야 여타 노비의 도망처럼 흔한 일로 여길 수 있다. 그

런데 흥미로운 점은 <표 1-4>에 드러나듯이 역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

로 간주되었던 역리마저 피역하여 ‘도망’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

이다. ‘身良役賤’이라는 표현에 단적으로 드러나듯 일반적으로 역인은 사

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고된 驛役에 시달렸다. 역리의 처

지조차 그러한데 그보다 신분이 낮았던 역노비의 처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역리’ 항목에 연소자가 상당수 파악된 것(<그림 1-11>·

<그림 1-13> 참고)도 역리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역
명

           변동
항목　

고
(故)

도망
(逃亡)

노제
(老除)

탈
(頉)

환태
(還汰)

가현
(加現)

환실
(還實)

벽
계
역

역리 24 4 1 2 6 4 9
역졸강노질 5 2
가사천소생질 26 17 5 3 14 9 5
일수 2 1 1
합계 50 26 8 6 20 16 14

신
안
역

역리 34 11 8 8 13
역졸강노질 20 20 9 9 6 2
역녀가사천소생질 2 15 1 1 1 4
합계 56 46 18 18 　 20 6

<표 1-4> 사근도형지안 벽계역·신안역 역역자의 변동 현황         (단위: 명)



- 54 -

역도 형지안에서 역인의 도망은 주로 ‘시점’과 함께 표기된다. ‘도망 연

도(간지)+도망’ 형태나 ‘久遠逃亡’으로 기록되었다. 도망한 자들과 그들의

후손을 언젠가는 역역으로 쇄환하겠다는 형지안 작성 주체의 강한 의지

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식년에 형지안을 작성했다면 이들의 도망 관

련 정보가 계속하여 기재되었을 것이다. 도망갔다가 ‘還實’(다시 역인으

로 돌림)된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인의 도망 기재 방식은

호적대장에서 도망노비 기재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

형지안에 기재된 역인들의 성비와 연령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인을

남녀로 구분한 연령분포도를 작성하였다. 형지안에서 ‘故’·‘逃亡’으로 기

재된 사람과 연령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령은 5세를 단위로 하여 총 17개 구간을 설정하였다.125) 그래프 왼쪽

은 해당 연령 구간의 남성 역인 수, 오른쪽은 여성 역인 수이다. 신분에

따라 역리 항목(<그림 1-11>·<그림 1-13> 참고)과 역노비(<그림

1-12>·<그림 1-14>)로 분류하였다.

그래프의 형태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정 연령 구간이 통째

로 비어있거나 급격하게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그림 1-11> 벽계역 역리질에서 4(16-20세), 5(21-25세)

구간의 인구수는 아래의 3(11-15세), 위의 6(26-30세) 구간의 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희소하다. <그림 1-12>에서 벽계역 역비의 경우 3(11-15

세), 6(26-30세) 등 몇몇 구간이 통째로 비어있다. 특정 연령층이 ‘도망’

의 형태로 역역 부담을 피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형지안을 작성할 때 특

정 연령층을 일부러 더 파악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126) 이처럼 형지안에

125) 1(1-5세), 2(6-10세), 3(11-15세), 4(16-20세), 5(21-25세), 6(26-30세),
7(31-35세), 8(36-40세), 9(41-45세), 10(46-50세), 11(51-55세), 12(56-60세),
13(61-65세), 14(66-70세), 15(71-75세), 16(76-80세), 17(81세 이상)

126) 우인수는 자여도형지안에서 3년 터울로 특정 연령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많이 파악되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우인수, 2010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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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그림 1-11> 사근도형지안 벽계역 역리 항목 연령 분포도 

우: <그림 1-12> 사근도형지안 벽계역 역노비 연령 분포도 

<그림 1-13> 사근도형지안 신안역 역리 항목 연령 분포도 

<그림 1-14> 사근도형지안 신안역 역노비 연령 분포도



- 56 -

서 역인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매우 인위적이라는 인상을 풍긴다.127)

(2) 단성현 호적대장 벽계리, 신안리 호구 현황

단성현 도산면 벽계리와 북동면 신안리는 사근도 벽계역과 신안역 역

촌에 해당한다.128) 역촌은 역과 주변이 군현 하부 행정단위인 里로 편제

된 것을 이르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사근도형지안 거주지 항목에서(<표

1-3>) 벽계·신안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다른 행정단위

에 비하여 역인이 가장 많이 파악되는 역촌 호구 구성 분석을 통하여 군

현의 호구파악 방식에 대하여 유추하고자 한다. 1750년 단성현 호적대장

에서 도산면 벽계리에 기재된 총 44호(1통 1호-8통 9호) 218명, 북동면

신안리에 기재된 총 57호(1통 1호-11통 7호) 231명이 분석 대상이 된다.

호적대장에는 職役이 기재된다. 驛役 역시 호적대장에 기재된 役 중

하나였다. <표 1-5>는 벽계리와 신안리 호적에서 직역이 기재된 모든

경우를 驛役者와 非驛役者로 분류한 결과이다. 벽계리 호적대장에 등재

된 전체 인원 218명 중 직역이 기재된 사람은 48명이다. 그 중 역리, 역

녀, 역노, 역보 등 역역자는 29명으로 직역이 기재된 사람의 60%에 해당

한다. 신안리 호적대장에 기록된 231명 중에 직역이 기재된 사람은 87명

이다. 그 중 역역자는 36명으로 직역이 기재된 사람의 41%를 차지한다.

벽계리·신안리는 단성현 내 다른 행정단위(里)보다 역역자 기재율이 월

등히 높다. 그런데 앞서 형지안에 등재된 상당수의 호가 역이 있는 벽계

(43%), 신안(67%)으로 거주지를 기재했던 것을 감안하면(<표 1-3> 참

고) 각 리마다 최소 100명 이상의 역인이 기재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도

벽계리와 신안리 호적에 역인으로 기록된 사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127) 다케고시 레이코는 김천도 역속자와 송라도 역속자의 성별 연령별 인구분
포도를 제시하였는데(1991, 앞의 논문 39-40쪽, 그래프 1과 그래프 2 참고)
마찬가지로 여성이 거의 없고, 남성 인구가 대다수이며, 연소자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전체적으로 폭이 일정한, 마치 기둥과 같
은 형태를 보인다.

128) 조선후기 단성현 호적대장에서 면 예하의 里는 村으로 불렸다(본고 2장 1
절 참고). 본고에서는 면의 하부 행정단위를 ‘리’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으
므로 도산면 벽계촌과 북동면 신안촌을 각각 벽계리, 신안리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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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지안에는 역리는 물론이거니와 역노와 역비가 상당수 기록되어

있었지만 호적에서는 단 한 명의 역노만이 기재되었을 뿐 역비는 찾을

수가 없다. 형지안 벽계역에 등재되었던 日守도 호적대장에서는 전혀 등

장하지 않았다.

군현마다 파악해야 하는 종류별 직역자의 수가 정해진데다가 호적대장

129) 慶安驛吏는 慶安道의 본역인 慶安驛의 역리이다. 慶安驛은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였다. 단성의 벽계역이나 신안역의 역리가 진주·하동 등 단성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경안역 소속 역인도 단성에 거주하고 있었다.
1750년 단성현 호적대장 전체에서 경안역리 21명 경안역노 2명이 기록되었
다. 경안역리는 벽계역이나 신안역의 역인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비역역자
로 분류하였다.

직역 종류 구분
               리명
직역

벽계리 신안리

驛役者

驛吏 27 29
驛保 2 5
驛女 1
驛奴 1

역역자 합계 29 36

非驛役者

寡女 혹은 寡婦 8 18
良女 4

慶安驛吏 4
禁保 1

軍餉保 1
烽燧保 1

山陰御營保 1
束伍 1
水軍 2
業武 1
病人 1
盲人 1
私奴 3 9
私婢 2 12

비역역자 합계 19 51
*비고: 慶安驛은 단성현 소재 역이 아니므로 慶安驛吏는 비역역자로 구분.129)

<표 1-5> 단성현 호적대장 벽계리, 신안리 직역자 기재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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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체로 한 호에 (남성) 직역자가 평균 1명 정도가 되도록 호를

편제하였다.130) 이러한 호적 작성 원칙이 형지안에 기재된 벽계·신안 거

주 역인 수와 호적대장에 기재된 벽계역·신안역 역역자 수 사이의 현격

한 차이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 호에서 직역자 1명 1명의 직역

자를 등재하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어떤 호에 직역자가 있으면 다른

역인이 같은 호에 포함되어 있어도 무직역자로 기재했을 수도 있다(<표

1-11> 참고).

이번에는 호적대장에서 역역자가 호적대장의 주호이거나 호 구성원에

포함되었던 호를 ‘역역 관련호’로 분류하여 호 구성원 기재 현황을 검토

해 보았다. 벽계리 전체 호구 중 29호 163명, 신안리 34호 172명이 이에

해당된다. 사근도형지안에서는 주호의 혈연 가족 중에서도 역인만 골라

서 기재되는 반면에 <표 1-6>을 보면 호적대장에는 다양한 여성 가족

원과 노비·고공 등 예속인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성현 도산

130) 김건태, 2002 앞의 논문, 166-168쪽. 실제로 단성호적에서 군역자가 호당 1
명인 경우가 70%에 달했다고 한다. 송양섭, 2002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0, 443쪽
참고.

         리명
호내위상 벽계리 신안리          리명

호내위상 벽계리 신안리

主戶 29 34 兄 1
妻 28 29 弟 1 2
父 1 1 妹 1
母 2 6 侄子 1
子 39 30 叔母 1
婦 3 4 祖母 1
女 50 29 義子 1

孫子 2 4 義女 4
孫女 5 13 義孫女 1
노비 1 9 고공 2

<표 1-6> 단성현 호적대장 벽계리, 신안리 역역 관련 호 구성원 기재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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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벽계리 1통 1호 역리 金從石 호를 예로 들어보자. 이 호는 ① 역리

김종석(67세), ② 처 姜召史(55세), ③ 딸 召史(22세), ④ 딸 元分(14세),

⑤ 아들 命鶴(24세), ⑥ 딸 召史(11세), ⑦ 딸 岳只(2세)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구성원 7명 중 남성은 주호인 김종석과 아들 명학 둘 뿐이고 여성이

처와 딸 넷으로 총 5명이다. 다른 예로 북동면 신안리 1통 3호 역리 李

先萬(43세) 호에서는 주호만 남성이고 처 吳召史와 3명의 딸 召史(각 15,

11, 2세)가 있다. 호적대장에 대체로 아들보다 딸을, 손자보다 손녀를 많

이 기록한 것도 눈에 띈다. 확실히 형지안보다 호적대장에서 여성 인구

를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별 인구분포도를 통하여 확인해보면 더욱 분명해진

다. <그림 1-15>·<그림 1-16>은 벽계리·신안리 호적 등재자의 연령별

인구분포도이다. 사근도형지안 분석 시와 마찬가지로 ‘故’·‘逃亡’ 등으로

기재된 사람을 제외하였으며 동일한 연령 구간을 적용하였다.131) 형지안

의 인구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전 연령대에서 남성인구보다 여성인구가

더 많이 파악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호적대장의 인

구 구성이 자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흔히 전통시대 인구분포도는 ‘多産多

死’로 대표되는 피라미드형으로 알려져 있다. 호적 인구분포도는 30-40

대 연령층이 많이 없어 가운데가 잘록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5>에서 벽계리 남성 중 6구간(26-30세), 8구간(36-40세) 인구수는 단

2명씩으로 그 위아래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적다. 2구간(5-10세)에서 여

성 연소자는 남성 연소자의 3배나 된다(남성 9명 여성 27명). 마찬가지

로 <그림 1-16>에서 신안리 남성 7구간(31-35세)에는 1명만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2구간(5-10세)에 남성 8명 여성 29명이 등재되었다.

호적대장에서 여성 파악률이 높은 것은 형지안과 구분되는 호적대장의

자료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다. 형지안은 역인만을 파악하였던 반면에 호

적대장에서는 역역을 지지 않는 자들도 주호의 가족 구성원으로 기록되

기 때문에 역과 관련이 없는 여성도 많이 기록된다. 그런데 같은 시기

131) 1(1-5세), 2(6-10세), 3(11-15세), 4(16-20세), 5(21-25세), 6(26-30세),
7(31-35세), 8(36-40세), 9(41-45세), 10(46-50세), 11(51-55세), 12(56-60세),
13(61-65세), 14(66-70세), 15(71-75세), 16(76-80세), 17(8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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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단성현 호적대장 도산면 벽계리 연령별 인구분포도

<그림 1-16> 단성현 호적대장 북동면 신안리 연령별 인구분포도

단성현 호적대장 전체 인구구성과 비교해보면132) 벽계리와 신안리에서

유독 여성이 많이 기재된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가 전반적으로 단성현

에서 남성 연소자보다 여성 연소자가 더 많이 파악되었던 시기이지만 남

녀 간 격차가 이렇게까지 두드러지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 원인을 추

론하자면 역촌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벽계역과 신안역 인근의

사람들은 호적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驛의 관할 범위에 포섭되어 역 관

련 각종 부세를 부담하고 있었을 것이다. 행정단위별로 할당된 호구를

132) 1750년 단성현 전체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김건태, 2002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단성호적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40, 그림 <1-8>
1750년 단성현 연령분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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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해야 하는데133) 16-59세의 男丁을 많이 파악하여 무직역자로 기재하

면 군현에서 요구하는 다른 종류의 役을 부담할 가능성이 생기고 만

다.134) 상위 행정단위에서 벽계리·신안리에 요구하는 만큼 호구를 확보

하면서 남성 대신에 여성 인구를 더 기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사근도형지안과 단성현 호적대장에 벽계리·신안리에 등재된

인적 정보를 분석하여 각 자료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사근도형지안은 주

호를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혈연 가족을 역인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들을 호로 편제하였고 逃亡 등 역역 부담과 관련한 상태 변화를 자세하

게 기록하였다. 벽계리·신안리 호적에도 사람들이 호 단위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역을 부담하지 않는 여성 가족원이 다수 기록되어 여성 비율이

높았다. 두 자료에서 호는 모두 특정 목적에 의하여 편제되었지만 사실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각 자료에 기재된 호구는 작성 주체인

군현과 역도, 더 자세하게는 里와 驛의 운영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133) 본고 2장 1절 참고.
134) 본고 1장 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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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원적 역인 파악 체계: 호적과 형지안의 관계

사근도형지안과 단성현 호적대장에 기재된 인적 정보를 서로 비교하여

군현 호적대장과 역도 형지안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앞

서 살펴본 것처럼 두 자료는 작성 주체인 군현과 역도의 상이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자료 모두 비슷한 시기(1747년, 1750년)에

단성현 소재 벽계역·신안역의 역인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다. 두 자료에서 각각 잘 드러나는 정보와 상대적

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각 자료의 성격을 명

확하게 규정하고, 호적과 형지안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군현과 역도의

관할 범위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파악해 보려 한다.

사근도형지안과 단성현 호적대장에는 모두 성명, 역역 혹은 직역, 연

령, 四祖 관련 정보, 주호와 호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두

자료에 기록된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동일인을 추적할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드러나 두 자료 간의 관계는 <그림 1-17>과 같다. 두 자

료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역인(I)이 있다. 형지안에만 등장하는 역인

<그림 1-17> 사근도형지안과 단성현 호적대장의 

역인 파악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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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II)도 있고 호적대장에만 기재되는 역인도 있다(III). 그림에서 점

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각 자료 등재된 戶를 나타낸다. 형지안의 어떤 호

는 호적대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A) 어떤 호는 그 일부가 호적대장

에 실리고(B-I) 나머지는 호적대장에 실리지 않는다(B-II). 마찬가지로

호적대장의 어떤 호는 전혀 형지안에 기록되지 않지만(D) 어떤 호는 형

지안에 일부가 기재되고(C-I) 나머지는 형지안에 기재되지 않는다(C-II).

형지안(1747)에 등재된 역인 중에서 거주지를 벽계·신안·단성 등으로

표기하여 실제 단성현 관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벽계역

141명, 신안역 212명이다. 분석 결과 그들 중 33-40% 정도를 1750년의

단성현 호적에서도 찾아낼 수 있었다(I). 형지안 벽계역 등재자 중

40-50%는 호적대장에도 기재되었는데 역비는 단 12%만 호적대장에 기

록되었다. 신안역 등재자는 보인을 제외하면 35% 안팎이 호적대장에 등

재되었지만 역비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형지안에 등재된 역인 중에

호적대장에도 기록된 사람은 30-40% 정도이다. 두 자료 사이에 3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두 자료에 모두 기록된 사람이 많지는

않다.

형지안-벽계역 형지안-신안역
등재
여부

역역

호적 
등재 
(I)

호적 
미등재 

(II)
합계

등재
여부

역역

호적 
등재 
(I)

호적 
미등재 

(II)
합계

역리 27명
(42%)

38명
(58%)

65명
(100%) 역리 35명

(37%)
60명

(63%)
95명

(100%)
역노 14명

(45%)
17명

(55%)
31명

(100%) 역노 17명
(32%)

36명
(68%)

53명
(100%)

역비 2명
(12%)

15명
(88%)

17명
(100%) 역비 3명

(8%)
34명

(92%)
37명

(100%)
일수 3명

(43%)
4명

(57%)
7명

(100%)
보인 11명

(52%)
10명

(48%)
21명

(100%) 보인 17명
(61%)

11명
(39%)

28명
(100%)

합계 57명
(40%)

84명
(60%)

141명
(100%) 합계 72명

(33%)
141명
(67%)

213명
(100%)

*비고: (I), (II)는 <그림 1-17>의 분류를 따름

<표 1-7> 형지안 등재자의 호적대장 등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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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안에서 B라는 호에 a·b·c·d·e 5명이 기재되어 있을 때 이 중 a·b

는 호적에서 등재되어 있고 c·d·e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a·b를

B-I(<표 1-7>의 호적 등재)으로, c·d·e는 B-II(<표 1-8>의 형지안상 동

일호 구성원 호적 미등재)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형지안에서 A라는 호에

f·g·h·i·j 5명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호적에 기재되지 않

은 경우는 A(형지안 동일호 구성원 호적 미등재)로 분류하였다. ‘B’에 해

당하는 예로 앞서 언급한 형지안 신안역 역리 조신업 호가 있다. 이 호

에서 조신업을 포함한 역리 내지 역리 후보군은 총 19명이다. 그 중 호

적대장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조신업의 아들인 曹泰云·曹泰

宗, 손자 曹太, 甥姪 3명(최이재·최치재·최치정), 이손 2명(최일재·최일태)

등 8명이다(B-I). 나머지 11명은 호적대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B-II). 흥

미로운 점은 조신업의 손자인 조태종의 아들 세 명 중 曹太만 호적대장

에 기록되고(B-I) 曹泰傑과 曹世男은 호적대장에 기록되지 않았다(B-II).

그런데 호적대장 작성을 담당하던 사람이 조태운의 아들 중 조태를 알면

서 조태걸과 조세남의 존재를 몰랐다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즉 조신업

호의 예처럼 형지안의 호 구성원 중 일부만 호적에 선별적으로 등재된

경우도 있었다.

벽계역 신안역
등재여부

역인

형지안 상 
동일호 
구성원 

호적등재 
(B-II)

형지안 상 
동일호 
구성원 

호적미등재 
(A)

합계
등재여부

역인

형지안 상 
동일호 
구성원 

호적등재 
(B-II)

형지안 상 
동일호
구성원 

호적미등재 
(A)

합계

역리 15 23 38 역리 59 1 60
역노 13 4 17 역노 13 23 36
역비 11 4 15 역비 14 20 34
합계 39 31 70 합계 86 44 130
*비고: (A), (B-II)는 <그림 1-17>의 분류를 따름. 형지안에서 일수와 보인은 호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신안역과 비교했을 때 ‘벽계역 역리-(A)’

항목의 수가 많은 것은 형지안 벽계역 역리 항목 결락 때문으로 추정됨.

<표 1-8> <표 1-7> ‘호적 미등재’ 중 형지안 상 동일호 구성원의 호적 등재 

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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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단성현 호적대장에 등재된 역인호의 구성원도 형지안에 기재된

경우(I)와 형지안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III)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9>를 보면 호적대장의 역인호 구성원 중 형지안에서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20-27%에 불과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단성현 도산면 벽계리

1통 1호 역리 김종석 호는 <그림 1-17>에서 ‘C’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 호에는 주호인 역리 김종석, 처, 아들 김명학, 딸 4명 등 총 7명이 기

재되어 있었는데 형지안에는 ‘역리’ 항목에 김종석과 아들 김명학만 기록

되었고(C-I) 처와 딸 4명은 형지안에 기록되지 않았다(C-III). 앞서 언급

했듯 호적대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호에 남성 직역자가 1명 정도로 조

절한다. 반면에 형지안에는 역역 부담자만 기록된다. 따라서 김명학의 처

와 딸 4명은 역비가 아니고서야 형지안에 등재될 자격 자체가 없다. 실

제로 C-III에 해당하는 사람 중 80% 이상이 여성이다. 또한 1747년

-1750년 사이에 새로 태어난 유아는 형지안(1747)에 기록될 가능성 자체

가 없다. 김명학의 네 딸 중 막내인 악지는 1750년 호적대장에서 겨우 2

살로 기록되어 형지안이 작성되던 1747년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

다.

           등재여부
역명

형지안 
등재(I)

형지안 
미등재(III) 합계

벽계역 역인호 구성원 56명(20%) 234명(80%) 290명(100%)
신안역 역인호 구성원 72명(27%) 196명(73%) 268명(100%)
* 비고: (I), (III)은 <그림 1-17>의 분류를 따름

<표 1-9> 호적대장 벽계역, 신안역 역인호 구성원의 형지안 등재 여부

등재여부
역명

호적대장 상 
동일호 구성원 

형지안 등재(C-III)

호적대장 상 
동일호 구성원 

형지안 미등재(D)
합계

벽계역 역인호 구성원 103명(44%) 131명(56%) 234명(100%)
신안역 역인호 구성원 45명(23%) 151명(77%) 196명(100%)
*비고: (C-III), (D)는 <그림 1-17>의 분류를 따름. 신안역과 비교했을 때 벽계-(D) 

항목의 수가 많은 것은 벽계역 역리 항목의 결락 때문으로 추정됨.

<표 1-10> <표 1-9> ‘형지안 미등재(III)’ 중 호적대장 상 동일호 구성원의 

형지안 등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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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호적대장에서 벽계역이나 신안역 역인호인데 형지안에 전혀 기록

되지 않은 사례이다. 벽계역의 역리 항목에 결락이 있으므로135) 신안역

을 살펴보자. 단성현 북동면 신안리에 기재된 역리호 6호와 신안역보호

1호, 현내면 중마흘리 신안역보 1호의 주호와 구성원은 모두 형지안에

기재되지 않았다. 신안리 역리호 6호는 주호의 父, 祖父도 역리로 기재되

어있어 실제로도 역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형지안에 실제 벽계역과

신안역 역인이 다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지안도 호적대장도 실제

역인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 제시한 <그림 1-17>의 범위

바깥에도 역인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같은 사람이 두 자료에 모두 등장하는 경우(I)를 더 분석해보자. <표

1-11>은 동일인의 직역을 각 자료에서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 검토한

것이다. 여기서 형지안 상 역리는 ‘역리’ 항목에 등재된 사람들로 역리와

그 후보군을 포함한다. 형지안에서 역인으로 파악되었는데 호적대장에서

135) 형지안에서 ‘벽계역’ 역리 기록 중 일부가 유실되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다. 실제로 호적에서 벽계역리로 기록된 9호와 역보 14호는 사근도형지
안에서 찾을 수 없다.

벽계역 신안역
형지안
(1747)

호적대장
(1750) 인원수 형지안

(1747)
호적대장
(1750) 인원수

역리 역리 14
역리

역리 18
무직역(역리호) 13 무직역(역리호) 19

역노

역리 7 사노 1
무직역(역리호) 4

역노

역리 4
일반직역 1 무직역(역리호) 1
타역 역노 2 역노 5

역비 무직역(역리호) 1 무직역(역노호) 2
타역 역비 1 역보 1

일수
역리 2 사노 1

무직역(역리호) 1 역비 무직역(역리호) 2
역보 1 사비 1

역보 역보 9 역보 역보 17
합계 56 합계 72

<표 1-11> 형지안-호적대장 중복 등재인 직역 파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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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역자로 기재된 경우가 주목된다. 1개 호에 직역자를 1명 정도 포함

하는 호 편제 원칙으로 하여 같은 호에 이미 역역자가 있는 경우 무직역

자로 기재될 수 있다. 또한 驛役의 종류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형지안에서 벽계역 日守인 사람이 호적대장에서 역리나 역보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벽계역 일수 尹崇才(43세)는 단성현 호적

대장에서 도산면 벽계리 5통 4호 주호 역리 尹崇才(45세)로 확인된다.

형지안에 등재된 역노 중에는 호적대장에서 역리로 기재되거나 역리호

의 무직역자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형지안에서 벽계역 역노 自先(58

세)은 嫁私賤所生秩에 등재되었고 자선 호에 弟 역노 九必(55세), 역노

斗必(48세), 역노 斗宗(35세)이 포함되었다. 이들 형제의 아버지는 驛奴

戒奉, 어머니는 良女 守永代이다. 네 형제는 모두 3년 뒤 단성현 호적대

장에서 역리로 파악되었다. 도산면 벽계리 5통 1호 역리 許自先(61세, 본

관 김해), 5통 3호 역리 許貴必(58세, 본관 김해), 5통 2호 역리 許斗必

(51세, 본관 김해), 6통 2호 역리 許斗中(43세, 본관 김해)이 그들로 호적

에서는 천인이 아닌 良人으로서 姓과 본관을 기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형지안에서 신안역 역노로 등재된 岳金(35세), 云達(53세),

世渭(26세)는 3년 뒤 호적대장에서 각각 역리 朴岳金伊(37세, 신안리 10

통 3호), 역리 李云達(53세, 신안리 9통 1호), 역리 金世右(29세, 신안리

11통 1호)로 기록되었다. 또한 형지안에서 신안역 역노 順淡(38세) 호에

는 딸 역비 順化(14세), 아들 역노 萬卜(11세), 역노 卜金(5세), 역노 順

白(8세), 역노 順萬(2세)이 등재되었다. 3년 뒤 호적대장에서 순담은 신

안리 4통 4호 역리 金順淡(43세, 4통 4호)으로 기재되었고 딸 召史(17세,

연령으로 보아 형지안의 순화), 아들 복만(14세, 형지안의 만복), 복금(8

세)은 무직역이었다. 나머지 아들 순백과 순만은 호적대장에 아예 등장

하지도 않았다.

형지안에 등재된 역노가 호적대장에서 역리로 파악되어 마치 역노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당시

역인의 신분과 관한 규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18세기 중반에는 역노

와 良妻 사이의 소생이 역리가 될 수 있는 ‘驛奴陞吏’의 원칙이 적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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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6) 아버지의 역역을 계승하면서도 신분적으로 양인인 어머니를 따라

역인이면서 양인인 역리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앞에서 예로 든 벽계역

의 역노 자선은 아버지가 역리이면서 어머니가 良女였기 때문에 역노승

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었다. 이후 형지안에서 그가 언젠가는 역리

로 기재되었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군현 호적대장에서 전반적으로 노비

인구가 줄어들고 주호와 그 四祖 직역을 점점 높게 기재하였던 당시의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형지안에 역노로, 호적대장에

역리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표 1-5>를 보면 호적에 역

노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은 물론 아버지의 역역까지 역

리로 높여서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형지안에 등재된 역인이 호적에서 역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 경

우도 보인다. 형지안에서 신안역 역리 李戒萬(48세, 父 李戒丑, 외조 高

石明)은 호적대장에서 ‘私奴’로 기재되었다(50세, 父 역리 李戒丑, 母 婢

古夫, 외조 高乭明, 북동면 신촌 3통 3호의 주호). 아무리 역리가 신량역

천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역리는 양인이고 사노는 천인인데도 이렇게 기

재되었다. 역역이나 사천의 의무, 혹은 양인이나 천인의 신분은 주로 혈

연을 따라 세습된다. (이)계만처럼 한 개인에게 두 가지 의무, 두 가지

신분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

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게다가 두 자료 사이에 3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

에 1747년까지는 역역을 부담하다가 1750년에 사노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신분과 의무라는 중요한 문제를 과연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 사례는 오히려 형지안을 작성하는 주체인 역(역도)과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주체인 군현의 입장 차가 반영된 산물로 여겨진다. (이)계만의

아버지는 역리이고 어머니는 私婢이다. 계만에게는 노비종모법에 따라서

사노가 될 가능성과 아버지를 이어 역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계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지 두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다만

136) 역노승리 원칙의 입안과 폐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병로, 2005 앞의 책,
221-22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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驛에서는 계만을 驛人으로, 군현에서는 계만을 사노로 파악하고 있었

다.137)

역도형지안과 호적대장을 교차 분석한 결과 형지안과 호적대장 공히

모든 역인을 파악한 장부가 아니었으며 두 장부에서 동시에 파악되는 사

람은 30% 내외였다. 아울러 동일 인물을 두고 파악 주체에 따라 다른

役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

에 작성된 軍籍과 호적중초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지

적된 바 있다.138) 즉 호적에 등재된 군역자를 모아서 군적을 만들거나

호적에 등재된 역인을 모아서 역도 형지안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굳이

따지자면 각 장부는 병렬적인 관계였다. 호적대장은 군현에 할당된 호구

총액에 맞춰 이에 적합한 방향으로 호구를 파악한 결과물이다. 역도 형

지안이나 군적은 각각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수급하면

서 만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는 군현과 군영·역도가 개별적으로

파악한 호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기관 간 관할 범위를 조정해주는

상위 기구가 없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전국의 호구를 파악하고 필요

한 곳에 분배하는 일원적인 호구 파악과 관리 체제 역시 존재하지 않았

다.

137) 본고 1장 1절에서 유곡도 영향역 소속 역리 박상기가 선산부에 의하여 군
관으로 파악되어 제번조를 강제로 납부해야 했던 사례 역시 참고할 만하다.

138) 송양섭, 2002 앞의 논문 40; , 2014 앞의 논문; 許元寧, 2006 <19세
기 濟州道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장 4절 「18세기 말과 19세기 후반의 元戶」; 임승희, 2018 <19세기 후
반 제주 大靜郡 지역 군병의 직역 실태> 《한국학연구》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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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군현-면-리 체계 하

호구 파악과 조정 방식

1. 군현의 지배력 강화에 따른 면리 편제 변화

조선후기 지방에 소재한 군현, 군영, 역도 등 각 기관은 각자 관할 범

위를 설정하여 독자적으로 호구를 파악하고 있었다. 2장에서는 군현 내

부에 초점을 맞춰 각 행정단위의 관할 범위와 호구 파악 방식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군현의 하위 행정단위로 면리가 설정되어 ‘군

현-면-리’라는 일원적이면서 위계적인 행정 체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이

러한 체계 하에서 상위 단위의 압력이 하위 단위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를 행정단위별 호구 파악과 관리 양상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

다.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를 추구한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행정 조직으로서

군현 예하에 面里를 설정하였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5戶를 1統으로

하여 統主를 두고, 5통을 1里로 정하여 里正을 두며, 面에는 勸農官을 두

었다.139) 그런데 실제로 이 규정이 지방 각지에 완벽하게 적용되기란 어

려웠다. 원칙적으로 리는 5통=25호씩으로 편제되는 균일한 성격의 행정

단위여야 하지만 같은 군현 내에서 리별로 호구 수 편차가 컸다. 군현

읍치 주변을 동서남북으로 편제하여 面으로 칭하고140) 면 예하의 里는

복수의 자연촌을 하나로 편제했기 때문이다.141) 또한 각 행정단위의 명

139) “每三年, 改戶籍, 藏於本曹·漢城府·本道·本邑. 京外, 以五戶爲一統, 有統主.
外, 則每五統有里正, 每一面有勸農官地廣戶多, 則量加. 京, 則每一坊有管領.”
《經國大典》 戶典 戶籍.

140) 李樹建, 1984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 1989 《朝鮮時代地
方行政史》, 民音社; 김준형, 1982,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우, 1988 <朝鮮初期 面里制와 村落支配의 강화>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1) 이우성은 이를 자연촌과 대비하여 ‘地域村’으로 규정하였다. 李佑成, 1961
<麗代百姓考-高麗時代 村落構造의 一斷面-> 《歷史學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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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은 해당 지역의 관행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면서 국가에서 설정한 행정

단위 간 위계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村’·‘面’·‘里’ 등이

같은 등급의 행정단위를 뜻하는 용어로 혼용되었다.142)

면리제 발달은 중앙집권적 지배 강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다.143) 부세 행정에서 군현이 담당하는 임무가 많아지면서 군현의 관할

범위가 공고해진 것은 1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같은 맥락에서 군

현이 관할 내에 행사하는 압력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군현-면-리 행

정 체계가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屬縣·鄕·部曲 등 독립적인 지배질서를

가지던 군현 내 任內는 面으로 편제되어144) 군현 하위 행정단위가 면으

로 일원화되었다. 才山, 小川, 春陽, 皆丹, 奈城, 甘泉 등 안동부 소속 속

현이나 부곡이 面으로 편성되었다(1장 1절 <그림 1-6> 참고).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군현으로 이어지는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전보

다 면리가 세분화되었다. 방위면-리 체계에서 리가 面으로 승격되면서

기존 면이 여럿으로 분할되었다. 새로운 면 하부에는 이전보다 규모가

작은 里가 새로 등장하고 그 수가 증가하였다.145) 이러한 경향은 부세

142) 李樹建, 1984 앞의 책 398쪽, 446쪽.
143) 기존 연구에서 조선후기 면리 발달 원인으로 농업기술 발달, 인구 증가, 자
연촌 성장 등을 들고 있다. 김준형, 1982 앞의 논문; , 1984 <18세기
里定法의 展開-村落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진단학보》58 등 참고. 이
글에서는 구조적인 원인, 즉 국가 전체 운영에서 군현의 역할이 중시되는 가
운데 중앙정부의 지배력 강화 의도가 일원적인 행정체계를 거쳐 전달되는 구
조적인 측면에 주목하려 하는 것이다.

144) 속현, 향, 부곡이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는 군현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자연스럽게 흡수된 결과이다(이수건,
1984 앞의 책; 김준형, 1982 위의 논문, 1장 2절 「조선후기의 면리」). 일부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으로 독립하기도 하였다. 경주의 속현이었던
자인현은 1584년(선조 17) 慶山縣으로, 1599년(선조 32) 大丘府 등지로의 이
관을 추진하다가, 이후 復縣을 주장하였다. 독자적인 읍세가 크고, 경주부로
부터 거리가 멀어 사실상 월경지에 가까웠던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 1637년
경주부에서 분리되어 현감이 파견되었고, 1653년 경주의 임내였던 구사부곡
까지 자인현으로 합속하였다. 이들이 복현을 요구하며 올린 상소문에는 주변
의 언양, 기장, 하양, 경산 등이 이미 복현되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광
우·이수환, 2012 <16～17세기 慶尙道 慈仁縣 復縣 과정과 이를 둘러싼 慈仁,
慶州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古文書硏究》 41.

145)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2부 4장 「조선 후기 ‘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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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 이전보다 면리에 지우는 책임이 늘어난 것과도 관련되어있다.

군현에 분배된 부세 총액이 예하의 면으로, 다시 그 예하의 리로 분배되

었다. 군역의 경우 里定法이 실시되면서 행정단위 내에서 궐액에 공동으

로 대응하는 面里代定이 강요되었고146) 각종 환곡과 잡역세도 면리 단위

로 분정되었다.147) 면리에서는 자체적 운영 질서를 내세워 이에 대응하

였다. 面契·洞契를 결성하여 面中·洞中 등 합의체에서 부세 분정 방식을

정하고 공동납을 시행하였다.148) 행정단위 내부에서 부세 부담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分洞이 촉진되어 면리가 더욱 세분화되었

다.149)

같은 맥락에서 1675년(숙종 1)에 반포된 <五家統事目>은 지방 각지에

중앙정부의 집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의도를 보여준다.150) 5戶를 하나의

統으로 작통하는 《경국대전》의 원칙을 다시금 천명하는 것151)은 물론

이고 면에 風憲과 約正 등 面任을, 리에 尊位 등 里任을 두어 부세 행정

과 관련한 책임을 부여하였다.152)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면리 질

(分洞)’과 그 성격」; 박현순, 2002 <18세기 단성현의 면리 편제> 《大東文化
硏究》 40; 林學成, 2008 <18세기 후반 洞里의 증가와 ‘新'里 생성> 《역사
와 담론》 49

146) 김선경, 1984 <조선후기의 조세수취와 面.里 운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金俊亨, 1984 앞의 논문; 오영교, 1994 <17世紀 鄕村對策과 面里
制의 運營> 《東方學志》 85; 송양섭, 1995 <19세기 良役收取法의 변화- 洞
布制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89

147) 김선경, 위의 논문; 김준형, 1982 앞의 논문; , 1984 위의 논문
148) 李庸起, 2007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 전남 長興郡
蓉山面 語西里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양
섭, 2019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面中’과 잡역운영> 《역사와 현실》
112; 송양섭, 2019 <19세기 거제 구조라리의 賦稅分定과 ‘洞錢’의 운영> 조선
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발표문(2019,
11. 1); 김건태, 2019b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동아문화》
57; 김건태, 2020 <19세기 공동납의 실상>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발표문(2020. 10. 16);

149) 정진영, 1998 앞의 책.
150) 오영교, 1994 앞의 논문.
151) 안동부 부북 주촌 호적(1528)은 물론,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산음호적, 울
산호적의 경우 작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호의 첫 사람(주호) 앞에 크고 굵은
글씨로 ‘戶’라고 표기하여 각각의 호를 구분하였다. 1675년 오가통사목이 반
포된 이후 제작된 호적대장에서는 리별로 5호를 1통으로 작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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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국가에서 표준화하고 군현-면-리-통-호로 이어지는 체계가 실질적

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군현 예하에서 면-리 사이의 위계가 공고히

확립되어갔다. 1789년에 편찬된 《戶口總數》153)는 전국 각지에서 보고

된 호구수를 군현별로 취합한 자료이다. 《호구총수》에는 군현의 하위

항목으로 군현에 소속된 面 이름이 기재되었고 면의 하위 항목으로 해당

면에 소속된 里 이름이 나열되었다. 호구 총계를 뜻하는 已上 항목은 각

군현은 물론 각 面의 말미에도 기록되었다. <그림 2-1>을 보면 《호구

152) 《備邊司謄錄》 31책, 숙종 1년(1675) 9월 26일 「五家統事目」
153) 《戶口摠數》 (奎1602-v.1-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1789년 간행

<그림 2-1> 《호구총수》경기도 광주 

*출처:《戶口總數》2책 경기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1602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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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경기도 광주 항목에는 소속된 행정단위(면 23, 리 131, 島 3)가

작은 글씨로 나열되어 있고 총호구수[元戶口]가 뒤이어 기재되었다. 이어

서 광주 소속 慶安面154)과 소속 리(작은 글씨), 호구수, 五浦面과 소속

리, 호구수 등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가장 상위에 군현명을, 한 칸을 내

려서 면명을, 면 명의 하위 항목에 리명을 細註처럼 기록함으로써 군현-

면-리 사이의 위계를 시각적으로 잘 드러내고자 했다.

경상도 단성현의 면리 편제 변화에서도 기존 방위면-리가 해체되고

새로운 면-리 체계가 형성되면서 면-리 간 위계가 확고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155) 1606년 《산음장적》156), 단성 사족 李時馩에 의하여

편찬된 읍지인 《운창지》(1650년경)157), 1678년 단성현호적대장을 비교

검토하여 약 70여 년간 단성현 예하 행정단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

할 수 있다. 《산음장적》에는 방위면 없이 6개 리가, 《운창지》에 8개

里와 각 리 예하에 8개 坊이 등장하며, 《단성현호적대장》에는 8개 면

과 60개 里(=村)158)가 기록되었다. 《산음장적》에 기록된 6개 리 중 도

생리가 《운창지》에서 도산리, 오동리, 생비량리로 분화되어 리가 6개에

서 8개로 증가하였다. 《운창지》에 드러나는 里-坊 체제는 이후 단성현

예하 面-里/村 위계와 거의 들어맞는다. 다만 둘 사이에 리명과 리수가

차이나는 것을 보아 1678년 《단성현호적대장》에서는 자연촌락 중 행정

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큰 촌락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행정리’ 편제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세기까지 리의 분화는 계속되었다. 단성현

의 리수는 1678년 60개에서 19세기 중엽 116개로 증가하였다.

154) 광주부 경안면은 광주 소재 慶安驛과 관계된 지명으로 보인다. 경안면의
소속 리 중 ‘驛洞’이 경안역 驛村으로 추측된다.

155) 단성현의 면리 편제 변화 과정은 金效恩, 2017 <朝鮮後期 郡縣制와 驛制의
二元的 體系 – 戶籍大帳과 驛道 관련 문서의 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제 1장 1절 ‘17세기의 丹城縣의 面里制
성립’ 참고.

156) 단성현은 임진왜란 이후 읍세가 잔약해져 일시적으로 인근 산음현의 속현
으로 이속된 적이 있었다.

157) 李時馩, 《雲牕集》 권 2
158) 호적대장에서 단성현의 리 표기는 ‘第X里OO村’의 형식으로 되어있어, 리의
순서를 표기할 때는 里로, 리의 이름을 표기할 때는 村으로 표기하였다. 즉,
단성현에서 리와 촌은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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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면리제가 발달한 수준이나 방법은 지역별로 달랐다. 면리제

에 관한 각종 규정과 실제 면리 운영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고 지역별로

면리 편제에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159) 《호구총수》에 기재된 면

명칭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 영천에서는 面·

村·里가 모두 군현 바로 아래 행정단위인 面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

었고 그 아래 다시 村·里가 존재하였다.160) 경상도 의령에는 西面 5개,

南面 3개, 東面 7개, 東西面 1개, 北面 4개 등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면

이 있었는데 이에 부속된 리명이 모두 달라161) 기존 방위면이 여러 개로

159) 경상도 진주, 산청과 같이 규모가 큰 조선전기의 방위면 체제를 그대로 유
지하는 지역도 있었으며, 각 면의 호구수도 면별 편차가 큰 상태로 유지되었
다고 한다. 방위면에서 새로운 면리체계로 이행하는 시점 역시 지역별로 편
차가 컸으며, 진주, 산청 등지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방위면-리의 체제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김준형, 1982 앞의 논문, 1장 2절 참고.

160) 《戶口摠數》 8책 경상도 영천
161) 《戶口摠數》 8책 경상도 의령

<그림 2-2>《해동지도》 중 진주목

*출처:《海東地圖》- 晉州牧,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古大 4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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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면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지 못하고 이

전 관습대로 방위를 면명에 붙여서 쓰고 있었다. 함경도에서는 面 대신

社를162), 황해도에서는 면 대신 坊을 사용하였다.163) 같은 경상도 내에서

도 성주는 面 대신 坊을 사용하였다.164)

진주는 형식적으로 방위면이 존속되면서도 사실상 里 중심으로 운영되

었다고 알려져 있다.165) 실제로 《해동지도》와 《조선지도》를 비교해

보면 진주에서 ‘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750년에 편찬된 《해동지

도》에서는 행정단위가 모두 ‘里’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후 10년

안팎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지도》에서는 《해동지도》에 기

재된 ‘리’가 모두 ‘面’으로 표기되어있다. 두 지도 모두 국가적 사업의 일

환으로 군현에서 제작하여 올린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보고되는 군현 예

162) 《戶口摠數》 9책 함경도
163) 《戶口摠數》 5책 황해도
164) 《戶口摠數》 8책 경상도 성주
165)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제 2장 2절 「임란이
후의 촌락재편」

<그림 2-3> 《조선지도》 중 진주목

*출처: 《朝鮮地圖》 - 晉州牧,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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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행정 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18세기 중반 진주의 里는 명칭은 里이

지만 사실상 다른 군현의 面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里를 뜻하는 행정단위의 명칭 역시 다양했다. 《호구총수》를 확인하

면 ‘~里’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경상도 단성현이나 안의현처럼 ‘~村’을 사

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洞’과 ‘里’는 같은 레벨의 행정단위

를 뜻하는 용어로 흔하게 혼용되었다.166) 경상도 巨濟府 項里와 관련하

여 남아있는 고문서를 살펴보면 <項里戶籍中草>·<項里防軍案> 등 里와

<洞錢流音冊>·<洞錢捧上記> 등 洞을 혼용하고 있었다.167) 전라도 長興

郡 南面[南上面] 茅山里 역시 공식 명칭은 里지만 마을에서 남긴 고문서

를 확인해보면 村과 洞을 함께 사용하였다.168)

지역별로 면리제 발달 정도나 용어 사용 방식에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적으로 군현-면-리의 위계가 자리잡는 추세였다. 군현 호적대장은 행정

단위 간 위계를 시각화하며 아울러 행정단위별 운영 양상을 잘 드러내는

자료이다. 현전하는 조선후기 호적대장을 살펴보면 5호가 1통으로 작통

되어 리에 속하며 각 리는 면에, 각 면은 군현에 소속된다. 즉 민이 군현

-면-리-통-호로 이어지는 계통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개 17세기 말부터 군현은 물론 면별로 戶口수의 已上, 즉

호구총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호구총수》에 면별로도 호구수가 기재

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중앙정부에서 군현에 할당된 정액의 호구수는 예

하의 면으로 분배되었다. 호적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있지는 않지만 면-리

간 위계가 점점 명확하게 규정되는 가운데 면에 할당된 액수는 다시 리

로 분배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각 군현에서는 면임·리임을 통해 각 면리

166) 정약용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민간에서 洞과 里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丁若鏞, 1819 《雅言覺非》 “今俗以里爲洞 里中曰洞內 里甲
曰洞長 里會曰洞會 無攸據也”.

167) 《고문서집성》 35 거제 구조라리 편,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 자료에 대한 연구는 송양섭,
2014 <19세기 거제도 舊助羅 촌락민의 職役變動과 家系繼承 양상> 《한국문
화》 67; , 2019, 앞의 발표문 참고.

168) 장흥군 남면은 19세기 중엽 남상면과 남하면으로 갈라졌고, 모산리는 그
중 남상면에 속했다. 이후 1932년 남면으로 재통합되었다가 1940년 蓉山面으
로 개칭되었다. 李庸起, 2007 앞의 논문; 김건태, 2019b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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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상황을 살피고 호구 파악을 독려하였으며 면리에서는 자체적인 운

영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될 호구를 차정하였다고 한다.169)

정리하자면 군현 내부에서는 군현-면-리라는 일원적인 호구 파악 체

계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단선적인 체계 하에서는 상위 단위의 지배력이

하위 단위로 직접 강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하위 행정단위에 대한 상

위 행정단위의 호구 조정은 이러한 예가 된다. 리에서 자체적으로 호구

를 파악하여 면으로 올리면 면에서 이를 조정하고, 면에서 군현으로 호

구를 올리면 군현에서 이를 조정하여 확정한다. 이렇듯 각 단계에서 조

정이 필요한 이유는 행정단위별로 충당해야 하는 호구수와 역종별 액수

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선적인 군현-면-리 행정 체계 하에서 상위 행정

단위가 하위 행정단위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호구를 조정하고 있

었던 것이다.

19세기에는 행정단위별 공동납 운영에서 면이 중요한 단위로 부각되면

서 면의 지배력 또한 강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가작통사목>

반포 이후 작통의 기본 단위는 리였다. 그런데 1888년·1891년·1894년 남

원 둔덕방 호적중초에는 坊(面에 해당) 예하 里가 등장하지 않은 채 방

전체가 한 번에 작통되었다.170) 여타 자료를 통하여 東村 소속 호임을

알 수 있는 여러 호가 모두 다른 통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171) 촌

이 작통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면의 지배력이 강하게

하부로 전달되면서 호정운영 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172) 이하

행정단위가 호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군현 내부에서 행정

169) 서론에서 살펴보았듯 호적에 등재된 호구가 해당 행정구역의 모든 집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약용은 《牧民心書》에서 고을에 할당된
호의 총수를 호의 등급 등을 고려하여 적당히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牧民心書》 戶典 戶籍條; 김선경, 1984 앞의 논문

170) 《屯德坊戶籍》 (한국고문서학회, 1992 《古文書硏究》 3)
171) 全炅穆, 1992 <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 屯德坊의 戶籍中草와 그 성격>,
《古文書硏究》 3.

172) 김건태는 통별로 군역자를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통 내 구성호를 조
정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김건태, 2019a <조선후기 마을 위상과 전세량
의 관계> 《韓國史論》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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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정교하게 정비되어 군현-면-리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위계 체계

가 성립되었다. 각 행정단위는 부세 운영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여받아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단선적인 체계 하에서 상위 행정단위는 하위

행정단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2절에서는 호정운영에서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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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리의 자체적 호구 파악과 관할 범위 조정

1) 18세기 초중반 면리 간 호 이동과 조정

조선후기 군현은 물론 하부 행정단위인 면리 역시 부세 행정 운영에서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각 행정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관할 범위를

설정하여 일정한 원칙에 따라 호구를 차정하였다. 호적대장에는 위계적

행정 체계 하에 리별로 소속된 호구가 기재되어 있어 호적이 작성되는

시기에 각 행정단위가 설정한 관할 범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호구가 다른 행정단위로 이동되는 현상은 각 행정단위

가 시기별로 어떻게 관할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는지 혹은 각 행

정단위가 호구 파악과 호정운영이라는 목적 하에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173) 이를 분석하면 각 면리가 어떻게 관

할 범위를 확보하였는지와 당시 호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호적대장에서 같은 층위의 행정단위 사이에, 즉 면과 면,

리와 리 사이에서 발생한 호 이동 사례를 검토해 보려 한다. 이러한 분

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두 면 사

이의 호구 이동이 어색하지 않도록 두 면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둘째, 연속적인 호 이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면의 호적대장이 3

식년 정도 연속하여 남아있어야 한다. 셋째, 두 면의 행정 편제가 해당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연속적이어야 한다. 현존하는 조선후기 호적대장

중에서 연속하는 식년으로 시계열을 만들 수 있는 자료는 경상도 대구부

와 단성현 호적대장 정도이다. 본고에서는 18-19세기 대구부 읍치 지역

호적대장에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현존하는 대구부 동상면과 서상면 호적대장174) 중 세 식년이 연속되면

173) 실제로 같은 군현 내에서 면리 사이에 경계나 민호의 관할권을 놓고 분쟁
을 벌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선경, 1984 앞의 논문 54-55쪽 참고.

174) 현존하는 대구부 호적은 다음과 같다. 서상면-1681년, 1684년, 1708년,
1717년, 1723년, 1729년, 1732년, 1735년, 1738년, 1747년, 1756년, 17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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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접한 면 기록까지 남아있는

사례는 18세기 초중반 1729년(영조

5 己酉式 奎14620)-1732년(영조 8

壬子式 奎14809)-1735년 서상면(영

조 11 乙卯式 奎14702), 1732년(영

조 8 壬子式 奎14608)-1735년(영조

11 壬子式 奎14652) 동상면, 19세기

중반 1855년(철종 6 乙卯式 奎

14792)-1858년(철종 9 戊午式 奎

14744)-1861년(철종 12 辛酉式 奎

14742) 동상면과 1858년 서상면(철

종 9 戊午式 奎14741)이 있다. 여기

에서는 18세기 초중반 사례로 서상

면 1729년-1732년-1735년분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동상면 1732년 분

기록을 함께 연결하였다.175) 각 자

료에서 동일한 호구를 연결하여 호

이동 사례를 찾아내었다.

대구부 東上面과 西上面은 두 면

이 읍치를 중심으로 東西로 인접하

여 있었다. 17세기 말 西城內와 西上이 서상면으로 합쳐졌고 東城內와

東上이 동상면으로 합쳐졌다.176) 《大邱邑誌》177)에 따르면 동상면과 서

1762년, 1765년, 1783년, 1789년, 1795년, 1816년, 1825년, 1831년, 1834년,
1837년, 1840년, 1858년; 동상면-1684년, 1690년, 1705년, 1720년, 1726년, 1732
년, 1735년, 1747년, 1762년, 1768년, 1774년, 1777년, 1786년, 1789년, 1795년,
1801년, 1810년, 1813년, 1825년, 1831년, 1843년, 1852년, 1855년, 1858년,
1861년, 1867년. 모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175) 본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7 《慶尙道
大丘府戶籍大帳-東上面》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9 《慶尙道大丘府戶籍大帳-西上面》의 해당 식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의
목적과 방법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176) 이유진, 2011 <18세기 대구 호적을 통하여 본 도시지역의 특징 - 大丘府

<그림 2-4> 대구부 지도

*출처: 韓榮國, 1976 <十八十九世紀大邱

地域の社会変化に関する一試考-大

邱 府 戶 籍 の 「 新 戶 」 を 中 心 に > 

《朝鮮学報》 80, 83쪽에서 발췌

*비고: 지도에서 진하게 표시된 곳이 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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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은 각각 ‘읍치에서 3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읍치인 大丘

城178)도 포함하고 있었다.179) 대구성 내에서 동상면과 서상면은 성의 남

북을 잇는 鐘路를 중심으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 면에 기재

된 호구수는 대구부에서 가장 많았다. <표 2-1>을 보면 1729년-1735년

사이 서상면과 동상면 두 지역 호적에는 식년 별로 각각 1,100호 5,000구

내외가 기록되었다.180) 1732년 한 식년에만 두 면에 2,200여 호 11,000여

명이 등재되었는데 이는 당시 대구부 전체 호구수 중 약 22%를 차지한

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두 면에 등재되는 호구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대구성 내외라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호구가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인구밀도를 보였다.181)

호적에서 동일한 호를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서상면 내에서는 1729년

에서 1732년 사이에 1,052호 중 864호(81.2%)가, 1732년에서 1735년 사이

에 1,074호 중 726호(67.6%)가 존속되었다.182) 서상면과 동상면 호적에서

西上面 戶籍臺帳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쪽.
177) 《大邱邑誌》(1768)
178) 대구성은 1736년(영조 12)에 감사 민응수에 의하여 축조되었다. 《英祖實
錄》권 41, 영조 12년 1월 22일 丁巳 참고. 실제로는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한
것이라 한다.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大邱市史》1(通史), 701-707쪽.

179) 17세기 말 ‘西城內’, ‘東城內’가 성 안팎을 아우르는 행정단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80) 데이터베이스에는 서상면 1729년에 1,052호 6,766명, 1732년에 1,074호
6,792명, 1735년에 1,002호 6,116명이며, 동상면 1732년에 1,179호 7,395명이
기록되어 있다. 본 표는 이 수치에서 死亡, 移去, 出嫁, 逃亡 등 탈락된 구를
제외한 결과물이다.

181) 이유진, 2011 앞의 논문, 11-12쪽.
182) 1732년에서 1735년 사이에 호(구)존속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해당
시기에 영남지역을 덮친 기근의 여파가 호적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대구부
호적대장(권기중, 2010 <18~19세기 감영소재지의 인구구성과 향리층의 존재

지역 서상면 동상면
식년 1729년 1732년 1735년 1732년

호수 1,052 1,074 1,002 1,179
구수 5,335 5,370 4,760 5,877

호당구수 5.1 5.0 4.8 5.0 

<표 2-1> 1729년-1735년 대구부 서상면, 동상면 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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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호를 연결하면 1729-1732년

사이에 48호(4.6%)가 서상면에서

동상면으로 이동되었다.183) 마찬가

지로 1732년 동상면 호적에서

1735년 서상면 호적으로 적을 옮

기는 64호(5.4%) 역시 확인된다.

식년마다 서상면과 동상면 사이에

약 5% 내외의 호 이동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서상면에 등재된 호

구를 서상면 인근의 西中面, 東中面, 西下下面, 下守西面(<그림 2-4> 대

구부 지도 참고) 호적에 등재된 호구와 연결한다면 다른 면으로 이동하

는 호를 더 찾아낼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각 면 내 호구 등재 현황을 리별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1729년-1735년

양상 -경상도 대구부 동상면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71; 이유진,
2011 위의 논문)은 물론 단성현 호적대장(김건태, 2001 <조선후기의 인구파
악 실상과 그 성격 - 단성현 호적 분석> 《大東文化硏究》 39)에서도 공통
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183) 分戶를 고려하면 1732년 동상면 호적에서 서상면 출신으로 추적할 수 있
는 호가 73호이다.

리순 리명 1729년 1732년 1735년
호수 구수 호수 구수 호수 구수

1 북문내리 162 729 163 692 147 578
2 관덕정리 108 498 108 491 110 504
3 쇄환리 125 661 127 653 131 673
4 남문내리 56 289 56 289 59 292
5 남문외리 161 920 166 959 129 617
6 남산리 74 336 71 301 49 209
7 동산리 73 470 76 456 76 425
8 전동내리 102 573 106 611 120 672
9 후동내리 107 514 109 499 88 384
10 신동내리 33 126 43 169 48 214
11 달성리 51 219 49 250 45 192

합계 1,052 5,335 1,074 5,370 1,002 4,760

<표 2-2> 1729년-1735년 대구부 서상면 리별 호구수

리순 리명 호수 구수
1 후동내리 225 937
2 전동내리 140 629
3 남문외리 169 946
4 무천리 82 431
5 사관리 174 841
6 신전리 206 1204
7 용덕리 121 604
8 완전리 62 285

합계 1,179 5,877

<표 2-3> 1732년 대구부 동상면 리별 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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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상면은 총 11개 리로, 동상면은 7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리별

호구수는 <표 2-2>·<표 2-3>과 같다. 표에서 리순은 호적대장에 등재

된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전동내, 후동내, 신동내 등 ‘~洞內’로 끝나는

지명은 호적 본문과 《戶口摠數》 등에서 ‘里’로 칭하지 않지만 면 예하

행정단위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고 다른 리 명칭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里’를 붙여 표기하였다. 남문외리, 전동내리, 후동내

리의 경우 동상면과 서상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명이므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동상면 리명 앞에 ‘東’을, 서상면의 리명 앞

에 ‘西’를 붙여 지칭하도록 하겠다.

<그림 2-5>는 동상면·서상면 관할 내 총 19개 리 위치를 일제시기에

제작된 지도 위에 비정해 본 것이다.184) 대구부 지명은 1911년(明治 44

184) 리 위치 비정 근거는 논문 말미 <부표 1>과 <부표 2> 참고.

<그림 2-5> 1729년-1735년 동상면 서상면 리의 위치

*출처:《大正六年測圖-昭和十二年三回修訂測圖》-大邱(1937), 국토지리정보원 DB 활용.

*비고: 점선은 대구성 윤곽(추정). ‘*’ 표시된 리는 《명칭일람》에 등장하지 않는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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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 14일을 기하여 일본식으로 변경되었으며185) 이 내용은 《(新舊

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86)(이하 《명칭일람》으로 약칭)에

정리되어 있다. 일본식 지명의 실제 위치는 일제에 의하여 제작된 근대

식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에서 일본식 지명을 확인하고

《명칭일람》에서 원래의 조선식 지명을 찾는 방식으로 리의 위치를 비

정하였다. 자료 간 시차 때문에 위의 《명칭일람》에 등장하지 않는 리

명의 경우 당시 호구 편제에서 리 순서가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임

의로 위치를 비정하였다.187) <그림 2-5>에서 오각형에 가까운 점선은

元 대구성 성벽으로 간주된다. 1907년 대구군수 겸 경상북도 관찰사 서

리였던 朴重陽(1872-1959)이 성벽을 부수고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188) 성

한가운데에 남북으로 난 길이 읍치의 중심이 되는 鐘路이다. 서상면과

185) 조선총독부 관보 371호 明治 44년 11월 21일 지방청 공문 참고.
186)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87) 호적대장에서 리 순서는 지리적 인접성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 嶋陸
奥彦, 1996 <朝鮮時代後期の村落構成の動態-大邱戶籍の分析>《東洋文化》
76, 202쪽; 박현순, 2002 앞의 논문 등 참고.

188) 조선사연구회 편, 2002《조선시대 대구의 모습》, 계명대학교출판부, 「대
구의 읍성과 산성」83-84 쪽.

리순 리명 1732년 
총호수

1729년 
同里 출신 
호수(비율)

1729년 
他里 출신 
호수(비율)

1 북문내리 163 122(74.8%) 14(8.6%)
2 관덕정리 108 85(78.7%) 9(8.3%)
3 쇄환리 127 95(74.8%) 16(12.6%)
4 남문내리 56 36(64.3%) 7(12.5%)
5 서남문외리 166 117(70.5%) 22(13.3%)
6 남산리 71 60(84.5%) 3(4.2%)
7 동산리 76 62(81.6%) 7(9.2%)
8 서전동내리 106 85(80.2%) 17(16.0%)
9 서후동내리 109 84(77.1%) 17(15.6%)
10 신동내리 43 29(67.4%) 5(11.6%)
11 달성리 49 34(69.4%) 8(16.3%)

합계 1,074 809(75.3%) 125(11.6%)
* 비고: 分戶를 포함한 수치임

<표 2-4> 1732년 서상면 리별 호의 1729년 출신 분석



- 86 -

동상면은 대체로 종로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어졌을 것이다.

한 식년에 등재된 호가 다음 식년에도 등재되는지 추적하면 3년 간 호

이동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호적을 3년 간격으로

1732년 
소속리

1729년 
출신리 호수 1732년 

소속리
1729년 
출신리 호수

북문내리

북문내리 122

동산리

동산리 62
관덕정리 10 북문내리 2

서전동내리 1 쇄환리 1
서후동내리 3 서전동내리 4

관덕정리

관덕정리 85

서전동내리

서전동내리 85
북문내리 3 관덕정리 3
쇄환리 2 남문내리 1

신동내리 1 남문외리 1
서전동내리 1 동산리 3
서후동내리 2 북문내리 2

쇄환리

쇄환리 95 쇄환리 2
관덕정리 3 신동내리 2
남문내리 5 서후동내리 3

서남문외리 4

서후동내리

서후동내리 84
북문내리 2 관덕정리 3
후동내리 2 남문외리 1

남문내리

남문내리 36 동산리 2
서남문외리 1 북문내리 5

동산리 1 쇄환리 4
북문내리 2 신동내리 1
쇄환리 1 서전동내리 1

서전동내리 2

신동내리

신동내리 29

서남문외리

서남문외리 117 관덕정리 1
관덕정리 1 달성리 5
남문내리 3 동산리 3
남산리 2 북문내리 1
동산리 1 서후동내리 1

북문내리 3

달성리

달성리 34
쇄환리 11 동산리 1

서전동내리 1 서전동내리 3

남산리
남산리 60 서후동내리 4

서남문외리 1
쇄환리 2

<표 2-5> 1732년 서상면 리별 호의 1729년 출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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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식년씩 묶어(‘1729년 서상면-1732년 서상면·1732년 동상면’과 ‘1732년

서상면·1732년 동상면-1735년 서상면’) 분석해 보았다. 1729년-1732년 서

호적을 연결한 결과 1732년에 각 리에 등재된 호 중 75.3%는 1729년에

도 같은 리에 등재되어 있었고 약 11.6%는 서상면 내의 다른 리 출신이

었다. <표 2-5>와 <그림 2-5>를 동시에 확인하여 호의 리 이동 범위를

1732년
소속리

1729년
출신리 호수 1732년

소속 리
1729년
출신리 호수

동후동내리

관덕정리 3

사관리

관덕정리 1
남문내리 1 서남문외리 3

서남문외리 3 북문내리 1
북문내리 8 쇄환리 2

동전동내리

관덕정리 3

신전리

관덕정리 1
남문외리 1 남문내리 4
동산리 1 서남문외리 5
쇄환리 1 북문내리 3

서전동내리 1 쇄환리 3
서후동내리 1

완전리
남산리 2

동남문외리
서남문외리 14 쇄환리 1

동산리 1 서후동내리 1
쇄환리 1 용덕리 서전동내리 2

무천리
서남문외리 2 서후동내리 1

동산리 1
북문내리 1

<표 2-7> 1732년 동상면 리별 호의 1729년 서상면 출신 리

리순 리명
1732년 
총호수

1729년 
서상면 출신 호

1 동후동내리 225 15(6.7%)
2 동전동내리 140 8(5.7%)
3 동남문외리 169 16(9.5%)
4 무천리 82 4(4.9%)
5 사관리 174 7(4.0%)
6 신전리 206 16(7.8%)
7 용덕리 121 4(3.3%)
8 완전리 62 3(4.8%)

합계 1,179 73(6.2%)
* 비고: 分戶를 포함한 수치임

<표 2-6> 1732년 동상면 리별 서상면 출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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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면 대부분은 인접한 리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5>에서

관덕정리 출신 북문내리 10호, 쇄환리 출신 남문외리 11호 등의 수치가

두드러진다. 반면에 서상면에서 가장 외곽 지역에 위치한 남산리에는 서

상면 내 다른 리에서 넘어온 호가 매우 적었다.189)

1729년 서상면-1732년 동상면 호적을 연결하면 1732년 동상면 호 중

에서 6.2%는 1729년에 서상면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표 2-7>에서 보

듯 동상면 동후동내리, 동남문외리, 신전리 등 상대적으로 서상면에 인접

한 리에서 서상면 출신 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동후동내리 8호가

서상면 북문내리 출신이었고 동상면 남문외리 14호가 서상면 남문외리

출신이었다. 동상면 신전리로 넘어온 사람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서상면

남문외리가 4호, 남문내리가 5호, 북문내리가 3호, 쇄환리가 3호였다. 서

상면의 리 중 동상면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소속된 호가 동상면으로

189) 남산리는 <그림 2-5>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상면 남쪽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역은 서상면의 여타 리와 다른 형태의 호구 구성이나
이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유학’을 칭하는 상층호의 구성 비율이 월등히
높고, 대구 서씨와 덕산 이씨가 집단적으로 세거하고 있었다. 이유진, 2011
앞의 논문, 31쪽.

리순 리명 1735년 
총호수

1732년
同里 출신 
호수(비율)

1732년
타리 출신 
호수(비율)

1732년 
동상면 출신 
호수(비율)

1 북문내리 147 95(64.6%) 15(10.2%) 15(10.2%)
2 관덕정리 110 66(60.0%) 20(18.2%) 10(9.1%)
3 쇄환리 131 92(70.2%) 19(14.5%) 9(6.9%)
4 남문내리 59 37(62.7%) 9(15.3%) 7(11.9%)
5 서남문외리 129 83(64.3%) 11(8.5%) 13(10.1%)
6 남산리 49 35(71.4%) 2(4.1%) 2(4.1%)
7 동산리 76 51(67.1%) 12(15.8%) 3(3.9%)
8 서전동내리 120 73(60.8%) 28(23.3%) 3(2.5%)
9 서후동내리 88 60(68.2%) 13(14.8%) 2(2.3%)
10 신동내리 48 26(54.2%) 14(29.2%) 0(0%)
11 달성리 45 32(71.1%) 8(17.8%) 0(0%)

합계 1,002 650(64.9%) 151(15.1%) 64(6.4%)
* 비고: 分戶를 포함한 수치임

<표 2-8> 1735년 서상면 리별 호의 1732년 출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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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
소속리

1732년
출신리 호수 1735년

소속리
1732년
출신리 호수

북문내리

북문내리 95

남문내리

남문내리 37
관덕정리 5 관덕정리 1
남문내리 1 쇄환리 3

서남문외리 3 서남문외리 4
동산리 1 신동내리 1

서전동내리 3 동후동내리 5
서후동내리 2 동전동내리 1
동전동내리 1 동남문외리 1
동후동내리 3

서남문외리

서남문외리 83
무천리 1 북문내리 2
신전리 8 관덕정리 1
용덕리 2 쇄환리 4

관덕정리

관덕정리 66 동산리 2
북문내리 8 후동내리 2
쇄환리 4 동전동내리 3

서남문외리 2 동남문외리 7
남산리 1 사관리 1
동산리 1 신전리 1

서전동내리 1 용덕리 1
서후동내리 2

남산리

남산리 35
신동내리 1 서남문외리 2

동전동내리 1 동남문외리 1
동후동내리 7 완전리 1

사관리 1

동산리

동산리 51
신전리 1 관덕정리 1

쇄환리

쇄환리 92 쇄환리 1
북문내리 1 남문내리 1
관덕정리 5 서남문외리 3
남문내리 4 서전동내리 4

서남문외리 6 서후동내리 1
남산리 1 달성리 1
동산리 1 동후동내리 1

서후동내리 1 무천리 1
동후동내리 3 신전리 1
동남문외리 3

신전리 3

<표 2-9> 1735년 서상면 리별 호의 1732년 출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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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1732년 서상면·동상면 호적과 1735년 서상면 호적을 연결

하여 호 이동 사례를 확인하였다. 1735년 서상면 호적을 기준으로 1732

년 동상면과 서상면 출신 호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 <표 2-8>을 보면

1735년 서상면 호적에서는 同面 同里 출신 호가 약 65%로 가장 많았으

며 서상면 내 다른 리 출신 호가 15%, 동상면 출신 호가 6.4%였다. <표

2-9>를 통하여 리간 이동 현황을 확인해보자. 서상면에서도 서쪽에 위

치한 서전동내리, 신동내리, 달성리, 동산리에는 서상면 내 다른 리로부

터 유입된 호가 많았던 데 비하여 동상면 출신 호는 소수이거나 아예 없

었다. 반면에 동상면과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북문내리, 관덕정리, 쇄환리,

남문내리, 서남문외리에는 동상면 출신 호 비율이 높았다. 그 중 북문내

리나 서남문외리는 서상면 내에서 이동해오는 호보다 동상면에서 이동해

1735년
소속리

1732년
출신리 호수 1735년

소속리
1732년
출신리 호수

서전동내리

서전동내리 73

신동내리

신동내리 26
북문내리 2 북문내리 1
관덕정리 3 관덕정리 1
쇄환리 2 서남문외리 1

서남문외리 2 동산리 1
동산리 5 서전동내리 6

서후동내리 9 서후동내리 4
신동내리 3

달성리

달성리 32
달성리 2 북문내리 2

동후동내리 1 남문외리 1
사관리 1 서전동내리 2
신전리 1 서후동내리 1

서후동내리

서후동내리 60 신동내리 2
북문내리 5
쇄환리 2

서남문외리 1
동산리 1

서전동내리 3
신동내리 1
신전리 2

<표 2-9> 1735년 서상면 리별 호의 1732년 출신리 (계속)



- 91 -

오는 호가 더 많았다. 서상면 북문외리에 동상면 신전리 출신 호가 8호,

관덕정리에 동상면 후동내리 출신 호가 7호, 남문내리에 동상면 후동내

리 출신 호가 5호 있었다. 서상면 남문외리에는 동상면 남문외리 출신이

7호나 된다. 반면에 서상면 남산리의 경우 서상면 내 이동도 동상면으로

부터의 이동도 적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0)

호가 다른 행정단위로 이동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移住는 호의

소속 행정단위가 변경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다만 지금까지 분석에 따

르면 행정단위 간 호 이동이 규칙적인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분석에

따르면 식년마다 약 11-15%의 호가 같은 면 내 다른 리에서 유입되었고

6% 이상의 호가 인접한 면으로부터 이동해왔다. 특정한 비율만큼 호구

가 존속하고 탈락하는 18세기 호정운영 방식을 떠오르게 한다.191) 따라

서 이러한 특징은 행정단위별 호정 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즉 면

리 단위에서 호를 차정하는 기준이나 호를 파악하는 관할 범위에 일정한

원칙이 적용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구부 동상면·서상면 호적에서 이 시기 ‘新戶’ 기재

에 주목해보려 한다. 新戶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전 식년부터 다음

식년 사이에 호적에 새로 등재된 호일 것이다.192) 1729년-1735년 동상

면·서상면 호적에서는 호 첫머리에 ‘第 ⃝統 第 ⃝新戶’ 형식으로 기재된

190) 리 이동과 관련하여 지리적 인접성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남산리는 서
상면 남쪽에 인접한 하수서면과 호구 교환 경향이 더 클 수도 있다. 아니면
남산리 자체가 여타 리에 비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반면에 19세기 중반 남산리에서는 다른 리와 호구 교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고 있었다. 본고 다음 항 참고.

191) 김건태, 2003 앞의 논문; 이유진, 2011 앞의 논문 참고. 읍치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식년별 호구 존속률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호구 차정
자체에 널리 통용되는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2) 한영국은 1825년과 1858년의 대구부 호적 중 서상면, 상수남면, 동중면에서
‘新戶’의 비율을 구하였다. 그는 ‘新戶’를 “주로 다른 군·면으로부터 移來해 온
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시기 서상면에서 신호가 많은 것이
移來가 많은 도시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韓榮國, 1976 앞의 논문
참고). 반면 정해은은 단성현 호적대장에서 신호를 분석하면서, 籍外戶의 형
태로 원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호가 특정한 시기에 호로 차정되면
서 新戶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정해은, 2002 <단성현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의 출입> 《大東文化硏究》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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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있다. 1732년 서상면 1074호중 299호, 1735년 서상면 1002호 중 401

호, 즉 전체 호 중 30-40%나 되는 호에 ‘신호’ 기재가 있다(<표 2-10>

참조). 이렇게 많은 호가 정말로 호적에 처음 등장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729년-1735년 호적에서 ‘新戶’ 기재호는 해당 식년에 서상면 호적에

완전히 새로 등장한 호가 아니었다. <표 2-10> 1732년 항목에서 직전

식년에 같은 리에 기재된 사례는 총 18%인데 이들은 대부분 원래 호에

서 分戶하여 새로 차정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서 직전 식년에 서

상면 다른 리 출신인 경우가 40% 가까이 된다. 다시 말해 같은 서상면

안에서 3년 사이 리만 바뀌었는데 ‘신호’로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호 이

동을 다시 검토해보면 1732년 서상면 호적에서 리가 이동된 132호 중

124호(94%), 1735년 215호 중 207호(96.3%)에 ‘新戶’ 표기가 되어있다.193)

<표 2-10>에서 1732년과 1735년 항목을 서로 비교하면 1732년 항목에

서 출신 불명 호 41% 중 15% 정도는 동상면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 이

처럼 18세기 초중반 대구 호적에서는 里 간 이동을 ‘신호’ 기재의 기준으

로 삼고 있었다. 당시 부세 행정에서 호구를 파악하는 최소 단위가 리였

193) 분호를 포함한 수치이다. 1732년 동상면 호적에서는 서상면 출신 73호 중
55호(75.3%)에서 신호 표시를 찾아볼 수 있다. 신호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호는 원래부터 동상면에 기재되었던 호일 가능성이 있으나 1729년 동상면 호
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

출신 면리
1732년 1735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서상면 같은 리 54 18.1% 74 18.5%
서상면 다른 리 123 41.1% 150 37.4%

동상면 61 15.2%
출신 不明 122 40.8% 116 28.9%

합계 299 100% 401 100%
*비고: 1729년 동상면 호적이 없으므로 1732년 분석에서 ‘동상면 

출신’ 항목 제외

<표 2-10> 1732년, 1735년 서상면 ‘新戶’ 기재호의 출신 

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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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호적에서 세

식년 연속으로 등장한 호를

추려 호 이동 유형을 분류

해보면 이동의 실상이 좀

더 분명해진다. 줄곧 서상

면 내에서 확인되는 유형이

5종이고 서상면과 동상면을

넘나드는 유형이 2종이다.

‘A-B-A’ 유형과 ‘A-B-C’

유형은 식년마다 호가 계속 이속되어 세 식년 간 리 변동성이 가장 확실

하게 드러난다. 두 유형의 실례를 면내 이동과 면외 이동으로 나누어 살

펴보도록 하자.

<표 2-12>·<표 2-13>은 호가 서상면 안에서 이동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4>·<표 2-15>는 호가 서상면과 동상면 사이를 계속 이

동하는 경우이다. 리 지명 비정 지도(<그림 2-5>)를 참고하면 연속적인

호 이동도 대개 인접한 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194) 호가 이동된 사례에서 각 호 주호의 직역을 확인하면 유학부터

노비까지 전 계층이 망라되어 있고 경상감영이나 大丘府에 소속된 관리

들부터 장인이나 사노비까지 아우르고 있었다. 또한 호적 본문을 살펴보

면 호 구성원 수와도 크게 관계가 없었다.

이 사례들이 모두 실제 이주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서상면과 동상면은 각각 읍치로부터 3리에 이르는 좁은 지역이다. 매우

협소했던 대구 성내 공간을195) 고려하면 집과 건물이 매우 빽빽하게 들

194) 서상면의 남산리와 동상면의 완전리를 오가는 서익하 호의 사례(<표
2-13> 7번)는 비교적 먼 거리를 넘나드는 사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는 남산리와 완전리가 서상면과 동상면의 외곽에서 인접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서익하 호는 이후 1747년까지 지속적으로 남산리에 등재되었고 그의 아
들인 서영 호와 서경 호 역시 1756년 이후 계속해서 남산리에 등장한다. 즉
1732년 동상면 완전리에 서익하 호가 등장한 것이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보
인다.

면 변동 여부 유형 호수

서상면 내

A-A-A 483
A-A-B 91
A-B-B 64
A-B-A 11
A-B-C 13
소계 662

서상 → 동상 → 서상
A-B-A 8
A-B-C 10
소계 18

<표 2-11> 1729년-1732년-1735년 호적 연

속 기재 호 소속 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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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섰던 것이 분명하다.196) 그 속에서 굳이 여러 번의 이주를 감내하면서

3년마다 다른 리로 가거나 같은 리로 회귀해야 할 유인이 있었을지 의문

이 들기 때문이다. <표 2-13>에서 3번 유원규 호는 식년별로 10명 내외

의 혈연가족과 40여명의 노비를 등재한 大戶였다. 이렇게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6년 동안 굳이 바로 옆 동네로 두 번이나 이사를 해야 하는 유인

195) 대구성의 직경은 800m가 되지 않는다.
196)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에서 일제 시기 행정구역 기준 ‘大邱面 市街地’의
지적도 총 64장을 열람할 수 있다.대구면 시가지는 조선후기 호적에서 동상
면과 서상면의 중심 지역으로 추측된다. 지적도에서 대구성 바깥쪽의 경우
田畓과 家垈가 적당히 섞여있지만, 대구성 안쪽에서는 오로지 도로와 가대만
확인할 수 있었다(http://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순
번

주호
성명

주호
직역

1729년 1732년 1735년
비고리-통호 리-통호 리-통호

1 이지상
공신충의/

사노
북문내리 
1통 4호

서전동내리
16통 4호

북문내리
20통 3호

1732년 대호-婿,
1735년 대호-자

2 덕석
부시노

보선청하전
북문내리
9통 1호

서남문외리
24통 3호

북문내리
18통 1호

1732년 분호
-처남

3
송단필
(재원)

부리/
부리시노

관덕정리
4통 3호

북문내리
28통 1호

관덕정리
15통 3호

4 김동백
부리부안부

시노
관덕정리
6통 2호

서후동내리
17통 1호

관덕정리
9통 4호

5 양지흥
순공생/
순인리

쇄환리
6통 1호

서남문외리
3통 2호

쇄환리
9통 5호

6 김소사 과녀 쇄환리
17통 3호

서후동내리
15통 2호

쇄환리
15통 1호

7
서귀천
(익달)

부안부발군 동산리
3통 4호

남문외리
10통 3호

동산리
7통 5호

8 황재중 금위군 동산리
10통 2호

서후동내리
22통 2호

동산리
10통 4호

9 서세징 순마군 서전동내리
17통 1호

동산리
10통 2호

서전동내리
12통 1호

10 이광춘
부공생/
안일호장

서후동내리
4통 1호

서전동내리
9통 5호

서후동내리
5통 1호

11 승룡
순아병/

사노
달성리

10통 4호
신동내리
7통 4호

달성리
2통 2호

<표 2-12> 1729년-1735년 서상면 내 리 이동 호: A-B-A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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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다. <표 2-13>에서 10번 김몽걸 호는 1729년,

1732년, 1735년에 모두 ‘新戶’로 기재되었다. ‘신호’ 기재는 3년 사이에 다

른 리로 이동했다는 뜻이므로 이 호는 1726년197)-1729년-1732년-1735년

사이에 매 식년마다 다른 리로 이사했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A-B-A 유형(<표 2-12>·<표 2-14>)은 리가 이동되었다가 3

년 뒤에 다시 원래 소속되었던 리로 돌아온 경우이다. 이 유형의 이주

197) 1726년 서상면 호적이 현전하지 않아서 1726년에 이 호가 실제 어떤 행정
단위에 소속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순
번

주호
성명

주호
직역

1729년 1732년 1735년
비고리-통호 리-통호 리-통호

1 김덕추 부책장사노 북문내리
9통 1호

서남문외리
2통 1호

관덕정리
1통 2호

2 곽명태 순군뢰사노 관덕정리
6통 1호

북문내리
18통 3호

후동내리
16통 2호 1732년 분호-제

3 유원규 유학 관덕정리
9통 1호

남문외리
32통 3호

서전동내리
7통 5호 1735년 대호-자 

4
조윤명
(하윤)

순도훈도 관덕정리
16통 2호

서후동내리
5통 3호

서전동내리 
10통 3호

5
추재흥
(대수, 
대유)

순공생/
순인리

쇄환리
6통 2호

서남문외리
27통 1호

서후동내리
16통 4호

6 추경신 순대솔군관
출사절충장군

쇄환리
8통 4호

서전동내리
10통 2호

서후동내리
3통 5호

1735년 분호
-노비

7
김보삼
(여창)

순인리 쇄환리
9통 4호

서남문외리
28통 3호

남문내리
4통 2호

8 김차중 속오별대 쇄환리
14통 5호

서남문외리
30통 1호

북문내리
2통 5호

9 김만재 순아병 남문내리
2통 3호

서남문외리
29통 3호

달성리
1통 1호 1732년 분호-자

10 김몽걸
순아병경보

병/금보
남문내리
10통 2호

쇄환리
9통 3호

서남문외리
9통 2호

11
가응리

금
순군뢰사노 서남문외리

7통 3호
서후동내리

2통 2호
달성리

4통 3호 1732년 대호-자

12 강태삼 비국장여정
순공고문서직

서후동내리
1통 1호

관덕정리
18통 1호

쇄환리
2통 1호 1732년 분호-자

13 최소사/
이소사

과녀 서후동내리
7통 1호

달성리
6통 2호

서전동내리
23통 1호 1732년 분호-모

<표 2-13> 1729년-1735년 서상면 내 리 이동 호: A-B-C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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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연스럽지 않다. <표 2-14>에서 5번 한천의 사례를 보자. 그는

1729년 서상면 남문외리 원선 호에 사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다

1732년에 동상면 남문외리에 장인 원선 호와 사위 한천 호가 동시에 입

호하였다. 이후 1735년에는 서상면 남문외리에 한천 호만 등재되고 장인

인 원선은 한천 호에서 妻父로 기재되었다. 즉 分戶와 合戶가 단기간에

면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앞서 분석에 따르면 ‘서상면 북문내

리-동상면 후동내리’, ‘서상면 북문내리-동상면 신전리’ 등 유난히 면 간

호 교환이 잦은 높은 사례가 존재하는데 ‘서상면 남문외리-동상면 남문

외리’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한다.

대구 옻골[漆溪]에서 세거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최씨가 사례는 면리

간 호 이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옻골은 행정편제 상

으로는 解東村面 上洞里이다. 그런데 이들과 관계된 호적자료에 따르면

같은 호가 의성(1672) → 해동촌면 신달리(1681) → 해서촌면 지묘리

(1684) → 의성(1690) → 해서촌면 지묘리(1693) → 해서촌면 대곡(父)/해

동촌면 상동(子)(1696) → 해서부면 신기리(1717) → 해서부면 구성리

(1729) → 해북촌면 중산리(1750) → 해동촌면 상동리(1801) → 해북촌면

순
번

주호
성명

주호
직역

1729년 1732년 1735년
비고리-통호 리-통호 리-통호

1 백순 사노 북문내리
29통 4호

신전리
41통 5호

북문내리
4통 4호

2 명월 과녀사비 북문내리
32통 7호

동후동내리
37통 4호

북문내리
9통 1호

3 예분/
곽소사 과녀 남문내리

10통 1호
동후동내리
15통 5호

남문내리
10통 1호

4 최흥평 순공생/
순인리

서남문외리
7통 5호

동남문외리
9통 5호

서남문외리
17통 1호

5 한천 사노사옥장 서남문외리
24통 3호

동남문외리
7통 5호

서남문외리
12통 4호

1732년 분호
-사위

6 김봉이 부책장 서남문외리
32통 3호

동남문외리
34통 3호

서남문외리
26통 1호

7 서익하 통덕랑 남산리
1통 2호

완전리
3통 2호

남산리
3통 3호

8 서소사 과녀/
순소동(子)

동산리
8통 5호

무천리
2통 3호

동산리
15통 5호

1732년 대호-자
1735년 분호-婢

<표 2-14> 1729년-1735년 서상면→동상면→서상면 리 이동 호: A-B-A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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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리(1810) 등지로 이동했다고 한다. 한 지역에서 세거하였던 집인데

호적에서 대구부 내 면과 리를 넘나들면서 호가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

다.198) 이처럼 집이 한 곳에 소재한 상태에서도 호적에서 호가 행정단위

를 바꾸어 기록될 수 있었다.

호는 각 행정단위에서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편제된 단위였다. 앞서

한천의 사례에서 보면 실제로 장인-사위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지 두

집에 따로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인

지 호구를 파악하는 주체에 의하여 한 호로 파악되다가 두 호로 파악되

었고 다시 한 호로 파악되었다. 리별로 면별로 할당되는 호구수를 맞추

198) 정진영, 2010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호적자료 검토 - 戶의 移居와 혈연
결합을 중심으로 -> 《史學硏究》 98. 정진영은 이 사례에 대하여 1)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 다녔을 가능성 2) 족적 기반이나 경제적 기반이 있는 행정단
위에 임시로 호를 편입한 경우 3) 호 이동 자체가 호적상의 현상일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순
번

주호
성명

주호
직역

1729년 1732년 1735년
비고리-통호 리-통호 리-통호

1 몽례 부관비 북문내리
3통 5호

동후동내리
6통 2호

관덕정리
15통 4호 1732년 분호-매

2 자룡 부관노 북문내리
32통 4호

동후동내리
8통 1호

서전동내리
2통 3호 1732년 대호-자

3 월악 사노 관덕정리
3통 2호

동후동내리
31통 2호

북문내리
16통 2호

1732년 분호
-노비

4 안봉태 부리 관덕정리
13통 4호

신전리
41통 4호

북문내리
7통 3호

5 석중 순사령사노 관덕정리
15통 5호

동후동내리
30통 1호

남문내리
5통 2호

6 김만일 경보병 관덕정리
21통 8호

동전동내리
18통 1호

남문내리
8통 4호

7 이진성 순인리 쇄환리
8통 2호

사관리
1통 5호

서전동내리
23통 2호 1735년 대호-자

8 임계원 순인리
/영인리

남문내리
9통 2호

신전리
34통 3호

쇄환리
24통 2호

9 차세 중영사령
사노

서남문외리
22통 2호

동후동내리
25통 1호

쇄환리
4통 2호

1732년 분호
-노비

10 환이 사비 동산리
4통 5호

동전동내리
16통 4호

서남문외리
26통 2호

1732년 분호
-노비

<표 2-15> 1729-1735년 서상면→동상면→서상면 리 이동 호: A-B-C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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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한 호를 둘로 나누고 두 호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아주 기초

적인 편제 기술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분호와 합호 과

정에서 호가 서상면→동상면→서상면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부세 행정

상 필요에 의하여 호가 편제될 수 있듯이 같은 방식으로 호가 이동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상에서 18세기 대구부 동상면·서상면 호적에 나타난 면과 면 사이,

리와 리 사이 호 이동 양상을 검토해보았다. 매 식년 일정한 비율만큼

호가 이동되는 데다가 연속적으로 호가 리와 리, 면과 면 사이를 넘나드

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호가 이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세 행

정에서 면리가 담당하는 역할, 면리에서 호구를 파악하는 범위와 실제로

차정하는 방식, 호의 성격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

음 항에서 19세기 면리 간 호 이동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고

찰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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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세기 중반 면리 간 호 이동과 조정

여기서는 19세기 중반 대구부 동상면·서상면 호적대장에서 나타나는

면리 간 호 이동을 18세기 중반 사례와 비교하여 두 시기 사이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호구 파악을 둘러싼 각 행정단위의 관할 범위 설

정을 검토하려고 한다. 또한 위계적 행정 체계에서 상위 행정단위의 압

력이 하위 행정단위에 작용하는 방식을 호정운영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

이다.

19세기 중반 동상면 호적은 1852년(철종 3 壬子式 奎14735), 1855년(철

종 6 乙卯式 奎14792), 1858년(철종 9 戊午式 奎14744), 1861년(철종 12

辛酉式 奎14742)이 연이어서 남아있다. 서상면 호적은 같은 시기에 1858

년(철종 9 戊午式 奎14741) 호적만이 남아있다. 18세기 초중반 분석과

최대한 비슷하게 면과 면, 리와 리 사이 호 이동을 포착해내기 위하여

1855년-1858년-1861년 동상면 호적과 1858년 서상면 호적을 연결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1729년-1735년과 비교했을 때 서상면에서는 1858년까지 약 600여 호

와 3,000여 구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동상면에서는 1732

년에 비하여 호수가 약간 감소하였고 구수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표

2-1>·<표 2-16> 참고). 또한 동상면에서 1855년부터 1861년 사이에 총

호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와중에 1858년 이후 구수가 1,000구 가

량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1855년-1858년 사이에 호적에서 호당구

수가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상면에서 1855년 1,270호 중 881호(69.3%)가 1858년까지 존속하였으

지역 동상면 서상면
식년 1855년 1858년 1861년 1858년

호수 1,270 1,274 1,273 1,693
구수 6,114 5,125 5,408 8,074

호당구수 4.8 4.0 4.2 4.8

<표 2-16> 1855-1861년 대구부 동상면, 서상면 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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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858년 1,274호 중 883호(69.3%)가 1861년까지 존속하였다. 18세기 서

상면의 3년간 호 존속률이 재해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80% 전후인 것을

고려하면199) 대체로 19세기에 들어서 읍치 지역의 호 존속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200) 한편 1855년-1858년 사이에 동상면에서 서상면으로

이동한 호는 64호(5.0%)이며 1858년 서상면에서 1861년 동상면으로 이동

한 호는 55호(서상면 1858년 총호수의 3.2%)이다. 1729년-1732년 서상면

에서 동상면으로 이동한 호 4.6%, 1732년-1735년 동상면에서 서상면으로

이동한 호 5.4%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였다.

동상면과 서상면 호적에서 리별로 등재된 호구수는 각각 <표

2-17>·<표 2-18>과 같다. 1855년-1861년에 동상면은 12개 리로 구성되

199) 이유진, 2011 앞의 논문, <그림 16> 참고.
200) 동상면의 경우 부분적으로 식년별 호 존속률 분석이 남아있다. 권기중은
대구부 동상면의 1732년-1735년, 1786년-1789년, 1855년-1858년 호적을 연결
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1732년-1735년의 호 존속률은 67.7%,
1786-1789년 호 존속률은 78.9%, 1855년-1858년 호 존속률은 69.5%이다. (권
기중, 2010 앞의 논문, <표 6> 참고) 그는 1732년-1735년의 낮은 호 존속률
이 동 시기 영남 지역을 강타한 재해의 여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도 1855년-1858년의 호 존속률이 18세기에 비하여 낮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
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리순 리명 1855년 1858년 1861년
호수 구수 호수 구수 호수 구수

1 후동리 150 729 156 535 156 620
2 전동리 116 443 125 411 126 445
3 남내리/남일동리 169 943 157 812 157 796
4 사관리 219 1,006 221 825 222 895
5 신전리 160 886 160 723 162 748
6 남성리 70 266 73 248 73 251
7 신동리 89 438 89 371 88 388
8 동성리 43 192 43 188 44 196
9 칠성리 62 273 62 247 62 270
10 용덕리 106 498 105 402 105 420
11 가암리 32 167 30 156 26 139
12 신천리 54 273 53 207 52 240

합계 1,270 6,114 1,274 5,125 1,273 5,408

<표 2-17> 1855년-1861년 대구부 동상면 리별 호구수  



- 101 -

어 있었는데 이를 1732년의 행정

편제와 비교하면 리 순서와 명칭

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3번째 남내리는 1861년 남일동리

로 명칭이 바뀌었다. 호적에서 前

洞, 後洞, 新洞, 南一洞 등 ‘~洞’으

로 끝나는 지명은 18세기 호적 분

석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명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말미에 ‘~里’를

붙였다. 전동, 후동, 신동, 남일동

은 동상면과 서상면에 모두 등장

하기 때문에 리명 앞에 ‘東’과 ‘西’

를 붙이기로 한다.

동상면과 서상면에 소속된 총

24개 리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 보았다.201) 18세기와 마찬가지로 《명

칭일람》의 지명을 참고하여 1937년에 제작된 대구 시가지 지도 위에 나

타낸 것이다. 1732년과 비교하면 외곽에 가암리와 신천리가 새로 추가되

었다. 지도 우상단의 가암리는 1732년 완전리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1732

년 완전리는 1735년 완전리와 莞田新基里로 분리되었고 이후 1768년

-1774년 사이에 (완전)신기리가 가암리로 바뀌었다. 신천리는 지도 동편

에 흐르는 ‘新川’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보인다. 1732년 용덕리가 1735년

용덕리와 龍德東邊里로 분리된 이후 용덕동변리는 1738년-1747년 사이

에 신천리로 개명하였다. 18세기 초중반 리명비정지도(<그림 2-5>)와

비교하면 동상면의 범위가 동쪽과 북쪽으로 넓어진 것처럼 보이나 가암

리와 신천리의 기원을 고려하면 18세기 동상면의 관할 범위도 실제로 이

정도로 넓었을 것이다. 서상면 마지막에 기재된 노하리는 3절에서 설명

할 ‘장인리’로 실제 위치를 비정하기 어려워 지도에 표시하지 않았다.

201) 리명 비정의 근거는 본 절 말미의 <부표 3>과 <부표 4>에 설명해 두었
다.

리순 리명 호수 구수
1 북문내리 115 485
2 서문내리 194 1,166
3 쇄환동리 150 667
4 남일동리 216 976
5 남문외리 95 486
6 남산리 224 1,071
7 동산리 189 1,000
8 전동리 181 884
9 후동리 138 531
10 신동리 72 314
11 달성리 87 428
12 노하리 32 66

합계 1,693 8,074

<표 2-18> 

1858년 대구부 서상면 리별 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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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855년-1861년 동상면 서상면 리 위치 비정

*출처: 《大正六年測圖-昭和十二年三回修訂測圖》-大邱(1937), 

국토지리정보원 DB 활용

* 비고: 좌측 점선은 대구성 윤곽, 우측 점선은 新川

리순 리명 1858년 
총호수

1855년 
同里 출신 
호수(비율)

1855년  
他里 출신 
호수(비율)

1 동후동리 150 82(54.7%) 10(6.7%)
2 동전동리 116 84(72.4%) 9(7.8%)
3 남내리 169 97(57.4%) 17(10.1%)
4 사관리 219 133(60.7%) 24(10.9%)
5 신전리 160 120(75.0%) 18(11.3%)
6 남성리 70 34(48.6%) 2(2.9%)
7 동신동리 89 62(69.7%) 12(13.5%)
8 동성리 43 25(58.1%) 8(18.6%)
9 칠성리 62 45(72.6%) 8(12.9%)
10 용덕리 106 62(58.5%) 6(5.7%)
11 가암리 32 27(84.4%) 0(0.0%)
12 신천리 54 45(83.3%) 3(5.6%)

합계 1,270 816(64.3%) 117(9.2%)

<표 2-19> 1858년 동상면 리별 호의 1855년 출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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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소속리

1855년 
출신리 호수 1858년 

소속리
1855년 
출신리 호수

동후동리

동후동리 82
남성리

남성리 34
동전동리 2 동후동리 1
남내리 2 사관리 1
신전리 6

동신동리 

동신동리 62

동전동리

동전동리 84 남내리 4
남내리 4 신전리 3
동성리 1 사관리 2

동후동리 2 동성리 1
사관리 2 용덕리 2

남내리

남내리 97

동성리

동성리 25
동후동리 2 사관리 1
동전동리 2 신전리 3
사관리 7 동신동리 1
신전리 1 칠성리 2
남성리 1 용덕리 1

동신동리 4

칠성리

칠성리 45

사관리

사관리 133 동전동리 1
동후동리 3 남내리 2
동전동리 3 신전리 2
남내리 7 동신동리 2
신전리 6 용덕리 1
남성리 1

용덕리

용덕리 62
동신동리 3 사관리 1
용덕리 1 동신동리 1

신전리

신전리 120 동성리 2
동후동리 4 칠성리 1
동전동리 1 신천리 1
남내리 1 가암리 가암리 27
사관리 5

신천리

신천리 45
동신동리 3 남내리 1
동성리 1 동성리 1
칠성리 1 용덕리 1
용덕리 2

<표 2-20> 1858년 동상면 리별 호의 1855년 출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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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식년별 호

이동 양상을 살피기 위

하여 1855년-1858년

-1861년 호적을 ‘1855년

동상면-1858년 동상면·

서상면’, ‘1858년 동상

면·서상면-1861년 동상

면’으로 분류하였다.

<표 2-19>·<표 2-20>

은 1855년-1858년 동상

면 내 호 이동을 분석한

것이다. <표 2-20>을

보면 1858년 동상면 호

중에서 동상면내 다른

리에서 유래한 호가 전

체의 9.2%로, 1732년 서

상면에서 11.6%였던 것

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

였다. 남내리, 사관리, 신전리, 신동리, 동성리, 칠성리 등지에서 동상면

타리 출신 호가 평균보다 많았다. 남내리를 제외하면 대개 서상면과 직

접 인접하지 않은 곳이다. 가암리에는 동상면 내 다른 리 출신 호가 한

호도 없었다. <표 2-20>에서 호가 이동한 리를 확인해보면 이전과 마찬

가지로 대개 인접한 리로 이동하고 있었다(<그림 2-6> 참고). 동상면

내에서는 동후동리-신전리, 사관리-신전리, 남내리-신동리 사이에 호 이

동이 많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동상면 외곽에 위치한 남성리, 가암리,

신천리에는 다른 리 출신 호가 없거나 매우 적었다.

1858년 서상면 호적에서 1855년 동상면 출신 호는 5.8%로(<표 2-21>

참고) 1732년 동상면 호적에서 전 식년 서상면 출신 호가 6.2%였던 것

에 비하면 약간 적어졌다. 동상면 출신의 호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곳은

리순 리명 1858년 
총호수

1855년  
동상면 출신 

호수
1 북문내리 115 12(10.4%)
2 서문내리 194 8(4.1%)
3 쇄환동리 150 15(10.0%)
4 서남일동리 216 21(9.7%)
5 남문외리 95 4(4.2%)
6 남산리 224 17(7.6%)
7 동산리 189 5(2.6%)
8 서전동리 181 4(2.2%)
9 서후동리 138 8(5.8%)
10 서신동리 72 3(4.2%)
11 달성리 87 1(1.1%)
12 노하리 32 1(3.1%)

합계 1,693 99(5.8%)
*비고 : 노하리는 皮匠만 등재된 특수 행정단위이며  

1855년 幼學戶 3호가 잠시 등재되었다. 노하

리에서 1855년 동상면 출신 1호는 이들 중 

하나이다. 본고 2장 3절 참고.

<표 2-21> 1858년 서상면 리별 동상면 출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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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내리, 쇄환동리, 서남일동리 등으로 대체로 동상면과 인접한 리이다.

서상면 동산리, 서전동리, 달성리처럼 동상면에서 상대적으로 먼 곳에는

동상면 출신 호도 적었다. 18세기와 비교하면 남산리에 동상면 출신 호

가 17호나 되었던 점이 특이한데 18세기 초중반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이

었던 남산리의 호구 파악 방식이 19세기에 달라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표 2-22>를 보면 서상면 북문내리는 인접한 동상면 사관리에서, 서상

면 쇄환동은 인접한 동상면 전동리와 사관리에서 여러 호가 이속되었다.

서상면 남일동리의 경우 인접한 동상면 남내리(1861년 남일동리로 개칭)

1858년 
소속리

1855년 
출신리

호수
1858년 
소속리

1855년 
출신리

호수

북문내리　

동후동리 4

남산리　

동후동리 1
동전동리 1 남내리 5
남내리 1 사관리 4
사관리 4 신전리 1
신전리 2 동신동리 3

서문내리　

동후동리 1 동성리 1
동전동리 1 칠성리 1
남내리 2 용덕리 1
사관리 2

동산리
동후동리 1

신전리 1 동전동리 2
동신동리 1 사관리 2

쇄환동리　

동후동리 1

서전동리

동후동리 1
동전동리 4 남성리 1
남내리 2 칠성리 1
사관리 8 용덕리 1

서남일동리　

동후동리 1

서후동리

동후동리 1
동전동리 2 남내리 1
남내리 10 사관리 2
사관리 3 신전리 2
신전리 3 칠성리 2
남성리 1

서신동리　
동후동리 1

동신동리 1 동전동리 1

남문외리

동전동리 1 가암리 1
사관리 1 달성리 남성리 1
신전리 1 노하리 용덕리 1
남성리 1

<표 2-22> 1858년 서상면 리별 호의 1855년 동상면 출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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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수 호가 이속되었다.

마찬가지로 1858년 동상면·서상면-1861년 동상면 호적을 연결하여 호

이동을 분석한 것이 <표 2-23>·<표 2-24>이다. 1861년 동상면 호적에

서 동상면 다른 리 출신 호는 8.2%로 1735년 서상면에서 이 수치가

15.1%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동상면에서 같은 면 내 다른

리 출신 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곳은 신전리, 동성리, 칠성리, 용

덕리 등이었다. 서상면 출신 호는 4.3%로 1735년 서상면에서 동상면 출

신 호가 6.4%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비율이 소

폭 감소하였다. 서상면 출신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던 지역은 동상면 전

동리, 남일동리, 사관리, 남성리 등지로 주로 서상면에 인접한 지역이었

다. 동상면 전동리과 남성리의 경우 동상면 타리 출신의 호보다 서상면

출신의 호가 더 많을 정도였다. <표 2-24>에서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

면 동상면 전동리에는 서상면 서문내리, 쇄환동리, 서남일동리 출신의 호

가, 동상면 남성리에는 서상면 남문외리와 동산리 출신의 호가 더 많았

다. 동상면 남내리(남일동리)-서상면 남일동리, 동상면 사관리-서상면 쇄

환동리 간 호구 교환도 많은 편이었다.

리
순 리명 1861년 

총호수

1858년 
同里 출신 
호수(비율)

1858년  
타리 출신 
호수(비율)

1858년  
서상면 출신 
호수(비율)

1 동후동리 156 114(73.1%) 8(5.1%) 2(1.3%)
2 동전동리 126 89(70.6%) 6(4.8%) 11(8.7%)
3 동남일동리 157 109(69.4%) 13(8.3%) 8(5.1%)
4 사관리 222 140(63.1%) 19(8.6%) 13(5.9%)
5 신전리 162 106(65.4%) 20(12.3%) 6(3.7%)
6 남성리 73 44(60.3%) 3(4.1%) 6(8.2%)
7 신동리 88 69(78.4%) 4(4.5%) 3(3.4%)
8 동성리 44 26(59.1%) 8(18.2%) 2(4.5%)
9 칠성리 62 47(75.8%) 8(12.9%) 1(1.6%)
10 용덕리 105 72(68.6%) 14(13.3%) 3(2.9%)
11 가암리 26 24(92.3%) 0(0.0%) 0(0.0%)
12 신천리 52 42(80.8%) 1(1.9%) 0(0.0%)

합계 1,273 882(69.3%) 104(8.2%) 55(4.3%)

<표 2-23> 1861년 동상면 리별 호의 출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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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소속리

1858년 
출신리 호수 1861년 

소속리
1858년 
출신리 호수

동후동리

동후동리 114

신전리

신전리 106
동전동리 3 동후동리 5
사관리 2 동전동리 1
신전리 3 남내리 2

북문내리 1 사관리 5
동산리 1 신전리 1

동전동리

동전동리 89 동신동리 1
동후동리 2 동성리 3
사관리 3 칠성리 2
신전리 1 북문내리 1

북문내리 1 서문내리 3
서문내리 2 쇄환동리 1
쇄환동리 5 남산리 1

서남일동리 3

남성리

남성리 44

동남일동리

동남일동리 109 사관리 1
동전동리 6 신전리 1
남성리 1 용덕리 1
사관리 2 북문내리 1
신전리 2 남문외리 3
동성리 1 동산리 2
용덕리 1

동신동리 

동신동리 69
서문내리 1 동전동리 1

서남일동리 7 신전리 1

사관리

사관리 140 동성리 2
동후동리 1 서문내리 1
남내리 7 서남일동리 2
신전리 6

동성리

동성리 26
남성리 1 동후동리 1

동신동리 3 남내리 1
용덕리 1 신전리 3

북문내리 1 동신동리 1
서문내리 1 칠성리 1
쇄환동리 2 용덕리 1

서남일동리 3 남문외리 1
남문외리 1 서후동리 1
남산리 4

서후동리 1

<표 2-24> 1861년 동상면 리별 호의 1858년 출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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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중반 ‘新戶’ 표기는 호구 파악의 최소 단위가 ‘里’였음을 보여

주었다. 서상면 호적에 새로 등장한 호 뿐만 아니라 서상면의 다른 리로

부터 이동해 온 호도 신호로 규정되었고 후자의 비율이 전체 신호 중

40%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동상면 호적에서 신호 기

재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1855년-1858년-1861년 사이에 동상면

총 호수는 각각 1,270여 호로 큰 차이가 없으나 <표-2-25>를 보면 1858

리순 리명 1855년 1858년 1861년
1 동후동리 95 0 38
2 동전동리 48 0 29
3 남내리/동남일동리 74 1 43
4 사관리 58 0 90
5 신전리 44 4 50
6 남성리 17 34 30
7 동신동리 19 30 33
8 동성리 16 20 15
9 칠성리 14 19 17
10 용덕리 46 42 26
11 가암리 4 4 2
12 신천리 8 15 8

합계 443 169 381

<표 2-25> 1855년-1861년 동상면 리별 ‘新戶’ 기재호   (단위:호)

1861년 
소속리

1858년 
출신리 호수 1861년 

소속리
1858년 
출신리 호수

용덕리

용덕리 72

칠성리

칠성리 47
동전동리 1 사관리 2
사관리 1 동신동리 1
신전리 4 동성리 3

동신동리 1 용덕리 2
동성리 4 동산리 1
칠성리 1 가암리 가암리 24
신천리 2 신천리 신천리 42

북문내리 1 용덕리 1
서남일동리 1
서후동리 1

<표 2-24> 1861년 동상면 리별 호의 1858년 출신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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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다른 식년에 비하여 유독 ‘신호’ 기재 호가 적었다. 이는 동후동리,

동전동리, 남내리, 사관리, 신전리 등 초반 5개 리에서 ‘신호’ 기재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2-26>을 통해 ‘신호’ 기재호의

출신 면리를 살펴보면 같은 면 다른 리 출신 호 비율이 18세기 초중반

(40% 내외)에 비하여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면 같은 리 출신 호의 경우 18세기 초중반에는 대개 分戶한 사례였는데

이 시기에는 신호 중 分戶한 사례가 1858년 2호, 1861년 14호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이전 식년부터 계속 같은 리에 등재되고 있는데 ‘新戶’

로 표기된 것이다. 같은 리 내에서 統戶數 변경 여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동일호이면서 통호수가 변경된 호와 그렇지 않은 호 모두를

‘신호’로 기재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19세기 중반 인접한 두 식년 간의 호 이동 사례를 18세기

초중반의 호 출입 양상과 비교하면 호의 탈락률이 10%정도 높아졌으며

면과 면, 리와 리 사이를 이동하는 호의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1855년-1858년-1861년에 연속하여 호적에 등재

되는 호를 추적하여 호 이동 추이를 18세기와 비교해보겠다. <표 2-27>

은 호적에 연속적으로 등재된 호가 식년별로 어느 행정단위에 속한 것으

로 파악되었는지 확인하여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동상면 내에서 같은

리에만 계속 기록된 호(A-A-A 유형)는 6년간 존속호 719호 중 581호로

약 80%를 차지한다. 1729년-1735년 사이 존속한 호 중 동면 동리에 연

속적으로 등장했던 호가 약 662호 중 483호(약 73%)였던 것과 비교하면,

출신 면리
1858년 1861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동상면 같은 리 39 23.1% 60 15.7%
동상면 다른 리 35 20.7% 81 21.3%

서상면 출신 49 12.9%
출신 不明 95 56.2% 191 50.1%

합계 169 100% 381 100%
*비고: 1855년 서상면 호적이 없으므로 1858년 분석에서 ‘서상면 출신’ 

항목 제외

<표 2-26> 1858년, 1861년 동상면 ‘新戶’ 기재호의 출신 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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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 이전보다 호의

이동성이 약해진 것으로 보

인다. 같은 면 내에서 리를

여러 번 넘나드는 A-B-A,

A-B-C 유형도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동상

면에서 서상면으로 옮겨왔

다가 다시 동상면으로 돌아

가는 사례 역시 전보다 감

소하였다.

<표 2-28>·<표 2-30>은 A-B-A 유형, <표 2-29>·<표 2-31>은

A-B-C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18세기 초중반 면리 간

호 이동 사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개

지리적으로 인접한 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전 시기와의 차이는 굳이 지

적하자면 주호의 직역이다. 주호가 경상감영이나 대구부에 소속된 비율

이 높아졌다.

호적에서 호가 행정단위를 넘나드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18-19세

기 부세 운영에서 각 행정단위에 부여된 임무를 상기해보자. 중앙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전국 군현에서 작성된 호적을 수납하여 군현-면-리에서

보고한 관내 호구를 상징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총액제적 부세 운영

하에서 군현의 임무는 중앙정부에서 할당받은 총액을 맞춰 차질 없이 상

납하는 것이었다.202) 군현 내 부세 운영은 이미 구축된 행정 체계를 기

반으로 한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군현-면-리’의 위계적 구조 하

에서 상위 행정단위가 하위 행정단위에 막힘없이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호구와 관련된 군현 총액은 예하의 면별로 배분되고 다시 리별

202) 호적대장에서 본문의 실제 호구수 총계와 면이나 군현별 已上에 기록된
호구수 총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현상도 당시 호정운영 방식과 관련된 것
이다(김건태, 2001 앞의 논문). 已上에 기록된 총계는 중앙정부에서 할당되어
다시 중앙정부로 보고되는 숫자이다. 본문은 각 군현의 호정운영이 반영된
결과물일 것이다.

면 변동 여부 유형 호수

동상면 내

A-A-A 581
A-A-B 51
A-B-B 75
A-B-A 6
A-B-C 6
소계 719

동상 → 서상 → 동상
A-B-A 5
A-B-C 11
소계 16

<표 2-27> 1855년-1858년-1861년 호적 연

속 기재 호 소속 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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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주호
성명

주호
직역

1855년 1858년 1861년
비고리-통호 리-통호 리-통호

1 희철 영노
동후동리
9통 1호

신전리
22통 2호

동후동리
3통 4호

2 김주호 순책공
동전동리
16통 2호

동후동리
17통 2호

동전동리
11통 3호

3 이치한 순공생
사관리

16통 2호
동신동리 
15통 1호

사관리
36통 1호

1861년 대호-자 

4 정이협
유학/

순공생/
재가군관

사관리
31통 3호

남내리
28통 2호

사관리
4통 5호

5 김화춘 순군관
용덕리

8통 2호
신천리

6통 1호
용덕리

4통 4호
1858년
분호-자

6 노재봉 부소동
용덕리

16통 5호
칠성리

12통 4호
용덕리

12통 2호

<표 2-28> 1855년-1861년 동상면 내 리 이동 호: A-B-A 유형

순
번

주호
성명

주호
직역

1855년 1858년 1861년
비고리-통호 리-통호 리-통호

1 김재순 한량
사관리

16통 4호
동전동리
3통 3호

동남일동리
16통 5호

2
김재중
(재영)

부공생/
향리

신전리
1통 2호

칠성리
9통 2호

동성리
8통 5호

3 윤양동
유학/
순공생

동신동리
2통 2호

남내리
12통 4호

동성리
8통 3호

1861 
대호-자

4 손양검 순공생
동신동리
2통 5호

동성리
1통 5호

용덕리
11통 5호

5
박선이
(학선)

수창하전
동성리

4통 1호
신천리

8통 2호
용덕리

16통 4호

6 서영표 향리
용덕리

7통 2호
동신동리 
8통 4호

사관리
34통 2호

1858 
분호-제

<표 2-29> 1855년-1861년 동상면 내 리 이동호: A-B-C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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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주호
성명

주호
직역

1855년 1858년 1861년 비고리-통호 리-통호 리-통호

1 학이 부기/
영기

동전동리
2통 2호

쇄환동리
26통 3호

동전동리
10통 2호 1858년 분호-녀

2 윤처인 순영문서직
/영방문서직

동전동리
10통 4호

서문내리
20통 5호

동전동리
9통 1호

3 윤치검 순공생 남내리
20통 2호

서남일동리
4통 2호

동남일동리
6통 1호 1858년 분호-제

4 성구
(선구) 영노 사관리

33통 1호
서문내리
13통 3호

사관리
14통 3호

5 최석관
재가군관/

재가군관출신
/절충장군

사관리
33통 4호

남산리
25통 1호

사관리
2통 2호

<표 2-30> 1855년-1861년 동상면→서상면→동상면 리 이동 호: A-B-A 유형

순
번

주호
성명 직역 1855년 1858년 1861년 비고리-통호 리-통호 리-통호

1 홍성효 순군뢰 동후동리
21통 2호

쇄환동리
5통 2호

동전동리
21통 2호

2 편성철 한량/
부출사군관

동후동리
24통 2호

서후동리
22통 2호

사관리
2통 1호

1858년 대호-제
1861년 대호-형

3 윤치두 순책공 동전동리
6통 2호

동산리
34통 1호

동후동리
3통 3호

4 광록
/광이 영노 동전동리

17통 4호
쇄환동리
28통 2호

사관리
17통 1호

1858년, 1861년 
중복호 입호

5 김상순 순소동/순
공생

남내리
12통 4호

서문내리
25통 2호

동신동리 
2통 1호 1858년 대호-자

6 이두칠 순선공 남내리
13통 5호

서남일동리
3통 2호

사관리
21통 3호 1858년 분호-제

7 김부귀 순선공 남내리
19통 2호

서남일동리
20통 4호

사관리
32통 5호

8 이유성 순공생 사관리
12통 3호

북문내리
21통 1호

신전리
18통 2호

9 변철권 영절선공/
부선공

사관리
34통 1호

남산리
2통 5호

신전리
9통 4호

10 갈기국 부인리보/
한량/유학

신전리
3통 2호

남문외리
4통 5호

동성리
6통 5호

11 김경락 순작령군관 남성리
2통 3호

서남일동리
27통 4호

동전동리
18통 4호 1861년 대호-처

<표 2-31> 1855년-1861년 동상면→서상면→동상면 리 이동 호: A-B-C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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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분된다. 리에서 자체적으로 관할 범위 내의 호구를 파악하여 면으

로 올리면 면에서는 여러 리에서 올라온 호구 기록을 검토하여 조정을

거치면서 면에 부여된 총액을 맞춘다. 그 결과물을 군현으로 올리면 군

현에서는 이를 조정하여 호적대장에 등재되는 호구를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 이동 사례 중 일부는 실제로 한 곳에 살고 있으면서 면 단

위나 군현 단위의 조정 과정에서 호적상에서만 소속 리나 면이 바뀐 것

일 수도 있다. 즉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면리 간 호구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203) 옻골 경주 최씨가 사례에서 보듯이204) 실제 거주지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호적에서 다른 면리 호로 기재될 수 있었다. 단성

현 호적에서는 1861년-1870년, 1870-1873년, 1879년-1882년 세 시기 공

히 신등면 단계일리·이리·삼리 간에 일정한 수의 호구가 서로 교차하여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다. 행정단위 간 이동하는 호수가 조정되고 있어

실제로 사람들은 같은 곳에 살면서 호적에서 소속 동리만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205) 즉 호정운영 상 필요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호 이동이 일어

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9세기 중반 면리 간 이동 양상을 18세기 초중반과

비교하면 호 이동 자체가 소폭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으로 19세기 대구부 호적대장에는 18세기에 두드러지지 않았던 새로운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한 호를 두 면에서 혹은 복수의 리에서 동시에

등재하는 중복 기재호가 이전보다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같은 식년에

주호가 동일인인 호가 두 개 혹은 그 이상 입호하는 것을 중복 등재호로

간주하였을 때 1732년 동상면과 서상면 호적에 동시에 등재된 호는 1호

에 불과하였다.206) 그에 비해 1858년 동상면과 서상면 호적에서 동시에

203) 본고의 분석 지역이 읍치 지역이기 때문에 유난히 행정력의 영향을 강하
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감영과 부아가 너무 가까이에 있고, 다양한 출신의
호구가 조밀하게 모여 있으며, 최상위 신분의 엘리트가 거주하지 않는 이 지
역의 특성 상 면임, 리임 등이 존재하더라도 성격과 역할이 다른 지역과 달
랐을 수도 있다.

204) 정진영, 2010 앞의 논문
205) 김건태, 2019a 앞의 논문, <표 3> 참조.
206) 1729년-1735년 호적 분석 결과 동상면-서상면 중복호는 府吏 이무창호 1
호이다. 1732년 서상면 쇄환리 6통 5호와 동상면 무천리 2통 1호에 중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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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었는데 처가 다른 사람이다.

순
번  주호 면 리 통 호 주호 직역 솔하

인수 비고

1 김석록 동상면 후동리 10통 2호 한량 3/1 처 송성
서상면 남산리 34통 2호 府笠子匠 2/0 처 이소사

2 이봉팔 동상면 후동 15통 5호 순군뢰 5/2 처(박소사) 동일
서상면 쇄환동리 2통 5호 순군뢰 2/3 처(박성) 동일

3 이재춘 동상면 남내리 1통 1호 부군뢰 2/1 처 허소사
서상면 전동리 16통 1호 부군뢰 6/1 처 송성

4 서상종 동상면 전동리 13통 3호 순공생 2/2 처 동일
서상면 남문외리 12통 5호 순공생 5/1 처 동일

5 조백철 동상면 전동리 13통 4호 입자장 2/2 처(최소사) 동일
서상면 신동리 7통 5호 입자장 4/2 처(최성) 동일

6 광조  
/광이

동상면 전동리 17통 4호 영노 2/1 처 동일
서상면 쇄환동리 28통 2호 영노 3/1 처 동일

7 정이건 동상면 남내리 6통 4호 嘉善大夫巡將 2/18 父 동일, 처 최성
서상면 남일동리 8통 5호 가선 3/1 父 동일, 처 서씨

8 이지근  
/이지수

동상면 남내리 6통 1호 순공생 3/2 모 동일, 처 이씨
서상면 남일동리 4통 5호 순공생 3/7 모 동일, 처 문성

9 계원 동상면 사관리 13통 4호 영노 4/1 父·처·모·자 동일
서상면 쇄환동리 29통 1호 영노 4/1 父·처·모·자 동일

10 권규영
동상면 사관리 24통 3호 순군뢰 2/2 처 오소사
서상면 북문내리 23통 4호 순군뢰 3/3 처 김성
서상면 남문외리 16통 1호 순군뢰 3/4 처 심성

11 정이협 동상면 남내리 28통 2호 순공생 3/3 처·자 동일
서상면 쇄환동리 8통 4호 순공생 2/4 처·자 동일

12 갈국이 
/갈기국

동상면 신전리 27통 5호 인리보 1/1 처(정소사) 동일
서상면 남문외리 4통 5호 한량 2/3 처(정성) 동일

13 석관
석근

동상면 신전리 30통 2호 부노 1/2 처·비 동일
서상면 북문내리 14통 3호 부노 2/1 처·비 동일

14 도영 동상면 신전리 6통 3호 영노 2/1
서상면 서문내리 21통 2호 영노 2/1 처 박성

15 문경상 
/문무일

동상면 신동리 14통 3호 청도공생 1/1 처 동일
서상면 서문내리 6통 2호 청도공생 2/0 처 동일

16 박형남 동상면 신동리 17통 1호 부공생 2/1 모 동일, 처 정성
서상면 남일동리 40통 1호 부공생 3/0 모 동일

17 정지현 동상면 용덕리 12통 4호 순군관 2/2 노 동일, 처 구성
서상면 전동리 10통 1호 순군관 2/2 노 동일, 처 오성

18 박대순 동상면 신전리 15통 3호 순공생 4/0 처·자2 동일
서상면 남산리 10통 3호 순공생 3/0 처·자2 동일

19 백영우 
/백찬규

동상면 동성리 6통 4호 안일호장 3/2 처(서성) 동일
서상면 남산리 33통 5호 유학 2/3 처(서씨) 동일

*비고: 솔하인수는 ‘주호가족 수/예속인수’로 표기

<표 2-32> 1858년 동상면과 서상면 호적에 중복 등재된 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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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된 사례는 무려 19건이나 된다. <표 2-32>에서 10번 정규영 호는

동상면에 1호 서상면에 2호로 총 3호가 동시에 등재되어 주목된다. 중복

등재 호의 양쪽 호 구성원을 비교했을 때207) 처가 동일인이거나 처 포함

호 구성원이 동일인일 경우 사실상 같은 호를 두 면에서 동시에 차정했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19건 중 9건이다.

위의 중복호 사례는 18세기 전반 군현-군영·역도 등 각 기관이 자체적

으로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호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여러

갈등을 상기시킨다.208) 19세기 부세 행정에서 공동납이 활성되면서 호정

운영에서 면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209) 지역 내 민은 한정되

어 있고 각 면에서 확보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접한 면끼

리 동일한 호에 대하여 서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면에서 올리는

호구를 최종적으로 군현 단위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복호가 삭제되지

않고 호적에 그대로 실린 것을 보면 군현에서 중복호 기재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군현 입장에서는 면별 호수가 맞춰지고 해당 액

수만큼 부세가 납부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같은 식년 호적에서 같은 면 내 복수의 리에 기재된 호는 1729년

-1735년 서상면 호적에서 1729년에 2건, 1732년에 1건 발견된다.210) 반면

에 1855년-1861년 동상면 호적에서는 1855년 14호, 1858년 17호, 1861년

17호가 다른 리에 중복 등재되었고(<표 2-33> 참고) 1858년 서상면 호

적에도 9호가 다른 리에 중복 등재되었다. <표 2-33>에서 기재 내용을

207) 비교 시 노비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한다. 1855년-1861년 동상면 호적에서
연속되는 호끼리도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노비가 잘 등장하지 않는다. 노비
이름, 연령, 간지 등 정보가 잘 연결되지 않고 식년마다 제각각이다.

208) 본고 1장 1절 참고.
209) 송양섭, 2019 앞의 논문; 김건태, 2019b 앞의 논문; , 2020 앞의 발표
문

210)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729년 병절교위(행)용양위부
사과 배만흥호는 동산리 1통 2호와 남문내리 3통 1호에 중복 등재되었다. 처
가 다르다. ② 1729년 홍치운호는 전동내리 6통 4호 서상면 북문내리 16통 2
호에 중복 기재되었다. 홍치운의 직역이 약간 다르고(가선대부행용양위부호
군-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 처가 다르다. ③ 1732년 병인 족건은 서상면 후
동내 2통 3호와 서상면 달성리 5통 2호에 중복 기재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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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주호 년도 리 통 호 주호 직역
솔하
인수

비고

1 김원종 1855
후동  15통 4호 순군뢰 5/2 녀 동일, 처 김소사
신전리 19통 1호 순군뢰 2/2 녀 동일

2 이봉팔 1855
후동  15통 5호 순군뢰 4/3 처 동일
사관리 8통 3호 순군뢰 3/0 처 동일

3 최재곤 1855
후동  26통 1호 부군관 4/2 처·자·비 동일
남성리 4통 3호 부군관 3/2 처·자·비 동일

4 윤억 1855
후동  30통 3호 부노 2/1 처 동일
전동 17통 3호 부노 1/1 처 동일

5 수증 1855
전동  2통 5호 영노 4/2 처·모·자 동일
사관리 40통 3호 영노 3/3 처·모·자 동일

6 이순오 1855
전동  12통 5호 순공생 2/3 자 동일
사관리 23통 1호 순공생 2/2 자 동일

7 오익칠 1855
전동  17통 2호 순나장 1/1 처 한성
사관리 43통 1호 순나장 0/1 　

8 조장진 1855
전동  22통 5호 군관 2/5 처 동일-故
사관리 20통 1호 制軍官 5/1 처 동일

9 김한정 1855
남내리  22통 1호 순공생 4/2 처·자2 동일
사관리 20통 5호 巡第 3/4 처·자2 동일

10 신한구 1855
사관리  5통 3호 순공생 2/0 처·모 동일
신전리 10통 5호 순소동 2/2 처·모 동일

11 최호윤 1855
사관리  21통 1호 巡筆工 1/3 처 동일
신전리 26통 5호 營筆工 2/3 처 동일

12 서정표 1855
사관리  28통 4호 부향리 1/4 처 동일
신동 3통 4호 부향리 2/2 처 동일

13 이연억 1855
사관리  35통 5호 순공생 2/2 처·모 동일
동성리 4통 5호 순공생 2/1 처·모 동일

14 지종대 1855
신동  14통 1호 순영수 1/1 처 이성
칠성리 12통 3호 순영수 2/1 처 김성

15 이원대 1858
후동  14통 1호 순책공 4/1 처·자2 동일
신전리 26통 4호 순책공 4/0 처·자2 동일

16 처구 1858
후동  14통 5호 영노 3/1 처·자2 동일
신전리 16통 2호 영노 3/0 처·자2 동일

* 비고: 솔하인수는 ‘주호가족 수/예속인 수’로 표기

<표 2-33> 1855년-1861년 동상면 호적 중 다른 리에 중복 등재된 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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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주호 년도 리 통 호 주호 직역
솔하
인수

비고

17 김원종 1858
후동리 15통 4호 순군뢰 2/1 　
신전리 3통 3호 순군뢰 2/2 　

18 이익수 1858
후동리 19통 3호 보선하전 1/1 처 동일
신전리 31통 2호 보선하전 1/1 처 동일

19
김재일
김춘이

1858
후동리 27통 3호 중영대솔 1/1 처(최성) 동일
사관리 43통 3호 순대장 1/0 처(최소사) 동일

20 배정록 1858
후동리 29통 2호 순군뢰 2/1 처(김성) 동일
신전리 5통 3호 新軍牢 2/1 처(김소사) 동일

21 김규연 1858
전동리 8통 1호 순약직 1/1 처·비 동일
사관리 13통 2호 순약직 1/2 처·비 동일

22 신충복 1858
전동리 13통 5호 순선공 1/1 처 동일
사관리 21통 1호 순공생 2/0 처 동일

23 김순종 1858
전동리 14통 2호 순약직 1/1 처(김성) 동일
사관리 23통 4호 순약직 1/2 처(김소사) 동일

24 배철득 1858
남내리 2통 1호 순공생 2/2 처(손성) 동일
사관리 34통 2호 순소동 1/1 처(박성) 동일

25 신한구 1858
사관리 5통 3호 순공생 1/2 처 동일
신전리 32통 4호 순공생 2/2 처 동일

26 신용득 1858
사관리 11통 1호 순공생 2/1 처·자·비 동일
신전리 8통 1호 순공생 2/1 처·자·비 동일

27
오일덕
오일득

1858
사관리 15통 3호 別庫下典 2/1 모 동일
신전리 14통 2호 兼濟下典 1/1 모 동일

28
김덕천
김득천

1858
사관리 16통 3호 역리 1/0 　
남성리 6통 4호 역리 5/0 처 김성

29 황만근 1858
사관리 21통 4호 유학 1/1 처 동일
신전리 9통 4호 부군관 1/0 처 동일

30
오건

오건이
1858

신전리 28통 2호 순소동 1/1 모 동일
신동리 1통 1호 순공생 1/1 모 동일

31 김양국 1858
신전리 32통 3호 순공생 5/3 처·모·제3·비1 동일
동성리 1통 3호 순공생 5/1 처·모·제3·비1 동일

32 이만수 1861
후동리 4통 1호 영덕공생 1/2 처 오성
동성리 3통 1호 영덕공생 0/0 　

* 비고: 솔하인수는 ‘주호가족 수/예속인 수’로 표기

<표 2-33> 1855년-1861년 동상면 호적 중 다른 리에 중복 등재된 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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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주호 년도 리 통 호 주호 직역
솔하
인수

비고

33 이녹이 1861
후동리 10통 3호 순군뢰 1/3 처 유성
전동리 22통 4호 한량 2/1 처 김소사

34 허정철 1861
후동리 13통 4호 영방문서직 1/1 처(고소사) 동일
신전리 21통 5호 지소하전 1/1 처(고성) 동일

35 이원대 1861 후동리 14통 1호 순책공 6/2 처(홍성)·자2 동일
신전리 26통 4호 순책공 4/1 처(홍소사)·자2동일

36 처구 1861
후동리 14통 5호 영노 3/1 처 동일
신전리 16통 2호 영노 3/3 처 동일

37 허영철 1861
후동리 15통 1호 영방하전 2/1 처(최소사) 동일
신전리 9통 5호 영방하전 1/1 처(최성) 동일

38
김원준
김원종

1861
후동리 15통 4호 순군뢰 2/1 처 이성
신전리 3통 3호 순군뢰 0/1 　

39 최한석 1861
후동리 26통 1호 부군관 2/1 처 동일
신전리 11통 2호 부군관 1/2 처 동일

40 배정록 1861
후동리 29통 2호 순군뢰 2/1 처(김성) 동일
신전리 5통 3호 新軍牢 1/1 처(김소사) 동일

41 최철이 1861
전동리 4통 5호 순선공 2/1 처 김성
신동리 5통 3호 순선공 1/1 처 이성

42 장업이 1861
전동리 7통 3호 순선공 1/1 비 동일
남일동리 7통 4호 순선공 2/1 비 동일

43
광조
광이

1861
전동리 17통 4호 영노 1/1 처 동일
사관리 17통 1호 영노 2/1 처 동일

44 이도성 1861
전동리 24통 4호 대장 2/0 　
남일동리 29통 4호 업유 1/1 　

45
배성수
배성금

1861
남일동리 28통 5호 군뢰 1/1 처(이성) 동일
신전리 2통 1호 순군뢰 1/2 처(이소사) 동일

46 윤한동 1861
사관리 3통 4호 순공생 1/2 처(박성) 동일
신전리 1통 2호 순공생 4/4 처(박씨) 동일

47 이도성 1861
사관리 26통 2호 순소동 1/1 제 동일
신전리 16통 1호 순대년소동 1/2 제 동일

48 박치성 1861
신전리 2통 5호 순나장 3/2 제 동일
남성리 8통 4호 순나장 2/1 제 동일

* 비고: 솔하인수는 ‘주호가족 수/예속인 수’로 표기. 

<표 2-33> 1855년-1861년 동상면 호적 중 다른 리에 중복 등재된 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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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보면 양쪽 호에서 처나 다른 구성원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사실

상 같은 호를 두 리에서 동시에 차정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동상면에

서 다른 리에 비해 중복호가 많은 리는 신전리(31호), 사관리(29호), 후

동(23호), 전동(22호) 등으로 모두 城內 지역이다. 그 중 후동-신전리, 전

동-사관리, 사관리-신전리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한 리에 중복하여 기재된

호가 많았다. 아울러 중복호가 두 식년 동안 연속되는 경우도 있다. 신한

구 호(10번, 25번)는 1855년-1858년 사관리-신전리에 중복 기재되었다.

처구 호(16호, 36호)는 1858년-1861년 후동리-신전리에 중복 기재되었다.

이원대 호(15번, 35번)는 1858년-1861년 후동리-신전리에 중복 기재되었

다. 배정록 호(25번, 40번) 역시 1858년-1861년 후동리-신전리에 중복 기

재되었다. 후동리-신전리의 사례만 3건인 것이 눈에 띈다.

동일호가 같은 면 안에서 서로 다른 리에 기재되는 것도 면 간 중복호

기재와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리별로 확보해야 하는 호수가 정해

져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민을 두고 인접한 리 간에 경쟁하는 가운데 하

나의 호가 복수의 관할 범위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복호는 어떤 기준에서 차정되는 것일까. 첫째로 양쪽 행정

단위 모두에 연고가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옻골 경

주 최씨가 사례에서는 이 집안이 소유한 토지가 있는 곳이나 친지가 살

고 있는 곳 등 연고가 있던 곳에 호적에 등재되고 있었다.211) 마찬가지

로 여러 행정단위에 걸쳐 동시에 연고가 있는 경우 두 행정단위로부터

동시에 호로 차정될 수 있다.

둘째로 각 행정단위에 필요한 직역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

다. 같은 식년인데도 행정단위별로 주호 직역이 다르게 경우가 주목된다.

예를 들어 <표 2-32>에서 1번 김석록은 동상면에서 ‘한량’으로 서상면에

서는 ‘笠子匠’으로 파악되었다. 12번 갈국이는 동상면에서 ‘인리보’로 서

상면에서 ‘한량’으로 파악되었다. 19번 백영우는 동상면에서 ‘안일호장’으

로 서상면에서 ‘유학’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각 행정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역종이 달랐던 데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표 2-32>·<표

211) 정진영, 2010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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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에서 직역 대부분이 대구부(군현) 운영을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역종이었던 것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해당 호에서 실제로 부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고려되

어야 한다. 19세기 면리 단위 공동납의 실제 사례에서 부세 분배에 구성

원의 신분과 경제력 등이 모두 고려되었다.212) 공동납이 실시된다 해도

어찌되었든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면 부세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이 부여되

기 때문에 중복 기재 호는 어떤 형태로든 양쪽에 납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호정 주체인 면리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부세를 수취할 수 있는

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호적 본문 내용은 총액을 관리

하는 군현보다는 공동납을 실시하는 주체인 면리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

212) 김건태, 2020 앞의 발표문 참고.

순
번

주호 년도 리 통 호 주호 직역
솔하
인수

비고

1 이강이 1855　
남내리 22통 5호 영리청화병 1/0 처 동일
남내리 34통 4호 영리청화병 1/0 처 동일

2
장범

장범이
1855

신전리 11통 4호 부군뢰 1/1 모 동일
신전리 31통 4호 부군관 1/1 모 동일

3 득철 1858
후동리 9통 1호 영노 3/2 처·자 동일
후동리 11통 4호 영노 4/1 처·자 동일

4 장선철 1858
전동리 6통 2호 한량 0/1 　
전동리 14통 1호 無 0/0 　

5
이득이
이학이

1858　
전동 4통 4호 순사옥공 1/1 모(최성)·비 동일
전동리 23통 4호 순사옥장 2/1 모(최소사)·비 동일

6
김계선
김말선

1858　
남내리 10통 4호 진군관 1/1 처(오성) 동일
남내리 15통 3호 진사령 1/2 처(오소사) 동일

7 금옥 1858　
사관리 14통 3호 퇴기 1/0 모(박성) 동일
사관리 36통 3호 퇴기 1/0 모(박소사) 동일

8 최소사 1858　
사관리 28통 4호 無 0/2 　
사관리 31통 2호 無 0/2 　

9
장광철
장선철

1861　
전동리 6통 2호 한량 0/1 　
전동리 14통 1호 한량 2/1 처 이성

* 비고: 솔하인수는 ‘주호가족수/예속인수’로 표기

<표 2-34> 1855년-1861년 동상면 호적 중 같은 리에 중복 등재된 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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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것이다.

1855년-1861년 동상면 호적에는 아예 같은 식년 같은 리에 동일호를

두 번 기재한 사례도 나타난다. 1729년-1735년 서상면 호적에서는 이러

한 경우가 없었다. <표 2-34>를 확인하면 호 구성원이 거의 동일하고

주호 직역이 다르게 파악된 경우도 거의 없다. 리 내 동일호 중복 기재

는 리에서 필요한 직역자 수와 호수를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방식이

다.213)

이처럼 면리의 관할 범위가 설정되고 조정되는 것은 부세 운영과 관련

되어 있을 뿐 사람들의 실생활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

라서 실제 면리의 범위는 생활권과 괴리되기도 하였다. 대구부 동상면

가암리와 신천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대구면에서 달성군 수성

면214)의 신천동, 신암동으로 이속되었다. <그림 2-6>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리는 모두 대구 신천 너머에 있었다. 山川을 경계로 만들

어지는 생활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두 리는 신천 동편에 있었던 대

구부 수북면이나 신천 북쪽에 있었던 해서부면 지역과 더 가까웠을 것이

다. 조선후기 동상면의 범위는 신천 너머를 포괄하고 있었다. 1910년에

들어와서야 신천을 경계로 삼아 대구면과 수성면이 나누어졌던 것이다.

단성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914년 1월 신등면 단계리는

元 신등면 단계동·두곡동과 도산면 벽계동을 포함하여 새로 편제되었다

(<그림 2-7> 참조).215) 이 때 도산면 벽계동은 “川流로 떨어져 단계동에

213) 중복 기재호는 19세기 말 남원 둔덕방 호적중초에도 등장한다. 주호 성명
을 기준으로 기재된 식년과 통호수를 정리한 색인을 보면 한 식년에 같은 호
가 2-3번 기재되며 심지어 같은 통 안에서 중복 기재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전경목, 1992 앞의 논문; , 1992 <屯德坊戶籍綜合索引>《古文書硏究》
3 참고).

214) 대구부는 총 33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1895년 大邱郡이 되면서 29
개면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부 남쪽의 각현내면, 각북면, 각초동
면, 각이동면이 청도군으로 이관되었다. 1911년 동상면과 서상면이 대구면으
로 통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대구면을 대구부로 승격시키고 원
대구부에서 대구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달성군으로 편제되었다. 대구시
사편찬위원회, 1995 앞의 책, 711쪽 참고.

215) 손병규, 2020 <20세기 전반 농촌 가족의 거주 이동-계층성과 혈연성의 관
점에서>,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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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는 부분”이라 신등면(단계리)으로 편입되었고 신등면 단계동은 “地

形 상 일부를 (신등면)양전리에 편입”시켰다고 한다.216) 즉 지형에 의하

여 같은 생활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이 원래 두 면으로 나뉘어 있었

다. 심지어 지도에서 ‘元 단계동’으로 표시된 곳은 한 가운데로 물길이

지나고 있어 里 역시도 생활권과 괴리되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단성에서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행정구역의 경계를 재정비하면서 면과

면, 리와 리의 경계가 이전보다 地形에 순응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었

다.

이상에서 18-19세기 호적대장에서 호 이동 양상을 분석하여 호정 차

원에서 면리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았다. 부세 운영은 행정 체계를 근거

로 하고 있으며 행정단위로서 면리는 자체적으로 관할 범위를 설정하여

호구를 파악하고 있었다. 호적에서 행정단위 간 호 이동은 리에서 파악

-” 발표문(2020년 10월 16일), 284-285쪽.
216) 《慶尙南道丹城郡面洞里名稱調査表》 (CJA0002566, 1914, 국가기록원 소
장) 3쪽 신등면 참고.

<그림 2-7> 1914년 단성군 신등면 단계리 경계

* 출처: 臨示土地調査局, 1914 《慶尙南道丹城郡面洞疆界略圖》, 국가기록원 소장



- 123 -

된 호구가 면에서 조정되고 다시 군현에서 조정되었던 결과물이기도 하

다. 일원적 행정 체계 하에서 상위 행정단위가 하위 행정단위에 행사하

는 지배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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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위적인 리 편제: 匠人里

里는 호구를 파악하는 부세 행정의 기초 단위이자 행정적 편제의 산물

이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같은 리에 소속되었

으리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촌락)과 리가 완

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작지 않다. 서론에

서 검토하였듯 조선후기 향촌사회 관련 여러 연구에서 조선후기 里를 자

연촌으로 간주한 것도 대체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18-19세기에 호적대

장에 기재된 몇몇 리는 한 리에 특정 종류의 장인호만 소속된 독특한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행정단위로서 里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匠人里’의 특성에 주목해보려 한다.

조선에서 匠人은 관청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현물로 납부하는 것으

로 役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었다. 《경국대전》에는 중앙(서울)의 각 기

관은 물론 지방의 監營, 兵營, 水營 및 각 郡縣에 나뉘어 소속된 다양한

종류의 장인과 그 숫자가 규정되었다.217) 工曹와 장인이 속한 각 기관에

서는 이들의 명단을 成籍하게 되어있었다.218) 조선전기에는 장인이 소속

기관에 정해진 일수만큼 입역하고 나머지는 생업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에 비해 조선후기에는 군현 재정 보충 차원에서 실제로 장인

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匠稅’·‘匠人稅’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기도 하였

다.219)

현존하는 조선후기 호적대장 본문과 도이상조에서 장인의 존재를 여럿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도 대구부 서상면 호적에는 경상도 監營,

大丘府 등에 소속된 水鐵匠·豆錫匠·沙玉匠·水皮匠·鍮器匠·扇子匠·網巾匠·

喇叭匠·笠子匠·冊匠·靴匠·漆匠·冶匠·矢人·弓人·木手·刻手 등 실로 다양한

217) 《경국대전》 工典 京工匠 外工匠條
218) 《경국대전》 工典 工匠 “京外工匠 成籍藏於本曹本司本道本邑 私賤勿屬 年
滿六十除役”

219) 정연식, 1985 <17·18 세기 良役均一化政策의 推移>《韓國史論》13; 김경
란, 2007 <조선 후기 良役政策의 전개와 匠人파악의 변화> 《한국사학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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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장인이 등장한다.220) 17세기말-19세기 경상도 단성현 호적 본문

에도 水鐵匠·生鐵匠·紙匠·搗砧匠·唐鞋匠·網巾匠·毛笠匠·鞋子匠·沙器匠·扇

子匠·竹席匠·甕匠·冶匠 등의 장인이 등장한다.221) 장인 중에서 柳器匠과

皮匠은 일반 수공업자와 구분하여 白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222)

호적대장 본문에 기재된 장인은 대체로 다른 역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리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어떤 리에 특정 종류의 장인이 많이 모여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단성현에서는 일시적으로 특정 종류 장인이 일

부 리에 집중적으로 기재되었다.223) 아예 리명이 ‘~匠里’나 ‘~匠村’ 등으

220) 1714년 대구부 서상면 호적에 기록된 장인의 종류와 수는 Kuen-tae Kim,
2009 “Differing patterns of marriage between a city and villages in 18th
century Korean: The case of Taegu Area” The H istory of the Family 14,
p.76, Table 3

221) 식년별 장인의 종류와 숫자는 김경란, 2007 앞의 논문, 144-145쪽 <표 1>
참고. 야마우치 히로카즈(山内弘一)는 이 중 단성현 현내면 어천촌의 生鐵匠,
청계암촌의 水鐵匠의 존재 양상에 대해 분석한 바가 있다. 山内弘一, 1991
<工匠の行方ー丹城県戶籍大帳による生鉄匠·水鉄匠の事例研究> 《学習院大学
東洋文化研究所調査報告》 27

222) 이준구에 따르면 유기장과 피장은 그 기원이 유목민 출신의 新白丁으로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시되어 다른 민들과 섞이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따
로 모여 살면서 백정 마을을 형성하였고 자신들끼리 결혼하였으며 이동이 잦
은 특징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유기장과 피장을 신분 내지는 계층의 관점에
서 분석하고 있다(이준구, 1997 <조선후기 백정의 존재양상-대구부 서상면
노하리 백정부락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53; , 1998 <朝鮮後期 慶尙
道 丹城地域 白丁의 存在樣相 -丹城帳籍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7;
, 2001 <조선후기 마을을 이루고 산 고리백정의 존재양상 -《大丘府戶口帳
籍》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10; , 2008 <대한제국기 屠漢(白丁)의 戶
口 양상과 사회, 경제적 처지> 《대구사학》 92). 본고에서는 장인 개개인의
신분이나 성격이 아니라 부세 행정단위인 리가 장인호로만 구성된 것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유기장이나 피장도 다른 장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役을 진
상태로 호적대장에 정식 호구로 편제되었다는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고 본다.

223) 김경란에 따르면(2007, 앞의 논문) 단성현의 갈전촌, (안봉)사기점촌, 능곶
(옹곶)촌, 대둔촌, 문법촌, 어천촌, 청계암촌을 대표적인 장인촌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지적한 대로 이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18세기 중반 이
후 장인의 기재가 거의 없었으며 장인으로 기재된 사람 중 일부는 나중에 일
반 직역자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단성현에서 18세기 초반의 일시적 장인 기
재 증가는 良役 액수가 정액화되는 과정에서 ‘匠稅’를 납부하는 읍소속 장인
의 수를 늘려 읍재정을 확보하려는 수단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실



- 126 -

로 되어있으면 대개 그 명칭에 나타난 장인 중심으로 호구가 채워져 있

기도 한다. 《戶口摠數》(1789)의 전국 군현 내 면리 편제 현황을 보면

장인 종류를 전면으로 내세운 행정단위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

다.224) 현존하는 호적대장을 확인해보면 경상도 丹城縣 元堂面 沙器店村

과 北洞面 沙器店村은 모두 沙器匠戶로만 구성되어있다. 경상도 安義縣

東里面과 南里面의 柳器匠村은 모두 柳器匠戶로만 구성되어있다.225) 반

면에 얼핏 보기에 리명은 평범한데 호적대장 본문을 보면 모두 匠人戶로

만 구성된 경우도 있다. 경상도 大丘府 路下里226)와 대구부 하남면 마곡

리, 화현내면 명곡리227) 등이 이에 해당한다.228)

본 논문에서 ‘匠人里’로 칭하는 행정단위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

다. 단순히 한 리에 특정 장인이 많이 기재되는 것만으로는 ‘장인리’가

될 수 없다. 이하에서 분석한 장인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

첫째, 갑작스럽게 호적대장에 리로 편제되어 등장한다. 둘째, 한 리 내에

서 같은 종류 장인이 주호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셋째, 리가 실제

로 존재했는지 의문이 드는 반례가 있다. 여기서는 경상도 단성현 사기

점촌, 안의현 동리면과 남리면 유기장촌, 경상도 대구부 노하리를 중심으

18-19세기 단성현 호적대장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촌은 일시
적으로 장인의 기재 비율이 높아진 것뿐, 이후에 여타 촌락과 큰 차이가 없
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장인리’는 행정적인 편제를 이유로 장인만으로 구성
되어있는 리이기 때문에 위의 리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안봉)사기점촌만
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224) 해당 리나 촌에 장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호적 본문을 통해서만 확인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본고의 ‘장인리’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225) 야마우치 타마히로, 2003 <19세기 경상도 안의현 호적대장에 기재된 유기
장에 대하여> 《大東文化硏究》 42.

226) 이준구, 1997 앞의 논문
227) 이준구, 2001 앞의 논문
228) 이준구는 호적대장에 특정 종류의 장인들이 실제로 모여 살았던 실상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즉 장인들은 그들의 수행하는 일의 특성상 집단
적으로 거주하며 이를 반영한 것이 호적에서 장인리/장인촌의 등장이라는 것
이다(이준구, 1997 앞의 논문; , 1998 앞의 논문; , 2001 앞의 논문;

, 2008 앞의 논문). 반면에 장인들로만 구성된 행정단위가 장인들의 실
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
연구도 있다(야마우치 타마히로, 2003 앞의 논문).



- 127 -

로 호적과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행정단위로서 ‘장인리’의 성격과 운영상

특징을 살펴보겠다.

1) 단성현 사기점촌

1750년 단성현 호적대장229)에는 원당면 사기점촌과 북동면 사기점촌이

등장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현존하는 단성현 호적은 1735년, 1759년분

이다. 우선 원당면 사기점촌은 1750년 전후에 등장하여 매우 단시간 존

재했다가 곧 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1735년 호적에는 사기점촌의 존재

를 찾아볼 수가 없다. 1750년 원당면 호적에는 ‘사산(1) → 내원동변(2)

→ 사기점(3) → 묵곡상(4) → 묵곡하(5) → 융평(6)’의 순으로 리가 기

록되어 있다. 3번째 리인 사기점촌은 1통 1호에서 2통 9호까지 총 14호

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 13호가 사기장호이다. 사기장호가 아닌 2통 6

호 주호는 조시서미(38세)로 진주금위군으로 기재되었다. 1759년 원당면

호적은 앞부분이 소실되었고 하묵곡촌이 ‘제 4리’로, 융평촌이 ‘제 5리’로

기록되었다. 1750년 호적에 기재된 리순을 고려하면서 1750년과 1759년

호구 기록을 비교하면 1759년에는 ‘[유실: 사산(1) → 내원동변(2) → 상

묵곡(3)] → 하묵곡(4) → 융평(5)’ 순으로 리가 등재되었다.230) 즉 1750

년에서 1759년 사이에 사기점촌이 사라져 버렸다. 이후 원당면에서 이들

사기장호는 더 이상 추적되지 않는다.

북동면 사기점촌 역시 1735년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1750년에 安峰村

다음 순서로 등장한다.231) 1통 1호부터 2통 8호까지 13호 모두가 사기장

229) 본고의 단성현 호적 본문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6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전산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다.

230) 1762년 호적은 결락이 심하여 제 1리 사산촌, 5리 융평촌, 7리 사월상촌, 9
리 문법촌, 11리 입석촌만 지명과 리순을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단성면
호적 중 이후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호적은 1780년분이다.

231) 정진영은 18세기 단성현에서 일어난 分洞 과정에서 1750년에 사기점촌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1735년까지 북동면에는 사기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1750년에 갑자기 사기점촌이 생기고 사기장이 등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진영, 1998 앞의 책, 48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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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였다. 원당면 사기점촌과 달리 북동면 사기점촌은 호적에서 1825년까

지 추적된다. 1759년 1통 1호부터 4통 4호까지 총 19호 중 16호, 1762년

1통 1호부터 4통 6호까지 총 21호 중 16호가 사기장호였다. 그러던 것이

1780년 4호232), 1783년 2호233), 1786년 3호234), 1789년 3호235) 등으로 촌

전체 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명맥은 유지되었다. 현존하는 19세기

단성현 호적은 유실된 면이 많아 자세한 추적이 어렵지만 북동면 사기점

촌은 1825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였다. 총 5호가 등재되었고 이들 중 3

호가 사기장이 아니라 店人으로 표시되었다.236) 북동면 사기점촌은 1759

년에 잠시 ‘안봉사기점촌’으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래 안봉촌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호적에서 사기점촌이 사라진 후에도

1846년 안봉촌에 사기장 5호237), 1849년 안봉촌에 4호238)가 기재되었으

며 이들 중 일부는 이전 사기점촌에 기재된 인물과 연계성이 확인된다.

1864년 이후부터는 호적에서 사기장이 사라져버렸다.

즉 북동면 사기점촌은 사실 안봉촌에 근거지를 두었을지도 모르는 사

기장들을 굳이 뽑아내서 ‘사기장촌’이라는 새로운 리로 편제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서 등장한 조시서미의 향방이 주목된다. 1750년 원당면

232) 1통 1호 사기장 우언낙 子 사기장 홍재
1통 2호 사기장 배성운 子 사기장 도사리 (참고로 배성운의 처는 1통 1호
주호인 우언낙과 형제)
1통 3호 사기장 강기리금
1통 4호 사기장 조대성

233) 1통 1호 사기장 우얼락 子 사기장 홍재 子 사기장 홍삼 子 사기장 홍렴
子 사기장 삭부리
1통 2호 사기장 배성운 子 사기장 도사리

234) 주호인 우어락, 배성운, 조복희가 모두 무직역자로 기재되어있다.
235) 1통 1호 우재원(무직역), 1통 2호 사기장 배석운, 1통 3호 우홍재(무직역)
236) 점인 장개남, 점인 우귀동, 점인 한점금. 그 외에 1호는 과부호, 1호는 우일
손(무직역)호인데 우일손은 점인 우귀동과 형제지간이다. 이후에 다시 사기장
이라는 명칭을 되찾는 것으로 보아 店人은 장인을 뜻하는 일시적인 표기 방
식이었던 것 같다.

237) 사기장 박만수, 사기장 우재형(일손), 사기장 박정득, 사기장 이지화, 사기
장 남운옥

238) 장개남의 子 사기장 장부기, 사기장 박만수, 사기장 우재형, 사기장 남운옥,
店人 우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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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점촌 2통 6호 진주금위군 조시서미는 1759년에 북동면 사기점촌에서

무려 사기장으로 등장하였다. 그가 원당면에서 북동면으로 이주했을 수

도 있으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단성현 내 모든 사기장을 인위적으로 북동

면 사기점촌에 모아서 편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성현 호적에서 원당면 사기점촌이 사라진 이후에 편찬된 《호구총

수》(1789)에 원당면 사기점촌과 북동면 사기점촌이 모두 등장하는 점도

특이하다. 원당면 사기점촌이 호적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성현은

이를 1789년까지 소속 리 중 하나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

다. 다만 사기점촌은 《호구총수》를 제외하면 동시기 다른 자료에서 추

적되지 않는다. 《1872년 지방지도》 중 단성현지도239)에는 면은 물론

면 예하 村의 위치와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이 지도에서 사기점

촌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

1910년대 초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이후 일본식 지명을 개편 전

옛 지명과 대조한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240)(이하

《명칭일람》)에서 대한제국기 당시 동리 명칭을 추적할 수 있다. 18세

기 초반부터 生鐵匠이 다수 기재되다가 장인이 모두 사라진 현내면 어천

촌이나241) 마찬가지로 水鐵匠이 다수 기재되었다가 사라진 현내면 청계

암촌은242) 《명칭일람》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항목에서 추적할 수 있

으며 심지어 아직도 산청군에 청계리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즉 현내면

어천촌과 청계암촌은 원래 실체가 있는 里로 대한제국기까지 유지되었

다. 18세기 초중반에 匠稅 징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匠人戶가 급증하

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사기점촌은 경상남도 산청군 항목 어디에

서도 찾을 수 없었고 관련된 지명이 현재 남아있지도 않다. 즉 사기점촌

은 실체가 있었던 어천촌이나 청계암촌과 성격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갑작스럽게 촌이 편제되고 사라졌던 것이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

23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40)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241) 1825년 단성현 호적에서 현내면 어천촌에는 장인 호가 하나도 없다.
242) 1750년 현내면 호적에서 23호 중 18호가 수철장, 1호가 죽석장 호였지만,
1825년에는 어천촌과 마찬가지로 장인 호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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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사기장 위주로만 구성되었던 호구243) 등을 감안하면 단성현에서

실재한 리가 아니라 사기점촌은 사기장을 모아서 편제한 행정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안의현 유기장촌

경상도 안의현 호적244)에는 1831년 남리면 柳器村, 1825년-1870년에

동리면 柳器村 내지는 柳器匠村, 1876년 현내면에 柳器村 등이 존재하였

다. 면마다 유기장촌이 하나씩 존재하며 모두 유기장호로만 구성되어 있

다는 점, 寡婦戶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리 순서와 관계없이 각 면의 말

미에 유기장촌이 등장한다는 점, 이후에 관련된 지명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기장촌은 실제로 존재한 마을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

정된 촌(행정구역상 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245) 이 중 안의현에서 面에

유기장촌이 소속된 경우 유기장촌이 항상 마지막 순서로 기재되는 것이

주목된다. 호적에서 리 기재 순서는 조사 동선을 뜻하므로 지도 상에서

자연스럽게 리의 순서를 따라갈 수 있다.246) 그런데 원래 1825년 남리면

고학촌에 속해있던 유기장호 2호가 1831년 유기장촌으로 독립하면서 남

리면의 여러 촌 중 가장 마지막 순서로 유기장촌이 기재되었다. 이들이

실제 거주하던 지리적 위치(아마도 고학촌)와 유기장촌 편제는 크게 관

련이 없었다는 뜻이다.247)

호적 이외의 자료에서 유기장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18세기

말에 편찬된 《호구총수》(1789)에서 안의현 소속 어느 면에서도 유기장

243) 간혹 사기점촌에서 무직역자로 기재된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이전과 이후
식년에서 다시 사기장으로 기재된다.

244) 1825년, 1831년, 1840년, 1843년, 1864년, 1870년 안의현 호적이 현존한다.
일본 학습원대학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 마이크로필름(MF)으
로 보존되어 있다.

245) 야마우치 타마히로, 2003 앞의 논문.
246) 호적대장에서 리 기재 순서는 지리적 인접성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
嶋陸奥彦, 1996 앞의 논문; 박현순, 2002 앞의 논문

247) 야마우치 타마히로, 2003 앞의 논문,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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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면248) 유기장촌은 대략 1825년을 전후로 만들

어진 것 같다.249) 1832년에 편찬된 《안의현읍지》250) 坊里條에 안의현

소속된 면리 수와 명칭이 기록되어 있고 戶口條에 1831년 辛卯式 호구수

가 반영되어있지만 방리조에서 유기장촌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 읍지

편찬 주체는 실제 존재하는 면리만 파악하여 기록한 반면 호적 편찬 주

체는 행정상 인위적으로 장인리를 편제하였던 것이다.

《명칭일람》에 따르면 대한제국기 안의군은 1910년대에 경상남도 함

양군 안의면251)과 거창군 마리면252) 등으로 分屬되었으며 이 중 거창군

마리면에서 《안의현읍지》에서 확인되는 남리면과 동리면 소속 촌명을

여럿 찾아낼 수 있다. 유기장촌이라는 지명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즉

유기장촌은 호적 외 다른 어떤 기록에서도 추적되지 않는다. 19세기 초

호적에 어떤 행정적인 필요에 의하여 유기장호로만 채워진 유기장촌을

인위적으로 편제하였다고 판단된다.

3) 대구부 서상면 노하리

대구부 서상면 호적에 따르면 1738년에 대대적으로 리 개편이 있었

다.253) 이 때 ‘서문내’·‘남문외여리부속’·‘남성외도하차리’가 새로 등장하였

다(<표 2-35> 참고). 1738년 ‘서문내’에 소속된 호구는 상당수가 1735년

관덕정리와 동산리 출신이었다. 1738년 ‘남문외여리부속’은 1735년 남문

248) 《戶口摠數》 8책 경상도 안의
249) 안의현 호적대장은 1825년, 1831년, 1834년, 1837년, 1840년, 1843년, 1846
년, 1864년, 1870년, 1876년, 1882년, 1888년분이 현존하며, 각 식년마다 일부
면만 남아있다. 야마우치 타마히로, 2003 앞의 논문, 267쪽 <표 1> 참고.

250) 《安義縣邑誌》 (奎古 4799-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1832년 간행
251) 越智唯七, 위의 책 624쪽
252) 越智唯七, 위의 책 613쪽
253) 대구부 서상면 호적의 경우 1729년, 1732년, 1735년, 1738년 호적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1736년-1737년경에 리의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736년 경상도 관찰사 민응수에 의하여 대구성이 축조되어(《영조실
록》 권 41, 영조 12년 정월 22일 정사) 행정구역 개편이 대구성 축조와 연
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유진, 2011 앞의 논문 24-2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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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리가 1738년에 남일동리와

남문외여리부속으로 분리되면

서 생겨났다. 즉 서문내와 남문

외여리부속은 기존에 서상면

호적에 등재되었던 호구를 이

어받으며 형성되었다. 반면에

1738년 ‘남성외도하차리’는

1735년까지 서상면에 있던 호

구와 어떤 연관성도 없이 갑작

스럽게 등장하였다. 이것이 노

하리이다.254) 노하리는 1735년

등장 직후부터 柳器匠戶와 皮

匠戶로만 이루어져 있다가

1783년 이후 피장호만으로 구

성되었다.255) 현존하는 서상면

호적대장 마지막 식년인 1876년까지 존재하였고 항상 마지막 리로 기재

되었다.

1738년 이전 서상면 호적에는 유기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皮匠은

1738년 이전에도 호적에 간혹 나타났다. 실제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1723년 수피장 우각립, 우상운의 사례

1723년 신동내 10통 4호 水皮匠 우각립 59 乙巳

子 水皮匠 상운 22 壬午

- 이후 호적에서 사라짐

254) 현존하는 대구부 서상면 호적대장에서 식년별 노하리의 명칭 변화는 다음
과 같다. 1738년에 南城外道下次里로 처음 등장하며 1747년에는 路下里로,
1756년부터 1765년에는 路下次里로 일컬어졌다. 1783년에 皮匠里로 불리다가,
1789년부터 1876년까지는 다시 路下里로 기재되었다. 노하리에 대해서는 이
준구(1997 앞의 논문)의 선행 연구가 있다.

255) 현존하는 대구부 서상면 호적대장은 1765년과 1783년 사이에 18년 간극이
있다. 노하리에서 柳器匠/柳匠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1765년이고 이후
1783년 호적부터는 노하리에 피장만 존재한다.

식
년 1735년 1738년

리

명

북문내리 북문내리
관덕정리 관덕정리

서문내리
쇄환리 쇄환리

남문내리 남이동리
남문외리 남일동리
남산리 남산리

남문외여리부속
동산리

전동내리 전동내리
후동내리 후동내리
신동내리 신동내리
달성리 달성리

남성외도하차리
*비고: 리 순서는 호적상 리순을 따른 것임.

<표 2-35> 

1735년-1738년 서상면 리 편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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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732년 피장 윤순구와 가족의 사례

1723년 전동내 19통 5호 私奴 순기 36세 무진256)

1732년 후동내 15통 4호 皮匠 윤순구 45세 무진257)

子 피장 순발 19세 갑오

子 피장 한중 8세 을사

子 奴皮匠 만중 2세 신해

1735년 남문외리 24통 3호 鞘子匠 윤순귀 48세 무진

子 초자장 순봉 22세 갑오

子 초자장 한중 11세 을사

子 초자장 만중 5세 신해

1738년 남일동 22통 1호 鞘子匠 윤순귀 51세 무진

子 초자장 순발 25세 갑오

子 초자장 한중 14세 을사

子 초자장 만중 7세 신해 - 이후 호적에서 사라짐

③ 1735년 피장 김천태와 가족의 사례

1723년 후동내리 7통 1호 靴匠 김철량(47, 무오) 호 子 所小童 천태(10, 갑오)

1729년 전동내리 20통 3호 靴匠 김철량(54, 무오) 호 子 所小童 천태(15, 을미)

1732년 전동내리 20통 5호 김철량(57, 병진) 호 子 천태(19, 갑오)

1735년 북문내리 10통 3호 所吏 김만태(31, 을유) 호 제 皮匠 천태(25, 신묘)

1738년 전동내리 20통 2호 초자장 김천태(25, 갑오)

동생제 초자장 세태(20, 기해)

- 이후 호적에서 사라짐

256) 1723년 순기와 1732년 윤순구는 동일인물이다. 1723년 순기의 본관과 사조
명, 처 옥례의 사조명 일부가 1732년 윤순구의 정보와 같다. 현전하는 1729년
에서는 이들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1723년 사노 순기 36 무진 본 파평
主 안음 거 김모동, 부 정병 태립 조 정병 청산 증조 정병 청립 외조 보인
서선산 본 대구, 처 사비 옥례 36 무진 본 경주 부 정병 일생 조 정병 일남
증조 보인 봉생 외조 사노 부지 본 김해

257) 피장 윤순구 45 무진 본 파평 주 안음 김모동 부 대립 조 입이 증조 청립
외조 서연산 본 대구, 처 이소사 45 무진 본 광주 부 일산 조 일생 증조 일
남 외조 부지 대구. 1723년과 달리 四祖 직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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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년에 피장으로 기록된 윤순구(②)는 1723년 호적에서 사노로 확인

된다. 1732년에는 윤순구와 그의 아들이 皮匠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다

1735년부터 이들의 직역이 피장에서 鞘子匠으로 일괄적으로 바뀌었고

1738년까지 유지되었다. 1735년에 피장으로 기록된 김천태(③)에 대해서

는 더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靴匠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원래 所小

童258)으로 파악되었고 1735년에 잠시 皮匠이 되었다가 이후 동생인 김세

태와 함께 鞘子匠으로 기록되었다. 윤순구 父子의 사례와 유사하다.

즉 노하리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서상면에는 피장이 있었다. 주목할 점

은 이들의 직역이 1735년-1738년을 전후하여 피장에서 초자장으로 바뀌

고 있고 이에 따라 1738년에 새로 등장한 노하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1735년 이전 호적의 피장과 1738년 이후 호적의 피장 위상

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1738년에 등장한

노하리 호구는 이전 시기 서상면에 등재된 호구와 어떤 혈연적 연관성도

없으며 1738년부터 피장은 오로지 노하리에만 속하게 되었다.259)

④ 1837년 노하리 7통 1호

유학 박종규 27 신미 본 밀양

부 학생 여곤 조 학생 치소 증조 增嘉 경무, 외조 학생 김봉원 본 청풍

비 정월 30 무진

⑤ 1837년 노하리 7통 2호

유학 김제민 20 본 분성

부 학생 취옥 조 학생 원징 증조 학생 성채 외조 학생 전연재 본 담양

⑥ 1858년 노하리 6통 5호

유학 손영권 35 갑신 본 안동

부 유학 지형 조 학생 현기 증조 학생 응책 외조 학생 정내환 본 동래

258) 아직 어리지만 향소에서 확보한 예비 인력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259) 서상면의 리 편제 변동은 1738년 이후에도 계속되며 19세기까지 이어진다.
그런데도 노하리의 위치가 항상 서상면의 말미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
된다.



- 135 -

⑦ 1858년 노하리 6통 6호

유학 추병두 37 임오 본 나주

부 유학 종태 조 학생 득필 증조 학생 천준 외조 학생 윤사빈 본 파평

⑧ 1858년 노하리 6통 7호

유학 송창우 44

부 학생 기순 조 학생 준명 증조 학생 동장 외조 학생 구인철 본 능주

처 전씨 45

부 한량 대익 조 학생 재홍 증조 학생 신웅 조부 학생 조경인 창녕

1783년 이후 노하리에는 피장만 기록되지만 1837년에 유학호 2호(④·

⑤) 1858년에 유학호 3호(⑥·⑦·⑧)가 잠시 등장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서상면 내 다른 인물들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유학 송창우(⑧)

의 처부 전대익은 같은 식년에 서상면 후동에서 입호하였으며260) 송창우

처 전씨의 형제인 전영준도 같은 후동에 입호하였다.261) 유학 추병두(⑦)

의 증조부 추천준이나 외조 윤사빈은 종종 서상면 내 다른 사람들의 四

祖로도 기재되었다. 서상면 전동 16통5호 재가군관 이백평의 외조가 추

천준이며 서상면 남일동 21통3호 순공생 윤회동의 父가 윤사빈이다. 사

실 추병두는 1855년 동상면 용덕리 5통 4호 영교절충 추종태의 아들이기

도 하다 1858년 추종태는 여전히 용덕리 5통 4호에 기재되어 있었고 추

병두는 서상면 노하리 6통 6호로 분호해 왔다.262)

위의 5호는 노하리에서 모든 피장호가 다 기재된 이후 마지막 순서에

통호로 편제되었다. 1837년 호적과 1858년 호적을 작성할 때 리별로 호

편성을 진행한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는 호를 면 가장 말미에 일괄

적으로 붙였고 마지막 리인 노하리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1837

년 전후로 1831년, 1834년, 1840년 서상면 호적을 확인해보아도 노하리에

다른 직역호가 편제된 적은 없다. 위의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260) 후동 27통 2호 한량 전대익
261) 후동 22통 4호 순시인 전영준
262) 1861년 동상면 호적에서는 두 호 모두 찾을 수 없으며 1861년 서상면 호
적은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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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이외의 기록을 살펴보자. 《호구총수》(1789)에서는 서상면 항목

말미에 노하리가 기재되었다. 반면에 현전하는 두 종의 《대구부읍

지》263) 坊里條에서는 노하리를 찾을 수 없다. 1768년 간행된 《대구읍

263) 《大邱邑誌》 坊里條, 《大邱府邑誌》 (奎1083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면
명

동리명 1911년 행정 편제 시 일본식 지명

동
상
면

후동 京町一丁目, 大和町, 前町, 村上町, 上町
전동 京町一丁目, 東干代田町, 南町, 前町

남일동 京町二丁目, 東城町三丁目, 南町
사일동 弓町, 東城町二丁目, 東城町三丁目, 南町
사이동 弓町, 東城町二丁目, 東城町三丁目, 南町, 上町
남성리 德山町, 東雲町, 三笠町, 南龍岡町, 鳳山町
신동 東雲町, 三笠町, 南龍岡町, 南旭町

신전리
元町一丁目, 弓町, 東城町一丁目, 東城町二丁目, 田町, 村上町, 
上町

용덕리
東雲町, 幸町, 北龍岡町, 東城町一丁目, 東本町, 北旭町, 榮町, 
七星町, 東門町

칠성리 元町一丁目, 錦町一丁目, 幸町, 七星町

서
상
면

북내동 北內町, 西內町, 本町一丁目, 大和町, 元町一丁目, 元町二丁目
쇄환동 壽町, 本町一丁目, 京町一丁目, 上西町, 下西町

서내동
壽町, 西內町, 南城町, 本町一丁目, 西城町一丁目, 西城町二丁
目, 元町二丁目, 上西町, 下西町

남일동 京町一丁目, 京町二丁目, 西干代田町
남중동 南城町, 西干代田町
남하동 壽町, 南城町
남외동 德山町
계산동 明治二丁目

동산동
明治一丁目, 明治二丁目, 市場町, 南城町, 本町二丁目, 西城町
二丁目

전동 市場町, 竪町, 本町二丁目, 西城町一丁目, 新町

후동
八雲町, 橫町, 竪町, 西城町一丁目, 元町二丁目, 錦町一丁目, 
錦町二丁目, 新町

신동 市場北通, 竪町
달성동 八雲町, 橫町, 竪町, 達城町, 八重垣町
남산동 市場町, 南山町

*출처: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465-468쪽. 

<표 2-36> 1911년 대구부 도심지역 동리 편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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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는 “서상면 하에 14리가 속해있다”면서도 막상 노하리를 뺀 나머

지 13개 리명만 나열하였다. 1899년 간행된 《대구부읍지》에는 서상면

屬洞 11개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 노하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성현 사기점촌이나 안의현 유기장촌과 마찬가지로 《명칭일람》에서 노

하리나 그 비슷한 지명을 찾을 수 없다. 서상면과 동상면의 나머지 모든

리를 해당 책에서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264)

이상에서 살펴본 장인리는 다른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로지 호

적대장에서만 里로 존재하는 특수한 행정단위이다. 장인리는 호적 작성

주체가 행정적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어째서

이들이 기존에 속해 있었을 면리단위 운영 질서로부터 특정 장인들을 분

리하여 새로운 단위에 일괄적으로 소속시켰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장

인은 대개 군현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부세 운영과 관련하여 군현의

어떤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장인리를 편제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따름이

다. 특정 종류의 장인들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편제하면 관리가 용이해지

는 장점은 있을 것이다. 호적에서 리가 반드시 실재하는 마을만을 파악

하는 단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장인리의 존재는 18-19세기 호적에서

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899) 坊里條
264) 1911년 11월 서상면과 동상면은 대구면으로 합쳐졌고, 서상면과 동상면의
지명이 모두 일본식으로 바뀌었다. 조선총독부 《官報》 371호 明治 44년 11
월 21일 지방청 공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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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일원적 호구 파악 체계 형성과

지방 지배 강화

1.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 강화에 따른 행정 체계 변화

1) 일원적 호구 파악 체계 확립과 하위 행정단위 분화

일원화된 위계적 체계 하에서는 상위 단위의 지배력이 하부에 빠르고

강하게 전달된다. 2장에서 살펴본 대로 군현-면-리 행정 체계 하에서 군

현의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하위 행정단위가 세분화되었으며 하위 행

정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호구를 상위 행정단위에서 조정하기도 하

였다. 갑오개혁기 이후 일원적인 호구 파악 체계가 확립되면서 가장 정

점에 있는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최하위 행정단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3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행정 체계에 미치는 변화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의 지방 지배 체제는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

었다. 1894년 6월 28일 6曹가 폐지되고 8衙門이 창설되었다. 그 중 내무

아문에서 지방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州縣局에서 지방 일반 행정

을, 版籍局에서 호적 관련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듬해 중앙관제가 7部로

개편되면서 內部 地方局에서 지방 일반 행정을, 版籍局에서 호적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 행정 체계 역시 부침을 겪었다. 1895년 5월 26일

조칙 <지방제도개혁에 관한 건>에 따라 8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府로

개편하여 관찰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유수부·도호부·부·목·군·현은 차등

을 없애고 모두 郡으로 통일하여 군수를 파견하였다. 1896년(건양 1) 8

월 4일에는 23부를 폐지하고 전국을 1首府(한성부) 13道 1牧 7府 331郡

으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1895년 閏 5월에 각 도 外營을 폐지하였고

1896년 1월에 역도를 폐지하였다.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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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호구 파악 방식은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었다. 첫째, 종래

호조에서 관할하던 호적 업무가 內部로 이관되면서 ‘내무행정’ 차원에서

호구파악이 시도되었다.266) 둘째, 기존의 기관별 자체적 호구 파악 방식

이 부정되었다. 조선의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의 일부를 구성하던 군영과

역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지방재정 통합 시도로 인하여 행

정 기관인 郡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의 양과 범위가 축소

되었다.267) 이처럼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력이 강화되고 지방 지배와 관

련된 제반 사무가 내부 담당으로 일원화되는 추세 하에서 내부 판적국

지휘 하에 각 지방에서 郡이 호구 파악을 담당하는 되는 일원적 호구 파

악 체제가 형성되었다.

內部 주도로 시행된 신호적 제도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칙령 61호 <戶口調査規則>과 9월 3일 內部

令 8호 <戶口調査細則>이 반포된 이래 1909년 民籍法이 시행되기 전까

지 약 10여 년간 신호적이 편찬되었다. <호구조사규칙>에 따르면 10호

를 하나의 통으로 묶고268) 1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게 되었다.269)

<호구조사세칙>에 따르면 內部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戶籍紙270)와 統

265) 孫禎睦, 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上)》, 일지사, 35-61쪽.
266) 서호철, 2007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호적
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박사학위논
문, 53-83쪽.

267) 김태웅, 2012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
경》, 아카넷, 204-233쪽.

268) <戶口調査規則> 第二條 十戶 聯合야 一統을 作고 該統內에 文算이
有고 行爲端正 人으로 統首 定야 一統內人民을 領率홈.

269) <戶口調査規則> 第三條 戶籍과 統表 漢城五署와 各府牧郡에셔 每年一
月內로 收聚修正야 二月內로 漢城府와 各該道觀察府에 送致면 漢城府
三月內로 內部에 呈納고 各道觀察府에셔 四月內로 內部에 呈納면 內部
에셔 五月內로 戶籍과 統表을 編集야 上奏케 홈.

270) <戶口調査細則> 第一款　戶籍 第一條　戶籍紙 內部로셔 그 式樣을 新製
야 各 觀察府에 頒下면 觀察府에셔 各 府 牧 郡에 頒送고 各 府 牧
郡에셔 各 面執綱에게 面執綱은 里尊位에게 里尊位 各該戶主에게 傳給
홈.
第二條　戶籍은 第一別表式樣을 依야 各其 戶主가 그 指定 名目로
各欄內에 書塡호 戶籍紙 兩本聯合 一張紙面에 同樣으로 塡書야 該管官
廳에 呈納면 該官廳에셔 蓋印鈐章 後에 兩本聯合處 分割야 右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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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71)를 만들어 배부하고 각 호에서 호적 작성자가 각 란에 해당 내용을

該官廳에 存案고 左片은 該戶主에게 頒給홈.
271) <戶口調査細則> 第二款　作統 第十二條　統表 統首가 該統內 各戶主의
戶籍을 調査야 第二別表 依야 그 指定 名目로 塡書홈.
第十三條　作統다가 零戶가 有야 五戶에 未滿거든 本里 某統中에 附
屬고 五戶以上은 未成統이라 稱야 本里最近 統統首의 指揮 承케 홈.
但 本條零戶 該里에 家戶增築믈 待야 十數에 滿거든 一統을 作홈.
第十四條　統首가 統表 修正야 一本은 該統內에 存案고 一本은 里尊
位에게 送致면 里尊位가 該里內 諸統表 收聚야 册子 編成야 本里
에 存案고 一本을 謄書야 面執綱에게 送致면 面執綱이 該面內 各里 諸
統表 收聚야 册子을 編成야 本面에 存案고 一本을 謄書야 各該府
牧 郡廳에 呈納면 各 府 牧 郡廳에셔 該地方內에 各面里 諸統表 收聚
야 册子 編成야 本官廳에 存案고 一本을 謄書야 該道觀察府에 送致
면 觀察府에셔 該道內 各 府 牧 郡 諸統表 收聚야 册子를 編成야 觀
察府에 存案고 一本은 謄書야 內部에 呈納홈. 但 漢城內 五署區域에
統首가 該坊內에 巡檢交番所에게 交番所에셔 各該署에게 各該署에셔 漢

<그림 3-1> 신호적 호적표 양식      <그림 3-2> 신호적 통표 양식

*출처:《官報》 423호(1896년 9월 3일) 부록 戶籍式樣 統表式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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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 넣도록 하였다. 당시 官報에서 호적지와 통표의 양식(<그림

3-1>·<그림 3-2> 참고)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호적 제도 하에서 철저한 호구 파악이 요구되었다.272) 호마다 가택

에 관한 정보(所有·借有 여부, 瓦家·草家 여부, 칸수)와 이주에 관한 정보

(전거지, 이거월일)를 기록하게 하고 분호나 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인구 누락도 단속하였다.273) 구호적과 비교하면 家宅 관련 정보가 호

구와 함께 파악되는 것이 눈에 띄는 차이이다.274) 호적표별로 가택 정보

가 기록되는 데다가 각 호별 인구 현황과 가택 현황이 통표에서 다시 취

합되었다. 호적표와 통표 양식을 제작, 배부한 것부터 이미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호적을 작성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호적표와 통표 상단

에 기재된 ‘府·牧·郡-坊·面-契·里’의 행정 체계는 행정단위 간 위계를 한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이었다.

관보에 실린 호적표와 통표의 양식에는 洞이 없는데(<그림 3-1>·<그

림 3-2> 참고) 현존하는 신호적을 살펴보면 한성부의 경우 행정 체계가

城府에게 漢城府에셔 內部에 呈納홈.
272) 원칙과 실제는 다르다. 조선왕조 내내 철저한 호구 파악을 원칙으로 삼았
지만 실제로는 총액제적으로 운영되었다. 1896년 이후에도 지역별로 호적 작
성 방식의 편차가 크고 여전히 이전의 호적 작성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
다. 1906년부터 管稅官官制가 실시되고 호구조사에 경찰력이 동원되고 나서
야 호구 파악률이 높아졌다. 조석곤, 1990 <광무연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서호철, 2007 앞의 논문; 임학성,
2017 <20세기 초 경남 초계군 주민의 거주 양상-광무 11년(1907) 초계군 초
책면·백암면 호적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46 참고.

273) <戶口調査細則> 第一款　戶籍 第三條　戶主의 父母兄弟子孫이라도 各戶에
分居야 戶籍이 別有 時 該籍內에 塡入지 아니야 人口가 疊載치 아니
케 며 一戶主가 原戶 成籍엿 他戶에 別居야 別居 戶籍을 新
成 時 該籍內에 原籍 某地方을 欄外另行에 註明야 考閱에 便易케
홈.
第四條　人民中에 無家無依야 原籍을 別成치 못고 族戚知舊間의 戶內
에 寄居거나 或一身만 寄食야도 寄口에 參入야 人口漏落미 無케 홈.

274) 이전에는 군현별로 행정적 필요에 따라 家坐冊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그런
데 가좌책은 행정단위 내의 家家戶戶를 조사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내용을 가감하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내용과 호구 파악률이 모두 달랐
다. 김선경, 1984 <조선후기의 조세수취와 面.里 운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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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坊-契-洞’ 형식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지역 호적에서도 ‘面-里-洞’ 형식

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에서 洞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실제로 里의 하위 행정단위로서 洞이 설정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규정상 호적표는 內部에서 양식을 정하여 각 觀察

府 → 府·牧·郡으로 전달되므로275) 이미 1897년(건양 2)부터 리-동 체계

로 된 호적표 양식을 하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3-4> 참고).

리 하부에 동이 등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면의 기능이 한층 강

화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面長制 성립으로 이어

졌다. 일례로 장흥부는 면조직을 1903년경 ‘존위-집강-면차’ 체제에서

‘면장-면차’ 체제로 변경했다.276)

275) <戶口調査細則> 第一款　戶籍 第一條　戶籍紙 內部로셔 그 式樣을 新
製야 各 觀察府에 頒下면 觀察府에셔 各 府 牧 郡에 頒送고 各 府
牧 郡에셔 各 面執綱에게 面執綱은 里尊位에게 里尊位 各該戶主에게 傳
給홈.

276) 김건태, 2020 <19세기 공동납의 실상>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
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3차년도 발표문(2020. 10. 16)

<그림 3-4> 건양 2년 평안남도 양덕군 화촌면 호적표 상단

*출처: 平安南道 陽德郡 戶籍成冊(化村面), 국사편찬위원회 소장(MF0008887) 

<그림 3-3> 광무 7년 한성부 남서 광통방 호적표 상단

*출처: 南署 廣通坊, 국사편찬위원회 소장(MF0008900, 漢城府戶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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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리-동 사이의 위계가 확립된 곳도 있었고 리·동

을 면 예하 행정구역 명칭으로 혼용하는 곳도 있었다. 1908년(융희 2)의

《面ニ關スル調査》277)에 지역별 실상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度支部

司稅局에서 전국의 財務監督局별로 관할 지역278)의 面 운영 관련 현황을

보고한 것을 정리한 책이다. 7장 ‘洞里에 관한 사항’ 항목을 보면 경기·

강원도를 관할하는 한성재무감독국에서는 “리와 동이 함께 있는 곳도 있

고 리 안에 동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여 리-동 사이에 위계가 형성된

곳과 동리가 면 예하 행정단위로 혼용되는 곳이 모두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전주재무감독국에서는 ‘洞里’라는

용어를 썼고, 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북도를 관할하는 대구재무감독국에

서는 ‘洞’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원산재무감독국에서는 ‘里’를 썼다.

<표 3-1>은 평양재무감독국에서 관할 지역 면내 里洞數를 제시한 것

이다. 덕천·영변·의주·해주와 같이 里만 파악된 지역도 있고 평양·서흥·

황주처럼 리와 동이 모두 파악된 지역도 있다. 후자는 실제로 해당 지역

에서 리-동의 위계가 잡혀있는지 동리가 혼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277) 度支部司稅局, 1908 《面ニ關スル調査》, 隆熙二年十月
278) 한성재무감독국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하였다. 평양재무감독국은 평안
남북도와 황해도를 관할하였다. 대구재무감독국은 경상남북도와 충청북도를
관할하였다. 전주재무감독국은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를 관할하였다. 원산재
무감독국은 함경남북도를 관할하였다. 재무감독국 관제(융희원년 12월 13일
칙령) 별표 “재무감독국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표”(대한제국 《官報》 호외
융희 원년 12월 18일)를 참고할 것.

재무서 명칭
大面 中面 小面

리수 동수 리수 동수 리수 동수
평양 13 48 5 31 2 24
덕천 9
영변 18 5
의주 11 8 4
해주 10 8 6
서흥 3 41 2 19
황주 19 43 12 28 4 8
평균 12 44 8 30 4 17

*출처: 度支部司稅局, 1908 《面ニ關スル調査》, 隆熙二年十月  

<표 3-1> 1908년 평양재무감독국 관할 지역의 면내 리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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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面, 洞里 모두에 대해서 크기와 호구수가 제각각이라고 기

술하고 있어279) 지역별로 행정단위 간 격차가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갑오개혁기 이후 지방 관련 사무를 내부가 전담하였으며 호구 파악·관

리 체계는 이전과 달리 ‘내부-郡’으로 단일화되었고 신호적 제도가 실시

되었다. 중앙정부는 신호적 제도를 통하여 1년에 한 번씩 각 호별로 모

든 호구를 기록시키고 가택과 이주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 하는 등 지방

민 장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일원화된 호구 파악 체계 하에서 중

앙정부의 지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전달되어 면의 기능이 강화되

는가 하면 최하위 행정단위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다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79) 度支部司稅局, 1908 앞의 책, 1장 면의 광협(廣狹), 7장 동리에 관한 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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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동간 위계 확립과 그 기능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강해지면서 말단 행정단위에 여러

변화가 초래되었다. 里 예하에 洞이 설정되어 리-동 간 위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전히 면 예하에 동리가 혼용되면서도 동리가 세분화되

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는 리-동 간 위계가 잘 구축된 평안북도 정주

군 海山面 신호적280)을 분석하여 면-리-동 체계가 호정운영에서 수행한

기능을 살펴보겠다.

신호적 중 광무 3년(1899)과 광무 4년(1900)에 제작된 평안북도 정주

군 해산면 호적이 남아있다. 신호적이 작성된 기간이 총 10여년으로 길

지 않은데다가 한 지역에서 단 한 해의 호적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다수

라서 시계열적 분석에 한계가 있는 편이다.281) 해산면 호적은 1899년(광

무 3)과 1900년(광무 4) 연속된 두 해의 호적책이 모두 첫 호부터 마지

막 호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已上條까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두 해의 기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변화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주군 해산면은 1789년 《호구총수》, 19세기 초반 군현지도인 《廣

輿圖》, 18세기-19세기에 편찬된 읍지에는 등장하지 않는다.282) 1872년

지방지도 중 정주목 지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 정주목

西面 일부였다가 19세기 중반 어느 시점에 面으로 독립한 것으로 추측된

280)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1899 《平安北道定州郡戶籍表案第九海山》
(원문: 일본 學習院大學校 도서관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MF0008883); 인하대
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1900 《平安北道定州郡戶籍表案第九海山》(원문: 일본
學習院大學校 도서관 소장, MF0008883)

281) 예를 들어 한성부의 호적은 1896년, 1903년, 1906년 등 세 년도의 호적이
남아있는데 같은 지역[坊]에서 다른 년도의 호적이 중복되는 경우는 7방 밖
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吉田光男, 1993 위의 논문 참고.

282)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전국지리지 《輿地圖書》 定州牧 坊里條 에는 해산
면이 없고 西面坊에 장도리가 포함되어 있다(이철성 역주, 2009 《여지도서
22 평안도》, 디자인흐름). 광무 3년(1899) 전국 읍지 상송령에 의하여 만들
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定州邑誌》에서조차 여전히 해산면이라는 지명을 찾
아볼 수가 없다(이태진·이상찬 편, 1990 《朝鮮時代私撰邑誌》, 韓國人文科學
院).



- 146 -

다.283) 신호적이 작성되던 1899

년(광무 3)과 1900년(광무 4) 당

시 해산면은 平安北道 定州郡

읍치에서 서남쪽으로 40여리 떨

어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郭山郡

에 인접해 있는 해안가 지역이

었다.

1899년 해산면 호적책에는 총

387호 1,663구284), 1900년 호적

책에는 총 387호 1,686구285)가

기재되어있다. 해산면은 一里,

二里, 獐島里286)로 구성되었다

(<그림 3-5> 참고). 1899년에는

1리 예하에 9동이, 2리 예하에 7

동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중 2

리 장도동은 2리 내 다른 동과

달리 통호수가 따로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으

로 운영되었던 듯하며 이에 따

라 1900년 호적에는 2리로부터

분리되어 장도리가 되었다.

1899년 해산면 호적에 등재된 387호 중 350호(90.4%)는 1900년 호적에

도 다시 기재되었다.287) 나머지 37호는 1900년 호적에서 존재를 찾을 수

283) 《호구총수》7책 평안도 정주 西面坊에 장도리와 도치곶리라는 지명이 등
장하여 해산면이 원래 서면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해산면에서 장도는 <그림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섬의 명칭이고, 도치곶은 목장이 있었던 해안가
지명이다. 본고 3장 2절 참고.

284) 호적책 말미의 이상조에는 1,720구로 기록되었다.
285) 호적책 말미의 이상조에는 1,677구로 기록되었다.
286) 장도리의 경우 1899년 호적책에는 二里 獐島洞으로 나타나는데, 1900년 호
적책에서 장도리로 분리된다.

287) 여기에는 호주에게 유고가 생겨 다른 동거친속이 代戶한 경우가 10호 포

<그림 3-5> 1899년-1900년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지명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臨時土地調査局 編, 

1914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국토지리정보원 DB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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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나 대신 36호가 1900년 호적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즉 탈락한

만큼 호가 새로 진입하면서 면의 총 호수가 387호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가 있었다.

<표 3-2>에서 보이듯 리별 총호수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존속호

350호 중에서 같은 리 내 다른 동으로 옮겨간 사례는 있지만288) 리를 넘

나드는 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1리에 등재된 호는 다시 1리에, 2리

에 등재된 호는 다시 2리에, 장도리에 등재된 호는 다시 장도리에 등재

되었다. 아울러 1리에서 16호가 탈락하면서 15호가 새로 등재되었고 기

존호 중 1호가 2호로 분호하여 총 16호가 생겨났다. 2리에서는 19호가

탈락하고 19호가 새로 등재되었으며 장도리에서는 2호가 탈락하고 2호가

새로 등재되었다. 리별로도 탈락한 호수만큼 정확히 같은 호수가 보충되

면서 리별 총호수가 고정되었다.

아울러 각 동의 호수도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1리

의 경우 동월동에서 네 호가 줄어든 대신에 신성동에서 다섯 호가 늘어

난 것 이외에 커다란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상동과 성동에서 호수가

똑같이 유지되었다. 2리의 경우 예하 모든 동에서 호수가 고정되어 있었

함되어있다. 또한 1899년의 한 호가 1900년 두 호로 分戶하여 1900년의 존속
호가 한 호 늘어나게 되었다.

288) 본고 3장 2절 참고.

지명 1899년 1900년 지명 1899년 1900년 지명 1899년 1900년
1리 180 180 2리 157 157 장도리 50 50
구성동 9 8 사기동 30 30
구암동 19 17 선미동 37 37
동월동 18 14 소록동 30 30
상동 21 21 안동 20 20
성동 50 50 영평동 20 20

신성동 7 12 창전동 20 20
용당동 30 31
용성동 14 13
호암동 12 14

<표 3-2> 1899-1900년 정주군 해산면 호적 리동별 호수            (단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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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단위별로 戶數가 고정되는 것은 해당 행정단위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총액과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1896년 이후 1호당 3냥씩 일괄적으로

戶錢이 부과되었다. 중앙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고자 지방 각 군에서 최

대한 실제에 가깝게 호수를 파악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각

군에서는 호수를 되도록 적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중앙정부가

더 많은 호를 파악하여 올리라고 압박하면 강하게 반발하고 시정을 요구

하기도 하였다.289) 한편 납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동납으로 이루어졌

다.290) 호적에서 면의 호수는 면에서 부담할 액수이고 리의 호수는 리에

서 부담할 액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단위별로 호수가 고정되는 것

은 필연적이었다.

이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 정주군 해산면에서는 道-郡-面-里-洞의

행정 체계가 구축되었고 리-동 간 위계가 강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부담

해야하는 세액이기도 한 호수가 행정단위별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리는 물론 동까지도 부세 행정에 최적화되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289) 이세영, 1992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 《역사와 현실》 7;
조석곤, 앞의 논문.

290) 이세영,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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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分洞과 作統을 통한 지방 지배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지배력

을 강화함에 따라 ‘郡-面-里’ 체계

가 유지되면서 말단 행정단위인

里가 더욱더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충청

남도 공주군 우정면은 분동이 어

떻게 진행되었는지 현전하는 사료

를 통해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사

례이다. 1789년 《호구총수》,

1896년(건양 1)에 제작된 五家作

統 문서, 1904년(광무 8) 신호적에

기록된 행정단위 명칭을 각 시기

별로 비교할 수 있다.

《공주군 우정면 오가작통》291)

(이하 《오가작통》)은 1896년 9

월 신호적 체제로 전환되기 직전

인 1896년 1월에 제작되어 구호적

과 내용과 형식이 비슷한 것이 특

징이다. 10호가 아니라 5호로 작

통되었고 주호에게 幼學, 良人 등

의 직역이 기재되었으며 호에 奴

婢가 등재된 경우도 있었다. 주호

는 직역, 성명, 연령, 본관, 四祖 정보를 기록하였고 처는 성명, 연령, 본

관만 적어 두었다(<그림 3-6> 참고).

우정면 신호적은 1904년(광무 8)에 제작되었다.292) 신호적 작성 원칙에

291)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1896 《公州郡牛井面五家作統》(원문: 學習院
大學校 도서관 소장)

292)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1904 《忠淸南道公州郡牛井面戶籍》(원문: 學

<그림 3-6> 건양 원년 1월 

《공주군 우정면 오가작통》

*출처: 忠淸南道 公州郡 五家作統, 국사편

찬위원회 소장(MF000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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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0호를 1통으로 작통하였

다. 호적표 양식에서 면-리-동

이 확인되지만 실제로 면과 리

까지만 기재되었다. 戶主 성명,

연령, 본관, 직업과 四祖(호적표

양식에서는 生父를 포함하여 五

祖) 정보가 파악된다. 처를 비롯

한 나머지 가족원 정보는 同居

親屬란에 기록되었다. 호 내 호

구수를 남녀별로 소계한 후 총

호구수를 기재하였다. 왼쪽 하단

에는 가택 정보도 (<그림 3-7>

참고).

<표 3-3>은 다소 장황하지만

세 자료에 나타난 리 편제 변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리의 이

름이 같거나 비슷한 것은 서로

연결하였다. 1789년 《호구총

수》에는 48개 리에 806호 2,441

구가 집계되었다. 1896년 《오가

작통》에는 60개 리에 762호

2,438구가 기록되었다.293) 1904

년 신호적에는 75개 리에 499호 1,462구가 등장한다.294) 구호적을 기반으

習院大學校 도서관 소장)
293) 호적 본문에 등장한 호구를 집계한 수치이며, 말미에는 “已上 七百五十八
戶 男 八百八十五口 女(공백)”라고 적혀있다.

294) 호적 본문에 등장한 호구를 집계한 수치이며, 말미 이상조에는 合戶 四百
九十九 作統 四十九統九戶 男 八百八十五 女 (보이지 않음) 合 一千五百二十
九口로 기록되어 있다. 리순은 77개까지 있는데 5번 오류리(5통9호-6통9호
11호 43구, 48통1호-48통3호 3호 11구, 총 14호 54구)와 14번 동천리(12통3호
-15통1호 29호 94구, 30통6호-32통3호 18호 53구, 총 47호 147구 5)가 두 번
씩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림 3-7> 

광무 8년 공주군 우정면 호적표

*출처: 忠淸南道 公州郡 牛井面戶籍, 국사편

찬위원회 소장(MF000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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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순번

1789년
지명

1896년
순번

1896년
지명

1904년
순번

1904년
지명

1910년
조선옛지명

2 웅진리 1 웅진 33 웅진리 남부면웅진리
2 신대 31 신대리 신대리

45 선무동 3 선무동 68 선무리 선무동
4 상미산 30 상미산리 상미리
5 삼보평

38 월명대 6 월명대 67 월명대리 월명리
25 여미산 7 미산 27 하미산리 하미리
20 구암 8 귀암리 1 귀암리 귀암리
10 감천리 9 감천 26 감천리 감천리

10 심산소리 24 심산리 심산리
11 문천 22 상문천리 상문동

8 문산리 12 문산
33 이목동 13 이목동 64 이목리 이목리

14 상촌 19 상촌리 상촌리
15 서산 9 서산리 서산리
16 상우 7 상우산리 상우리
17 월은 12 월은리 월은동

28 별운산 18 별운산 11 별운산리 별운산리
19 월곡 10 월곡리 월곡리

21 오류동 20 오■동 69 오류리 오류동
40 조왕동 21 조왕동
14 신곡 22 신곡 35 신곡리 신곡리

23 약산 37 약산리 약산리
24 성조동 52 성조리 성조동
25 장대 55 장대리 장대리
26 구화동
27 한산소 58 한산소리

37 영천리 28 영천 57 영천리
29 죽계 53 죽계리 죽계리
30 부곡 54 부곡리 부곡리

43 내동 31 내동 50 내동리 내동
6 약천리 32 약천 4 약천리
27 장재리 33 장재동

34 신기 21 신기리 신기리
35 신영리 남부면신영리

3 도고두 36 도산 45 도산리
*비고: ‘1910년 조선지명’은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

覽》, 200쪽 참고

<표 3-3> 1789년-1904년 공주군 우정면 행정 편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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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순번

1789년
지명

1896년
순번

1896년 
지명

1904년
순번

1904년
지명

1910년
 조선 옛 지명

37 안기 3 안치리 안치리
38 당산 46 당산리

47 서농리 39 서풍 15 서풍리 서풍리
40 서주막 73 서주막리 서주막리
41 철목 41 철목리 철목리
42 외동 71 외동리 외동
43 오류촌

12 문동동 44 문동 47 문동리 문동
45 상류 70 상류리 상류동

34 함적동 46 함적동 39 함적리 함적동
47 시인동 40 시인리

7 방축동 48 방축 18 방축리 방축리
49 윤산 32 중윤산리
49 윤산 77 윤산리

31 지계곡 50 지곡 48 지거곡리 지곡리
1 단평리 51 단평 단평리
29 분토동 52 분토동 2 분토리 분토리

53 월굴 16 월굴리 월굴리
13 동천 54 동천 14 동천리 동천리
16 목동 55 목동 6 목동리 목동
11 남화동 56 남화 8 남화리 남화리
44 평목 57 평목 44 평목리 평목리

58 해포 76 해포리
59 하모로원

4 용강리 60 용강 42 용강리 용강리
5 상방축
9 지산소
15 대현리
17 동질풍
18 검암 25 검암리 검암리
19 화양리
22 율리 율리
23 하조왕 60 하조리
24 중리 75 중촌리 중촌리
26 성무동
30 가장동
32 신평

*비고: ‘1910년 조선지명’은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

覽》, 200쪽 참고

<표 3-3> 1789년-1904년 공주군 우정면 행정 편제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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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순번

1789년
지명

1896년
순번

1896년 
지명

1904년
순번

1904년
지명

1910년
 조선 옛 지명

35 동성리
36 남산리 51 남산리
39 산직리
41 백련동
42 송곡리
46 입석리
48 삼괴정 66 오정리 오정리

23 하문천리 하문동
13 우천리 우천리
17 초평리
20 경운리
28 송산리 송산리
29 삼암평리
34 암회리 암회리
36 중대리 중대리
38 동리 동리
49 정토동리
56 화동리
59 준계리
61 동조리 동조리
62 반곡리 반곡리
63 표동리
65 평촌리 평촌리
72 오산리 오산리
74 노산리 노산리

경사동
남계리
상조리
상당리
하당리
운산리

*비고: ‘1910년 조선지명’은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

覽》, 200쪽 참고

<표 3-3> 1789년-1904년 공주군 우정면 행정 편제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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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 《오가작통》보다 신호적에 훨씬 많은 리가 기재되었고 8년 사이에

15개 리가 새로 등장하고 있어 分洞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896년에는 독립된 행정단위로 파악되지 않았던 지역이

1904년에 와서 새롭게 里로 편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는 검암리,

하조리처럼 1789년 리명에 연원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1896년에서 1904년 사이에 전체 호구수가 60%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표 3-4> 참고). 귀암리, 월곡리, 한산소리, 약천리를 제외한 모

든 리에서 1896년에 비해 1904년에 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면 전

체 호구수가 급감하고 있는 반면 리수가 늘어나고 있어 1904년에는 리별

로 할당된 호구수가 적었고 심하면 한 호밖에 없는 리도 있었다.295)

우정면에서는 面의 하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洞’과 ‘里’가 혼

용되고 있었다. 1789년에는 48개 리 중 18개가 里를, 14개가 洞을 칭하고

있었고 나머지 16개 리는 ‘리’나 ‘동’의 호칭 없이 그냥 지명만 표시되어

있었다. 1896년 《오가작통》에서는 洞으로 표시된 곳이 13개, 村으로 표

시된 곳이 1개, 里로 표시된 곳이 2개였고 나머지 45개는 단지 지명만

표시되어 있었다. 이들 지명 하단에 해당 단위의 책임자를 ‘里長’으로 칭

하고 있다. 즉 1896년 우정면에서는 면 예하 리의 명칭으로 ‘리’·‘동’·‘촌’

을 혼용하고 있었다. 1904년 신호적에서는 지명들이 모두 里란에 기재되

어있고 洞란은 전부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다. 따라서 목동리, 외동리처럼

‘~洞里’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

覽》296)에는 이들 지명이 다시 ‘洞’으로 지칭되고 있어 신호적에 기재된

지명은 里란에 洞을 적어 넣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95) 김건태, 2019a <조선후기 마을 위상과 전세량의 관계> 《韓國史論》 65
296)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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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순번

1896년 
지명

1896년 
호수

1896년 
구수

1904년 
순번

1904년 
지명

1904년 
호수

1904년 
구수

1 웅진 7 18 33 웅진리 3 8
2 신대 4 14 31 신대리 2 5
3 선무동 6 24 68 선무리 2 8
4 상미산 10 32 30 상미산리 5 18
5 삼보평 14 48
6 월명대 15 45 67 월명대리 8 23
7 미산 13 41 27 하미산리 11 29
8 귀암리 10 40 1 귀암리 12 38
9 감천 3 10 26 감천리 2 5
10 심산소리 19 67 24 심산리 5 14
11 문천 10 30 22 상문천리 6 15
12 문산 8 19
13 이목동 30 137 64 이목리 3 9
14 상촌 26 91 19 상촌리 7 23
15 서산 10 30 9 서산리 6 18
16 상우 8 28 7 상우산리 4 14
17 월은 12 43 12 월은리 6 20
18 별운산 10 27 11 별운산리 9 29
19 월곡 5 14 10 월곡리 6 18
20 오■동 17 74 5, 69 오류리 14 54
21 조왕동 36 132
22 신곡 5 10 35 신곡리 5 10
23 약산 13 40 37 약산리 2 4
24 성조동 5 19 52 성조리 4 8
25 장대 11 46 55 장대리 6 11
26 구화동 10 28
27 한산소 3 7 58 한산소리 4 11
28 영천 3 7 57 영천리 3 8
29 죽계 25 65 53 죽계리 15 49
30 부곡 6 18 54 부곡리 2 4
31 내동 19 58 50 내동리 6 18
32 약천 6 17 4 약천리 15 35
33 장재동 6 21
34 신기 7 23 21 신기리 2 5
35 신영리 5 20
36 도산 10 30 45 도산리 7 21
37 안기 10 36 3 안치리 7 22
38 당산 34 108 46 당산리 14 40
39 서풍 40 117 15 서풍리 32 98
40 서주막 5 23 73 서주막리 3 7
41 철목 10 24 41 철목리 6 14
42 외동 5 15 71 외동리 2 4

<표 3-4> 1896년, 1904년 공주군 우정면 리별 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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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순번

1896년 
지명

1896년 
호수

1896년 
구수

1904년 
순번

1904년 
지명

1904년 
호수

1904년 
구수

43 오류촌 4 25
44 문동 30 109 47 문동리 22 49
45 상류 5 13 70 상류리 2 4
46 함적동 7 21 39 함적리 6 15
47 시인동 7 18 40 시인리 4 9
48 방축 20 58 18 방축리 11 34
49 윤산 4 13 32 중윤산리 2 6
49 윤산 4 13 77 윤산리 5 15
50 지곡 17 61 48 지거곡리 9 42
51 단평 10 31
52 분토동 19 46 2 분토리 14 38
53 월굴 8 17 16 월굴리 6 19
54 동천 75 173 14, 43 동천리 47 147
55 목동 13 53 6 목동리 7 22
56 남화 3 10 8 남화리 2 7
57 평목 13 41 44 평목리 8 22
58 해포 5 13 76 해포리 4 11
59 하모로원 3 7
60 용강 8 20 42 용강리 5 15

13 우천리 13 34
17 초평리 12 46
20 경운리 2 6
23 하문천리 6 16
25 검암리 2 5
28 송산리 5 15
29 삼암평리 1 2
34 암회리 1 3
36 중대리 2 4
38 동리 1 3
49 정토동리 5 13
51 남산리 1 2
56 화동리 5 16
59 준계리 8 24
60 하조리 3 6
61 동조리 7 20
62 반곡리 7 23
63 표동리 1 5
65 평촌리 5 14
66 오정리 2 6
72 오산리 2 4
74 노산리 2 5
75 중촌리 6 18

<표 3-4> 1896년, 1904년 공주군 우정면 리별 호구수 (계속)



- 157 -

통
번

소속 리 (호수)
리
수

통
번

소속 리 (호수)
리
수

1 貴岩里(10) 1 26
三巖坪里(1) 上尾山里(5) 新垈里
(2) 中尹山里(2) 

4

2 貴岩里(2) 粉土里(8) 2 27
熊津里(3) 岩回里(1) 新谷里(5) 
中垈里(1)

4

3 粉土里(6) 鞍峙里(4) 2 28
中垈里(1) 藥山里(2) 東里(1) 
咸積里(6)

4

4 鞍峙里(3) 藥川里(7) 2 29 是人里(4) 哲目里(6) 2
5 藥川里(8) 五柳里(2) 2 30 龍江里(5) 銅川里(5) 2
6 五柳里(9) 木洞里(1) 2 31 銅川里(10) 1
7 木洞里(6) 上牛山里(4) 2 32 銅川里(3) 坪目里(7) 2
8 南化里(2) 徐山里(6) 月谷里(2) 3 33 坪目里(1) 道山里(7) 堂山里(2) 3
9 月谷里(4) 別雲山里(6) 2 34 堂山里(10) 1
10 別雲山里(3) 月隱里(6) 牛泉里(1) 3 35 堂山里(2) 問童里(8) 2
11 牛泉里(10) 1 36 問童里(10) 1
12 牛泉里(2) 銅川里(8) 2 37 問童里(4) 芝去谷里(6) 2

13 銅川里(10) 1 38
芝去谷里(3) 丁土洞里(5) 內洞里
(2)

3

14 銅川里(10) 1 39
內洞里(4) 南山里(1) 聖助里(4) 
竹溪里(1) 

4

15 銅川里(1) 西豊里(9) 2 40 竹溪里(10) 1
16 西豊里(10) 1 41 竹溪里(4) 富谷里(2) 場垈里(4) 3
17 西豊里(10) 1 42 場垈里(2) 花洞里(5)永川里(3) 3
18 西豊里(3) 月屈里(6) 草坪里(1) 3 43 韓山所里(4) 浚溪里(6) 2
19 草坪里(10) 1 44 浚溪里(2) 下助里(3) 東助里(5) 3
20 草坪里(1) 方丑里(9) 2 45 東助里(2) 盤谷里(7) 標洞里(1) 3
21 方丑里(2) 上村里(7) 京云里(1) 3 46 梨木里(3) 坪村里(5) 梧亭里(2) 3

22
京云里(1) 新基里(2) 上文川里(6) 
下文川里(1)

4 47 月明垈里(8) 仙舞里(2) 2

23 下文川里(5) 沈山里(5) 2 48
五柳里(3) 上柳里(2)  外洞里(2) 
吳山里(2)  西酒幕里(1)

5

24 檢岩里(2) 甘泉里(2) 下尾山里(6) 3 49 西酒幕里(2) 盧山里(2) 中村里(6) 3
25 下尾山里(5) 宋山里(5) 2 50 蟹浦里(4) 尹山里(5) 2
*비고: 리순은 호적대장 기재 순.

<표 3-5> 1904년 공주군 우정면 통별 소속 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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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호적대장에서 作統은 里를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러나 1888년·1891년·1894년 남원 둔덕방 호적중초사례를 보면 동리를 고

려하지 않고 坊 내 모든 호를 작통하면서 동일한 촌에 소속된 사람이 여

러 통으로 흩어져서 분산되어 있었다.297) 대한제국기 우정면에서도 19세

기 남원 둔덕방처럼 면 단위로 작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3-5> 참

고). 그 결과 10호를 1통으로 작통하면서 같은 리에 소속된 호를 다른

통으로 갈라놓기도 하고 한 통에 여러 리 호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48통

은 무려 5개 리에 소속된 사람들이 한 통에 작통되었다. 리수가 급증하

는 반면 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리별로 호구수가 매우 적게 할당

되었다. 1통 이상으로 작통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작통이 면에 맡겨지면서 리의 완결성을 흩어놓기도 하였다.

대체로 리순에 따라 작통되었으나 오류리의 경우 5-6통과 48통에 나누

어 작통되었고 동천리의 경우 12-15통과 30-32통에 나누어 작통되었다.

1896년과 1904년 공주군 우정면 호적을 검토한 결과 1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말단 행정단위 里에서 다소 과격한 세분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강하게 각 지방에

미치면서 기존 리가 더 작게 쪼개지면서 리수가 늘어났다. 당시 호수가

행정단위별로 부담해야 할 부세 액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호구수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유지되었다. 리별로 호구수가 너무 적어 10호 1통으로 작

통조차 할 수 없는 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주군에서는

면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작통을 담당하였고 리의 자체적 운영 질서는

문서 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오개혁기 이후 호구 파악·관리 체계가

내부 판적국-郡 체계로 일원화되면서 국가의 지배력이 하위 행정단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가장 하위 행정단위인 리는 중앙정부, 군

현, 면 등 상위 행정단위의 강한 지배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최

하위 행정단위인 리는 더욱 세분화되고 있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

297) 《屯德坊戶籍》 (한국 고문서학회, 1992 《古文書硏究》 3); 全炅穆, 1992
<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 屯德坊의 戶籍中草와 그 성격> 《古文書硏究》
3; 김건태, 2019a 앞의 논문; 본고 2장 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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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째 리의 하위 행정단위로 동이 설정되어 행정 체계가 더 정교화

되는 것이었다. 둘째, 기존 리를 더 쪼개어 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면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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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정운영에서 里-洞의 역할

1) 신호적의 호 편제 원칙과 실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원적인 호구 파악제도가 말단 행정단위를 급

격히 세분화하면서 지역에 따라 군-면-리 하에 洞이 공식적인 행정단위

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부세 운영이 행정 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

다는 것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호정운영에서 행정단위

로서 洞은 어떻게 기능하였고 동의 역할은 상위 행정단위인 리와는 어떠

한 관계에 놓여 있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3장 1절에서 검

토한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신호적을 더 상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단 신호적에 기재되는 호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신호적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표된 <호구조사규칙>(이하 규칙)과 <호구

조사세칙>(이하 세칙)에는 엄밀한 호구 파악을 지향했던 국가 정책 방향

이 드러난다. 호구의 은닉을 엄금하는 것은 물론298) 한 가족이어도 따로

살면 각각 호를 올리라고 요구하였다.299) 1년에 한 번씩 호구를 파악하

면서 前居地와 移居月日을 기재하게 하여 호 이동을 놓치지 않으려 하였

다. 호적표에 가택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게 하는 것도 행정단위 내에 있

는 家家戶戶를 모두 파악하여 등재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규칙>과

<세칙>에서 표명된 호구 작성의 원칙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호적의

戶는 거주 단위가 되는 집(=개별 세대)300), 口는 세대원이며 호적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한 문서여야 한다.

298) <戶口調査規則> 第四條 人民中에 原戶 隱匿야 漏籍거나 原籍內에
人口 故意漏脫 者 人民의 權利 許有치 아니 아니라 法律에 照
야 懲罰홈．

299) <戶口調査細則> 第一款 第三條　戶主의 父母兄弟子孫이라도 各戶에 分居
야 戶籍이 別有 時 該籍內에 塡入지 아니야 人口가 疊載치 아니케
며 一戶主가 原戶 成籍엿 他戶에 別居야 別居 戶籍을 新成
 時 該籍內에 原籍 某地方을 欄外另行에 註明야 考閱에 便易케 홈

300) 본 논문에서 ‘개별 세대’는 한 집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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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는 달리 신호적에 지역 내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이 등재되지 않

았다는 것이 여러모로 증명되었다. 1906년(광무 10) 管稅官官制가 실시

된 이후부터 각 지역별로 호구 파악률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이전에 작성된 호적에서 사실상 모든 호구를 파악하여 등재하지 않았

다.301)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된 호적과 양안을 비교했을 때 호적에

등재된 호수와 양안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대 수가 다르므로 지역 내 존

재하는 모든 집이 호적에 기록되지 않았다.302) 즉, 1906년 이전 호구 기

록은 모든 집과 사람을 파악한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신호적이 개별 세대의 실제 거주 현황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확인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호적상 한 호의

구성원들이 실생활에서도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호가

집을 단위로 한 개별 세대였는지 밝혀져야 한다. 둘째, 신호적에서 호의

존속, 탈락, 등장 등 호에 일어난 변화상303)이 실제 이주와 관련되어 있

301) 管稅官官制 실시 이후에는 寢食의 용도로 쓰이는 한 호에서 독립된 생계
를 유지하는 경우 戶稅를 부과하며 異炊하더라도 호주에게서 비용을 지급받
는 경우는 독립호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한다(조석곤, 앞의 논문 155
쪽). 실제로 관세관관제가 실시된 이후 이전보다 파악되는 호구수가 2배 이
상으로 급증하며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도가 자연 상태인 피라미드에 가까워
지고 있었다. 현전하는 대한제국기 호적(1896-1908)에 모든 인구가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가 자연적이지 않다(이정주, 2017 <구한
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 《한국학연구》 46). 관세
관관제 실시 이후 작성된 신호적에서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형
태로 자연스러워지고 집이 호로 파악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임학성의 연구에
서 밝혀진 바 있다(임학성, 2017 앞의 논문).

302) 이영훈은 충청남도 연기군 동일면의 광무양안과 호적표를 비교하면서 양
안의 家垈 524호, 호적상 호 316호로, 호적의 호가 더 적은 것을 밝혔다(이영
훈, 1990 <광무양전에 있어서 <시주> 파악의 실상> 《대한제국기의 토지제
도》, 민음사). 오성은 경기도 광주부 북방면의 광무양안과 호적표를 비교하
면서 양안의 가대수 422호, 호적의 호수 227호이며,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
는 사람들이 호적에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오성, 2001 <戶籍으로
본 韓末 농촌지역의 戶의 구성-京畿道 廣州府 北方面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연구》 18). 손병규는 경상남도 단성군 배양면의 호적표, 가사표, 가
호안을 분석하여 각 자료에서 파악하는 가옥 현황이 서로 달랐으며 호적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가호안의 내용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을 가능성을 주
장하였다(손병규, 2005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단성 배양리와 제주 덕수리
의 사례> 《大東文化硏究》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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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는 크게 두 종류이다. 첫 번째는 1899년(광무 3)

과 1900년(광무 4)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호적대장이다(이하 각각 광

무 3년 호적, 광무 4년 호적).304) 호적에서 호구가 탈락하거나 새로 등장

할 때 그 사유가 거의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호구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두 해 분의 자료에서 동일한 호구를 찾아 연결해야 한다. 해산면

호적대장의 경우 광무 3년과 광무 4년의 기록이 연속되어 호구 변동을

추적할 수 있다.

호적상 호 변동이 의미하는 바는 호적이 아닌 다른 자료와 호적을 비

교함으로써 분명해질 것이다. 광무양안은 여러 연구에서 호적과 함께 분

석되었다. 다만 정주군 해산면에는 현전하는 광무양안이 없으므로305) 牧

場量案을 활용해 보려 한다. 하나는 1899년(광무 3) 8월에 제작된 《定

州郡所在海山二里牧場土量案》(이하 광무 3년 목장양안)306)이다. 다른 하

나는 1902년(광무 6) 7월에 제작된 《平安北道定州郡海山面二里牧場土田

畓尺量成冊》(이하 광무 6년 목장양안)307)이다. 목장양안에 기재된 여러

303) 신호적은 작성 기간이 1896년부터 1908년까지로 짧고 대개 한 행정구역
(면) 당 단 1년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호구 변동 관련 연구에 제약이 많
다.

304)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1899 《平安北道定州郡戶籍表案第九海山》,
(원문: 일본 學習院大學校 도서관 소장);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1900,
《平安北道定州郡戶籍表案第九海山》, (원문: 學習院大學校 도서관 소장). 이
미 공개된 인하대학교 근대호적 연구실 전산데이터베이스를 연구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305) 광무양전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광무 시기의 양지아문양전과 지계아
문양전 모두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영학, 2010 <광무
양전사업 연구의 동향과 과제>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522-523쪽 참고.

30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9634.
3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2220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서 목록
을 확인해보면 이 자료는 경리원 역둔토 성책(《經理院驛屯土成冊》 奎
21894)에 들어있는 “《平安北道定州郡海山面二里牧場土田畓改尺量成冊》(光
武6年)”과 동일한 자료로 보인다. 경리원 역둔토 성책은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하여 제작된 연관성 없는 자료들을 한 데 묶어서 책으로 만든 것으로, 해
산면 목장양안은 어색하게도 경상도 지역의 역둔토 자료와 합철되어있다. 경
리원 역둔토 성책의 문서분류체계가 무너진 데에 대해서는 박성준, 2008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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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작인, 토지, 가옥 관련 기록을 호적에 등재된 호구 기록과 비교

할 수 있다.

정주군 해산면308) 2리 지역은 조선전기부터 정주 都致串 목장 소재지

였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도치곶 목장은 평안도에 있는 4개의 목장

중 하나였다.309) 1899년(광무 3)에 제작된 《定州邑誌》310)에 따르면 도

치곶은 州(정주 읍치)에서 서남쪽으로 5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한

다.311) 《증보문헌비고》에도 廢牧場 목록 중 평안도 도치곶(정주)을 찾

을 수 있다. ‘평안도의 네 목장이 병란에 치폐되었는데 백성을 모아 밭을

일구어 세입을 거두어 말먹이에 보탤 것’이라고 기록되어있다.312) 늦어도

조선후기부터 목장토를 백성에게 분급하여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도

조를 거두어 들였음을 알 수 있다. 18-19세기에 제작된 여러 고지도에서

도 도치곶 목장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廣輿圖》 중 定州牧地圖313), 1861년 제작된 金正浩의 《大東輿地

圖》314) 등에서 ‘牧場’·‘牧’ 등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도치곶 목장이다.

理院의 驛屯土 문서 분류와 분류 체계의 변형> 《규장각》 32를 참고. 현재
역둔토 성책에 합철된 광무 6년 해산면 목장양안은 목록에는 존재하나 규장
각한국학연구원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平安北
道定州郡海山面二里牧場土田畓尺量成冊》(奎 22200)을 이용했으며, 《各司謄
錄》 40 平安道篇 12(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90)에 영인되어있다. 자료 말
미에 조사 담당관(사검위원)과 정주군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상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특정한 원본으로부터 등사된 자료로 보인다.

308) 정주군 해산면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는 본고의 3장 1절을 참고.
309) 평안도의 네 목장은 철산의 대곶, 가도, 선천의 신미도, 정주의 도치곶에
있었다. 《成宗實錄》 권 성종 1년(1470) 1월 4일 기사 참고.

310) 《定州邑誌》의 제작 시기는 전국적으로 읍지상송령이 내려졌던 광무 3년
(1899)으로 알려져 있다. 官案 牧使條에 기록된 마지막 군수는 홍순욱(洪淳
旭, 재임 1895-1897, 《承政院日記》 고종 32년 11월 15일, 고종 34년 11월
15일 기사 참고)이다. 다만 坊里條에 해산면이라는 지명이 아예 없고, 官員條
에서는 행정단위의 수장을 郡守가 아닌 牧使로 칭하고 있어, 이전에 편찬된
읍지를 바탕으로 하면서 최신 내용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311) 《定州邑誌》 山川條, “都致串在州西南五十里 有牧場連陸” (이태진, 이상찬
편, 《朝鮮時代私撰邑誌》, 韓國人文科學院, 1990).

312) 《增補文獻備考》 권 125 兵考 17 附 廢牧場條
313) 《廣輿圖》 (奎古4790-5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14) 김정호, 《大東輿地圖》 (奎1033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164 -

광무 3년 목장양안은 전국의 내장원 세원과 賭租를 파악하려 한 光武

査檢(1899-1900) 때 제작된 것으로 자료 말미에 당시 평안도 일대에 파

견된 궁내부 사검위원 朱學炳의 성명이 적혀있다.315) 필지별로 논밭의

등급(上-中-下), 斗落(논) 혹은 日耕(밭)316), 작인 성명만 간단하게 기록

315) 전국의 목장토는 갑오승총(1894) 이후 궁내부, 탁지부, 군부 등으로 이속되
었다가, 이후 일괄적으로 궁내부 내장원 관할이 되었다(배영순, 1979 <韓末
驛屯土調査에 있어서의 所有權紛爭- 光武査檢期의 紛爭事例에 대한 分析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25). 광무사검 때 파견된 사검위원 명단은 박진
태, 1995, <대한제국 초기의 국유지 조사 – 1899, 1900년의 査檢을 중심으
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454쪽 <표 1> 참고.

316) 해산면 목장양안에서 논[畓]의 단위는 石落-斗落-升落-合落으로, 1석은 15
두, 1두는 10승, 1승은 10홉과 같다. 밭[田]의 단위는 日耕-時耕-小이며, 1일
경은 6시경, 1시경은 소 10과 같다. 《正祖實錄》의 기사에 따르면 平田
3,070일 3시경과 山田 3,394일 3시경의 합을 6,465日耕으로 정리하고 있어, 1

<그림 3-8> 광무 3년 해산면 목장양안

*출처: 《定州郡所在海山二里牧場土量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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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림 3-8> 참조). 광무 6년(1902) 목장양안의 경우 부분적으로

다른 지역의 광무양안과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 논에 대해서는 양전

방향, 두락과 작인 성명만 기록되어있다. 반면에 밭에 대해서는 양전방

향, 田形,317) 長廣尺數, 일경, 작인 성명, 四標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

였다(<그림 3-9> 참조). 해산면 목장양안은 해산면 2리 소재의 목장토

에 대하여 목장(→내장원)에 賭租를 부담하는 작인들을 등재하였다.318)

작인은 목장토를 借耕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목장토를 실질적으로 소

일경=6시경임을 알 수 있다(《正祖實錄》 권 41, 정조 18년(1794) 11월 19일
기사). 한편 최원규는 광무양안을 토대로 1日耕=4時耕=32刻耕으로 정의하였
는데(최원규, 1995 <대한제국기 양전과 관계발급사업> 《대한제국의 토지조
사사업》, 민음사, 265쪽), 본 자료에서 사용하던 계산법과 맞지 않는다.

317) 광무 6년 목장양안에 기재된 전형의 종류는 直田, 方田, 圭田, 梯田, 勾股
田, 梭田, 圓田, 弧田, 三廣田 등이며, 그 중 직전이 84%를 차지한다.

318) 광무 3년 목장양안 이상조에 따르면 목장(→내장원)에 매 石落(=15斗落)
당 5냥 8전씩 賭租가 책정되어 있었다. 1두락으로 환산하면 약 3전 9푼 정도
이다. 참고로 이 시기 兩南 이외 지역의 역둔목토에는 논 1두락당 2냥, 밭 1
두락당 4전을 납부하며 밭 1일경이 논 7두락으로 환산되었다고 한다(배영순,
1979 앞의 논문 참고).

<그림 3-9> 광무 6년 해산면 목장양안

*출처: 《平安北道定州郡海山面二里牧場土田畓尺量成冊》,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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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사람일 수도 있다.319) 목장양안에 기재된 땅이 해산면 2리의 모든

농토를 다 포괄한 것인지는 이 자료만을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목장

양안의 작인은 이 지역에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정의해 본다.

두 자료에 등장하는 지명이 같아서 비교가 더욱 용이한 장점도 있다

(<그림 3-10> 참고). 호적에는 해산면 2리에 소록동 → 사기동 → 영평

동 → 창전동 → 안동 → 선미동의 순으로 洞名이 기재되어 있다. 광무

3년에 목장양안에서는 선미원 → 안동원 → 창전원 → 영평원 → 소록원

→ 사기원의 순으로, 광무 6년 목장양안에서는 員이 생략된 채 창전 →

영평 → 범우 → 소록 → 사기 → 안동 → 선미의 순으로 지역 이름이

319) 契나 里 등 개인이 아닌 단체가 목장토의 작인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목장토를 해당 단체의 작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해산면 목장토가
민전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그림 3-10>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2리 동명 비정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臨時土地調査局 編, 1914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국토

지리정보원 DB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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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양안은 들판명인 ‘員’ 단위로 작성된다.320) 호

적의 洞과 양안의 員은 다른 범주의 개념인데도 광무 6년 양안의 ‘범우’

라는 지명을 제외하면 호적의 동명과 목장양안의 員名이 정확하게 일치

하고 있다.

<표 3-6>은 광무 3년과 4년 해산면 2리 호적대장에 기재된 호구수,

광무 3년과 6년의 목장양안에 기재된 필지와 작인수를 지명별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광무 3년과 4년 2리 호적에는 총 157호가 속해 있었다.

구수는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호수의 경우 2리 전체 호수는 물론

동별로도 호수가 일치하고 있었다. 목장양안의 경우 광무 3년에 총 415

명, 광무 6년에 총 483명의 작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작인은 대부분 남성

이고 여성은 광무 3년 양안과 광무 6년 양안에 각각 9명씩 기재되어 있

다.321) 學界, 가문계(金門契, 朴門契 등), 소록리322)와 같이 작인이 단체

320) 김건태, 2019a 앞의 논문.
321) 광무 3년과 6년 목장양안에서 여성의 성명은 모두 ‘姓+召史’의 형식으로
기재되었다. 같은 성을 쓰는 소사가 한 자료 내에서 여러 번 등장할 경우에
는 이들이 동일인인지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다른 사람
으로 간주하였다. 참고로 광무 3, 4년의 해산면 호적에서는 혼인한 모든 여성
의 성명을 ‘姓+氏’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자료

지명

호적 목장양안
광무 3년 광무 4년 광무 3년 광무 6년

戶數 口數 戶數 口數 필지수 작인수 필지수 작인수
선미 37 118 37 111 117 70 134 80
안동 20 106 20 99 308 112 359 138
창전 20 79 20 92 224 91 266 98
영평 20 113 20 114 134 57 129 60
소록 30 179 30 167 438 145 311 98
사기 30 129 30 128 336 95 453 101
범우 0 0 0 0 0 0 199 96
합계 157 724 157 711 1,557 570 1,851 671

*비고: 표에서 목장양안 작인수의 합계는 지명별로 등재된 작인 수를 단순 합산한 연인

원으로, 한 사람이 여러 지명에 등재된 경우 중복하여 집계된다.

<표 3-6> 해산면 호적과 목장양안에 등재된 호구, 필지, 작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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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도 각각 12건, 7건을 찾을 수 있었다.

해산면 호적과 목장양안의 제작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산면

호적이 광무 3년(1899) 1월에 만들어졌고 같은 해 8월에 목장양안이 만

들어졌다.323) 이듬해인 광무 4년(1900)에 1월에 호적이 이 제작되었고 2

년 뒤인 광무 6년(1902) 다시 목장양안이 제작되었다. 즉 제작 시기에

따라 광무 3년 호적 → 광무 3년 목장양안 → 광무 4년 호적 → 광무 6

년 목장양안의 순서로 자료를 배치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의 관점

에서 각 자료에 나타나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해산면 호적과 2리 목장양안은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의 사람들을 기

재한 문서이기 때문에 두 자료에 나타나는 사람 중 동일 인물을 찾아 연

결하여 분석할 수 있다.324) 자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두 자료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해산면에 거주하면서 戶錢에 대하여 책임을

짐과 동시에 목장토에 대한 도조를 납부하는 자들일 것이다. <표 3-7>

를 보면 목장양안의 작인 중 30% 미만의 사람만 호적에서 찾을 수 있었

322) 호적에는 2리 소록‘洞’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양안 작인명에 소록‘里’로 기
재되었다.

323) 광무 3년 호적에 기록된 정주군수는 李晳鎬이며 광무 3년 양안에 기록된
정주군수는 趙昌均이다. 이석호는 1897년 정주군수에 임명되었고(《승정원일
기》 고종 34년(1897) 11월 15일), 조창균은 1899년에 정주군수로 임명되었다
(《承政院日記》 고종 36년(1899) 6월 25일).

324) 호적과 광무양안을 연결하여 비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양안에는
戶名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어서 호적과 연결이 어렵다고 한다(조석곤, 1990
앞의 논문; 이영훈, 1990 앞의 논문; 김건태, , 2018 <대한제국 호적과 양안의
상호 관련성>《韓國史論》 64). 목장양안에서 일반적으로 호명을 기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해산면 목장양안에도 ‘姓+馬石’, ‘姓+未力’ 등 호명으로 보이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한다.

    목장양안
호적

광무 3년 양안 광무 6년 양안
확인 미확인 합계 확인 미확인 합계

광무 3년 
호적

122명
(29%)

293명
(71%)

415명
(100%)

134명
(28%)

349명
(72%)

483명
(100%)

광무 4년 
호적

117명
(28%)

298명
(72%)

415명
(100%)

130명
(27%)

353명
(73%)

483명
(100%)

<표 3-7> 호적에서 목장양안 작인 확인 가능 여부



- 169 -

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목장양안 작인 중 약 90% 정도가 해산면 2리에

등재되어 있었던 반면 1리와 장도리에 기재된 경우는 소수였다. 목장양

안에 등재된 작인들이 반드시 해산면에 거주할 필요는 없지만 호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70%의 작인을 모두 부재지주로 간주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호적에서 파악한 사람이 실제 이 지역 거주자

보다 적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 호적에서는 가옥의 종류와 기유/차유 여부, 집

의 칸수까지 파악하게 되어있었다. 호적표 양식의 家宅欄에는 각 호가

소유[己有]하거나 빌린[借有] 집의 종류(瓦家 혹은 草家)와 칸수를 기재

하였다. 前居地欄에는 해당 지역 호적에 편입되기 이전에 등재되었던 곳

의 지명을, 移居月日欄에는 이주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기록하였다. 아울

러 <규칙>과 <세칙>에서도 집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칙> 제 4조는 호구를 은닉할 때 법률에 의하여 징벌할 것을

명시하였다. <세칙> 1관 9조는 가옥의 신축, 증축 등 가옥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할 관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와 같은 원칙을 잘 준수했다면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집이 호적에 호로

등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장양안에서는 같은 시기 광무양안과 달리 해당 지역 내의 家垈를 일

일이 필지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다만 광무 6년 목장양안에는 밭 필지

四標 중에 ‘성명+家’로 기재된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에 있었던 집의 존

재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 家主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의미를 부여하

면 2리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빌려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원

칙에 따르면 해산면 호적에 호주로 등재되었어야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표 3-8>을 보면 양안의 가주 중 약 30% 정도만 광무 3, 4년

호적에 기재되었다. 2-3년 사이 일어날 법한 이주 등을 고려해도 호적의

가옥 파악률이 높은 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시기 해산면 호적은 해

당 지역에 있는 모든 집을 호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광무 3년과 6년의 목장양안에 따

르면 김처화는 창전의 작인이었으며 광무 6년 목장양안에 따르면 창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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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있었다. 그의 아들 김용려 역시 두 시기의 양안에서 모두 창전의

작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김처화는 호적에는 口로 파악되지 않은

채 아들 김용려(호주)의 父 정보란에만 기록되어있다.325) 정황상 父子가

모두 창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겠으나 양안에 집주인이라고 명시된 김

처화는 호적에 개인[口]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아들이 호주

로 등재되었다.

호적의 호가 개별 세대라면 한 호에 등재된 사람들은 같은 거주 공간

에서 생활을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 개별 세대에서 호주와 동거하는 가

족 구성원은 모두 同居親屬란에 기재된다. <세칙> 제 1관 3조에 따르면

호주의 부모 형제 자손이라도 따로 살면[分居] 호적을 각자 가질 수 있

었다. 1관 4조에 따르면 집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에 친지의 寄

口로 등록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호적에 등재되는 호는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동거친속란에 기록되지 않는 예외성이 인정된다.

목장양안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각 집의 정확한 위치나 가족 간의 동거

여부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다만 목장양안의 작인을 해산면 호적에서 찾

을 수 있는 경우 약 72%는 호적에서 戶主로 기재되어 있지만 호주 직계

인 子이나 孫子, 혹은 방계인 弟, 叔父, 姪子, 從弟 등으로 등재된 경우도

있었다. 호적에서 한 호에 2명 이상의 목장양안 작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표 3-11> 참고), 각자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호

주와 그의 아들, 호주와 동생, 호주와 조카 등이 한 호에 편성되어있다는

325) 광무 3년 해산면 호적 2리 창전동 10통 8호 호주 김용려 30세, 광무 4년
해산면 호적 2리 창전동 10통 3호 호주 김용려 31세

     지명
등재여부 

선미 안동 창전 영평 소록 사기 범우 합계

호적 등재 12 5 6 6 2 31
호적 미등재 3 29 7 4 17 9 5 74

합계 3 41 7 9 23 15 7 105

<표 3-8> 광무 6년 목장양안 가주의 호적 등재 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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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앞서 언급한 立戶의 원칙에도 들어맞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도 호주가 자신의 가족은 물론 독립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동생

가족, 조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은 중 상당수는 실제

로 각각 독립된 자연가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있었다. 호적에서 한 호에 2명 이상의 목장양안 작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표 3-11> 참고), 각자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호

주와 그의 아들, 호주와 동생, 호주와 조카 등이 한 호에 편성되어있다는

 호내위상
호적연도

호
주

자 제
손
자

사
위

숙
부

질
자

종
제

부
생
부

조
부

합
계

광무 3년 88 15 6 3 1 2 1 1 3 1 1 122
광무 4년 85 11 8 3 2 1 1 4 1 1 117
*비고: 부, 생부, 조부는 호적 상 四祖 성명으로, 조부는 생존 여부를 알 수 없음.

<표 3-9> 광무 3년 목장양안 작인의 호적상 호내위상 

(단위: 명)

호내위상
호적연도

호
주

자 제
손
자

사
위

숙
부

질
자

종
제

부
생
부

조
부

합
계

광무 3년 96 16 8 4 1 2 1 1 3 1 1 134
광무 4년 93 14 9 3 2 1 1 5 1 1 130
*비고: 부, 생부, 조부는 호적 상 四祖 성명으로, 조부는 생존 여부를 알 수 없음.

<표 3-10> 광무 6년 목장양안 작인의 호적상 호내위상 

(단위: 명)

자료
호당
작인수

3년 호적
-3년 목장양안

3년 호적
-6년 목장양안

4년 호적
-3년 목장양안

4년 호적
-6년 목장양안

1명 90 96 86 90
2명 12 12 11 12
3명 1 3 1 3
합계 103 111 98 105

*비고: 호적 상 호주와 그의 四祖가 동시에 양안에 작인으로 기재된 경우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음

<표 3-11> 호적상 한 호 내의 목장양안 작인 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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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앞서 언급한 立戶의 원칙에도 들어맞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도 호주가 자신의 가족은 물론 독립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동생

가족, 조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은 중 상당수는 실제

로 각각 독립된 자연가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한치정과 한치경은 광무 3년, 4년 해산면

호적에서 같은 호(두 해 모두 2리 영평동 7통 10호)에 호주와 弟로 기록

되었으며 각자 처자식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은 광무 6년 목장양안에

작인으로 기재되어 각자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집주인

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각자 목장양안의 작인이면서 집주인

이기도 한 양상천과 양정수는 호적에서 호주와 숙부 사이로 기록되어 있

다(광무 3년 소록동 3통 10호, 광무 4년 소록동 2통 6호). 이는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던 둘, 혹은 그 이상의 개별 세대가 합쳐져서 하나의

호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최소한 해산면에서 호적에 등재된 호가

가옥이나 개별 세대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단위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천명한 호구 조사의 원칙은 개별 세대의 실제 거

주 현황을 파악하여 호적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료 분

석 결과 호는 가옥 단위로 차정된 것도 아니었고 개별 세대를 기초로 만

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 시기 행정단위별로 등재될 수 있는 호수가 정

해져있음을 고려하면326) 호는 행정단위별로 호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편

제되고 차정되는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26) 본고 3장 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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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里-洞 간 위계와 호 조정 방식

신호적에 등재된 호가 조선후기 호적에 등재된 호와 마찬가지로 편제

된 것이라면 호 변동 역시 호정운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한제국

기 위계화된 ‘군-면-리-동’ 행정체계 하에서 각 행정단위는 호정운영에

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가. 여기에서는 리가 세분화되면서 등

장한 리-동 사이에서 상위 행정단위의 지배력이 어떤 식으로 하위 행정

단위에 미치고 있었는지 양자 간의 위계에 주목할 것이다.

광무 3년과 광무 4년 해산면 호적에서 동일한 호구를 찾아내 연결하여

호구 변동 양상을 검토할 수 있다. 광무 3년 호적에 등재된 1,624명 중

1,346명이 광무 4년 호적에도 존속하였고 278명이 탈락하였으며 331명이

새로 등장하였다. 호는 전체 387호 중 37호가 탈락하고 37호가 새로 등

장하였다.327) 전체 중 10%의 호, 17%의 사람이 다음 해의 호적에 다시

등장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은 1년 만에 해산면을 떠나 다

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일까? 이는 호적 분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해

산면 호적과 목장양안 제작 순서[광무 3년 호적(1월) → 광무 3년 목장

양안(8월) → 광무 4년 호적(1월) → 광무 6년 목장양안(7월)]를 감안하

여 광무 3년-4년 사이의 호구변동과 광무 3, 6년 목장양안의 작인 기록

을 상호 비교해 보자.

<표 3-12>를 보면 광무 6년 양안의 작인 중 광무 3년 해산면 2리 호

적에 기재된 작인은 총 108명이고 그 중 12명이 탈락하였다. 이 탈락자

들은 광무 3년-4년 사이 해산면 2리 호적에서 탈락한 호 19호 중 9호의

호주이기도 하다. 즉, 광무 3년 호적에서 탈락한 사람 중 약 절반은 3년

뒤에도 여전히 이 지역에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다. 단적인 예가 장용원의 사례이다. 장용원 호는 광무 3년 호적에서 사

기동 5통 3호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광무 4년 호적에서 탈락하였다. 그런

데 장용원은 광무 3년 양안은 물론 광무 6년 양안에도 사기 지역 작인으

로 등재되었으며 광무 6년 양안에서는 사기에서 집주인으로 기록되어있

327) 본 논문 3장 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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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호적에서 사

라진 호구 중 일부

는 여전히 해당 지

역에 거주하면서 생

활을 영위해 나갔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표 3-12>에서

광무 3년 호적에는 기록이 없다가 광무 4년 호적에 새로 등장한 사람이

총 8명이며 이들은 2리의 신입호 19호 중 7호의 호주이다. 이들 중 7명

은 5개월 전에 만들어진 광무 3년 목장양안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광무 3년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과 삼촌지간, 사촌지

간 등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호적에서 새로 등장하는 사람 중 일

부는 원래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호적에 등재되지 않다가 특정 시점에

호구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광무 3-4년 사이 호가 이동한 경우를 검토해보자. 광무 3-4

년 해산면 호적에서 里 사이 호 이동은 전혀 없으므로 洞을 분석 기준으

로 삼는다. 해산면 2리 호적에서 이동한 호는 해산면 호적에서 아예 탈

락한 호(D) 19호와 다른 동으로 전출한 호(A) 12호를 합쳐 총 31호가

된다. 2리에 소속된 총 157호 중 약 20%의 소속 행정단위가 바뀌는 것

이라 결코 적은 사례는 아니다. 나아가 두 해 동안 총 호수가 동별로도

똑같이 유지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같은 동 안에서 호의 총 감

소분(A+D)과 총 증가분(B+E)을 더하면 0이 되고 2리 내에서 이동한 호

의 소계(C)와 해산면 호적 전체에서 탈락하거나 새로 등장한 호의 소계

(F)를 더하면 정확히 0이 된다.

호적에서 호의 동 이동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호

적에서 3년간 동 이동이 확인되는 호를 제시하고 이를 목장양안에 기재

된 이들의 경작지 지명 기록과 비교하였다.(<표 3-14> 참고) 광무 2년

의 동명은 광무 3년 호적에서 前居地란을 통해 확인하였다.328) 위에서

 사람
존속여부

광무 3년 호적의
양안 작인

광무 4년 호적의 
양안 작인

존속 96
탈락 12
신입 8

<표 3-12> 광무 3-4년 해산면 2리 호적에서 

         광무 6년 양안 작인의 존속 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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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사례를 동 이동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소속된 동이 A동 → B동 → A동으로 변하는 경우

로 1, 4, 11, 12번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이 실제 이주를 반영한 결

과라면 이들은 A동에 거주하다가 1년 뒤 B동으로 이사한 후 1년 뒤 굳

이 다시 A동으로 돌아온 것이다. 두 번째는 3년 동안 소속된 동이 A동

→ B동 → B으로 변하여 A동에서 B동으로 아예 이주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3, 5, 6, 7, 8, 9, 10번 사례). 그런데 3번과 10번의 경우 광무 6

년 목장양안에서 집주인으로 기록되어 집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 10

번 승윤택호는 광무 2년 이후 호적에서 안동에서 선미동으로 이동하였다

고 하는데 목장양안에 따르면 그의 집은 선미동이 아니라 안동에 있었다

고 한다. 3번 양상천 호는 광무 2년 이후 호적에서 소록동에서 사기동으

328) 광무 3년 호적에는 2리에 속한 호에만 전거지가 17건 적혀있는데 지명만
기재되고 이전 전거지에서 통호수나 이거월일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호적이
매년 작성되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전거지란과 이거월일란의 기재가 호적이
작성되기 직전 1년간의 이주 기록이어야 한다. 그러나 전거지와 이거월일 기
록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한성부 호적의 분석 사례를 보면 실제로 1년보다
훨씬 이전의 기록, 심지어는 10여 년 전의 이주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金
泳謨, 1982《韓國社會階層硏究》, 일조각, 168쪽 <表 2-23> 참고). 이 글에서
는 당시 호적 작성 주기의 원칙에 따라 1년 전인 광무 2년의 거주지로 기록
하였다.

동명
광무 3년 

동별 
호수

광무 3년 - 4년 호 변동 여부
광무 4년 

동별 
호수

2리 내 이동 해산면 외 이동
다른 

동으로 
전출
(A)

다른 
동에서 
전입
(B)

소계
(C)

호적 
탈락
(D)

호적 
신입
(E)

소계
(F)

선미동 37 -2 1 -1 -4 5 1 37
안동 20 -1 1 0 -2 2 0 20

창전동 20 -3 2 -1 -4 5 1 20
영평동 20 0 2 2 -3 1 -2 20
소록동 30 -3 5 2 -5 3 -2 30
사기동 30 -3 1 -2 -1 3 2 30
합계 157 -12 12 0 -19 19 0 157

<표 3-13> 광무 3-4년 2리 호적에서 동별 호 출입 현황         (단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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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였는데, 광무 6년 목장양안에서 집이 범우에 있었던 것으로 확

인된다. 범우는 해산면 2리 지명 지도(<그림 3-11>)을 보면 소록과 사

기 사이에 있는 지명이고 대체로 소록동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아래

<표 3-15>참고). <표 3-14>에 등장한 지명을 2리 지도에서 확인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인접한 동 사이에 호 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선미동-안동 간의 이동이 12건 중 5건이나 된다(6, 7, 8,

9, 10번 사례).330)

호적에 등재된 목장양안 집주인을 대상으로 목장양안에 기록된 집의

소재지와 그들의 호적상 소속 동을 비교해 보았다. 총 31명 중 목장양안

의 집 소재지와 호적에 등재된 동명이 일치하는 경우는 17건(54%)이다.

329) 광무 3년 양안에는 호적상 손자인 김문행만 작인으로 기재되었고, 광무 6
년 양안에는 호적상 호주인 김희순, 손자인 김문행이 작인으로 기재되었다.

330) 참고로 광무 3년부터 4년까지 2년간 동 변경 사례에서는 소록동-사기동
간의 이동이 12건 중 4건으로 가장 많다.

순
번

호주
성명

광무 2년
호적 

광무 3년
호적

광무 4년
호적

광무 3년 
양안 필지 소재

광무 6년 
양안 필지 소재 

家
소재

1 박지현 창전 소록동 창전동 소록 소록
2 이영 西面 소록동 영평동

3 양상천 사기 소록동 소록동 소록, 사기
소록, 사기, 

범우
범우

4 박종수 소록 사기동 소록동 소록, 사기
소록, 사기, 

범우
5 이상규 안동 창전동 창전동
6 김길갑 선미 안동 안동 안동 안동
7 임호경 선미 안동 안동
8 김성권 선미 안동 안동
9 김희순 안동 선미동 선미동 안동329) 안동
10 승윤택 안동 선미동 선미동 안동 창전, 안동 안동
11 박영걸 소록 선미동 소록동
12 김상준 창전 선미동 창전동
*비고: 西面은 정주군 면명으로 해산면 북서쪽 소재. 

<표 3-14> 광무 2년-광무 4년 호적에서 연속적으로 洞名이 확인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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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양안과 호적의 동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14건(45%)인데, 이 중

소록에 대체로 수렴하는 범우의 사례를 제외하면 12건(39%)이다. 특히

호적상으로는 선미에 속해 있으면서 목장양안에는 집이 안동으로 기재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세 행정과 긴밀하게 연계된 당시 행정단위의 성격을 고려하면 호적

상 洞은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호는 개

별 세대가 아니고 행정적 필요에 따라 편제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호

적상의 동 역시 마을과 비슷하면서도 층위가 다른 개념이다. 대한제국기

에도 여전히 군별 총액이 하부 행정단위로 분배되었다. 호수는 곧 戶錢

액수이기 때문에 행정단위별로 호수를 최소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

는 것이 중요하였다. 즉 중앙정부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지방으

로 미치는 가운데 洞이 호정운영의 기초단위가 되고 있었다.

동의 상위 행정단위로서 리의 지배력도 강화되고 있었다.331) <표

3-13>에서 보듯이 2리에서는 다소 복잡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리별 호수

는 물론이고 동별 호수를 고정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위

행정단위인 리의 지배력이 하위 행정단위인 동에 미치고 있었던 예이다.

리 단위에서 동별로 파악된 호를 수합하여 총액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

331) 해산면 호적에서 1리, 2리, 장도리가 각각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음은 본고 3
장 1절 참고.

목 장 양 안

호
적

지명 선미 안동 창전 영평 소록 사기 범우
선미 10
안동 1
창전
영평 5
소록 5 2
사기 6
기타 1 1

<표 3-15> 광무 6년 목장양안 가주의 호적 등재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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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속 같은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호적에서만 다른 동으로 이동되거

나 아예 호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 특히 리 단위의 호 조정을 거치

면서 리가 동의 독자성을 침해하기도 하였다. 광무 3년 해산면 1리에서

는 작통할 때 동 단위로 작통하지 않고 리 전체를 대상으로 작통되어 동

과 동을 넘나들면서 작통이 이루어졌다.332) 예를 들어 1리 15통은 동월

동 5호 상동 4호 용성동 1호를 합쳐 작통되었다. 용성동 소속 호는 6통,

9통, 15통, 18통에 나뉘어서 작통되었다.

일원화된 행정 체계를 통해 호정이 운영되면 상위 행정단위는 하위 행

정단위에 호 조정이나 작통과 같은 형식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

다. 조선후기 군현-면-리 체계에서는 리에서 파악한 호구를 면이 조정하

고 면에서 수합된 호구를 군현이 조정하였다. 대한제국기에도 마찬가지

로 동에서 파악된 호구를 리가 조정하고 있었다. 즉 행정단위별로 액수

가 분배되는 부세 운영 방식이 유지되는 가운데 두 시기 행정단위별 호

정운영 양상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비롯된 상위 행정단위

의 지배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압박이 되어 하위 행정단위를 지나

치게 세분화하거나 자체적 운영 질서를 끊어놓기도 하였다.

332) 작통 순서는 성동(1통 1호-5통 10호)→용성동(6통 1호)→용당동(6통 2호-9
통 1호)→용성동(9통 2호-10통 2호)→구암동(10통 3호-12통 1호)→호암동(12
통 2호-12통 10호)→상동(13통 1호-13통 7호)→호암동(13통 8호-13통 10호)
→상동(14통 1호-14통 10호)→동월동(15통 1호-15통 5호)→상동(15통 6호-15
통 9호)→용성동(15통 10호)→동월동(16통 1호-16통 10호)→신성동(17통 1호
-17통 2호)→동월동(17통 3호)→신성동(17통 4호-17통 6호)→동월동(17통 7호
-17통 8호)→신성동(17통 9호-17통 10호)→구성동(18통 1호-18통 9호)→용성
동(18통 10호)이다. 이유진, 2016 앞의 논문, 41쪽 주 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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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호구 파악 방식

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았다. 호구 파악은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에 필수적인 행위였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있는 지방 백성들을

장악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자 세원을 확보하여 국가 운영에 활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이었다. 특히 호구 파악과 관리에서 명령-보고 계통의 형

태는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지방에 미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는 행정기관인 군현, 군사기구인 군영, 교통기구인 역도가

지방 지배에서 각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호구 파악이라는 관점에

서 접근하면 이들 ‘기관’은 지방 거점에서 병립하여 각자 관할 범위를 확

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호구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군현에서 파악된

호구는 호조에, 군영과 역도에서 파악된 호구는 병조에 보고되었으므로

호구 파악에서 군현-호조, 군영·역도-병조 두 계통이 병립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보다 상위에서 이 두 계통을 조정하는 기구나 단일한

파악 체계 하에 전국 백성을 대상으로 호구 파악을 주관하는 기구는 존

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군현·군영·역도 등 각 기관의 관할

범위는 얼마든지 중첩될 수 있었다. 세원이 되는 백성 수가 한정되어있

는 가운데 각 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액수를 채우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

면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였다.

군현과 군현의 갈등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중앙정부에서

재정 운영 체계를 정비하면서 심화되었다. 중앙정부는 중앙과 지방 각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이 액수를 각 군현에

배분하였다. 또한 재원 흐름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군현이 호조,

선혜청, 균역청 등 중앙 재정기구가 할당한 액수를 상납하면 중앙 재정

기구가 다시 이를 각 기관에 분배하였다. 각 군현은 정해진 액수를 확보

하여 이를 상납하는 것은 물론 늘어난 부세 관련 사무를 차질 없이 처리

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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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주로 인접한 군현 사이에서 촉발되었다. 각 군현은 경계 지역 백

성을 서로 자신의 소관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거지를 옮긴 백성

에 대해서까지 지배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현 간 관

할범위가 조정되고 경계가 형성되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군현과 기관

도 각자 관할 범위를 확보하여 호구를 파악하는 가운데 관할 범위가 중

첩될 수 있었다. 여수민을 대상으로 순천부와 전라좌수영 사이에 벌어진

다툼은 한정된 민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현과 군영이 경쟁하면서 초래된

갈등 사례였다. 조상 대대로 유곡도 소속 역인이었던 사람을 선산부에서

군관으로 확보하면서 분란이 생겨난 것도 군현과 역도가 서로 민을 관할

권 내로 포섭하기 위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경상도 단성현에는 사근도 속역인 벽계역과 신안역이 소재해 있어 군

현과 역도의 관할 범위가 중첩될 수 있었다. 1750년 제작된 단성현 호적

대장과 1747년 제작된 사근도 형지안에 등재된 사람들을 비교 분석하여

군현과 역도가 어떻게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는지, 두 인적대장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역도형지안과 호적대장에

서 동시에 기재되는 사람은 약 30% 내외에 불과하여 역도형지안도 호적

대장도 해당 지역의 역인을 모두 파악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동일인이 형지안에서 역인으로 등재되는 반면 호적대장에서 다른 직역자

로 등재되었던 여러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군현에서 제작하는 호

적대장에 기초하여 여타 기관의 인적대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

현과 기관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호구를 차정하고 대장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군현과 여타 기관의 호구 파악에 모두 관여하여 조정할

수 있는 상위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군현 내부에서는 “군현-면-리”의 단선적인 위계 하에서 중앙정

부와 이를 대리하는 군현의 지배력이 하위 행정단위인 면리에 강하게 미

치고 있었다. 군현의 부세운영은 이러한 행정 체계를 근거로 삼고 있어

군현에서 각 면에 군역, 환곡, 각종 잡역세 등의 총액을 할당하였고 면에

서는 다시 예하 여러 리에 이를 배분하였다. 里定法 시행에 단적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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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듯 중앙정부는 부세 운영에서 군현 하위 행정기구인 면리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리에서 확보한 호구를 면

이 수합하여 조정하고, 면이 확보한 호구를 군현이 수합하여 조정하였다.

또한 19세기 이후 면리별 공동납이 활성화됨에 따라 면의 힘이 증대되면

서 면이 하부 행정단위인 리를 이전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

다. 호적에서 작통은 리를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시기에 면

을 단위로 작통을 하는 곳이 생겨났다.

호적대장은 각 행정단위가 어떤 식으로 관할 범위를 형성하여 호를 차

정하고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위 행정단위가 이를 어떻게 조정하

였는지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18-19세기를 포괄하면서 연속된 식년

세트가 존재하여 시기별로 면리 관할 범위 형성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상도 대구부 동상면·서상면 호적을 분석하였다. 18세기 초중반 사

례로 1729년-1732년-1735년, 19세기 중반 사례로 1855년-1858년-1861년

을 선택하여 각 식년 호적대장에서 동일한 호구를 연결하고 각 행정단위

별로 호 이동을 분석하였다. 18세기에는 3년마다 5-6% 내외의 호가 소

속 면이 변경되었으며 주로 다른 면에 있는 인접한 리로 이속되었다. 3

년마다 11-15%의 호가 같은 면 안에서 소속 리가 변경되었으며 주로 인

접한 리로 이속되었다. 19세기에는 3년마다 소속 면이 변경되는 호가

4-5%, 소속 리가 변경되는 호가 8-9%를 점하였고 마찬가지로 주로 인

접 리로 이속되고 있었다. 6년간 연속하여 등재되는 호를 대상으로 호

이동 유형을 살펴보면 적은 사례이기는 하나 두 시기에서 모두 면과 면,

리와 리를 넘나들며 매 식년 소속된 행정단위가 변경되는 호를 찾아낼

수 있었다.

18-19세기 호적대장 내에서 다른 행정단위로 호가 일정하게 이속되는

현상은 호정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 호적에 등재된 호는 부세 행정을 수

행하는 각 행정단위에서 총액을 맞춰서 차정한 것이다. 리가 관할 범위

내에서 호구를 차정하여 면으로 올리면 면 단위에서 이를 조정하고 면에

할당된 액수를 채운다. 면이 이를 군현에 올리면 군현에서 다시 조정을

거치면서 군현에 할당된 호구 총액을 맞춘다. 호는 면 단위 조정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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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리로 이속될 수 있었고 군현 단위 조정 과정에서 다른 면으로

이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면리 간 호구 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19세기 호적대장에서 두 면에 혹은 두 리에 동시에 기재된 호가 많아

졌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면리 단위 공동납

체제 발달로 이전보다 면리가 부세 행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이전보다

증대되었다. 1858년 호적에서 19호는 동상면과 서상면에 중복 기재되었

다. 1855년-1858년-1861년 호적에서 48호가 같은 면 다른 리에 중복 기

재되었고 9호는 같은 리에 중복 기재되었다. 각 면에 할당된 호수를 확

보하면서 면 간 관할 범위가 중첩되면 인접한 두 면에서 동시에 같은 호

가 차정되었고 각 리에 할당된 호수를 확보하면서 리 간 관할 범위가 중

첩되면 인접한 두 리에서 동시에 같은 호가 차정되었다. 리 단위에서까

지 일정 액수 이상 호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심한 경우 한 리에 같은

호를 두 번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각 면리의 호구 파악 범위 설정

이나 면리 간 호구 조정은 일원적 행정 체계 하에서 상위 행정단위가 하

위 행정단위에 행사하는 지배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실체가 없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里도 있었다. 18-19세기에 대구

부, 단성현, 안의현 호적에는 한 두 종류의 장인호만으로 구성된 리가 파

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장인리로 칭하였다. 단지 한 리 내 장인호

비율이 높다고 해서 장인리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인리는 호

적대장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제작된 읍지 등 문서에서 흔적

을 찾기 어렵다. 호적에서 새로 편성된 장인리 호구는 이전 시기 같은

면에 등재되었던 호구와 혈연적 연계성이 없었다. 즉 장인리는 어떠한

행정적 필요성 때문에 특정 역종의 장인만을 모아 호적에서 편제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원적인 호구 파악 체제가 정비되면서 중

앙정부의 지방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각

종 국가 운영 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호적사무가 탁지아

문(→탁지부)에서 내무아문(→내부)로 이관되었다. 조선의 중앙집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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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지배의 일부를 구성하던 군영과 역도가 폐지되었으며 아울러 지방 행

정기구에서 관행적으로 확보하던 비정규 재정이 중앙정부로 흡수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를 포함하여 지방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호구를 파

악하여 등재하던 관행이 일소되고 내부 판적국 지휘 하에 각 郡에서 관

할 범위 내 호구를 파악하는 일원적 호구 파악 체제가 정립되었다. 1896

년 신호적 제도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실시되었다.

‘대한국 대황제께옵서 무한하온 君權을 향유하옵시는’ 국가 체제 하에

서 한층 더 강화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각 지방에 미치게 되면서 그간

최하위 행정 단위였던 里의 규모와 운영에 변화가 생겨났다. 충청북도

공주군 우정면에서는 1896년-1904년에 면 예하에 편제된 리 숫자가 급

증하는 반면 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04년 신호적에서 각 리별

로 호수가 최소 작통 기준인 10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

다. 이에 따라 공주군 우정면에서는 작통의 역할이 면에 맡겨져 같은 리

에 소속된 호가 다른 통으로 갈라지고 한 통에는 여러 리 소속 호가 편

제되었다. 즉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리 자체적 운영 질서를 흩어놓으면서

리가 운영상 완결적인 행정단위로 기능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리 예하에 洞이 편제되어 행정적으로 군-면-리-동

체계가 자리 잡았다. 1899년, 1900년에 제작된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신호적에서는 행정단위별 호수가 고정된 것이 눈에 띈다. 이 시기 호수

는 해당 행정단위에서 납부해야 하는 戶錢 총액을 의미하였다. 중앙정부

에서는 세원을 더 많이 확보하여 재정 운용에 보충하기 위하여 각 郡 총

액보다 더 많은 호를 파악하여 호적에 등재하기를 요구하였다. 각 군에

서는 이러한 중앙 정부의 조세 증액 요구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호총을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확보하여 그 액수를 고정시켰다. 이에

따라 군 예하 행정단위 역시 호총이 완전히 고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1899년과 1900년 정주군 해산면 호적에서는 면 호수, 리 호수가 고정되

었고 2리에서는 동 호수까지 고정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호적에 등재된 호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각 행

정단위에 주어진 호총을 맞추기 위하여 차정되는 것이었다. <호구조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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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호구조사세칙>에서는 실제 개별세대와 인구를 파악하여 호적에

등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지방 행정단위에 대한 총액제적 운영이 지속되

는 이상 이는 실현될 수 없는 요구에 가까웠다. 정주군 해산면에서 1899

년·1903년에 제작된 목장양안과 1899년·1900년 호적을 비교하여 분석하

면 신호적 체제 하의 호는 개별세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었

다. 목장양안에서 집주인으로 기재된 사람들 중 일부만 호적에서 호주로

파악되었고 목장양안에 등재된 집주인 두 명이 한 호에 파악되기도 되었

다. 즉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집과 호적상 호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호

는 행정적인 필요에 의하여 편제된 산물이었다.

신호적에 기재된 동 역시 당시 호정 운영과 관련성 속에서 그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1899년-1900년 사이 호적에서 탈락한 사람 일부는 여전

히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호적에서 1902년

-1904년 3년간 소속된 동이 바뀐 사례를 보면 실제 거주지와 무관하게

호가 인접한 다른 동에서 파악되기도 하였다. 이는 동의 상위 행정단위

로서 리가 동에 지배력을 행사한 결과였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호를 리가 수합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호를 다른 동으로 이

동시킬 수 있었다. 또한 리가 작통을 담당하면서 한 동을 여러 통으로

흩어서 문서에서 동의 자체적 완결성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호구 파악 방식과 관리 체계는 중앙의 지배력이 지방에 미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단선적인 위계 체계 하에서 상위 단위의

지배력이 하위 단위에 미치는 영향은 극대화된다. 조선후기에 전국적으

로는 군현-호조, 군영·군영-역도 체계가 공존하여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호구를 파악하면서 서로 관할 범위가 겹치기도 하였다. 동시에 군현 내

부에서는 군현-면-리라는 일원적 위계 체계 하에서 하위 행정단위의 자

체적 운영이 상위 행정단위에 의하여 조정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전국

적으로 호구 파악 체계가 내부 판적국-군으로 일원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거침없이 하부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리가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가장 말단 행정단위의 완결성이 상위 행정단위의 영향으로 흐

트러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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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제시한 설명 방식은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가 점점 강

화되었던 것은 지방 지배 구조가 갈수록 일원화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한

다. 지배 체계가 일원화될수록 중앙정부의 힘이 강력하게 하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적대장 분석을 통하여 위계적인 행정 체계

에서 상위 단위가 하위 단위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행

정 체계의 외형은 500여 년간 “도-군현-면-리”로 유지되었지만 실제로

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행정단위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려 하였다. 행

정단위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세액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할

범위를 형성한다. 따라서 행정단위의 관할 범위는 가변적이고 때에 따라

상위 단위에 의하여 조정될 수도 있었다. 즉 행정단위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인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살

고 있던 자연촌락, 마을과는 다르다.

이외에도 19세기 호적대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료적 가치를 제고

하였다. 그간 19세기 호적은 18세기 호적과 비교하면 내용이 지나치게

소략하고 직역과 호당 규모 등이 균질화되는 등 당시 실상이 잘 드러나

지 않는 자료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호적이 계속하여 생산되고 있었던

것은 이 문서에 부여되었던 위상과 역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

문에서는 19세기 호적에 같은 호가 다른 행정단위에 중복으로 기재되었

던 현상을 발견하고 이것이 당시 행정단위별로 부여된 액수를 맞추기 위

한 호정운영의 일환이었음을 밝혔다. 앞으로 19세기 호적을 대상으로 다

양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증적 분석은 특정 지역 호적대장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18-19세기 군현-면-리 호정 운영에서 분석된 대구부

동상면·서상면은 읍치 소재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행정적으로 더

강한 압력 하에 놓여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 행정 중심지와 거

리가 있는 지역의 호적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지 확인하여 논지

를 보강해야 한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더 다양한 지역의 신호적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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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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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면
명

1729년-1735년 
리명

1911년  
동리명 1911년 일본식 지명

동
상
면

후동내 후동 京町一丁目, 大和町, 前町, 村上町, 上町
전동내 전동 京町一丁目, 東干代田町, 南町, 前町

남문외리 남일동 京町二丁目, 東城町三丁目, 南町
사관리 사일동 弓町, 東城町二丁目, 東城町三丁目, 南町
사관리 사이동 弓町, 東城町二丁目, 東城町三丁目, 南町, 上町

남문외리 남성리 德山町, 東雲町, 三笠町, 南龍岡町, 鳳山町
남문외리 신동 東雲町, 三笠町, 南龍岡町, 南旭町
신전리 신전리 元町一丁目, 弓町, 東城町一丁目, 

東城町二丁目, 田町, 村上町, 上町
용덕리 용덕리 東雲町, 幸町, 北龍岡町, 東城町一丁目, 東本町, 

北旭町, 榮町, 七星町, 東門町
x 칠성리 元町一丁目, 錦町一丁目, 幸町, 七星町

서
상
면

북문내리 북내동 北內町, 西內町, 本町一丁目, 大和町, 
元町一丁目, 元町二丁目

쇄환리 쇄환동 壽町, 本町一丁目, 京町一丁目, 上西町, 下西町

x 서내동
壽町, 西內町, 南城町, 本町一丁目, 
西城町一丁目, 西城町二丁目, 元町二丁目, 
上西町, 下西町

남문외리 남일동 京町一丁目, 京町二丁目, 西干代田町
남문내리 남중동 南城町, 西干代田町
남문내리 남하동 壽町, 南城町
남문외리 남외동 德山町
동산리 계산동 明治二丁目
동산리 동산동 明治一丁目, 明治二丁目, 市場町, 南城町, 

本町二丁目, 西城町二丁目
전동내 전동 市場町, 竪町, 本町二丁目, 西城町一丁目, 新町
후동내 후동 八雲町, 橫町, 竪町, 西城町一丁目, 元町二丁目, 

錦町一丁目, 錦町二丁目, 新町
신동내 신동 市場北通, 竪町
달성리 달성동 八雲町, 橫町, 竪町, 達城町, 八重垣町
남산리 남산동 市場町, 南山町

*비고: 1729년-1735년 리명은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 기준. 1911년 동리명과 

1911년 일본식 지명은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

覽》, 465-468쪽 기준.

<부표 1> 1729년-1735년 대구부 동상면 서상면 리명 비정 근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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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

1729년-1735년 
리명 지도 비정 근거

동
상
면

후동내 《명칭일람》에서 후동.
전동내 《명칭일람》에서 전동.

남문외리

《명칭일람》에 없음. 서상면 남문외리처럼 대구성 남동쪽 
내외를 아우르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 1738년 남문
내리와 신동으로 분리된 듯. 1911년 남일동·신동 지역이
었을 것으로 추정.

무천리
《명칭일람》에 없음. 호적에서 리 순서가 조사 동선과 관
련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남문외리와 사관리 사이의 지
역이었을 것으로 추정. 

사관리 《명칭일람》에 없음. 명칭과 리 순서 등에서 추측할 때 
1911년 사일동, 사이동일 것으로 추정.

신전리 《명칭일람》에서 신전리.
용덕리 《명칭일람》에서 용덕리.

완전리

《명칭일람》에 없음. 호적에서 1768년에서 1777년 사이 
급격히 호구가 줄어들면서 인근 용덕리, 신천리, 칠성리 
등지로 이속되다가 1786년에 사라짐. 성 외곽 남동쪽 넓
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

서
상
면

북문내리 《명칭일람》에서 북내동.

관덕정리
《명칭일람》에 없음. 호적에서 1738년에 사라짐. 이후 호
적에 등장하는 서문내리 일부로 추정. 호적 리순을 고려
하면 북내동과 쇄환동 사이에 소재했을 것으로 추정.

쇄환리 《명칭일람》에서 쇄환동.

남문외리

《명칭일람》에 없음. 1738년 남일동, 남문외리(남문외여리
→남문외리) 등장 시 상당수 호가 이속되어 대구성 남서
쪽 내외를 아우르는 지역이었다가 남일동과 남문외리로 
분리된 듯. 《명칭일람》의 남일동과 남외동을 합친 지역으
로 추정. 

남문내리 《명칭일람》에 없음. 1738년 남이동 등장 시 상당수 호 
이속됨. 《명칭일람》의 남중동, 남하동 등지로 추정.

동산리 《명칭일람》에서 동산동. 《명칭일람》의 계산동 일부도 포
함하는 것으로 추정.

전동내 《명칭일람》에서 전동.
후동내 《명칭일람》에서 후동.
신동내 《명칭일람》에서 신동.
달성리 《명칭일람》에서 달성동.
남산리 《명칭일람》에서 남산동.

*비고: 1729년-1735년 리명은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기준. 지도비정근거의《명칭

일람》은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의 약칭.

<부표 2> 1729년-1735년 대구부 동상면 서상면 리명 비정 근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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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

1855년-1861년 
리명

1911년
동리명

1911년 일본식 지명

동
상
면

후동 후동 京町一丁目, 大和町, 前町, 村上町, 上町
전동 전동 京町一丁目, 東干代田町, 南町, 前町

남내리/남일동 남일동 京町二丁目, 東城町三丁目, 南町

사관리 사일동 弓町, 東城町二丁目, 東城町三丁目, 南町
사이동 弓町, 東城町二丁目, 東城町三丁目, 南町, 上町

신전리 신전리
元町一丁目, 弓町, 東城町一丁目, 東城町二丁目, 田
町, 村上町, 上町

남성리 남성리 德山町, 東雲町, 三笠町, 南龍岡町, 鳳山町
신동 신동 東雲町, 三笠町, 南龍岡町, 南旭町

칠성리 칠성리 元町一丁目, 錦町一丁目, 幸町, 七星町

용덕리 용덕리
東雲町, 幸町, 北龍岡町, 東城町一丁目, 東本町, 北
旭町, 榮町, 七星町, 東門町

가암리 가암동 (壽城面) 新岩洞
신천리 신천동 (壽城面) 新川洞, 新岩洞

서
상
면

북문내리 북내동
北內町, 西內町, 本町一丁目, 大和町, 元町一丁目, 
元町二丁目

서문내리 서내동
壽町, 西內町, 南城町, 本町一丁目, 西城町一丁目, 
西城町二丁目, 元町二丁目, 上西町, 下西町

쇄환동 쇄환동 壽町, 本町一丁目, 京町一丁目, 上西町, 下西町

남일동
남일동 京町一丁目, 京町二丁目, 西干代田町
남중동 南城町, 西干代田町
남하동 壽町, 南城町

남문외리 남외동 德山町
남산리 남산동 市場町, 南山町

동산리 동산동
明治一丁目, 明治二丁目, 市場町, 南城町, 本町二丁
目, 西城町二丁目

전동 전동 市場町, 竪町, 本町二丁目, 西城町一丁目, 新町

후동 후동
八雲町, 橫町, 竪町, 西城町一丁目, 元町二丁目, 錦
町一丁目, 錦町二丁目, 新町

신동 신동 市場北通, 竪町
달성리 달성동 八雲町, 橫町, 竪町, 達城町, 八重垣町
노하리 없음 없음

*비고: 1855년-1861년 리명은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 기준. 1911년 동리명과 

1911년 일본식 지명은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

覽》, 465-468쪽, 470쪽 기준.

<부표 3> 1855년-1861년 대구부 동상면 서상면 리명 비정 근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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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

1855년-1861년
리명

지도 비정 근거

동
상
면

후동 《명칭일람》에서 후동
전동 《명칭일람》에서 전동

남내리(남일동) 《명칭일람》에서 남일동

사관리
《명칭일람》에 없음. 이름과 리명 순서 등에서 추측할 
때 사일동, 사이동일 것으로 추정

신전리 《명칭일람》에서 신전리
남성리 《명칭일람》에서 남성리
신동 《명칭일람》에서 신동

동성리
《명칭일람》에 없음. 이름과 리명 순서 등에서 추측할 
때 대구성 동쪽 외곽지역 일대로 추정

칠성리 《명칭일람》에서 칠성리
용덕리 《명칭일람》에서 용덕리
가암리 《명칭일람》에서 수성면 신암동
신천리 《명칭일람》에서 수성면 신천동, 신암동 일대

서
상
면

북문내리 《명칭일람》에서 북내동
서문내리 《명칭일람》에서 서내동
쇄환리 《명칭일람》에서 쇄환동
남일동 《명칭일람》에서 남일동, 남중동, 남하동

남문외리 《명칭일람》에서 남외동
남산리 《명칭일람》에서 남산동

동산리
《명칭일람》에서 동산동. 계산동 일부도 포함하는 것으
로 추정

전동 《명칭일람》에서 전동
후동 《명칭일람》에서 후동
신동 《명칭일람》에서 신동

달성리 《명칭일람》에서 달성동
노하리 없음

*비고: 1729년-1735년 리명은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 기준. 지도비정근거의 

《명칭일람》은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의 

약칭.

<부표 4> 1855년-1861년 대구부 동상면 서상면 리명 비정 근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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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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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examines how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has changed the way of identifying households and

individuals (戶口, hogu)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Korean Empire. In the premodern dynasties of East

Asia, land and people subject to taxation were identified and

documented, and various types of taxes were imposed based on those

documents. In particular, since people not only can cultivate land to

produce grain but also can provide labor,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tax source since ancient times. Therefore,

identifying and documenting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was

essential for the operation of the country in the traditional era.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the basic organization for

grasping hogu, the unit of grasping household and individual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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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the Joseon Dynasty was establishing a centralized local

governance system. The whole country was divided into 8 provinces

(道, do) and 330 prefectures (gunhyeon, 郡縣), and townships (myeon,

面) and villages (里, ri) were set up under each prefecture as

subordinate administrative units. Districts respectively named as 'do

(道) - gunhyeon (郡縣) - myeon (面) - ri (里)' formed a hierarchical

administrative system. One of the crucial tasks performed by

gunhyeon, on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as to identify

households and individuals belonging to it every three years, produce

a household register, make multiple copies, and send them to the

province and the Ministry of Taxation (hojo, 戶曹). The magistrate of

a prefecture had to register the households inside the jurisdiction and

distribute the tributes, military and corvée labor fairly.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o th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stitutions such as military agencies and post-stations were

established in various regions with specific objects, functioning as the

other axis of the centralized local domination. What is noteworthy is

that not only gunhyeo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ut also local

army garrisons (gunyeong, 軍營) and post-station-routes (yeokdo, 驛

道) were also given the authority to bring people into requisition for

their operation. Like gunhyeon, these two institutions established the

scope of their jurisdiction and grasped people residing in it.

Consequently, a military register (gunjeok, 軍籍) was produced every

six years, and a post-station-route register (yeokdo hyeongjian, 驛道

形止案) was produced every three years, and each was sent to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byeonjo, 兵曹). In other words, in the

absence of the highest organization to grasp the whole national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army garris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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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tation-routes independently identified households and individuals

under their own jurisdiction. Additionally, hogu was reported with the

dual system of hojo, which was in charge of financial affairs, and

byeongjo, which was in charge of manpower requisition.

The scope of jurisdiction of gunhyeon, gunyeong, and yeokdo was

not set and determ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was secured

by each agency. Therefore, the jurisdiction of these agencies would

overlap unavoidably. When the number of people as tax sources was

limited, multiple institutions competed and came into conflict to fulfill

their needs. And this phenomenon intensified from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as the central

government reorganized its financial management method.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ly confirmed the budgets of various agencies

located in the central and local regions and distributed the total

amount of tax to gunhyeon. When gunhyeon offered its tax to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hojo, Seonhyecheong

(宣惠廳, Office for Dispensing Benevolence), and Gyunyeokcheong (均

役廳, Office of Equal Service), these were paid back to each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budget. This was the so-called

“centralization of finances,” a system reorganization, a pla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ctively seized the total amount and flow of

financial resources. Now, gunhyeon had to secure more tax sources

not only to cover the amount alloc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o handle the increased tax-related affairs, such as paying the

tax to Seoul.

This generated conflicts between gunhyeons. Neighboring

prefectures competed to secure more people from border regions. At

times, there were some cases that a prefecture attempted to continue

requisitioning people who had already moved to other pref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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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jurisdiction of each prefecture was adjusted and

boundaries between counties were settled through these conflicts.

Besides, gunhyeon’s jurisdiction could overlap that of gunyeong or

that of yeokdo. The conflict between Suncheonbu (順天府), an

administrative agency in Jeolla-do, and Joellajwasuyeong (全羅左水營,

Left Provincial Naval Headquarters of Jeolla-do), a military agency,

over people of Yeosu (麗水) region illustrates the overlapping between

gunhyeon and gunyeong. The jurisdiction of gunhyeon and yeokdo

could overlap as shown in the case that a post-station personnel of

yugok-do, a post-station-route, was identified as a military officer by

Seonsan-bu (善山府), an administrative agency. When inter-agency

conflict surfaced, the central government or a Provincial Governor

(Gwanchalsa, 觀察使) intervened to make adjustments, but they just

reacted case-by-case and did not reestablish the boundary of

jurisdiction of agencies from the ground.

From a household register (hojeok, 戶籍) of Danseong-hyeon (丹城

縣) of Gyeongsang-do (慶尙道) in 1750 and the post-station-route

register of Sageun-do (Sageundo hyeongjian, 沙斤道形止案) in 1747,

we can witness an actual case where the jurisdiction of gunhyeon

and yeokdo overlapped with the same residents. Only about 30% of

post-station workers (yeokin, 驛人) who lived in Danseong-hyeon

were registered simultaneously in both documents. Also, there were

several cases that a person who was listed as a post-station official

in the post-station-route register was identified as different kind of

worker in the household register. Neither hyeongjian nor hojeok

registered all post-station workers in the region, and the two

documents were produced separately. In other words, the military

registers or the post-station-route register was not created based on

the information in a household register of an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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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each agency identified people and produced their register in

their own way.

As gunhyeon became the basic element of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obligations related to the taxation of gunhyeon were

practically imposed on the administrative units under gunhyeon,

myeon, and ri. The central government enforced yijeongbyeop (里定

法) which gave myeon and ri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tax. The total amount of tax of gunhyeon was

distributed to myeon and ri. While people in myeon and ri paid the

assigned amount of tax altogether (joint payment of tax,

gongdongnap, 共同納), myeon·ri divided into multiple units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in each myeon-ri. As a result, the

number of myeon·ri increased and the size decreased, while the

‘gunhyeon-myeon-ri’ system was maintained. In short, as the

administrative power of gunhyeon affected the sub-administrative

units, myeon·ri, they became further subdivided. Besides, to perform

the duties assigned to them, myeon·ri set the scope of their

jurisdiction and grasped households and individuals autonomously.

A case can be found in the household register of Daegu-bu (大丘

府), Gyeongsang-do, where the number of households was adjusted

by administrative process. I selected two sets of household registers

of Dongsang-myeon and Seosang-myeon, Daegu-bu from the

early-mid-18th century and the mid-19th century-1729-1732-1735,

1855-1858-1861, consecutive for six years. I connected the same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each set and examined the move of a

household within the data. The examination proves that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households moved to nearby myeon or ri after

three years. Furthermore, it was discovered that a small number of

households moved to other administrative units constantly.



- 208 -

Considering that the household register at that time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efecture taxation, some move of a household might

be the result of adjusting the number of households of each

administrative unit according to the allocated amount of tax. Ri

identified some households within the jurisdiction and submitted them

to myeon, the upper administrative unit. Myeon collated the

households from subordinate ris and submitted the allocated number

of households to gunhyeon. During this process, some households

could be transferred to another administrative unit while their actual

residents had not changed.

In the 19th century, as the practice of joint payment of tax by the

people of myeon and ri became settled, a unique phenomenon that

was not found in the previous household registers occurred. 19

households were recorded in the household registers of

Dongsang-myeon and Seosang-myeon at the same time in 1858. 48

households were listed in different ris of Dongsang-myeon

simultaneously and 9 households were duplicated in the same ri in

1855-1861. It seems like a result of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myeons or between ris with limited tax sources in the

region. Since ri needed to secure the allocated number of households,

some households were recorded twice even in the same ri. The cases

of duplicate entry of the same household register are found in other

regions such as Dundeok-bang, Namwon (南原 屯德坊) in the late

19th century. Ri was not documented in the household register of

Dundeok-bang, as the power of bang (坊), the same administrative

unit as myeon, became strong enough to exclude ri from the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There was also an administrative unit that only existed in

documents. For instance, there was a specific ‘ri’ compose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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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of only one or two kinds of artisans in the household

registers of Daegu-bu, Danseong-hyeon (丹城縣), and Ahnui-hyeon

(安義縣) during the 18th-19th century. These unique administrative

units appear only in the household registers, and it is difficult to

trace them in other documents such as Eupji (邑誌, township annals)

produced at the same time. Also, when these administrative unit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ousehold registers, their people had

no blood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listed in previous registers. In

other words, certain types of craftsmen were gathered and registered

because of some administrative needs. Anyway, the setting of the

scope of each myeon·ri for grasping households and individuals, the

adjustment of households inter-myeon or inter-ri, and the

organization of the myeon·ri were ultimately related to the tax

administration of entire gunhyeon.

It was after the Gabo Reform (甲午改革) in 1894 that the

identification system of nationwide households and individuals was

unified under the leadership of a single institution. Gunyeong and

yeokdo, which worked as one axis of local governance, were

abolished, and the central government won extra finances that used

to be exploited by the province as a rule. Moreover, while local

affairs were in charge of Ministry of Home Affairs (Naemu amun, 內

務衙門 → Naebu 內部) affairs related to household registers were

transferred from hojo to the department of household registers,

Ministry of Home Affairs. Since then, the nationwide households and

individuals were surveyed and managed through a single system,

Ministry of Home Affair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unties

(gun, 郡, previously gunhyeon, prefecture) in the province. The new

system of recording household registers had implemented in 1896 as a

result. Furthermore, as the system of governing the provinces be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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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the central government came to influence farther than ever.

Ri, the lowest administrative unit, was subdivided further in this

period. In Ujeong-myeon (牛井面), Gongju-gun (公州郡),

Chungcheongbuk-do (忠淸北道), the number of ri under myeon

increased sharply in 1896-1904, while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individuals drastically decreased. A majority of ris consisted of less

than 10 households, the standard of making a ‘household group (tong.

統)’. Tong consisted of households from multiple ris. In other words,

the central government power damaged ri’s independent operation as

an administrative unit. Meanwhile, in the area of Haesan-myeon (海

山面), Jeongju-gun (定州郡), North Pyeonganbuk-do (平安北道),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gun-myeon-ri-dong was established as

dong (洞, district), the subdivision of ri, was set. What stands out at

this time is that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of ri and sometimes

those of dong was fixed in several years. Since the number of

households in an administrative unit determined the total amount of

tax to be paid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number of households

of each administrative unit tended to be fixed as small as possible.

Each county strongly resisted the central government's request to

identify more households to increase fiscal income.

As in the previous period, the number of households listed in the

‘new’ household registers depended on the amount of tax assigned to

each administrative unit. Under the new system, in principle, all

households and population had to be surveyed accurately and

registered, but it was impossible as long as the tax administration of

allocating the total amount to each administrative unit remained. If

we compare and analyze the ranchland registers (mokjangyangan, 牧

場量案) in 1899 and 1903 with the household registers in 1899 and

1900, in Haesan-myeon, Jeongju-gun, it is demonstrat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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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was organize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needs as before,

different from the house where people lived actually. Dong in the

household register did not represent the residence place of people but

was organized to meet administrative needs. It is confirmed that

some of the people who were eliminated from the household registers

in 1899-1900 still lived in the region. Some households consecutively

recorded in 1902-1904 were identified in the different dong from the

actual residence. At that time, it seems that the ri collated the

households grasped by each dong, and arbitrarily transferred some

households to another dong in order to match the allocated number of

households of ri and dong.

The changes in identifying households and individuals during the

period of late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show why the central

government's dominance could become powerful day by day under

the centralized local governance system. Under a single-line

hierarchy, the power of an agency at the top could effectively extend

to the lower part, and a higher unit could interfere with the own

operation of a lower unit.

keywords : identification of nationwide households and

individuals, tax administration, overlap of the

jurisdiction of agencies, hierarchical system of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unit, local

domi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ate

Joseon Dynasty, the Korean Empire, household

registers, post-station-route registers, ranchland

reg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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