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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750년 국왕 영조의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균역법은 17세기 

후반 이래의 양역 문제를 군역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재정 

입법이었다. 이로 인해 각급 기관의 수입이 감소하자 조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균역청이라는 재정기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균역청은 

結錢, 免稅結, 漁鹽船稅, 選武軍官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수입이 감

소한 기관에 給代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균역청은 대부분의 수입이 동전으로 구성되면서도, 지출에 해당하는 

급대는 포목과 미곡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포목의 경우 동전으로 대신 지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미곡의 경우는 달랐다. 균역법 입안자들은 급대를 미

곡 대신 동전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大同儲置米를 

이전받고, 貢價米를 매입하는 방식을 마련하였다.

  균역법이 시행된 18세기 중엽은 동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

기였다. 17세기 후반 이래로 장기간 주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상황은 동전 중심의 재정운영을 기획한 조선 정부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포목의 경우 균역청이 책정한 가격[作錢價]이 시장가

격보다 높았으므로, 급대를 포목 대신 동전으로 지급하면 그 차액은 각

급 기관에 귀속되었다. 쌀의 경우 균역청의 매입가격은 軍保에 적용되는 

작전가보다 낮았으므로, 급대를 포목 대신 쌀로 마련하여 지급할 경우 

균역청은 양자 간의 차액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 정부는 작전

가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실질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18세기 중엽 마련된 균역청의 재정 운영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급 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요청한 데다 

노비 身貢을 감액하고 保米變通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점차 

증가했다. 지출 증가에 발맞추어 균역청의 수입 구조 역시 변모하였다. 

특히 예비재원으로 마련된 환곡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결전의 뒤를 

잇는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한편, 물종 측면에서는 미곡 지출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18세기 중엽의 균역청은 공식 규정을 초과하는 貢價米를 공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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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 수 있었으므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쌀 가격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균역청의 미곡 마련 방식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균역청은 일정한 작전가로 동전과 쌀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미곡 

수입을 확대하고, 토지 수입의 물종을 동전에서 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균역청의 미곡 수입 구조는 불안정한 매입 방

식에서 안정적인 교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균역법 입안자들은 18세기 전반의 錢荒 국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동전을 거둠으로써 중앙재정의 실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단기적

으로는 풍흉에 따른 동전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

책까지 세워두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장기적인 동전의 가치 하락

[Inflation]까지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鑄錢이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동전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였고 그 결과 균역청의 실질 

수입은 줄어들고 있었다. 이에 반해 미곡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균역청

의 실질 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은 미가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재정 운영으로 이어졌다. 

  인플레이션은 비단 균역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호조와 선혜청에

서도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재정 수입을 구성

하는 물종이 미곡과 포목으로 다양할 경우, 동전의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균역청은 대

부분의 수입이 동전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강도가 큰 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균역청 재정 운영의 추이는 현물 중심의 경제체제 아래 동전 중

심의 재정 운영이 갖는 특징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균역법, 균역청, 동전, 공정가격, 시장가격, 인플레이션

학  번 : 2017-2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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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7세기 후반 이래로 良役은 조선 농민들에게 부과되었던 큰 부세 부담 

중 하나였다. 여러 군영이 새롭게 설치되어 양역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

는 가운데 양역 간의 불균등함은 군역 부담을 더욱 무겁게 했다. 1750년 

국왕의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균역법은 양인들의 군역 부담을 

경감하고, 그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각급 기관에 재정 결손분을 지원하

는 재정 입법이었다.

  균역법에 대한 초기 연구는 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라는 시

각에서 이루어졌다. 차문섭은 조선 후기의 양역 정책이 양역 부담을 줄

여주기 위해 도리어 양역 부담자를 찾아내는 모순적인 방식이었음을 밝

히고, 균역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역 부담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균역법 이후에도 양역제가 온존하여 

군정의 폐단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균역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피상적인 개혁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하였다.1) 

  황하현은 당대의 양역 문제가 양반들이 군역을 부담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균역법은 빈곤한 양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두세적인 

부담의 일부를 토지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시킨 것이라 파악했다. 그러나 

양인들에게 군포를 줄여주었음에도 동시에 새로운 부담을 지웠다는 점에

서 봉건적 수탈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2)

  정연식은 양역 폐단의 핵심이 과세 부담의 과중함보다는 과세 부담의 

불공평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3)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정연식은 

균역법으로 양역 부담이 완화되고 양역 일부가 호에서 토지로 옮겨진 결

과 이전보다 균등한 과세가 실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

1) 차문섭, 1961〈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상)〉《史學硏究》10, 한국사학
회 ; 차문섭, 1961〈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하)〉《史學硏究》11, 한국
사학회.

2) 황하현, 1979〈양역의 실상과 균역법의 실시(均役法)〉《경제사학》3, 경제사학회.
3) 정연식, 1993〈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연식, 2015《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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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균역법의 제정 경위와 주요 내용이 소상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균역법이 조선 정부의 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균역법을 계기로 각급 기관에 발생한 재정 결손분을 지원하는 給代를 

수행하기 위해 균역청이라는 이름의 재정기구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균

역청은 結錢, 漁鹽船稅, 選武軍官布, 免稅結 등의 재원에서 수입을 확보

하여 급대 업무를 수행했다. 균역청은 규모 측면에서 선혜청과 호조에 

이어 세 번째로 거대한 재정기구였다. 

  균역청 재정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옥근이 제출하였다. 김옥

근은 균역법 시행 과정에서 마련된 각종 정책 문서를 바탕으로 균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세입 측면에서 양역을 담

당하는 소농층의 부담이 줄어들고, 양반 지주 계급이 부담하는 결전과 

상층 양인이 부담하는 선무군관포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생산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수취체제의 발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4) 

해당 연구는 균역법 연구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

미가 있으나, 세입-세출 분석 과정에서 물종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전으로 환산함에 따라 균역청 재정의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송양섭은 균역청의 지출에 해당하는 급대의 구성과 재원 마련 과정, 

지방재정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균역청 연구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5) 균역청의 주된 수입이 동전임에도 지출이 쌀로 이루어진 결과 

특수한 급대 재원 마련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균역청이 

군사기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바탕으로 재원의 중앙집권화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균역청의 급대가 훈련도감, 병조, 어영청, 

수군, 통영의 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개별 사례연구도 제출되

었다.6) 이상의 연구는 균역법 이후 재정구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

4) 김옥근, 1997《朝鮮王朝財政史硏究 Ⅱ》, 일조각.
5) 송양섭, 2012〈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

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송양섭, 2010〈균역법 시행기 雜役價의 詳定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한국사학보》38, 고려사학회.

6) 송기중, 2013〈균역법 실시와 수군 급대의 운영〉《역사학보》218, 역사학회 ;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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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으나, 균역청의 수입이 대부분 동전

으로 마련된 배경이나 장기적으로 동전 중심의 재정을 운영함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현상 등은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서현배는 군포 대신 동전을 수취함으로써 감필로 인한 중앙재정의 손

실을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균역법 이후에도 중앙재정의 축소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급대는 주요 군사기관이 안정적

으로 물자를 확보하는 조건을 마련하면서도 이를 매개로 재정을 통제하

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다.7) 해당 연구는 재정구조에서 물종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균역법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나 장기적인 변화상이 확인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균역법의 시행 배경과 내용, 재정사적 의미 

등 많은 내용이 해명되었다. 그럼에도 균역법에는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

는 내용이 적지 않다. 본 글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균역

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균역법은 1750년을 기점으로 100년 이상 유지된 재정제도임에도 

현시점의 균역법 연구는 대체로 입법 전후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균역법 입안 당시 마련된 균역청의 수입, 지출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내용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상을 보인다. 본 글에서는 균역청 재정 

운영에 변화를 야기한 요인과 그 영향을 살핌으로써 조선 재정구조에서 

균역법이 가지는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균역법을 계기로 재정 수입을 구성하는 물종이 변화하였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보 수입이 쌀과 포목이었음에도 균역청이 급대 

마련을 위해 확보한 재화는 동전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기중, 2014〈균역법 실시 이후 통영곡 운영의 변화〉《한국문화》6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송기중, 2016〈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 운영의 변화〉
《역사와현실》102, 한국역사연구회 ; 최주희, 2016〈균역법 시행 전후 훈련도감
의 재원확보 양상〉《역사와현실》 102, 한국역사연구회 ; 송기중, 2017〈균역법
의 실시와 균역청의 병조급대 시행〉《조선시대사학보》82, 조선시대사학회. 

7) 서현배, 2020〈영조대 균역법의 재정사적 의미〉《한국사론》66, 서울대학교 국사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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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재정 운영에서 동전이 가지는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본 글은 동전의 가치 변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균역청 재정 운

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글 1장에서는 균역청 재정 운영의 특징과 지출 추이를 검토해본다. 

1절에서는 균역법 전후의 재정 수입을 비교하여 균역청 급대의 특징과 

재정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균역청의 재정 

지출이 규모와 물종 측면에서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

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검토해보았다.

  2장에서는 1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균역청 수입 구조의 변화상을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자료상에서 확인되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

함으로써 균역청 수입 구조가 가지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특히 환곡이 

균역청의 핵심 수입원으로 부상한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2절에서

는 균역청이 미곡 지출 증가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는지 검토하고, 

재원 마련 방식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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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균역법 실시와 균역청의 재정 운영

1. 균역청 재정 운영의 특징

  1750년 국왕 영조의 의지로 균역법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균역법

의 핵심은 군역자의 양역 부담을 포목 2필에서 1필 규모로 절반 가까이 

줄여주는 減疋이었다. 조선 정부는 균역청이라는 이름의 관서를 설치하

여 감필로 인해 군역자가 소속된 각급 기관에 발생한 재정 손실분을 지

원하는 급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혹여라도 급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경우 군역자가 소속된 각 기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균역청의 재정 운영은 균역법의 성과와 직결된 문제였다. 국

왕 영조 역시 ‘균역이 만약 무너진다면 나라 역시 망할 것’이라며 균

역청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8)

  장기적인 측면에서 균역청 재정 운영을 살피기 위해서는 균역법 입안 

당시 균역청의 수입·지출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균역청의 

지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균역청의 지출은 감필로 수입이 줄어든 각 

기관에 대한 급대가 중심을 이루었으므로 감필 이전의 군역제 운영에 대

한 파악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 양인들이 군역을 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노동력을 군사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력 대신 현물을 군사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현물을 

납부하는 군역자는 保人 내지 軍保라고 칭해졌으며 마포를 납부할 경우 

布保, 목면을 납부할 경우 木保, 쌀을 납부할 경우 米保로 일컬어졌다. 

  군역자의 현물 납부는 포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군역자 1인이 

부담하는 양은 일반적으로 1년에 포목 2필 수준이었으며 미곡을 납부하

는 경우에는 쌀 12두 규모였다. 균역법으로 감필이 단행되자 군보의 군

역 부담은 포목 1필, 쌀 6두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군보가 가

장 많이 소속된 기관은 병조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의 군사기관

8) 《英祖實錄》 영조 33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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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외에 호조를 비롯한 京各司와 지방의 수군에도 양역을 부담하

는 군보가 소속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급대의 규모는 어떠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균역법의 입

법 기획안에 해당하는 자료인 《均廳條劃》과 균역법의 시행 세칙으로 

마련된 균역사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9) 현전하는 균역사목은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균역법의 골격을 구성하는 《均役事目》(原)이며, 다른 

하나는 추가 내용과 보완 규정이 담긴 《均役事目》(追)이다. 본 글에서

는 이를 편의상 원사목과 추사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사목과 추사목의 기재 내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급대

로 지급되는 미곡 수량이다. 원사목 단계의 給代米는 군사기관 소속의 

모든 미보가 쌀을 납부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가령 훈련도감

에 소속된 米保는 7,000명이었는데 균역법 이전에는 인당 납부량이 쌀 

12두(=0.8석)이므로 5,60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10) 조선 

정부는 미보가 상납하는 쌀의 원액을 原軍餉米라 칭했다.11) 원사목 단계

의 훈련도감 급대미는 원군향미의 절반에 해당하는 2,800석으로 책정되

었다. 

  그런데 균역법 이전 군사기관의 수입은 원군향미보다 적은 편이었다. 

미곡 수입의 일부분이 운송비용으로 지출되고 흉년이 들어 미보가 납부

하는 쌀의 양이 줄어들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는 군사기관의 

평균적인 미곡 수입을 每年捧上이라 칭했는데, 균역법 이전 훈련도감의 

매년봉상은 4,300석으로 원군향미의 77%에 불과했다. 금위영과 어영청의 

매년봉상 역시 원군향미의 73% 수준에 그쳤다.12) 따라서 원군향미를 기

준으로 급대를 책정할 경우 균역청이 지급하는 급대미의 수량은 각 기관

이 상실하는 수입보다 많게 된다. 

9) 《均廳條劃》은 균역법 도입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입법 기획안에 해당하는 자
료로서, 균역법 이전 군사기관의 재정구조에 대해 감필이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
되는 재정 결손분을 바탕으로 급대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기중, 2016 
앞의 글, 93~94쪽).

10) 《均廳條劃》‘軍制條給代秩’
11) 《均役事目》(追)‘兵曹四軍門米條給代’
12) 《均役事目》(追) 상에서 금위영의 원군향미와 매년봉상은 각 24,355.2석, 17,774

석이며 어영청의 원군향미와 매년봉상은 각 23,645.6석, 17,202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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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정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으므로 미곡 급대 규정을 수

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1753년 홍봉한은 군사기관의 평균적인 미곡 수입

을 기준으로 급대미를 책정하되, 여기에 補縮, 雜費 명목의 물자를 추가

로 지급하여 넉넉하게 운영해나가도록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13) 이와 

같은 급대 구조에서 군사기관은 풍흉과 같은 외부요인과 관계없이 쌀 수

입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양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급대미 규정은 추사목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균역법 시행으로 발생한 재정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추사목 상의 급대 내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추사목의 

작성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1757년으로 추정되고 있다.14) 

그렇다고 해서 추사목에 담긴 내용이 1757년의 재정 운영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급대 규정 변화에 따라 사목 속 기재사항이 수정

된 흔적이 확인되기 때문이다.15) 본 글에서는 균역법 시행 초기인 1753

년 시점의 급대 내용을 연대기 자료를 토대로 복원하여 균역법 전후의 

재정구조 변화를 살펴본다.16)

13) 《御營廳謄錄》 영조 29년 2월 24일 “均廳最難者, 卽軍門米條區劃也. 蓋禁御兩
營, 曾前保人處所捧, 都數本是二萬三四千石, 而或有裁減焉, 或有敗船焉, 又除船馬
價, 故每年入庫, 少或萬二三千石, 多或近二萬石, 較數十餘歲, 而統而計之, 則每年
所捧, 當爲一萬六七千石 žžž 臣意則以爲一營入庫都數, 宜定以一萬六七千石 žžž 補縮
及諸般浮費, 從優加劃使之支過 žžž 在軍門可爲年年稍豊之捧, 在均廳亦可便於區劃”

14) 《均役事目》(追) 상의〈雜令〉중 가장 늦게 작성된 규정이 1757년에 마련된 것
이며, 1758년 이후의 훈련도감 兼料米 규정, 向化人保 급대 규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15) 《均役事目》(追) 상에 나타나는 수정 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첫째, 급대 재원으로 제공된 이획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균역법 입안 당시 移
劃은 호서 3,500석, 호남 4,400석, 영남 3,100석 총 11,000석이었는데 1760년 영남
의 저치미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영남분을 제외한 7,900석으로 감
축되었다(《萬機要覽》 財用篇 3〈移劃〉“當初, 儲置米分排三南移劃軍門矣. 庚辰
變通後, 兩湖依前移劃, 嶺南則米儲不敷, 不爲區劃”). 둘째, 1770년부터 조선 정부
는 군사기관에 지급되는 급대미 중에서 잡비 항목에 해당하는 浮費敗船 명목의 
쌀을 동전으로 대신 지급하였다(《萬機要覽》 財用篇 3〈庚午年給代〉“浮費者, 
輸運之費. 敗舡條者, 以外方直劃米或有臭載減縮之患, 故參互遠近道折衷, 其數給代, 
元數外又爲添劃者也. 初以本色上下, 英宗庚寅, 以米儲之不足, 論報備局, 代錢上下. 
三軍門同”). 요컨대《均役事目》(追) 상의 급대미는 1770년 이후의 규정이 반영
된 액수인 셈이다.

16) 1753년 시점의 급대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각주에서 언급된 영남 移劃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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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종

(단위)　

균역법 이전 균역법 이후
변동내용

(B+C-A)군보 

수입(A)*

군보 

수입(B)

급대 

수입(C)

수입 합계

(B+C)

경각사 木 (疋) 40,870 20,315 17,729 38,044 -2,826

병조
木 (疋) 183,185 117,836 59,671 177,507 -5,678

錢 (兩) 　- -　 8,652 8,652 +8,652

훈련도감
米 (石) 4,300 2,270 2,607 4,877 +577

木 (疋) 75,140 37,570 35,630 73,200 -1,940

금위영
米 (石) 17,774 5,318 12,958 18,276 +502

木 (疋) 36,370 36,161 2,852 39,013 +2,643

어영청
米 (石) 17,202 5,401 12,173 17,574 +372

木 (疋) 36,214 36,602 3,090 39,692 +3,478

수군** 錢 (兩) 370,836 185,418 89,933 275,351 -95,485

기타*** 木 (疋) 6,326 3,163 3,163 6,326 0

합계

米 (石) 39,276 12,989 27,739 40,728 +1,452

木 (疋) 378,105 251,647 122,485 373,782 -4,323

錢 (兩) 370,836 185,418 98,585 284,003 -86,833

* 米保 수입은 군사기관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얻는 쌀 수입[每年捧上]을 기재.

** 균역법 전후의 수군 급대는 송기중, 2013 〈균역법 실시와 수군 급대의 운영〉, 

   《역사학보》 218, 역사학회, 183쪽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安興鎭 騎兵 및 釜山鎭 炭軍·雇軍·炭匠人·炭射夫 등 3,163명.

**** 모든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거 : 《均廳條劃》, 《均役事目》(原), 《均役事目》(追)

<표 1> 균역법 전후 군역 수입의 변화

와 浮費敗船米를 급대미에 합산해야 한다. 해당 시점의 급대미 구성 방식은 1753
년 작성된 〈均廳給代米條節目〉(《禁衛營謄錄》 영조 29년 11월 일) 상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均役事目》(追) 상에는 병조 급대의 일부를 포목 대신 쌀
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1754~55년에 마련된 것이므로 
해당 내역을 도로 복원해야 한다. 병조 급대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
술하도록 한다. 급대미 외의 항목은 1752년에 작성된《均役事目》(原) 내용을 기
입하되, 병조 급대의 경우 윤달에 추가로 지급되는 내역은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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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은 균역법 전후의 군역 수입을 수입 경로와 물종 측면에서 구분

하여 정리한 것이다.17) 균역법 이후의 총수입(B+C)에서 균역법 이전의 

군보 수입(A)을 제한 결과를 놓고 보면 균역법으로 각급 기관의 수입 중 

쌀은 3.7%가량 증가하였으나, 포목과 동전은 각각 1.1%, 23.4% 가까이 

감소하였다.18)

  균역법 전후 재정구조 변화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급대가 이루어졌음에도 균역법 이후 각급 기관

의 전반적인 수입은 감소하였다. 미곡 수입은 군사기관의 수입 상실분에 

여러 잡비를 덧붙여 지급한 결과 소폭 증가하였으나, 동전의 감소 폭이 

큰 편이었다. 이는 균역법 입안 과정에서 減革이 시행된 결과였다. 감혁

이란 급대 지급의 기준이 되는 군액을 삭감하는 조치를 의미한다.19) 급

대는 군보 수입의 감소분만큼 지급되므로, 양역 부담의 기준이 되는 군

17) 송양섭은 《均役事目》(追) 상에서 지급되는 급대미 수량을 23,723석으로 파악하
였는데, 이는 <표 1>에서 제시한 급대미 수량 27,739석과 차이를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균역청의 급대는 서울과 지방에서 나누어 지급되었는데,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는 서울에서 제공되는 京給代米만을 산정하였다. 본 글에서
는 경급대미에 이획미를 합한 수를 군사기관에 지급된 급대미로 파악하였다. 둘
째, 《均役事目》(追) 상에서 제시되는 급대미 산정 방식은 균역법 초기의 급대 
규정과 차이가 있다. 1770년부터 균역청의 미곡 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군사기
관에 급대미와 함께 지급되던 잡비 항목이 동전으로 대체 지급되었는데, 《均役
事目》(追) 상의 경급대미 산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1753년 시점에서는 
잡비 1,857석 가량이 쌀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복원하여 합산해야 한다. 셋째, 
《均役事目》(追) 상에는 병조에 포목 대신 쌀을 지급하는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해당 규정으로 병조에게 지급되는 쌀은 4,454석 가량인데, 이는 1753년 시점에는 
없었던 항목이므로 제해주어야 한다. 1753년 시점의 급대미 총액인 27,739석에서 
이획미 6,611석과 잡비미 1,857석을 제하고 병조 급대미 4,454석을 더하면 23,725
석으로 송양섭이 제시한 수치와 사실상 동일하다.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1>을 
참고.

18)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표 1> 상에서 제시되는 포목과 동전의 증감 내역은 정
확한 수치라 보기 어렵다. 1735년 이래로 木保는 米保와 달리 포목 대신 동전을 
납부할 수 있었고 균역법 이후 지급되는 급대 역시 포목과 동전으로 섞여서 지급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 정부는 포목 1필을 동전 2냥으로 계산하였으므로, 
균역법 이후의 수입 감소분은 포목 4,323필을 동전으로 환산한 8,646냥에 86,833
냥을 더한 95,479냥 규모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 감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 정연식, 2015〈균역법의 내용과 의
미〉《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57~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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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군사 편제에서 삭감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재정 결손분은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경각사 중 하나인 中樞府를 중심으로 감혁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중추

부의 경우 급대 지급의 기준이 되는 差備書吏의 규모는 200명에서 175명

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25명분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급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감축된 인원의 군역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25명은 餘保라는 이름으로 중추부에 편제되어 균역청의 급대

를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중추부는 175명에 해당하는 급대액인 175필을 

지급 받아야 하지만 이중 25필은 여보에게서 거두었다. 따라서 균역청이 

중추부에 지급해야 할 최종적인 급대 액수는 150필이 된다. 이처럼 감혁

은 군액 삭감과 여보 지급을 통해 균역청의 급대를 이중으로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표 1> 상에서 균역법 이후 재정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감혁에 있다.20)

  둘째, 감필로 양역 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물종 별로 감소한 

수입에 차이가 있었다. 군보로부터 얻는 미곡 수입은 67% 줄어들었으나, 

포목 수입은 33% 줄어들었을 뿐이다. 이는 균역법 입안과정에서 도입된 

換作과 관련이 있다. 환작이란 군보가 납부하는 물종을 변경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환작은 어영청과 금위영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관 소속의 米保를 木保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 다만 모든 감혁이 이처럼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령 혜민서의 경우 外醫女保 
360명 중에서 200명이 감축되었으나 이중 餘保로 지급된 인원은 80명이었다. 따
라서 균역청의 급대액은 160필(360명-200명)에서 80필(餘保)을 제한 80필이 된다. 
한편, 병조의 감혁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균역법 이전 병조 二軍色, 都案
色 소속의 군역자들은 16개월간 2필을 부담하였으므로 연간 납부량은 1.5필이 된
다. 조선 정부는 이들의 군역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지 않고 연간 1필로 단일화
시켰다. 따라서 이들의 납부하는 수량의 실질적인 감소분은 0.5필에 불과하다. 
<표 1>에서 균역법 이후 병조의 군보 수입이 다른 기관과 차이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급대 수량 조절 역시 감혁으로 간주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 정연식, 2015 앞의 글, 127~128쪽 ; 송기중, 
2017〈균역법의 실시와 균역청의 병조급대 시행〉《조선시대사학보》82, 조선시
대사학회, 238~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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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균역법 이전 균역법 이후 수입

감소분

(A-B)

인원수

(비중)
군보 수입 (A)

인원수

(비중)
군보 수입 (B)

금위영

목보
18,185

(38%)
木 36,370 疋 

36,050

(68.7%)
木 36,050 疋 320 疋 

미보
29,628

(62%)
米 23,702.4 石

16,398

(31.3%)
米 6,559.2 石 17,143.2 石 

어영청

목보
18,107

(38.5%) 
木 36,214 疋 

35,067

(66.8%)
木 35,067 疋 1,147 疋

미보
28,979

(61.5%)
米 23,183.2 石

16,653

(32.2%)
米 6,661.2 石 16,522 石 

전거 : 《均廳條劃》, 《均役事目》(追)

<표 2> 균역법 전후 군보 수입의 변화 

  <표 2>는 균역법 전후 군보 수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21) 금위영과 

어영청의 군보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22) 미보의 비중이 줄어들고 

목보의 비중이 늘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3) 이러한 상황에서 군역 

부담의 경감으로 발생하는 군문의 재정 결손분은 물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목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포목 수입 감소분은 상당 부분 상쇄되지만, 반대로 미보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곡 수입 감소분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21) 正軍官保, 騎士官資保, 標下官資保, 餘保, 嶺南罷防保의 명색을 구분하지 않고 
합계 기재하였으며, 減革으로 인해 餘保로 편제된 別破陣保, 硫黃軍, 吹鐵軍, 工
匠保, 葛山屯募軍 471명의 경우, 납부 물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균역법 전후 군보 수입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22) 이는 영남 수군진 7곳을 폐지한 후 군문 급대 재원의 일환으로 嶺南破防保를 지
급한 결과였다. 이들은 본래 균역청의 미곡 급대를 보조하기 위해 미보로 편제되
었으나, 1753년 경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목보로 편제되었다(《備邊司謄錄》영조 
29년 10월 7일 “禮曹判書洪鳳漢所啓, 臣以均廳事, 有所仰達者, 嶺南罷防保, 分作
禁·御兩營給代保, 使之作米矣, 近見方伯所報, 則以爲, 民情皆願納木, 蓋兩營·嶺
南元米保, 前此爲除民弊, 一竝作木, 則今於罷防保人, 不可斑駁, 且該營利害姑舍勿
論, 均廳, 當以祛民瘼爲主, 臣以此事, 與兵判相議於閤外, 則兵判之意與臣無異, 
禁·御兩營給代保人, 特許一體作木, 何如, ⋯ 上曰, 依爲之”). 이 점을 감안하여 
<표 2> 상에서 영남파방보는 목보로 분류하였다.

23) 가령 금위영의 경우 正軍官保 미보 29,628명 중에서 14,046명이 목보로 전환되었
으며, 騎士官資保 및 標下官資保 3,668명 중에서 816명이 京騎士保 미보로 전환
되었다(《均廳條劃》‘軍制條給代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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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역법으로 감소한 군문의 미곡 수입은 균역청에서 지급하도록 결정되

었으므로, 환작은 균역청이 급대로 지급하는 쌀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24) 쌀은 군병들에 대한 급료로 지급된 만큼 군문 재정의 

핵심 물종에 해당한다. 쌀의 공급이 균역청을 위시한 중앙정부 기구 아

래에 놓인다는 점은 군문이 중앙정부에 강하게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25)

  그렇다면 미보를 목보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상의 이유는 미

보의 소속 지역과 관련이 있다. 18세기 중반 조선 정부는 영남과 호서의 

峽邑과 호남의 좌도 및 해서의 장산 이북에 소속된 미보가 쌀을 상납하

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멀고 수운을 통한 운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하

거나[臭載] 원곡이 줄어드는[耗縮]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였다.26) 균역법 

입안자들은 해당 지역의 미보를 목보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줄어든 미곡 

수입은 균역청에서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환작은 균역청의 지출을 줄이는 기능도 수행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균역법 이후 군보 1인의 부담액은 포목의 경우 1필, 쌀의 경우 6두

이다. 조선 정부는 포목 1필을 동전 2냥으로 계산하였으므로 ‘포목 1필 

= 쌀 6두 = 동전 2냥’이라는 계산식이 성립하게 된다. 쌀 1석은 15두이

므로 동전으로 환산하면 5냥이 된다. 그런데 균역청이 쌀 1석을 조달하

는 데 사용한 동전의 양은 3.7냥이었다.27) 쌀 6두로 계산하면 동전 1.48

냥이 된다. 

24) 줄어든 미곡 수입은 균역청에서 지급하였으나 감소한 수입 전액을 지급하는 것
은 아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균역청의 급대미는 군사기관이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쌀의 수량인 每年捧上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5) 균역법 시행 무렵, 조선 정부는 군사기관의 자의적인 재정 운영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조정은 군문이 자체 재원으로 둔전을 확보하거나 선혜청 공가미를 구매
하려는 시도를 통제하였다(서현배, 2020 앞의 글, 71~72쪽). 더군다나 1844년 이후
에는 군사기관의 米保가 혁파됨에 따라 군문의 자체적인 쌀 확보는 사실상 불가
능했다. 미보로부터 획득한 쌀 수입은 균역청이 지급하였고 그 결과 균역청에 대
한 군사기관의 쌀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다(《備邊司謄錄》헌종 10년 6월 28일 
〈保米變通節目〉).

26) 《禁衛營謄錄》 영조 26년 12월 28일 “嶺南及湖西之峽邑, 湖南之左道海西之長
山以北段, 船路最遠過涉險洋, 輒多臭載之患, 非但軍餉之耗縮, 劣米再徵民弊不貲, 
嶺南及湖峽湖左海西長山以北, 依均役廳磨鍊, 幷作木保爲白齊”

27) 송양섭, 2012 앞의 글,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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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균역청의 급대에서 포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

면 적을수록 좋다. 목보 1인에 대한 급대는 동전 2냥에 해당하지만, 미

보 1인에 대한 급대는 동전 1.48냥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보가 목보로 환작될 때마다 균역청의 급대 지출은 0.52냥(2-1.48)

만큼 줄어들게 된다.28) 

  균역청의 지출에 이어 수입 구조를 검토해보자. 균역청의 정규 수입원

은 結錢, 免稅結(=隱餘結), 漁鹽船稅(=海稅), 選武軍官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결전은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6개 도의 전결에서 

거둔 토지 수입이다. 균역법 입안 당시 영조는 감필을 단행하면서도 급

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加賦가 될까 우려하여 새로운 세목을 도

입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별도의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급대를 

수행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1752년 홍계희가 제출한 상소문을 

받아들여 토지에 새로운 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책정된 세액은 1결당 쌀 2두였다. 다만, 납세자들이 원한다면 동

전 0.5냥으로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였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동전 납부를 

원한 결과 돈으로만 거두게 되었다.29) 여기서 납세자들이 판단한 쌀 1두

의 가치가 동전 0.25냥 이상이라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실제로 18세

기 중엽 지방의 쌀 가격은 1두에 0.25냥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30) 결전 

수입은 토지에서 거두는 만큼 해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적인 수입은 

37만 냥 전후로 파악된다.31)

28) 환작으로 줄어든 미보의 수는 25,556명이므로 균역청은 13,290냥 규모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다.

29) 《均役事目》(追) “海邑則收米山邑則俸錢爲白乎矣. 納米邑中願以錢上納, 則亦聽
施爲白齊. 後因各道所報, 勿論山海邑一倂納錢事定奪”;《萬機要覽》 財用篇 3〈結
錢附移納〉 “海邑收米二斗, 山邑捧錢五錢矣. 後因各道論報, 幷以錢代納”

30) 18세기 중엽 지방의 쌀 가격 정보는 固城 지역의 구상덕이 남긴 일기자료《勝聰
明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 지역의 쌀 가격은 기록 시점마다 달랐으나 평
균적으로 1두에 0.25냥 이상으로 형성되었다. 추수가 끝난 10월 이후부터는 일시
적으로 0.25냥 이하의 시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음 해 9월 전까지는 대체로 
0.25냥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몇 가지 가격 정보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751년 4월 21일 (0.33냥), 1752년 5월 3일 (0.33냥), 1752년 10월 6일 (0.25냥), 
1753년 11월 6일 (0.24냥), 1754년 7월 26일 (0.29냥), 1754년 10월 1일 (0.22냥), 
1755년 6월 1일 (0.39냥), 1755년 10월 21일 (0.45냥).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
고. 전성호, 2007《조선후기 미가사 연구》, 한국학술정보, 5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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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결 수입은 중앙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에서 사적으로 활용한 토지 

재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32) 균역법 입안 당시에는 隱餘結
이라 불렸는데 명칭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면세결로 개칭되었다.33) 

면세결에 적용된 세목은 田稅와 大同 등으로 다른 토지와 동일하였으나 

전결세 수입이 균역청에 귀속된다는 차이가 있었다. 균역법 입안 당시 

파악된 면세결은 약 2만 결 수준이었다. 

  선무군관 수입은 부유한 양인임에도 역을 지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군포를 납부하게 한 것이다.34) 균역사목 상에 기재된 선무군관의 수는 

24,500명이었으며, 이들의 役價는 다른 양인들과 동일하게 1필로 규정되

었으므로 매년 적어도 2만 필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리라 파악된다. 다만 

균역법 시행 초창기에는 포목 중심으로 거두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

전 대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5)

  마지막으로 어염선세 수입이 있다. 균역법 이전 조선의 漁場이나 鹽田 
등은 대부분 궁방이나 각종 아문에 折受되어 면세로 운영되었는데, 조선 

정부는 이를 국가재정으로 귀속시켜 균역청의 재원으로 확보하였다. 어

염선세 수입 역시 매년 차이가 있었지만, 각종 자료를 집계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 최저 8만냥 이상이 안정적으로 수취되고 있었다.36)

31) 《增補文獻備考》상에서 파악되는 1769년의 결전 수입은 372,045냥이며, 《宣惠
廳事例》에 기재된 1785년의 결전 수입은 364,766냥이다. 《萬機要覽》상의 1807
년 결전 수입 역시 369,317냥으로, 평균적인 결전 수입은 37만 냥 수준이었다. 다
만, 1844년 이후부터는 保米變通으로 결전 수입 일부를 쌀로 거두는 조치가 이루
어진 관계로 수입 물종이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
세히 다루도록 한다. 

32) 《均役事目》(追) “各邑時起田結落漏於收租, 則謂之餘結隱結, 而守令之因循未及
實報者, 特命免罪自首, 關北外七道之所報總爲二萬餘結, 自庚午條爲始收租本廳爲白
齊”

33) 《萬機要覽》 財用篇 3〈免稅結〉 “初稱隱餘結, 英宗癸酉, 廟議以爲田結皆版籍
物, 隱而見漏, 容或可也. 旣査之後, 仍稱隱餘屬之他司, 名色不正, 改稱免稅結. 謂其
免稅於地部之義也”

34) 선무군관의 운영과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정만조, 1977〈均役法의 選
武軍官〉《한국사연구》18, 한국사연구회.

35) 《備邊司謄錄》 정조 13년 1월 12일 “宣惠廳堂上李在簡曰, 近年選武布, 以錢代
捧”

36) 조영준, 2010〈영조대 均役海稅의 수취와 상납 — 『輿地圖書』의 집계 분석〉
《한국문화》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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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米 (石) 田米·太 (石) 木 (疋) 錢 (兩) 합계 (兩)*

수입(A)

**

결전 300,000 300,000

면세결 7,540 7,728 13,343 68,881

선무군관*** 20,300 40,600

어염선세 123,500 123,500

<小計> 7,540 7,728 33,643 423,500 532,981

지출(B) 급대 27,739 122,485 98,585 446,189

재정 수지(A-B) -20,199 7,728 -88,842 324,915 86,792

* 균역청의 공식 환산식인 米 1石 = 錢 3.7兩, 木 1疋 = 錢 2兩을 적용해 환산.

** 1751년 6월에 제출된 홍계희 상소문에서 나타나는 1750년도의 수입 항목을 기재하되 

   결전 항목은 전결의 中摠 60만결에서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입을 기재.

*** 홍계희 상소문에서는 동전 환산액만 기재되어 있으나, 18세기 중반 선무군관 수입은

     대부분 포목인 점을 고려하여 포목으로 기재.

**** 모든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거 : 《英祖實錄》 영조 27년 6월 2일, 《均役事目》(追)

<표 3> 균역법 시행 초기의 재정수지

  균역청의 수입은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표 3>은 균역법 

시행 초기의 재원별 수입 액수와 급대 액수를 비교한 것이다. 면세결, 

선무군관, 어염선세 항목의 경우 1750년의 수입 실적을 기재한 것이며, 

결전의 경우 당시 입안자들이 최소한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액수를 

기재하였다.37)

  <표 3> 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균역법 시행 초기의 급대액은 동전

으로 환산하였을 때 균역청 수입의 83.7%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균역청

37) 홍계희가 제시한 결전 예상 수입액은 30만 냥이었다(《英祖實錄》 영조 27년 6
월 2일). 이후 확인되는 결전 수입액이 평균적으로 37만 냥 수준이므로 사실상 
수입의 하한선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 <표 3>의 수입액은 18세기 후반의 수입 
내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면세결·어염선세 수입이 다소 높게 잡혀있지만, 결전 
수입이 그만큼 적은 편이므로 균역법 이후 한동안 총수입은 이와 유사한 수준이
었으리라 생각된다. 《萬機要覽》단계에서 어염선세 수입은 89,740냥이며 면세결 
수입은 米 4,320석, 田米·太 1,869석, 布木 8,600필로 동전으로 환산하면 38,200
냥 규모이다. 양자를 더하면 127,940냥이 된다. <표 3> 상에서 면세결, 어염선세
의 동전 환산액 합계가 19만 냥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6만 냥 가까이 줄
어든 셈이다. 그러나 《萬機要覽》단계에서 결전 수입은 37만 냥 가까이 되므로 
수입의 총액을 동전으로 환산한 수치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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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은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개별 물종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표 3> 상의 재정 수지 항목 중 

흑자를 기록하는 물종은 동전밖에 없으며 쌀과 포목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균역청의 재정은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면서 동시에 수입 

물종과 지출 물종이 다르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균역청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였을까? 포목의 경우, 

동전으로 포목을 구입하여 각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실제로 1752년 조영국의 발언에 따르면 균역청에서 거두는 포목이 

적으므로 동전으로 포목을 사들이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조영국이 아뢰기를, 이번 균역사목 중에 각 관서에 급대 하는 것은 모두 錢과 

木을 절반씩 섞어[錢木參半] 지급하도록 이미 定式을 삼았으니 本廳에서는 진

실로 이대로 거행해야 하지만 본청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돈은 많고 목면은 적어

서 실로 변통할 방도가 없습니다. 형편상 돈으로 목면을 사서 절반씩의 수량을 채

워야 하는데 만약 본청에서 사사로이 換貿한다면 반드시 비방하는 말이 있을 것

이고 또한 下屬 들이 농간을 부릴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廛人에게 내주어 사실

대로 들여 바꾸어 바치게 하였는데, 시장 가격[市直]에 비해서 給價가 자못 넉넉

하기 때문에 廛人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변통에 관계된 일이므로 감히 아

룁니다. 상이 이르기를, 아뢴 바가 참으로 좋으니 이대로 하라고 하였다.38) 

  균역청이 책정한 포목 가격, 즉 作錢價는 1필에 동전 2냥이었는데 이

는 위 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포목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732년에는 민간에서 금위영

에 납부하기 위해 목면을 1필당 1.6냥에 사들인 사례가 확인되며,39) 

1750년 선혜청에서는 稅作木이나 太作木의 시장가격이 2냥 이하라고 인

식하고 있었다.40) 

38)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7월 9일 “榮國曰, 今此均役事目中, 各司給代, 皆以錢
木參半上下事, 旣已定式, 則本廳, 固當依此擧行, 而本廳卽今所捧錢多而木小, 實無
推移之道. 勢將以錢貿木, 以充其參半之數, 而若自本廳私自換貿, 則必有謗言, 而亦
不無下屬輩作奸之慮, 故出給廛人, 使之從實入換納, 而比市直, 給價頗優, 故廛人亦
願之, 然事係變通, 故敢達矣. 上曰, 所達儘好, 依此爲之”

39) 《承政院日記》 영조 8년 윤5월 6일 “以四百餘兩之錢, 換木五同, 納于禁營之說, 
而重泰招中, 略不辨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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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균역청의 작전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급대를 포목 

대신 동전으로 지급하더라도 각급 기관들은 손해가 없고 도리어 이익을 

보게 된다. 실제로 포목을 사서 지급하기보다는 동전으로 대신하는 방식

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754년 좌의정 이천보는 균역청의 급대

가 대부분 동전으로 지급된다고 주장한 바 있고,41) 18세기 중엽 금위영, 

어영청에 지급되는 포목 급대 중 동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85% 이상이었

다.42) 훈련도감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포목 수량을 할당할 

만큼 동전 지급률이 높은 편이었으며,43) 병조 二軍色에 지급되는 포목 

급대는 18세기 후반부터 전액 동전으로 지급되었다.44)

  다음으로 미곡의 확보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균역법 입안자들은 포목

은 동전으로 대신하더라도 쌀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

히 핵심 입안자였던 홍봉한은 군문에 쌀값에 해당하는 동전을 지급할 경

우 무한한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동전으로 쌀을 많이 사들일 

때는 差人이 중간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여 쌀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적게 사들일 때는 軍食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는 의견이었다.45)

  이러한 인식 속에 균역법 입안자들은 선혜청의 대동미를 확보하는 방

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크게 移納과 移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납

은 선혜청이 공인들에게 공물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貢價米를 균역청

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이납은 균역청의 미곡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0) 《承政院日記》 영조 26년 12월 27일 “所謂稅作, 論以市直, 一疋之價, 僅爲一兩
五錢, 太作比稅作, 升品稍勝, 故一疋之價, 或爲二兩”

41) 《御營廳謄錄》 영조 30년 1월 15일 “各樣價布減半後, 均廳給代幾爲純錢”
42) 1755년 금위영은 2,852필에 해당하는 급대를 포목 407필과 동전 4,890냥으로 분

배받았는데, 1필을 2냥으로 계산하였을 때 급대 총액에서 동전이 차지하는 비율
은 85.7%에 달한다. 1756년 어영청은 급대 3,090필을 포목 150필과 동전 5,880냥
으로 분배받았다. 급대 중 동전의 비율은 무려 95.1% 수준이다(《禁衛營謄錄》 
영조 31년 10월 일 ; 《御營廳謄錄》 영조 32년 10월 4일).

43) 《均役事目》(追) “訓局砲保給代, 純錢上下無義, 木布百餘同, 參下劃給, 使之需
用, 於從前用木布處爲白齊”

44) 《備邊司謄錄》 정조 13년 1월 12일 “故兵曹給代, 皆是純錢, 而均廳木儲, 本來
不足, 以錢定式, 別無所損矣, 上曰, 依爲之”

45) 《備邊司謄錄》 영조 29년 2월 23일 “軍門許多餉米, 實難推移給代, 若以錢直劃
於軍門, 則又有無限弊端, 如其多貿, 則差人從中射利, 而米色麤雜莫甚, 如其少貿則
軍食每患乏絶, 而餘錢自歸浪用, 以此以彼, 憂慮罔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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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의 結米를 돈으로써 대신하여 징수한 후, 급대에 쓰이는 米邊의 수를 채

우기 어려우므로 선혜청이 공물 값으로 내어주는 쌀[貢價米]을 공인이 원하는 바

에 따라 14,000석에 한하여 값을 주어 미리 사서 (○매석에 돈으로 환산한 값이 3냥 

7전. 기한을 30개월 이내로 하여 받아가는 것을 사도록 하는데 1년 동안에 산 것이 비록 

더하고 덜함이 있더라도 해마다 계속하여 사기 때문에 차차 14,000의 수량에 준하게 됨) 

쌀은 그대로 그 廳에 留置하고 매년 새로 상납하는 大同을 全船으로 옮겨오게 

한다. (○호서 5,000석, 호남 6,000석, 영남 3,000석) 이것이 이납이 말미암은 바의 시

작이다. 貢米를 미리 사는 수량이 비록 14,000석의 수에 준하지 못하더라도 전례

대로 옮겨오고 내년에 다시 사서 充報한다.46) 

  위 내용에 따르면 이납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균역청은 공인

이 공물 납부의 대가로 선혜청에서 지급받는 공가미를 미리 사들인다. 

사들인 쌀은 선혜청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었으며 장부에는 균역청의 

재원으로 기재되었다.47) 2. 선혜청은 매년 거두는 대동미 중에서 14,000

석을 균역청에 지급한다. 이때 장부에 기재된 균역청의 쌀은 14,000석만

큼 공제되었을 것이다. 3. 균역청이 사들인 貢價米의 수량이 14,000석이 

되지 못하더라도 선혜청은 14,000석을 균역청에 지급한다. 부족한 수량

은 추후에 사들여 채워 갚도록[充報] 규정되었다. 쌀의 보관이 선혜청에

서 이루어진 만큼 부족한 수량은 균역청의 負債로 기재되었을 것이다.

  균역청이 매입하는 쌀의 가격은 1석에 동전 3.7냥으로 책정되었다.48) 

표면상의 이유는 쌀의 시장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 있었다. 균역법의 핵

심 입안자였던 홍봉한에 따르면 당시 쌀의 가격은 참혹한 흉년이 아니라

면 가격이 2~3냥 정도였다.49) 따라서 공인이 받는 쌀을 이보다 높은 3.7

46) 《萬機要覽》 財用篇 3〈結錢附移納〉“各道結米以錢代捧之後, 給代所需之米邊
難以充數. 故惠廳貢價米, 從貢人所願, 限一萬四千石給價預買, (○ 每石折錢三兩七
錢. 限以三十朔內所受許買, 而一年所買雖有加減, 年年繼買, 次次計准於一萬四千之數) 
而其米則仍留該廳, 每年以新納大同全船移來. (○ 湖西五千石. 湖南六千石. 嶺南三千
石) 此乃移納之所由始也. 貢米預買之數, 雖不準一萬四千之數, 依例移來, 以待來年
之更買充報”

47) 1758년 선혜청 관원의 보고 내용은 5개 支廳인 영남청, 호남청, 호서청, 강원청, 
해서청의 수입 지출 내역을 담고 있다. 해당 보고 내역에서 각 청별 미곡 수입 
중 일부가 균역청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承政院日記》 영조 34년 4월 7일).

48) 《均役事目》(追)“一石之價定以三兩七錢, 毋得加減爲白遺, 歉歲則貢人必不願受, 
切勿强行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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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으로 매입한다면 공인에게 이익이 되고, 균역청 입장에서도 쌀을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의 납세자들은 쌀 2두 대신 동전 0.5냥

을 납부하길 원했다. 이는 지방에서 쌀 1석의 시장가격이 3.75냥을 상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쌀 1두의 가치가 0.25냥보다 낮다면 굳이 

동전을 납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8세기 중엽 고성 지역의 

쌀 가격은 1두에 0.25냥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50) 이러한 점을 고려

해보았을 때 서울에서 쌀의 시장가격이 3.7냥 이하라는 홍봉한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의 쌀 가격이 지방의 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굳

이 지방에서 쌀을 상납할 필요없이 서울에서 쌀을 사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防納의 유인이 크기 때문에 서울 미가가 지방 미가

보다 헐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균역법이 실시된 18세기 중엽 쌀 

가격은 3.7냥 이상이었으며, 홍봉한의 발언은 쌀 가격이 더욱 저렴했던 

18세기 전반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51)

  그렇다면 공인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3.7냥에 공가미를 판매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이납 규정에서 공가미 판매의 기한이 30개월이라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인이 선혜청에서 수령하는 공가미를 30

개월에 한하여 미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물을 납부하기 전에 대금

을 미리 받는다는 의미와 같다. 비록 균역청이 책정한 가격이 시세보다 

조금 낮더라도 공인은 공가를 미리 지급받아 공물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이납을 선호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공인들이 균역청이라는 거대한 판매처를 획득하게 된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납은 시장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공인이 

단일 가격으로 안정된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 

49) 《備邊司謄錄》 영조 29년 2월 23일 “至於米, 則除非慘凶, 則價不過二三兩之間, 
故民皆失利”

50) 전성호, 2007 앞의 글, 51~61쪽.
51) 1750년 이전의 쌀 가격은 단기적으로 풍흉에 따른 변화가 격심하기는 하나 대체

로 1석에 3냥 아래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고성 지방 쌀 가격 정보
가 담겨있는 《勝聰明錄》뿐 아니라 《備邊司謄錄》을 비롯한 관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이헌창, 1996〈숙종 - 정조조(1678 - 1800년간) 
미가(米價)의 변동〉《경제사학》21, 경제사학회, 130~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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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균역청이 매입하는 가격이 비록 시장가격보다는 조금 헐한 값이라

고 해도 공인의 수입 안정성은 이전보다 높아진다. 안정적인 수입은 재

정 운영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요컨대 공인 입장에서 이납을 통

해 쌀을 판매하는 것은 결코 나쁜 조건이 아니었다.

  공인이 이납을 선호하였다는 사실은 균역청의 이납 수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이납의 규정상 매입 액수는 14,000석이지만, 18세

기 중반 균역청이 매입한 공가미의 수량은 이를 크게 넘어선다. 1758년 

선혜청 관원의 보고에 따르면 균역청의 공식적인 미곡 수입은 17,797석

인데,52) 여기에 선혜청으로부터 쌀 37,385석이 추가로 移捧되어 총 미곡 

수입은 55,185석에 달하고 있다.53) 

 한편, 균역청이 미곡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移劃이 있었다. 

이획이란 지방에 위치한 선혜청의 대동저치미를 균역청에 무상으로 이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균역법 시행 초기에는 호서, 호남, 영남의 저치미 

총합 11,000석 규모로 책정되었다.54) 그런데 영남의 경우 저치미 운송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큰 편인 데다, 선혜청은 호조 재정을 보조하므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1760년부터 이획의 

규모는 호서, 호남 총 7,900석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무상 지급에서 선혜

청의 쌀 1석과 균역청의 동전 3.7냥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55)

52) 균역청의 수입 17,797석은 공식적인 이납 액수 14,000석에 면세결 수입 3,797석
을 합한 수로 생각된다. 이획의 경우 군사기관에 지급하는 급대미를 공제하는 방
식으로 제공되었으므로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承政院日記》 영조 34
년 4월 7일).

53) 《承政院日記》 영조 34년 4월 7일 ; 해당 자료에서 선혜청의 수입은 5개 支廳
인 湖南廳, 湖西廳, 嶺南廳, 京畿廳, 江原廳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1758년 호
남청의 쌀 수입은 112,297석인데, 이중 균역청에 옮겨진 쌀은 13,060석이었다. 호
서청과 영남청의 경우 각각 12,516석, 8,199석이 균역청 명의의 쌀로 기재되어 있
다. 이상을 합하면 33,775석으로 균역청에 移捧된 쌀의 총액인 37,385석과는 약간
의 차이를 보이는데, 양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분명하지 않다. 차액인 
3,610석을 진휼청이나 상평청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단순히 33,775석을 
37,385석으로 誤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이건 균역청의 미곡 수
입이 이납 규정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54) 《萬機要覽》 財用篇 3〈移劃〉 “均役之初, 命除諸道監營率眷减惠廳月令御供, 
以其營需米 (卽監營內眷所需湖西五百石，湖南四百石，嶺南一百石) ⋯ 付之均廳, 又
歲出三南儲置米　(湖西，嶺南各三千石, 湖南四千石） ⋯ 以助給代之需”

55) 《萬機要覽》 財用篇 3〈移劃〉 “當初, 儲置米分排三南移劃軍門矣. 庚辰變通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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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균역청이 책정한 미곡 가격은 이납과 이획 모두 3.7냥이었다. 

그런데 이는 다른 재정기관에서 책정한 작전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대단

히 저렴한 편이었다. 18세기 중엽 호조와 선혜청은 재정 운영 과정에서 

쌀 1석을 각각 동전 5냥과 6냥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균역청 작전가 

3.7냥의 1.3 ~ 1.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56)

  균역청이 책정한 미곡 가격이 낮았던 원인은 18세기 전반 동전의 가치

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조선 정부는 1695년 대규모 

주전을 단행한 이후 1731년까지 30년 넘게 장기간 동전을 발행하지 않았

다.57) 이와 같은 錢荒 국면에서 미곡과 포목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게 된다.58) 이후 간헐적으로 주전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1750년 균역

법 시행 전까지 동전 발행액은 많지 않았다. 이처럼 균역청의 작전가는 

유례없이 동전의 가치가 높았던 18세기 전반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책정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균역법 이후 중앙정부의 포목, 미곡 수입

은 감소하며, 균역청은 이에 대한 지원을 동전으로 해결하였다. 균역청

이 책정한 포목 가격은 1필에 2냥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급대를 포목 1필 대신 동전 2냥으로 지급할 경우 작전가(2냥)와 시장가

兩湖依前移劃. 嶺南則米儲不敷. 不爲區劃. 己丑營需還給後. 湖西五百石，湖南四百
石亦爲依例外劃. 而米元數中除舡價, 每石折錢三兩七錢還報.

56) 1749년 조선 정부는 호조의 田稅를 동전으로 대신 납부할 때 쌀 1석을 동전 5냥
으로 作錢하도록 규정하였다(《備邊司謄錄》 영조 25년 12월 23일). 이러한 규정
은 후대의 자료인 《萬機要覽》, 《度支準折》 등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한편 
선혜청은 18세기 중엽 쌀 1석을 6냥으로 계산하는 것이 通例였다(《備邊司謄錄》 
영조 17년 10월 20일). 선혜청의 작전식 역시 《宣惠各廳事例》를 비롯한 후대의 
자료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57) 18세기 전반의 鑄錢 문제와 錢荒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이재윤, 1997〈18
世紀 貨幣經濟의 發展과 錢荒〉《學林》18,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 이헌창, 
1999〈1678 - 1865 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경제사학》27, 경제사학회 
; 이정수·김희호, 2006《조선의 화폐와 화폐량》경북대학교 학술총서 ; 권인혁, 
2011《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58) 조선후기 米價를 분석한 여러 연구는 18세기 전반 상대적인 저미가 상태가 유지
되었다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헌창, 1996〈숙종 - 정조조(1678 - 
1800년간) 미가(米價)의 변동〉《경제사학》21, 경제사학회 ; 이정수·김희호, 
2006《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 학술총서 ; 전성호, 2007《조선후기 
米價史 연구》,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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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1.xx냥)의 차액만큼 군사기관의 실질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균

역청이 책정한 미곡 가격은 1석에 3.7냥 수준이었다. 조선 정부는 換作
을 실시하여 급대 중 미곡 비중을 늘렸는데, 균역청은 포목 1필 대신 쌀 

0.4석을 지급함으로써 작전가(2냥)와 미곡 매입가(1.48냥)의 차액만큼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 정부는 균역법 도입 과정에서 동전을 활

용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실질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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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지출의 추이

  18세기 중엽 확립된 균역청의 재정 지출은 감필로 발생한 재정 결손분

에 대한 급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는 고정된 수치로 그치지 않고 

시기별로 변화를 보인다. <그림 1>은 균역청 재정 지출의 추이를 시계열

로 정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59)

<그림 1> 균역청 재정 지출의 추이 

* 균역청의 공식 환산식인 米 1石 = 錢 3.7兩, 木 1疋 = 錢 2兩을 적용해 환산.

  그래프 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균역청의 총지출액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물종 측면에서는 미곡 지출의 비중

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2절에서는 재정 지출의 변화상에서 나타나

는 특징을 ‘재정 지출의 증가’와 ‘미곡 비중의 증가’로 구분하여 구

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59) 《均役事目》(追)(1757), 《宣惠廳事例》(1785), 《萬機要覽》(1807), 《六典條例》
(1867) ; 1757년 미곡 지출은《均役事目》(追) 상에서 추후에 수정된 내역(浮費敗
船米)을 해당 연도 기준으로 복원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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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지출의 증가

  재정 지출의 규모가 증가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

다. 첫째, 재정 운영 방식이 변화한 기관에 추가로 급대를 지급하는 경

우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군보 편제의 변경에 따른 급대 지급을 

들 수 있다. 1765년에는 파주에 防營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병조와 三軍門(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군보를 移屬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기관의 재정 손실분은 균역

청에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60) 

  1789년에는 고양군에 소속된 군보를 감액시키는 조치가 있었다. 이는 

국왕의 陵幸이 빈번하여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역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취한 조치였는데, 이때 발생한 재정 손실분 역시 균역청에서 지

급하도록 결정되었다.61) 1798년에는 화성 부근의 5개 읍에 소속된 군보

를 화성부에 소속시키고62) 1800년에는 熊川 소속의 군보를 감액하는 조

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감소분 또한 균역청에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63) 

  균역법으로 수입이 줄어든 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統營을 들 수 있다. 균역법 이전 

통영의 수입은 수군이 납부하는 군포와 어염선세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이중 어염선세로 얻는 수입은 많을 때 5만 냥에 달하는 수준이었다.64) 

그런데 균역법 이후 어염선세가 모두 균역청에 귀속되자 통영의 재정은 

극심한 곤란에 빠졌다. 정부에서 어염선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防簾 7
곳을 재원으로 지급해주었지만, 재정손실을 온전히 메꾸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1769년부터는 균역청의 어염세 수입 중 1만 냥

을 조건없이 매년 통영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65) 이 외에도 湖南進上

60) 《備邊司謄錄》 영조 41년 1월 17일 〈坡州防營軍制磨鍊移額別單〉 ; 《萬機要
覽》 財用篇 3〈京各司軍保給代〉

61) 《萬機要覽》 財用篇 3〈高陽郡軍役給代〉
62) 《承政院日記》 정조 22년 10월 19일
63) 《萬機要覽》 財用篇 3〈熊川京司布保給代〉
64) 송기중, 2013 앞의 글, 186~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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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種給代, 向化人保給代, 關東蔘價烟戶錢結役給代 등 다양한 명목으로 

균역청의 급대는 증가하고 있었다.66)

  둘째, 奴婢貢給代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는 균역법으로 

인해 양역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비의 신공 부담이 무거워

진 사실과 관련이 있다. 노비 신공은 1667년 이래 奴는 목면 1.5필, 婢는 

목면 1필 규모였는데, 균역법으로 양역이 1필 수준이 되자 도리어 노비

의 신공 부담이 양역의 부담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67)

  조선 정부는 노비 신공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755년 국왕 영조는 노비의 신공 납부가 양역보다 심하다고 지적하고, 

노와 비의 신공을 각각 0.5필 경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68) 乙亥減貢으

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자연스럽게 노비를 보유한 각 기관의 수입 감소를 

초래했고, 그에 대한 급대는 균역청에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1774년에는 국왕의 의지에 따라 婢貢을 전격 폐지한 甲午減貢이 단행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조 연간에 간행된 《度支志》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69) 갑오감공은 1772년에 신공을 납부한 婢의 수[壬辰總]를 

기준으로 재정 손실분을 계산하고 균역청이 급대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70) 다만, 평안도와 함경도 소속의 婢에 대해서는 婢貢을 폐

지한 대신 새로 作役價라는 명목을 부담시킴으로써 재정 부담의 완화를 

꾀했다. 이처럼 갑오감공은 비의 신공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균역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71)

65) 《備邊司謄錄》 영조 45년 3월 22일.
66) 《萬機要覽》 財用篇 3 〈給代〉 ; 구체적인 각각의 급대 내역에 대한 소개는 

다음 글을 참고. 김옥근, 1997《朝鮮王朝財政史硏究Ⅱ》, 일조각, 257~259쪽.
67) 《萬機要覽》 財用篇 4 〈奴婢貢給代〉 ; 18세기의 내시노비 운영과 급대 문제

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도주경, 2019〈18세기 내시노비 비총제의 시행과 
운영〉《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68) 《萬機要覽》 財用篇 3〈巫稅給代〉
69) 《度支志》 外篇 券11〈奴貢〉
70) 가령 호조의 경우 임진년에 신공을 납부한 비의 수는 13,993구인데, 이 중 

13,746구는 포목 0.5필에 해당하는 1냥을 납부하고, 나머지 비 247구는 명주 1/4
필에 해당하는 2냥을 신공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의 신공을 폐지할 경
우 발생하는 손실분은 14,240냥 규모였다. 

71) 호조에 소속된 평안도와 함경도 소속 비가 납부하는 작역가는 1,666냥 규모였다. 
앞서 산정된 호조의 재정 결손분 14,240냥에서 작역가를 제하면 13,704냥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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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 신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1801년 이루어졌다. 국왕 순조는 

노비를 혁파하고자 한다는 정조의 뜻을 繼述하는 차원에서 노비안을 소

각하고, 노비가 납부하던 신공은 장용영에서 급대하도록 지시했다.72) 그

런데 장용영이 1년 뒤인 1802년 혁파됨에 따라 실질적인 급대 업무는 균

역청에 이관되었다.73) <표 4>는 균역청이 담당한 노비공급대의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19세기 초 균역청이 담당하는 노비공급대의 총액은 동전

으로 환산하였을 때 균역법 시행 초기 급대의 17.3%에 달하는 규모였다.

米 (石) 木 (疋) 布 (疋) 錢 (兩) 합계 (兩)*

乙亥減貢 (1755) 267.5 21 43,135 43,712

甲午減貢 (1774) 814 15,239 16,867

公奴婢 革罷 (1801) 1,233 212 11,881 16,867

합계 1,233 1,293.5 21 70,255 77,446

* 균역청의 공식 환산식인 米 1石 = 錢 3.7兩, 木 1疋 = 錢 2兩을 적용해 환산.

전거 : 《萬機要覽》 財用篇 3 〈給代〉

<표 4> 노비공급대의 규모

  셋째, 1844년 단행된 保米變通으로 군사기관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균역법 이후 군사기관에 쌀을 납부하는 米保
의 부담은 12두에서 6두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19세기 전반 무렵에는 이

들이 쌀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각종 잡비가 붙어 실제 부담액은 10두에 

가까운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1843년 우의정 권돈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보가 납부

하는 물종을 쌀에서 동전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곡 수입 

결손분은 균역청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74) 

데 균역청은 이를 동전과 포목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72) 《純祖實錄》 순조 1년 1월 28일 “敎曰, 先朝以內奴婢寺奴婢, 嘗欲革罷, 予當繼

述, 自今一倂革罷. 其給代, 令壯營擧行”
73) 《萬機要覽》 財用篇 3〈壯勇營給代〉
74) 《備邊司謄錄》 헌종 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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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의 실정으로 뼈에 사무칠 만한 것 중에 軍政의 폐단보다 심한 것

이 없는데 군정의 폐단 중에서 가장 뼈에 사무칠만한 것으로는 또 米保보

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각 營의 官保로 兩湖와 海西에 있는 것은 한 사람

당 米 6斗의 身役에 불과하니 애당초 괴롭거나 무거운 것이 아닌데 외방 

고을의 奸弊가 연줄을 따라 더욱 흥하고 斗斛은 날로 불어나 절제가 없고 

情費는 해마다 늘어나 그치지 않으므로 6두의 납부가 10여 두나 되었습니

다.  ⋯ 신이 생각건대, 兩湖와 海西에서 錢木으로 상납하는 고을을 제외

하고는 원래의 結錢 중에서 1결 당 몇 錢씩 적절하게 作米해서 세 도의 保
米의 實總을 담당하고 稅米와 함께 收捧하여 함께 선적해 납부하게 하되 

京司에서는 각 영문에 分劃하게 하고, 결전을 작미한 대가는 각 도의 保額
에 나누어 배정해서 錢으로 수봉하되 각 영에서 該廳에 실어 보내 그 결

전의 부족을 채우게 한다면 結民에게는 損益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래 사목 중 或錢或米의 제도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75)

  1844년 조선 정부는 권돈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미변통을 단행했다. 

〈保米變通節目〉 상에서 보미변통의 대상이 되는 삼군문 米保의 총수는 

34,775명으로 이들이 6두씩 납부하였을 경우 미곡 수입은 13,902석이 된

다.76) 여기에 補縮米, 情費米 등 각종 잡비를 더한 17,656석이 균역청이 

군사기관에 새롭게 지급해야 할 수량으로 책정되었다. 균역청의 미곡 확

보 수단이 한정적이었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75) 《備邊司謄錄》 헌종 9년 3월 5일 “民情之切骨者, 未有甚於軍弊, 而軍弊之最切
骨者, 又莫甚於米保, 各營官保之在於兩湖及海西者, 不過爲一人六斗米之役, 則未始
爲苦重, 而外邑奸弊, 因緣滋興, 斗斛則日濫而無節, 情費則年加而不止, 六斗之納, 
至爲十餘斗之多 ⋯ 臣意則兩湖·海西錢木上納邑外, 就元結錢中, 以每結幾錢, 量宜
作米, 以當三道保米實摠, 與稅米同爲收捧, 同爲裝納, 而自京司分劃於各營門, 結錢
作米之代, 分排於各道保額, 以錢收捧, 自各營輸送該廳, 充其結錢之不足, 則在結民, 
非但無所損益, 亦不違於元事目中或錢或米之制”

76) 《憲宗實錄》 헌종 10년 6월 28일 〈保米變通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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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곡 비중의 증가

  <그림 2>는 미곡 급대 규정이 정비된 1753년 이후의 미곡 지출을 시계

열에 따라 정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77) 균역청의 미곡 지출은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까지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2> 균역청 미곡 지출의 추이    

  미곡 지출의 변동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급대로 지급되는 물종이 포목이나 동전에서 미곡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지출 규정의 변화 과정에서 미곡 지출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다. 미곡 지출의 증가 원인을 물종 변경과 지출 증감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물종 변경은 급대로 지급되는 포목이나 동전을 쌀로 바꾸는 換貿米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78) 환무미는 병조와 훈련도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

77) 〈均廳給代米條節目〉(《禁衛營謄錄》영조 29년 11월 일), 《均役事目》(追), 
《宣惠廳事例》(1785), 《萬機要覽》(1807), 《六典條例》(1867) ; 1753년 지출액은 
《均役事目》(追)와 〈均廳給代米條節目〉을 바탕으로 추산하였으며, 1757년 미곡 
지출은《均役事目》(追) 상에서 추후에 수정된 내역(浮費敗船米)을 해당 연도 기
준으로 복원하여 기재한 것.

78) 《萬機要覽》, 《六典條例》 등의 자료에서 급대 물종을 포목, 동전 대신 쌀로 
지급하는 행위에는 換貿米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萬機要覽》 軍政篇 2〈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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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중 병조의 경우 군제 변통과 밀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754년에는 중앙 군사기관이 병조판서의 통솔 아래에 위치하도록 제도적

으로 보장하고 국왕을 호위하는 龍虎營을 병조판서가 직접 통제하는 내

용의 군제개정이 단행되었다.79) 이때 병조 휘하의 용호영 군병에 대한 

급료미를 균역청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용호영은 병조 휘하

의 직속 군병인데, 이들에 대한 급료가 포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

에 다른 군문과 차별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조선 정부는 

용호영에 쌀을 지급하기 위해 균역청이 병조에 급대로 제공하던 포목을 

쌀로 대신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1755년에는 上番하

는 기병에게 지급되는 급료미 역시 환무미로 마련하는 조치가 이루어졌

다.80) 18세기 중반 추사목 단계에서 나타나는 환무미의 액수는 4,454석 

규모이다.81)

  병조의 환무미는 19세기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상번기병 외에 

有廳軍官과 有廳書吏의 급료도 병조에서 마련한 데다,82) 1804년 궁성을 

지키는 宮牆守鋪軍의 급료미를 환무미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결과였다.83) 

이 과정에서 균역청의 미곡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병

조의 환무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84)

各掌事例〉 ‘一軍色’ ; 《六典條例》 兵典 〈兵曹〉‘一軍色’·‘二軍色’). 훈련도감 
겸료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므로 환무미의 일종으로 분류하였다. 

79) 《備邊司謄錄》 영조 30년 10월 30일 〈兵曹變通節目〉, 〈禁衛營變通節目〉
80) 《承政院日記》 영조 31년 7월 9일 “自今九月當爲始, 以此施行, 而料米則均廳二

軍色給代錢中, 量其所入, 依一軍色例, 以米區劃事, 定式擧行”
81) 구체적인 마련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용호영 군병의 급료미로 필요한 액수는 

2,640석으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補縮米 264석, 5% 규모의 浮
費米 132석, 1% 규모의 本廳縮米 26.4석이 책정되었다. 그 결과 지급되는 환무미
의 양은 3062.4석이 된다. 한편 上番騎兵에 대한 급료미 원액은 1,200석으로 파악
되었다. 용호영 군병과 마찬가지로 보축미, 부비미, 본청축미 등이 더해져 최종적
인 지급 액수는 1,392석이 된다(《均役事目》(追)〈給代〉‘兵曹四軍門米條給代’).

82) 송기중, 2017 앞의 글, 249쪽.
83) 《承政院日記》 순조 4년 12월 20일 “金在昌, 以兵曹言啓曰, 頃因副修撰尹尙圭

所啓, 宮墻守鋪軍, 自下代立, 逐日雇立之弊, 永爲革祛事, 批旨內, 聞甚疎虞, 變通便
否, 令該曹講確以聞可也事, 命下矣 žžž 此則本曹有鋪軍雇錢所下者, 每名朔料, 以七
斗計之, 一年所需之米, 不過爲四百餘石, 若以詳定價換米, 則洽當此數, 年年輸送于
均廳米條, 使之區劃, 至若各門搖鈴軍, 俱是雇立之軍, 則亦爲一體變通”

84) 《承政院日記》 순조 5년 8월 21일 “用龜曰, 宮墻守鋪軍, 以訓局及禁·御兩營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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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훈련도감의 경우 1758년 호조가 부담하던 도감군의 兼料米 마련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겸료미란 소속 군병이 禁軍 역할을 수행하는 兼
司僕으로 승진할 경우 본봉에 더하여 지급한 급료미를 의미한다. 그런데 

금위영과 어영청은 겸료미를 쌀 3두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18세기 중반 

훈련도감은 겸료미를 쌀 1두에 좁쌀 2두를 섞어 지급하는 형편이었다. 

심지어 좁쌀 2두를 콩이나 동전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85)

  이 당시 訓鍊大將이었던 홍봉한은 호조판서와 함께 변통책을 구상해냈

다. 본래 훈련도감의 겸료는 호조가 쌀과 좁쌀로 나누어 부담하였는데, 

이중 쌀 일부는 그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물자는 동전으로 바꾸어 훈련

도감에 지급하는 방법이었다.86) 그리고 부족한 쌀 8,200석은 호조에서 

지급한 동전과 균역청의 쌀을 바꾸도록 하였는데, 훈련도감은 매년 동전

을 균역청에 제공할 필요 없이 균역청이 급대로 지급하는 동전을 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87) 그 결과 균역청 미곡 지출은 8,200석 증

가하게 되었다.88) 

年軍, 分排定送, 而料條, 以兵曹雇價, 輸送均廳, 換米放下事, 自兵曹草記, 蒙允矣. 
均廳米條, 自來苟艱, 稱貸各廳, 尙患不敷, 今此磨鍊, 雖似無多, 半千石之每年上下, 
勢難擔當. 且軍卒卽是三局所屬, 自各營受價, 兵曹使之拮据放下, 則在各營所需, 旣
甚不多, 事面亦爲順便, 以此分付兵曹及各營, 何如?”

85) 《承政院日記》 영조 34년 10월 16일 “洪鳳漢所啓, 都監乃是輦下親兵, 比諸禁御
兩營, 迥自別焉, 而兩營軍之料, 全受純大米, 都監軍則參入小米二斗, 不但渠輩之矜
㦖, 其在朝家一視之道, 已極斑駁, 況其頒料之際, 所謂小米條, 則或給本色, 或給甲
太, 或給價錢, 苟充上下, 弊端莫甚”

86) 구체적인 마련 방식은 다음과 같다. 본래 호조가 부담하던 겸료미의 액수는 
3,870.5석, 좁쌀 7,377.8석인데, 겸료군 인원 당 쌀 3두를 지급할 경우 새롭게 마
련해야 할 쌀의 총량은 11,790석이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호조는 기존에 지급하
던 3,870.5석 중 1,740석은 그대로 지급하며, 나머지 좁쌀 1,850석은 3,700석의 콩
으로 대신하여 겸료미로 제공하였다. 콩은 쌀의 절반으로 계산되므로, 훈련도감
이 겸료미 명목으로 필요한 쌀의 양은 8,200석이 된다(11,790–1,740–1,850=8,200). 
호조는 기존에 겸료미로 지급하던 재원 중 나머지 쌀 750석, 좁쌀 5,250석을 동
전 24,503냥으로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 쌀 1380.5석과 좁쌀 277.8석으로 
6,000냥 규모의 동전을 제공하였다. 균역청 쌀 8,200석의 값이 30,340냥이므로, 훈
련도감은 호조가 지급하는 동전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訓局謄錄》 
〈兼料色〉).

87) 《承政院日記》 영조 34년 10월 16일 “鳳漢曰, 戶曹如是區劃之後, 兼料則都監當
擔當, 而數多米石, 不可自營門年年貿用, 今此移劃中米太外錢條, 則補用於本營各樣
需用, 均廳給代中, 量其所下, 以米上下, 則始可爲長遠之道”

88) 균역청 입장에서 8,200석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쌀을 지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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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균역청 환무미의 추이      

  <그림 3>은 균역청 환무미의 액수를 시계열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89) 환무미의 액수는 18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점에서 급격히 증가

하고 이러한 추세가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다,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18세기 후반 훈련도감과 병조에 지급되는 균역청 환무미

의 액수는 최소 12,654.4석 이상이었는데, 이는 균역법 시행 초기 마련된 

급대미 총액의 45.6%에 달하는 규모였다.

  다음으로 미곡 지출 자체의 증감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균역법 실시 

이후에도 균역청의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곡 

지출량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곡 지출의 증가는 노비공급대와 

보미변통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8세기 중후반 집중적으로 이

루어진 노비공급대로 발생한 미곡 추가 지출액은 1,233.6석 규모인데, 동 

시기의 환무미 액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다.90) 한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71년에는 균역청의 미곡 부담이 과다하다는 점이 언
급되어 훈련도감 겸료미 지급을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건의가 제기되었으며(《備
邊司謄錄》 영조 47년 11월 6일), 1820년부터는 선혜청의 요청으로 7,000석 규모
로 줄어들게 되었다(《訓局總要》〈兼料色〉“當宁庚辰冬, 宣惠堂上李存秀, 以該
廳米儲不敷, 辛巳條爲始, 均廳貿來米中, 壹仟石減給之意, 草記蒙 允”).

89) 《均役事目》(追)(1754, 1755, 1758), 《萬機要覽》(1807), 《訓局總要》(1820), 
《六典條例》(1867)

90) 노비공급대 외에 濬川司나 掌樂院에 지급하는 쌀의 수량 역시 소폭 증가하였으
나, 각각 45석과 2.4석 수준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소액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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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1844년에는 보미변통이 단행됨으로써 균역청이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쌀의 양이 17,656석이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19세기 균역청 미곡 지출을 

증가시킨 핵심 요인이었다. 

  이 외에 기존에 존재했던 지출 명목에 대한 급대액 증감이 있었는데, 

이는 장용영 재원의 이속 문제와 관련이 있다. 18세기 후반 장용영은 곡

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三軍門에 지급되는 균역청의 급대 재원 일부를 

지급받았는데,91) 1802년 장용영이 혁파됨에 따라 장용영에 지급되었던 

곡물 재원은 다시 균역청이 확보하게 되었다.92) 장용영 창설 이전과 비

교해보면 급대로 지출하는 미곡 수량 자체가 감소한 셈이지만, 1807년 

김조순의 筵稟으로 이들 재원이 도로 삼군문에 이속됨에 따라 균역청의 

지출 액수는 원상 복구되었다. 요컨대 1802년부터 1807년까지 균역청은 

일시적으로 미곡 지출이 감소하였으나, 곧 원상태로 복구되었고 미곡 지

출의 추이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50년 균역법이 실시된 이후, 

균역청의 지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지출 증가의 핵심 요인

으로는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른 추가 급대, 노비 신공의 감소에 따른 

급대, 보미변통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균역청 지출의 추이

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총 지출액 중에서 미곡 지출의 비중이 점차 늘어

난다는 점이다. 이는 환무미 조치와 보미변통이 시행된 결과였다. 18세

기 중반 조선 정부는 동일하게 군역을 수행함에도 쌀 대신 포목을 지급

받는 군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급대 물종을 포목/동전에서 쌀로 

바꾸는 방식으로 미곡 지출을 늘려나갔다. 19세기 중엽에는 米保의 실질

부담이 명목상의 부담보다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 물종을 바꾸

는 보미변통이 단행되었다. 

않았다(《萬機要覽》 財用篇 3〈濬川司貿得米給代〉,〈熊川京司布保給代〉).
91) 《萬機要覽》 財用篇 3〈壯勇營給代〉 “當宁辛酉, 革罷內外奴婢, 其所納貢之數, 

令壯營給代矣. 壬戌壯營罷後, 本營所管, 內而京司錢財, 外而各道糓物屯土, 移付均
廳,  俾爲奴婢貢給代之需及壯營移屬軍兵接濟之資事”

92) 장용영에 지급되었던 각종 명목의 쌀은 도합 2,420석 규모였다. 선혜청에서 지급
하던 쌀이 약 1,142.5석이었으며, 진휼청이 지급하던 月課米가 300석 있었고 나머
지는 균역청에서 병조와 훈련도감에 지급하던 급대미 808석 가량이었다. 1802년 
장용영이 혁파됨에 따라 균역청이 장용영에 지급하던 쌀 808석 역시 균역청의 
재원으로 귀속되었다(《萬機要覽》 財用篇 3〈壯勇營給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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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역청 지출의 변화상은 균역청의 재정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균역청의 수입은 18세기 중엽에 확립된 급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확보가 필요

했다. 또한, 균역청의 재정 수입은 입법 당시부터 동전이 많고 쌀이 부

족한 형편이었으므로 미곡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했다. 2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균역청 수입 구조의 변화를 장

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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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

1. 재정 수입의 확대

  균역청은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표 5>는 균역청

의 수입이 나타나는 해를 중심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것이며 <그림 

4>는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93)

연도 수입 지출

1755 725,813 500,642

1756 497,299 500,642

1767 667,266 508,452

1785 573,550 527,472

1807 653,965 573,611

1867 831,945 674,344

* 균역청의 공식 환산식인 米 1石 = 錢 3.7兩, 木 1疋 = 錢 2兩을 적용해 환산.

전거 : 《宣惠廳事例》(1755, 1756, 1767, 1785), 《萬機要覽》(1807), 《六典條例》(1867)

<표 5> 18·19세기 균역청의 수입과 지출                    (단위 : 兩)*

<그림 4> 18·19세기 균역청의 수입과 지출 

93) 수입만 기재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급대 규정을 참고하여 지출액을 
추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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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균역청의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임에

도 불구하고 대체로 수입이 지출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다. 1756년에는 

큰 흉년이 들어 結錢을 대거 탕감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균역청은 

지출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94) 동시기 호조가 

만성적인 재정 곤란을 호소하며 선혜청이나 군영으로부터 재원을 이전받

아 재정을 운영해나갔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95) 균역청의 재정 수지

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넘어 흑자로 확인된다는 사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요인으로 균역법 제정 당시부터 조선 정부가 

균역청의 수입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사

실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균역청의 재원 이전은 급대 명목 이외에는 이루

어지지 못했으며, 운영 비용 문제로 선혜청에 합설된 후에도 독자 회계

를 보장받았다.96) 국왕 영조는 선혜청이 균역청에 보태줄지언정 균역청

에서 가져다 쓸 수는 없다고 천명하였으며,97) 관료들 역시 균역청의 재

원은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98) 균역사목은 속대전 보다

도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었다.99) 균역법 시

행 초창기 균역청의 수입은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으므로 독자 

회계가 보장된 이상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었다. 

  균역청의 재정이 넉넉한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표 6>은 

1775년과 1781년 시점에서 균역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遺在]을 정리한 

것이다.100) 각 물종 별로 수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균역청이 각종 급대 

업무를 수행하고 남는 재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4) 《備邊司謄錄》 영조 32년 10월 9일 “畿甸·關東尤甚邑全減, 之次減半, 三南尤
甚邑減半事, 令備局卽爲分付, 俾勿眞僞相雜, 道臣守令, 體此勤懇之意, 凡諸撫摩安
集之政, 着意擧行”

95) 조선 후기 호조의 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임성수, 2014 〈17·18
세기 호조 ‘가입(加入)’의 전개와 추이〉《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96) 송양섭, 2012 앞의 글, 177쪽. 
97) 《備邊司謄錄》 영조 29년 11월 1일 “傳曰, 將來惠廳雖補於均廳, 不可取用於均

廳事, 亦爲載錄於卷首綸音之次”
98) 《承政院日記》 영조 38년 3월 11일 “均廳所管之財, 不可容易下手” 
99) 《承政院日記》 영조 38년 4월 2일 “雖曰一依續典, 均役事目, 嚴於續典, 何可捨

此而從彼乎?”
100) 《承政院日記》 영조 51년 3월 7일 ; 정조 5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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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 (石) 田米 (石) 太 (石) 木 (疋) 布 (疋) 錢 (兩) 銀 (兩)
1775 6,200 140,000 237,300 144,700

1781 24,248 3,579 5,939 15,026 980 595,876 144,789

전거 : 《承政院日記》 영조 51년 3월 7일 ; 정조 5년 9월 21일

<표 6> 18세기 후반 균역청 遺在의 규모

  균역청 재정이 입법 당시부터 여유로운 편이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인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입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현상은 환곡 수입의 증가이다. 본래 균역청 환

곡은 혹여라도 급대 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

다. 균역사목의 會錄 조항에 따르면, 균역청은 軍作米 10만 석과 檢營米 
5,857석가량을 지급받아 매년 환곡을 운영하고 급대 재원이 부족할 때 

이자 수입에 해당하는 耗穀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01)

  회록 규정에 따르면 균역청은 105,857여 석의 절반을 분급하고 10%에 

해당하는 5,293석의 모곡을 얻게 된다. 특별한 지출 요인이 없다면 모곡

은 원곡에 합산되므로 해마다 얻는 환곡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다만, 

환곡의 운영 규모에는 상한선이 있었다. 모곡을 원곡에 계속 합산하여 

원곡의 수량과 같아지면 곡물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이다.102) 규

정대로라면 균역청 환곡의 최대 수량은 당초 마련된 액수의 두 배에 그

치게 된다.

  그런데 균역청 환곡은 규정을 초과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

다. 추사목을 비롯하여 《穀簿合錄》(1776), 《穀總便攷》(1797), 《萬機
要覽》(1807) 등의 자료를 통해 균역청에서 관리하는 환곡의 종류와 규

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균역청 환곡의 시기별 규모와 그에 

따른 추정 곡물 수입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103)

101) 《均役事目》(追) “軍作米十萬石內, 京畿軍作米二千石, 湖西軍作米二萬石, 嶺南
軍作米五萬石, 湖南軍作米二萬八千石, ○ 檢營米五千八百五十石七斗, 以上各道每
年折半糶糴取耗, 設有給代不足取用之事”; 균역청 환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
작미는 풍년이 든 해에 각 군문이 군보로부터 얻는 군포를 쌀로 대신 거두어 지
방에 유치해놓은 비축 곡물이다. 군작미의 운영와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
고. 문용식, 1996〈18세기 軍作米의 설치와 운영〉《전주사학》4, 전주대학교 역
사문화연구소.

102) 《均役事目》(追) “元數則勿爲犯用, 年年取耗之數與元數相當, 則報本廳隨便發
賣, 以錢會錄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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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곡물

총액

환곡 분급률에 따른 곡물 수량 추정 수입

**改色 半留半分 二留一分 盡分
《均役事目》(原) 

(1752)
105,857 105,857 5,293

《穀簿合錄》

(1776)
150,414 150,414 7,521

《穀摠便攷》

(1797)
524,599 13,156 275,476 3,066 232,901 39,375

《萬機要覽》

(1807)
1,104,063 826,214 4,157 273,692 68,817

* 환곡을 구성하는 곡물은 쌀 이외에도 좁쌀, 콩 등으로 다양한 관계로 단순 합산 처리.

** 추정 수입은 각 곡물의 10%에 해당하는 이자 수입에 분급률을 곱하여 합산한 수치.

*** 모든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거 :《均役事目》(原), 《穀簿合錄》, 《穀總便攷》, 《萬機要覽》

<표 7> 균역청 환곡의 규모와 추정 곡물 수입               (단위 : 石)*

  <표 7>과 같이 균역청 환곡은 1776년과 1797년 사이에 1.9배 증가하였

으며, 1797년과 1807년 사이에는 2.1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중 전

자는 정조 연간 환곡 운영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상이 이르기를, “균역청을 설치한 것은 본래 백성을 살리고자 해서이지 백성

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 현재 곡식의 총량이 넉넉지 못하여 관동과 호서의 

기민을 구제할 방도가 없고, 兩西는 작년에 흉년을 면했다고 하지만 또한 옮겨 

줄 곡식이 없어서 달리 손댈 곳이 없다. 균역청의 돈을 내주어 가을이 되면 곡식

과 바꾸도록 하고자 하는데 경의 뜻은 어떨지 모르겠다.” 김종수가 아뢰기를, 

“균역청의 사목이 지극히 엄하니 유사가 爭執하는 것은 일의 형세상 당연합니

다. 그러나 균역청을 설치한 것은 이미 백성을 위한 것이니, 이렇게 六路로 흉년

이 들어 만백성이 몹시 가난할 때 어찌 변통하는 정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104)

103) 《穀簿合錄》에는 균역청 소관의 곡물 재원으로 군작미만 기재되어 있다. 엄밀
하게 구분하면 이중 일부는 추사목에서 규정된 會錄米·租 명목이지만, 해당 자
료의 작성자는 넓은 의미에서 균역청 소관의 모든 곡물 재원을 군작미라는 이름
으로 기재한 듯하다. 

104) 《承政院日記》 정조 8년 2월 10일 “上曰, 均廳設置, 本欲以活民也, 非所以厲
民也. ⋯ 目今穀摠不敷, 關東·湖西之飢民, 無接濟之道, 兩西昨年雖云免歉, 亦無可
移之穀, 他無着手處. 欲以均廳錢出給, 以爲待秋換穀之地, 未知卿意何如? 鍾秀曰, 
均廳事目之至嚴, 有司之爭執, 事勢固然. 然而此廳之設, 旣是爲民, 則當此六路荒歉, 
萬姓顚連之時, 豈可無通變之政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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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년 국왕 정조는 균역청에 많은 양의 동전이 저축되어 있는데도 별

다른 사용처가 없고 연이은 기근으로 환곡의 양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균역청의 동전으로 환곡을 만들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종수

를 비롯한 여러 관료 역시 이러한 주장에 찬동함에 따라 1780년대 이후 

균역청은 동전 재원을 바탕으로 환곡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환곡 명칭
설치 

연도

분급 

방식

수량 

(石)
설치 방식

補還米各穀 1784 盡分 17,311
特敎로 얻은 結錢 2만냥, 海稅 

3,000냥으로 貿穀하여 환곡에 보충

加錄軍作米 1784 盡分 4,682 균역청에 상납하는 여러 동전으로 貿穀
乙巳貿米 1784 盡分 1,420 균역청에 상납하는 結錢으로 貿置

甲辰補還分留米 1784 半分 4,767 婢貢 급대 재원을 환곡 명목으로 이전

分留米各穀 1784 半分 26,794
균역청에 납부하는 漁鹽藿稅, 結錢, 

選武番錢을 바탕으로 설치

補還米 1786 盡分 7,417 本道의 結錢, 漁稅錢으로 貿米

癸丑會錄穀 1786 盡分 142,967

호남의 大同錢, 結錢, 漁稅錢으로 

貿穀하여 장용영 환곡으로 만들었는데, 

1792년 평안도의 균역청 재원과 장용영 

환곡을 상호 교환

전거 : 《穀摠便攷》

<표 8> 정조 연간 균역청 환곡의 증가

  <표 8>은 《穀摠便攷》 상에서 정조 연간 균역청 재원으로 만들어진 

환곡의 규모와 그 설치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1780년대 균역청의 재원

으로 만들어진 환곡은 1797년 총 205,358석 규모로 확인되고 있다. 각 

환곡의 명칭은 다양하였으나, 대체로 균역청의 동전과 곡식을 교환하는 

貿穀 방식으로 조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甲辰補還分留米과 分
留米各穀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곡이 전액 분급되는 盡分으로 운영되어 

매년 총액의 10% 가량을 이자 수입으로 확보해나간 점이 특징이다. 18

세기 전반 진휼 목적으로 창설된 환곡의 일반적인 분급 방식이 절반을 

분급하는 半分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조성된 환곡은 단기간에 급

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105)

105) 18세기에 조성된 환곡은 진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운영 방식 역시 半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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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원곡 합산 (會錄)

환곡 모곡 39,375 
上納 6,169

28,690
移錄* 6,800

재원 이전　 6,580 取用** 10,734

합계 45,955 합계 23,703

* 환곡 운영으로 획득한 곡물을 다른 관서의 환곡 명의로 이전한 내용을 기재한 것. 

**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別下假令은 취용으로 분류.

*** 표 상의 숫자는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전거 : 《穀總便攷》

<표 9> 균역청 환곡 수입의 운영 (1797)                      (단위 : 石)

  환곡 운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곡총편고》 속 균

역청 환곡을 분석해본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797년 균역청은 

환곡 耗穀에 다른 관서의 곡물 재원을 이전받아 총 45,955석 규모의 곡

물을 획득하였다. 이중 절반가량을 上納과 移錄(환곡 명의 이전), 取用 
등으로 지출하고,106) 남는 액수는 다시 환곡 원곡에 합산하였다.107) 이처

럼 균역청은 매년 환곡 수입의 절반가량을 지출하면서도, 환곡의 원곡 

자체를 늘려나가고 있었다.

  균역청 환곡은 이후에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797년과 1807

년 사이에 확인되는 환곡 증가는 장용영의 혁파와 관련이 있다. 1802년 

장용영 혁파가 결정된 후 남아있는 재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곡 재원이 균역청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108) 

일반적이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재정 보용을 목적으로 하는 환곡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문용식은 균역청 환곡과 장용영 환곡을 대표적인 예로 들
고 있다. 18세기 환곡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문용식, 2000《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106) 취용은 자료상에서 守令取用, 監營取用 등으로 나타나는 항목과 應下假令, 別下
假令으로 나타나는 항목을 합산하였다. 다만, 별하가령 중에서 상납이나 이록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했다. 따라서 표 상의 
상납, 이록은 과소추계된 것이며, 취용은 과대추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큰 틀에서 균역청 명의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07) 수입에서 지출과 원곡에 합산한 수를 제하면 6,400석 정도가 부족한데, 이는 환
곡 원곡에서 사용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환곡 증가량은 22,290석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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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호서 호남 영남 관동 해서 관서 합계

규모 

(비중)

73,396

(16.4%)

38,157

(8.5%)

61,417

(13.7%)

69,235

(15.5%)

2,800

(0.6%)

41,350

(9.2%)

161,059

(36%)

447,414

(100%)

추정

수입
3,669.8 1,907.9 3,070.9 3,461.8 140 2,068 8,053 22,371

전거 : 《萬機要覽》 財用篇 3〈壯勇營給代〉

<표 10> 균역청에 이속된 장용영 환곡                       (단위 : 石)

  <표 10>은 1802년 균역청에 이전된 장용영 환곡을 정리한 것이다. 균

역청으로 이전된 장용영 환곡의 수량은 447,414석 규모였으며, 지역 별

로는 평안도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109) 이속된 환곡은 절반을 분급

하는 半分으로 운영되었고, 균역청은 이자 수입을 作錢하여 동전으로 상

납하도록 지시하여 57,997냥 규모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110) 이속된 

장용영 환곡 외에 1780년대 貿穀 방식으로 조성된 환곡에서 이루어지는 

상납 역시 적지 않았으므로, 19세기 초반 균역청 환곡의 수입은 이보다 

더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19세기 중반의 환곡 수입은 《육전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

당 자료상에서 균역청 환곡의 구체적인 수량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자 

수입의 액수는 錢 100,733냥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결전 수

입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균역청 환곡은 본래 예비재원의 성

격으로 출발하였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역청의 핵심 수입 중 하나

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108) 《備邊司謄錄》 순조 2년 9월 2일 〈壯勇營錢穀木布來歷及區處別單〉,〈壯勇營
屯土區處別單〉; 박범, 2018〈1802년 장용영의 혁파와 영향〉《역사와현실》107, 
한국역사연구회.

109) 《萬機要覽》 財用篇 3〈壯勇營給代〉
110)  균역청에 상납된 실수입은 57,997냥으로 파악된다. 19세기에 환곡 1석은 일반

적으로 동전 3냥으로 계산되었다(송찬섭, 2002《조선후기 환곡제개혁연구》, 서울
대학교 출판부). 22,371석을 3냥으로 계산하면 67,113냥이 되는데, 균역청의 모곡 
수입 57,997냥과는 차이를 보인다. 둘 사이의 차액 9,116냥은 환곡 미회수에 따른 
손실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駄價,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비로 지출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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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조선 정부는 균역법 입안 단계부터 지출을 

상회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단독 회계를 보

장함으로써 균역청의 재정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

었다. 그러나 균역청의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환곡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균역청의 

환곡은 본래 흉년이 들어 급대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조

성한 예비재원이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균역청의 동전 재원으로 

곡식을 사들이는 관행이 정착하면서 환곡의 수량이 급증하였으며, 19세

기 초반에는 혁파된 장용영의 환곡을 이속받아 규모가 더욱 증가하였다. 

19세기 중반 환곡은 결전의 뒤를 잇는 균역청의 핵심 수입 중 하나로 기

능하고 있었다. 이처럼 넉넉한 수입 구조에 환곡 수입까지 늘어난 결과, 

균역청은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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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곡 확보 방식의 전환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균역청의 수입은 동전의 비중이 높고 포목

과 쌀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균역청이 지출해야 하는 쌀의 양

은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었다. 입안 단계부터 자체 미곡 수입이 부족하

였던 상황에서 미곡 지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균역청은 미곡 확보 방식

을 변모시켜야 했다. 본 절에서는 미곡 확보 방식의 변화상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移納의 확대

  균역법 시행 초기 균역청에 마련된 미곡 확보 방법은 免稅結과 移劃, 

移納의 세 가지이다. 면세결 수입은 토지세인 관계로 약간의 변동이 있

으나 대체로 4,000석 이상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111) 이납 

수입은 14,000석으로 규정되었으며, 이획의 경우 船價를 제외한 실수입

은 8,936석 정도였다.112) 여기에 왕실에 進排하는 공물을 마련하는데 지

출하던 쌀 175석을 급대 재원으로 보태는 조치가 이루어졌다.113) 이상을 

종합해보면 미곡 수입은 27,111석 규모로 추산된다. 균역법 시행 초기의 

미곡 지출과 유사한 수준이다.114)

111) 홍계희의 상소문 상에서 나타나는 1750년 면세결의 미곡 수입은 7,540석이며
(《英祖實錄》 영조 27년 6월 2일), 《增補文獻備考》에 나타난 1769년 면세결 미
곡 수입은 6,001석이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 면세결 수입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요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미곡 수입은 1785년 3,846석(《宣惠廳事例》), 
1807년 4,320석(《萬機要覽》), 1867년 4,140석(《六典條例》) 등이다. 본 글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4,000석 전후의 수입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면세결의 미곡 수입
을 4,000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12) 《均役事目》(追) 상의‘兵曹四軍門米條給代’속에는 각 군문에 지급되는 이획
미의 수량이 원액과 실액으로 구분되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영남 이획미는 삭
감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1760년에 이루어진 조치가 수정 반영된 것이다. 

113) 《均役事目》(原) “惠廳月令, 特命省減, 其時傳敎曰, 月令特減乃益下之政也. 減
而不付均廳, 節損之意焉, 在特付均廳事分付, 依傳敎, 逐年取用於給代爲白齊”

114) 1753년 단계의 미곡 지출 27,739석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듯 보이지만, 18세
기 중엽 면세결 미곡 수입이 4,000석을 초과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곡을 지출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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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균역청의 미곡 지출은 18세기 중엽부터 급

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급대로 지급되는 물종을 포목이나 동전 대신 

쌀로 변경하는 換貿米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병조 용호영 군병과 

상번기병에 대한 급료, 훈련도감 兼司僕 급료를 균역청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한 결과 균역청의 미곡 지출은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45%

나 급증하였다.115) 그렇다면 균역법의 미곡 수입 역시 늘어난 것일까? 

수입 측면에서는 1755년 常賑廳의 환곡 수입 1,000석이 이전된 것 외에 

별다른 증가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116) 오히려 1760년에는 균역청에 

지급되던 선혜청의 이획미가 소폭 줄어들었다.117)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균역청의 재정 운영은 큰 어려움을 보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균역청의 주요 미곡 수입원 중에서 

이납으로 얻는 쌀의 규모가 공식 규정인 14,000석을 초과하였기 때문이

다. 1758년 홍봉한은 도성의 허다한 공인이 오로지 이납 하나에 의지하

여 살아가므로[仰哺] 이납하는 양이 점차 늘어난다고 주장했다.118) 실제 

해당 연도의 균역청 미곡 수입은 17,797석이지만, 선혜청에서 추가로 

37,385석이 移捧되어 총수입은 5만 석을 넘는 규모였다.119) 이보다 앞선 

1755년과 1756년의 미곡 수입 역시 앞서 추산한 미곡 수입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120)

115) 18세기 중엽 병조와 훈련도감의 겸료미는 각각 4,454석, 8,200석으로 1753년 마
련된 급대미 총액 27,739석의 45% 규모이다. 

116) 《萬機要覽》 財用篇 3〈奴婢貢給代〉 “英宗乙亥, 以奴婢納貢, 其弊有甚於良
役, 特敎改定貢法, 兩西，關北量給復結, 內外奴婢貢木並减半疋. 其减貢之數, 自均
廳給代, 而三南常賑耗米一千石輪回上納, 使之充補事, 定式”

117) 본래 이획은 선혜청의 대동미 11,000석을 별다른 조건 없이 무상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영남의 경우 저치미를 운송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지
적되어 1760년부터 이획은 호서 3,500석, 호남 4,400석 총 7,900석 규모로 축소되
었다. 다만 7,900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船價가 지출되었으므로 실제 상납되는 
액수는 6,611석 규모였다. 이전에 상납되던 이획미의 실제 액수가 8,936석임을 감
안하면 2,325석 가량 줄어든 셈이다(《萬機要覽》 財用篇 3〈移劃〉 “當初, 儲置
米分排三南移劃軍門矣. 庚辰變通後. 兩湖依前移劃. 嶺南則米儲不敷. 不爲區劃. 己
丑營需還給後. 湖西五百石，湖南四百石亦爲依例外劃. 而米元數中除舡價, 每石折錢
三兩七錢還報).

118) 《承政院日記》 영조 34년 10월 16일 “況都下許多貢民, 仰哺於均廳移納一條, 
故移納漸增, 而散之無策, 如是變通, 誠爲軍民俱便, 一擧兩得者也”

119) 《承政院日記》 영조 34년 4월 7일
120) 《宣惠廳事例》 상의 1755년, 1756년 미곡 수입은 각각 31,614석, 31,673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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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한 미곡 수입 증가는 미곡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 홍봉한은 

이납으로 확보된 쌀을 지출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군병들에게 포목 

대신 쌀을 지급하면 일거양득의 계책이 된다고 주장했다.121) 18세기 중

엽 시행된 일련의 환무미 조치는 군병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식 규정을 초과한 미곡 수입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납의 확대로 미곡 지출을 감당하는 방법은 일정한 위험을 수

반하게 된다. 지출해야 하는 쌀의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입해야 할 쌀 

역시 늘어나는데, 공인들이 이납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쌀을 

판매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균역사목 상에서 이납은 공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다.122) 흉년이 들어 쌀 가격이 상승하기라도 하

면 균역청의 미곡 조달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역청의 미곡 마련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

장이 차츰 제기되었다. 1765년에는 곡물이 귀해져 균역청의 미곡 마련이 

어려우므로 각지의 監營穀을 1~2만석 정도로 하여 매년 정해진 액수로 

사들이자는 건의가 제시되었고,123) 1767년에는 결전 조항을 수정하여 동

전 대신 쌀을 거두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24) 이러한 건의는 비록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균역청과 관계된 주요 인물들이 미곡 수입을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확실하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역청의 미곡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진 시점은 1767년이다. 정부의 대응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미곡 지출을 줄이기 위해 給代米 마련 방식

을 변경했다. 균역법 이후 군사기관 급대는 각 군문의 평균적인 미곡 수

입을 기준으로 감필로 줄어든 수입분에 加劃, 補縮, 浮費, 敗船 명목의 

잡비를 함께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 1767년 균역청은 미곡을 마련하기 

121) 《承政院日記》 영조 34년 10월 16일
122) 《均役事目》(追) “歉歲則貢人必不願受, 切勿强行爲白齊”
123) 《承政院日記》 영조 41년 2월 26일 “均廳一年稅入, 以常年論之, 錢則給代, 似

爲有餘, 而米則無出處 ⋯ 曾有相議, 或言以均廳移納價, 使西南監營, 限一二萬石, 
每年定式貿送, 似好云, 而臣亦未知其便否之如何, 而旣有所懷, 故敢此仰達”

124) 《承政院日記》 영조 43년 1월 20일 “志修曰 ⋯ 竊念均廳當初事目, 沿海邑則
每結捧米二斗, 而以捧錢之便於民, 故遂爲結錢矣. 今者捧結錢, 而還以其錢以厲民, 
何必爲此苟艱之政乎? 臣意, 則兩湖沿海邑, 竝依事目以結米捧之, 事極便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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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이유로 정규 급대는 쌀로 지급하면서도 잡비는 동전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군문에 통보하였다.125) 이에 대한 군사기관의 반발이 있었

지만,126) 결과적으로 1770년부터는 浮費, 敗船 명목의 잡비가 미곡 대신 

동전으로 지급되었고 이를 통해 균역청은 매년 1,857석가량의 미곡 지출

을 절약할 수 있었다.127)

  한편으로는 균역청의 미곡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균역청의 동전과 선혜

청의 대동미를 교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1767년 좌의정 한익모는 지

방의 백성들이 錢荒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에서 인부와 말을 고용하는 품삯인 夫刷價를 대동저치미 대신 

균역청의 동전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128) 그리고 남는 대동저

치미는 균역청의 미곡 수입으로 삼자는 주장이었다. 해당 주장이 받아들

여진 결과 균역청은 약 8,200석 규모의 미곡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129) 

  대동미 확보책은 19세기에도 이어졌다. 1802년 장용영 혁파 과정에서 

미곡 재원 2,420석이 이속되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선혜청의 대동미

였다.130) 1803년에는 선혜청의 대동미 4,000석을 이전받고, 이에 대해 균

역청이 1석당 3.7냥에 해당하는 동전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131) 

이처럼 균역청이 미곡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방식은 불안정한 

미곡 매입에서 안정적인 재원 이전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125) 《御營廳謄錄》 영조 43년 4월 6일 “均役廳郞廳爲牒報事, 本廳米邊, 本來不足, 
故每每經紀區劃, 近因貿米之有弊, 不得爲之, 則實無接濟之策 ⋯ 三軍門補縮等米三
千六百餘石, 今年爲始, 依本廳折價以錢代下事”

126) 《御營廳謄錄》 영조 43년 4월 10일 “本營則米儲不足, 一年所捧厪爲一年上下, 
比諸軍門最爲苟艱, 應捧中雖減一石, 必有其弊”

127) 《萬機要覽》 財用篇 3〈庚午年給代〉 “浮費者, 輸運之費. 敗舡條者, 以外方直
劃米或有臭載，減縮之患, 故參互遠近道折衷其數給代. 元數外又爲添劃者也. 初以本
色上下, 英宗庚寅, 以米儲之不足論報備局, 代錢上下. 三軍門同”

128) 《承政院日記》 영조 43년 4월 10일 “翼謩曰, 京外畜儲, 隨處匱竭, 日昨得雨之
前, 誠慮無所不至矣. 外方每患穀貴, 錢荒民受其弊, 兩南·畿·湖·沿海各邑夫刷價, 
以賑廳定式折錢上下, 儲留本米, 自均廳取用則似好, 臣與領右相及諸堂相議, 幸不崖
異, 分付惠堂, 節目擧行, 何如?”

129) 《宣惠廳事例》 상에 나타난 1785년 부쇄마가 수입은 8,200석이며,《萬機要覽》 
상의 1807년 수입은 8,283석 규모이다.

130) 《萬機要覽》 財用篇 3〈壯勇營給代〉
131) 《萬機要覽》 財用篇 3〈結錢付移納〉 “當宁癸亥, 京畿廳錢儲不足, 請得三南海

西廳米各一千右. 每年移送於均廳, 而依貢米移納例代錢推來事, 自惠廳定式. 海西, 
以留庫米推來, 三南則仍置該廳, 與預買貢米, 通融計數於一萬四千石移來之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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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가 상승과 移納 방식의 변화

  18세기 후반부터 균역청의 미곡 수입은 다른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 시장의 미곡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

이다. 균역법 이후 매년 막대한 양의 동전이 중앙재정으로 흡수되고, 주

전으로 발행되는 동전의 양이 증가한 결과였다.132)

  18세기 후반 서울의 미곡 가격은 정조 연간 유만주가 작성한 일기인 

《欽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 1776년에서 1786년 사

이 서울 시장의 쌀 가격은 1석에 3.75냥에서 10냥 사이로 형성되고 있었

다.133) 평균적인 쌀 가격은 4냥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784년 서울

의 쌀값은 3월부터 8-9냥 정도를 유지하다 조세가 상납되는 11월이 되어

서야 4냥 전후로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134)

  쌀 가격은 19세기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세기 서울 시장의 

품목별 가격 정보는 宮房에서 제작한 회계문서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

다.135) 이중 《壽進宮上下冊》 상의 쌀 가격은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

나, 19세기 전반의 경우 5냥 이상을 유지하고 대체로 10냥 전후로 형성

되었다.136)

  그런데 이처럼 쌀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균역청이 공인들의 貢米를 매입

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균역청이 매입하는 쌀 가격보다 시장

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이 높다면 굳이 균역청에 쌀을 판매할 이유가 없

기 때문이다. 이납 규정에 따르면 균역청은 규정된 액수 14,000석을 매

입하지 못하더라도 규례대로 선혜청에서 쌀을 지급받고 추후에 貢米를 

132) 영조 재위 후반기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주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정조
가 즉위한 이후에는 연례적으로 주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8세기 
주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원유한, 1987《朝鮮後期貨幣史硏究》, 한국학진
흥원, 103~105쪽.

133) 《欽英》庚子部(1780) 9월 29일 (3.75냥) ; 壬寅部(1782) 8월 7일 (10냥)
134) 《欽英》甲辰部(1784) 3월 14일 (8.4냥) ; 윤3월 6일 (8.8냥) ; 윤3월 8일 (8.4냥) 

; 5월 11일 (9냥) ; 6월 12일 (9.2냥) ; 8월 2일 (6.5냥) ; 11월 1일 (4.1냥) ; 12월 
28일 (4.5냥)

135) 조영준, 2008〈궁방(宮房) 회계장부(會計帳簿)의 체계(體系)와 성격(性格)〉《古
文書硏究》32, 한국고문서학회.

136) 조영준, 2016〈왕실재정의 위기와 전가 : 수진궁의 사례〉《조선 후기 왕실재정
과 서울상업》, 소명,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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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여 갚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쌀 가격의 상승이 장기간 이어

지면 균역청의 미곡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李素가 아뢰기를, 평소에 균역청에서 응당 거두어야 할 쌀은 여러 道의 免稅
結에 불과하여 오로지 貢人이 이납하는 쌀을 선혜청에서 덜어내[除留] 각 營門
에 지출할 재원에 需用하는데, 흉년에는 貢人들이 팔기를 원하지 않아 풍년에 이

르러야 많은 수량을 이납하게 됩니다. 근년 이래로 비록 크게 풍년이 든 해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移納하는 것이 전혀 없고 군병의 放料를 분배할 길이 없어 매

번 선혜청에서 빌리고 있는데, 선혜청의 쌀 저축이 이로 인해 줄어들어 주객이 모

두 곤궁해질 염려가 있습니다.137)

  鄭民始가 아뢰기를, 본청(=宣惠廳)의 需用이 장차 넉넉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균역청에서 빌려 간 곡물은 京廳에서 推還 할 방도가 없습니다.138)

  정조 연간 균역청 이납 문제에 관한 조정의 논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확인된다. 균역청은 미곡 수입 대부분을 이납에 의존하는데, 

풍년이 들어도 이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균역청은 선혜청에 쌀을 빌

리는 방식으로 미곡을 충당했다. 그러나 선혜청의 쌀을 빌리는 형식으로 

가져다 써도 균역청은 사실상 상환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에도 이어졌다. 선혜청의 支廳 중 하나로 호남에

서 거두는 대동미를 관장하는 호남청의 재정 운영 규정을 담은 《湖南廳
事例》를 통해 19세기 전반 이납의 실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선혜청이 

이납 명목으로 제공하는 쌀 14,000석 중에서 호남청에 할당된 액수는 

6,000석이었다. 호남청은 매년 호남에서 거두는 쌀 6,000석을 到泊船으로 

균역청에 지급하고 균역청은 공인에게서 쌀을 매입하여 갚아나가는 것이 

기본 규정이었다.139)

137)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12월 23일 “素曰, 均廳應捧之米, 不過諸道免稅結, 
專以貢人移納米, 除留惠廳, 需用於各營門支放之資, 歉歲則貢人不爲願賣, 至於豐年, 
多數移納矣. 近年以來, 雖値大有之年, 所謂移納, 絶無僅有, 軍兵放料, 無路排比, 每
每稱貸於惠廳, 惠廳米儲, 因此減縮, 將有主客俱困之慮”

138) 《承政院日記》 정조 21년 10월 11일 “民始曰, 本廳需用, 將有不敷之慮, 均廳
貸去穀物, 自京廳, 無推還之道”

139)《湖南廳事例》〈各廳移送〉 “均廳癸酉設立後, 米儲不足, 以本廳到泊船米六千石
劃送後, 自均廳每年準此數移納貢米, 除留計報事, 癸亥定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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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호남청사례》가 작성된 19세기 전반기에는 균역청이 매년 호

남청의 쌀을 가져다 쓰면서도, 호남청에 갚지 못한 쌀의 양이 5만여 석

을 넘겼다고 나타난다.140) 전체 이납 액수에서 호남청이 차지하는 6,000

석의 비중은 약 42.8% 규모이다. 균역청이 호남청에 갚지 못한 쌀 5만여 

석을 바탕으로 단순 추계해보면, 균역청이 선혜청에 상환하지 못한 쌀은 

11만 석에 달했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면 선혜청의 일방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

는 만큼, 이 당시 조선 정부 역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균역청의 환곡 운영이다. 균역청 환곡은 

본래 급대 재원이 부족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설치된 예비재원이었으므로 

貢米를 충분히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환곡의 상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762년에는 균역청 소관의 軍作米를 운반하여 급대에 보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141) 1779년에는 5,000석 규모의 환곡이 동원된 바 있다.142) 

그런데 이 당시 균역청 환곡의 대부분은 산간 지방에 위치하여 수운을 

이용한 상납이 대단히 어려웠다.143) 그 결과 환곡 상납은 대체로 일회성 

조치에 그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역청의 환곡과 선혜청의 대동미를 교환하는 방식이 

모색되었다. 1779년에는 정부에서 군작미를 사용하기 위해 상납을 지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환곡 운송이 부담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군작미 

대신 저치미를 상납하는 일이 있었다.144) 이후 1781년에는 호서, 호남에

140)《湖南廳事例》〈各廳移送〉 “均廳所貿貢米, 年各不同, 多有未準數之年, 今則未
報已過五萬餘石”

141) 《承政院日記》 영조 38년 9월 5일 “致仁曰, 各軍門給代之米, 卽自本廳, 隨乏
貿置, 稱以移納, 而其所定價, 準常年市直, 故每値歉歲, 不得爲此矣. 明年穡事, 或又
失稔, 移納者無, 則其勢不得不以三南軍作米, 船運以上, 朝家諒此事勢, 此後則不宜
輕許, 故敢達矣. 上曰, 然矣”

142) 《承政院日記》 정조 3년 11월 4일 “民始曰, 均廳所用之米不足者, 六千餘石, 
他無推移之道, 三南軍作米及營租作米耗條中, 限五千石取用, 何如? 上曰, 依爲之”

143) 《承政院日記》 정조 3년 11월 4일 “民始曰, 軍作米之設置, 蓋爲京儲不足, 則
輸運補用者也, 而考見會案, 則各道軍作米, 積置山郡, 沿邑則穀數無幾, 雖欲取用, 
亦無其道, 此豈當初設置之本意哉?”

144) 《備邊司謄錄》 정조 3년 4월 28일 “近年以來, 以經費之不足, 本道軍作米船運
上納, 大爲沿民難支之弊, 蓋以旣捧之還米, 還給民間, 使之出浦, 其米色之精粗, 斛
量之輕重, 上納與還穀自別, 而其外亦不無耗費之端, 故聞各邑近例, 一石出浦, 稱以
添補, 加給半石米, 使之補縮以納, 而縮米條, 待秋分捧於民戶, 事之矜悶, 莫此爲甚 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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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동저치미의 부족함을 호소하면서, 지방의 균역청 군작미와 서울의 

선혜청 대동미를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145) 이는 국왕에게 승인받아 

17,000석 규모의 군작미가 저치미 명목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균역청

의 환곡은 선혜청의 대동미를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이러한 방식은 1780년대 중엽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균역청의 동전과 지방의 미곡을 교환하는 貿穀이 실시되어 환

곡의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균역청의 무곡은 진휼 재원으로 소모된 

환곡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균역청의 미곡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박종경이 아뢰기를, “本廳(=宣惠廳)의 米條로 1년에 들어오는 것은 1년 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중 균역청은 전혀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 각 청에서 

조세를 거둘 때 몇 섬을 떼어주어 給代의 需用을 삼고 균역청에서는 삼남에서 

貿米하여 각 청에서 떼어 보낸 수량을 도로 갚습니다.”146) 

  1811년 선혜청 당상 박종경의 발언에 따르면 선혜청의 재정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미곡 지출이 수입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에 있었다. 

특히 균역청은 자체 미곡 수입이 거의 없는 까닭으로 선혜청이 우선 대

동미를 옮겨 주고, 균역청은 지방에서 貿米하여 이를 갚는 방식으로 대

응하였다. 균역청이 확보하는 쌀이 대동미라는 점에서는 이전과 유사했

지만,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 서울의 공가미 구입에서 지방의 미곡 확보

로 변화한 셈이다.

  균역청이 지방에서 조성한 貿米는 환곡으로 운영되어 대동저치미 부족

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žž 如或不得不上納, 則以新儲置, 換作出浦, 似可爲一分除弊之道, 故敢此仰達”
145) 《備邊司謄錄》 정조 5년 6월 24일 “宣惠廳堂上鄭民始所啓, 兩南儲置米, 每患

不足, 年年以常賑穀, 推移補用, 不但有難繼之患, 均廳軍作米, 旣無運來之道, 便作
無用之物, 以軍作米, 移用於儲置, 而兩南京廳米中分數給代於均廳, 則彼此相資, 可
謂兩便, 嶺南軍作米一萬石, 湖南軍作米七千石, 移錄儲置, 以爲需用之地, 何如, 上
曰, 依爲之”

146) 《承政院日記》 순조 11년 3월 27일 “宗慶曰, 本廳米條一年所入, 不能當一年之
用, 而其中均廳, 則全無所入, 自各廳收租時, 劃送幾石, 以爲給代需用之地, 而均廳
則貿米於三南, 還報各廳劃送之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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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收租 시 균역청 貿米를 添入 마련하여 儲置 및 本官의 所用에 보탠다. 壯勇
營 신설 후 湖南 軍作米, 常賑米 등을 請得하여 儲置로 移錄하고 그 대가인즉 

新結米로 該營(=장용영)에 획송하였다. ⋯ 장용영이 파한 후에는 가경 을축년

(1805) 균역청의 米條가 부족하므로 이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매년 수조를 마련

할 때 저치의 用下의 多寡를 參量하여 균역청 耗米를 添錄하여 마련한다. 儲置
와 本官의 所用 중에서 舊米는 모두 이것으로 분배하여 획급하고, 그 대가는 加
錄한 수에 따라 매 石에 선가를 2斗5升식으로 제하고 2/3는 留庫 중에서, 1/3은 

到泊船으로 균역청에 劃送한다.147)

  《호남청사례》에 따르면 균역청 환곡은 지방의 대동저치미 부족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저치미의 부족을 메꾼 수량 중에서 

선가를 제하고 2/3는 서울에 위치한 선혜청 京廳의 창고 저축분[留庫]에

서 이송하고 1/3은 상납하는 대동미로 이송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이후 증가하고 있던 균역청 환곡은 저치미의 부족분을 메꿔

주고, 그에 해당하는 양을 선혜청으로부터 이송받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선혜청 저치미에 균역청 환곡이 이전되는 현상은 19세기에도 빈번히 

확인된다. 1806년에는 영남 지역의 저치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석 규모의 환곡을 丙寅別置穀이라는 이름으로 설치하여 지출을 보조

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때 조달된 재원의 90%는 균역청 소관의 환

곡이었다.148) 1820년 선혜청은 저치미 지출을 보조하기 위해 균역청 소

관의 환곡 일부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149) 1833년에도 균역청 환

147) 《湖南廳事例》〈收租〉 “收租時, 均廳貿米添入磨鍊, 以報儲置及本官所用.  壯
勇營新設後, 請得湖南軍作常賑等米, 移錄儲置, 其代則以新結米劃送該營 ⋯ 罷營後
嘉慶乙丑, 以均廳米條之不敷, 仍倣此制, 每年收租磨鍊時, 參量儲置用下之多寡, 均
廳耗米添錄磨鍊. 儲置及本官所用中, 舊米皆以此分排劃給, 其代則隨其加錄之數, 每
石船價二斗五升式除, 實內三分二以留庫中, 三分一以到泊船劃送均廳”

148) 《嶺南廳事例》〈收租〉 “收租時, 常賑某及漕留米別置米別均等米, 添入磨鍊, 
以補不足. ⋯ 京以貢價諸般需用外 ⋯ 各項應用, 合爲十五萬石, 以此京外需用之數, 
較諸收租所出, 則恒不足殆爲一萬三千四百七十四石, 又置結數減於此之世, 則京外排
比實無其策, 故隨其結摠之加減, 量其用下之多寡, 每以常賑漕留等米, 添入磨鍊, 以
補其不足矣 ⋯ 嘉慶丙寅堂上朴宗慶, 以常賑穀移來, 有違於設置本意, 筵奏後, 本道
所在均賑廳所管軍作米(三萬石)補還米(七千五白七石)別均米(五萬二千四百九十三石)
常賑太(一萬石)租(一萬二千五百石)折米(一萬石), 合米十萬石, 別爲劃出, 名之以丙寅
別置穀, 自明年爲始, 盡分取耗, 移錄儲置, 雖値停減之時, 勿爲擧論事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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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10만 석이 저치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되었다.150) 이처럼 

균역청 환곡은 선혜청 京廳의 대동미를 이전받는 대가로, 지방의 저치미

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균역청의 미곡 확보

는 동전으로 미곡을 구입하는 방법에서 환곡을 운영하여 대동미를 확보

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3) 保米變通과 作錢式 변경

  균역청의 미곡 수입 구조는 19세기 중반 한 차례 크게 변화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보미변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미변통은 이 당시 米保의 

공식 세액이 쌀 6두였음에도 납부 과정에서 각종 잡비가 붙어 실질부담

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1844년 조선 정부는 미

보가 납부하는 물종을 쌀에서 동전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분은 균역청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보미변통으로 균역청이 새롭게 부담해야 할 쌀의 양은 17,656석 규모

였다. 조선 정부는 균역청의 미곡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동전으로 거두던 

결전 수입 일부를 쌀로 거두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본래 균역사목 상에

서 1결에 부과되는 공식적인 세액은 쌀 2두였는데,151) 조선 정부는 백성

들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동전 0.5냥으로 대신 납부해도 된다는 규정을 

149) 《承政院日記》 순조 20년 6월 13일 “申絅, 以宣惠廳言啓曰, 年前湖西設置儲置
移錄穀折米四萬石, 取耗用下於儲置之需矣.四萬石耗條四千石, 每患不足於該道一年
所用, 今若犯用元穀, 則元穀之逐年減縮, 勢所必至. 均廳句管壬戌穀, 除停退未捧, 
見在實數竝米租太合爲四千七百餘石矣. 此亦添錄於儲置移錄, 同爲取耗以用, 則可無
元穀減縮之患. 以此分付該道, 壬戌穀之停退未捧者, 移錄於軍作米會案事, 一體分付, 
何如? 傳曰, 允”

150) 《承政院日記》 순조 33년 12월 27일 “周壽曰, 湖南儲置, 以己卯合錄穀用之, 
而每年用下, 殆近萬石, 本穀漸至割本盡用無餘, 不可不及今變通矣. 嶺南之丙寅別置
米, 湖西之己卯合錄穀, 皆因該道儲置之不足, 別爲作穀, 以備需用者也.今亦依此例, 
均廳句管中本道所在常賑穀折米二萬三千六百九十一石, 軍作米一萬石, 添價米三萬
石, 添價錢一萬八千兩, 作米六千石, 船儲置米二萬七千石, 癸巳貿牟折米三千三百九
石, 合十萬石, 移作儲置穀, 名之以癸巳別置米, 雖値歉歲, 無得停蕩, 盡分取耗, 以爲
年年應用之需, 而兩湖儲置, 每多加下, 或有新結米劃給之弊. 今旣如是變通, 則新米
劃給, 永爲防塞, 俾正供不至減縮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151) 《均役事目》(追) 〈結米〉 “西北兩道外就六道田結, 每結收米二斗或錢五錢定式
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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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바 있었다. 각 지역에서 모두 동전납을 원하는 결과 18세기 이래로 

실질적인 수입은 동전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미변통 과정에서 

조선 정부는 사목 본연의 취지대로 쌀로 받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결전을 쌀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거두는 쌀의 이름은 結作米로 

칭해졌다. 조선 정부는 결작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 세칙을 

마련하였다. 결전의 作米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호서와 호남, 해서에서만 이루어졌고, 이중 수운이 편리한 

연해 지역에서만 作米가 이루어졌다. 

  <표 11>은 결작미 마련 방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지역별로 작미 방

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결전 납세액 0.5냥 중에서 호서와 해서는 

80%, 호남은 60%를 작미하였다.152) 조선 정부는 결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평균적인 규모를 ‘中摠’으로 설정하여 예산 수입을 산출

하였는데,153) 지역별 규정대로 결전을 作米할 경우, 새로 얻게 되는 미곡 

수입은 총 18,121석으로 보미변통으로 늘어난 미곡 지출을 소폭 상회하

는 규모이다.

152)《憲宗實錄》헌종 10년 6월 28일 〈保米變通節目〉 “湖西海西則每結五錢內四錢
則作米一斗二升, 湖南則每結五錢內, 三錢則作米九升. 作米外結錢餘數, 依前上納于
均廳, 而穀名則結作米施行”

153) 《訓局謄錄》헌종 10년 6월 20일〈保米變通節目〉 “各道結以各年中捴計, 湖西
中捴九萬三千二百二十三結, 每結四錢式, 以保米本價作米爲一斗二升, 合米七千四百
五十七石十二斗六升, 湖南中捴十四萬一千八百六十一結, 每結三錢式, 以保米本價作
米爲九升, 合米八千五百十一石九斗九升, 海西中捴二萬六千八百八十七結, 每結四錢
式, 以保米本價作米爲一斗二升, 合米二千一百五十石十四斗四升”

지역 토지 규모 (結)*
보미변통 이전 보미변통 이후

錢 (兩) 米 (石) 錢 (兩)

호서 93,223 46,612 7,458 9,322

호남 141,861 70,931 8,512 28,372

해서 26,887 13,444 2,151 2,689

합계 235,084 117,543 18,121 40,383

* 당시 정부에서 파악한 평균적인 出稅實結의 수[中摠].

** 모든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거 : 《訓局謄錄》 헌종 10년 6월 20일〈保米變通節目〉

<표 11> 보미변통 전후의 결전 수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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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
보미변통 이전 보미변통 이후

米 (石) 錢 (兩) 米 (石) 錢 (兩)

결전 130,986 18,121 40,383 

군보 17,656 88,329 

합계 17,656 130,986 18,121 128,712 

전거 : 《訓局謄錄》 헌종 10년 6월 20일〈保米變通節目〉

<표 12> 보미변통 전후의 재정 수입 비교

 

  <표 12>는 보미변통 전후 중앙재정의 수입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보

미변통으로 결전 수입 중 일부가 동전에서 쌀로 변경되어 균역청은 

18,120석 가량의 미곡 수입을 새롭게 얻지만, 동시에 결전 수입을 9만 

냥 가까이 상실하게 된다. 조선 정부는 균역청의 수입 감소분을 상쇄하

기 위해 군보가 납부하는 동전을 균역청의 재원으로 귀속시켰다. 군보가 

납부해야 할 액수는 1인당 2.54냥 규모였다.154) 이를 보미변통의 대상이 

되는 미보의 수로 계산해보면 균역청이 새롭게 획득하는 동전의 총량은 

88,329냥이 된다. 이처럼 결작미로 줄어든 동전 수입을 군보가 납부하는 

동전으로 보충함으로써 보미변통 전후 재정 수입은 <표 12>에서 나타나

는 바와 같이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보미변통에서 주목되는 점은 作錢式의 변경이다. 균역사목 상에서 1결

에 부과된 세액은 미 2두인데 이를 동전으로 대신할 경우 0.5냥을 받았

으므로, 이때 균역청이 미 1석에 부여한 가치는 3.75냥이 된다. 그런데 

보미변통 단계에서 조선 정부는 미 1석을 5냥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

하였다. 

  매 결에 元代錢은 2두의 값을 5전(1석=3.75냥)으로 하여 이것으로 定式을 하

였는데, 保米의 本價는 1두 5승이 5전(1석=5냥)이므로 結民을 편리하게 하기 위

하여 保米의 본가로 마련하여 作米한다.155)

154) 이는 포목 1필 값에 해당하는 2냥에 잡비에 해당하는 後錢 0.54냥이 합쳐진 수
이다(《憲宗實錄》 헌종 10년 6월 28일〈保米變通節目〉 “三軍門保軍米, 每名所
納六斗永爲革罷, 以代錢每名元納二兩後錢五錢四分式收捧”).

155) 《憲宗實錄》 헌종 10년 6월 28일〈保米變通節目〉 “每結元代錢二斗價爲五錢
自是定式, 而保米本價則一斗五升爲五錢, 故爲便結民, 以保米本價磨鍊作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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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錢式을 변경한 표면상의 목적은 쌀을 납부하는 백성[結民]들의 부담

을 완화해준다는 점에 있었다. 쌀 1석의 가치를 3.75냥에서 5냥으로 조

정할 경우, 동전 대신 납부하는 쌀[結作米]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작전식의 변경은 쌀의 가치가 상승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는 동

시에 균역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전의 가치가 줄어든 사실을 조

선 정부가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조선 정부는 균역청의 부족한 미곡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었고,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동전으로 貢價米를 고정 가격에 매입하는 移納이었다. 균역청의 

급대 지출은 매년 고정되어 있음에도 수입은 매년 변동이 가능한 매입 

방식에 의존했던 셈이다. 만약 흉년이라도 들어 쌀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경우 균역청의 재정 운영, 특히 미곡 지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행히도 18세기 중엽의 균역청은 미곡 지출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이는 18세기 전반 장기간 주전이 중단되고 동전의 가치가 상승

하여 쌀 가격이 저렴해진 결과, 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납에 호응하였기 

때문이다. 예상을 벗어난 많은 미곡 수입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급대 

물종을 포목과 동전 대신 쌀로 지급하는 換貿米 조치를 실시하여 미곡 

지출을 늘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균역청의 미곡 수입은 더더욱 매입 

방식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역청의 재정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흉년 시기에 막대한 양의 미곡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 미곡 수입이 매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진 결과 미곡 

부담의 강도는 높아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균역청의 미곡 수입을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균역청은 미곡 지출

을 줄이고, 균역청 소관의 동전과 선혜청의 대동미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미곡 수입을 확보해나갔다. 

  장기적으로는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균역청 미곡 수입의 핵심이었

던 移納 운영이 어려워지고, 부족한 쌀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선혜청에 

대한 부채가 증가하였다. 균역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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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의 활용이었다. 1784년 이후 균역청은 지방에서 쌀을 사들여 환곡으

로 운영하였는데, 균역청은 이를 선혜청의 대동저치미에 보충하는 방식

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다. 형식상으로는 환곡으로 대동미를 확보하

는 것이지만, 환곡 역시 동전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균역청의 동전과 쌀을 교환하는 셈이었다.

  한편 19세기 중엽 保米變通으로 미곡 지출이 늘어나자 균역청은 결전 

수입의 일부를 쌀로 대신 거두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때 1석당 3.75

냥으로 책정된 作錢式이 5냥으로 변경되었다. 표면상의 이유는 백성의 

부담을 낮추어준다는 점에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동전 가치의 하락을 

조선 정부가 공인하였음을 의미했다.

  이상에서 제시된 균역청의 대응 방식은 동전과 쌀을 교환한다는 점에

서 공통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균역청의 미곡 수입 구조는 불안정한 매

입 방식에서 안정적인 교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

문이 든다. 동전과 쌀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균역청은 쌀 가격의 상승을 

온전히 반영하였을까? 만약 반영하였다면 균역청의 지출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균역청은 미가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를 인정

하지 않는 경직된 재정 운영을 이어나갔다. 동전과 대동미를 교환할 때 

책정된 작전가는 1석당 3냥 혹은 3.7냥이었다.156) 지방에서 환곡을 조성

할 때 책정된 작전가는 1석당 3냥이었다.157) 따라서 동전과 미곡을 교환

156) 만기요람 단계의 균역청 미곡 수입을 명목별로 구분하면 移納 14,000석, 移劃 
6,911석, 沿邑夫刷 8,283석, 기타 5,142.5석 등이다. 기타는 균역청의 동전과 경기
청의 쌀을 교환한 액수 4,000석과 장용영 급대 과정에서 균역청에 무상으로 이전
된 쌀 1,142.5석이다. 이중 이납과 이획에는 1석당 3.7냥의 작전가가 책정되었으
며, 연읍부쇄(=부쇄가)는 1석당 3냥의 가치가 부여되었다. 경기청의 쌀은 이납의 
일환으로 취급되었다. 미가가 상승하던 국면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납이 어느 수
준으로 유지되었을지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균역청이 책정한 작전가가 3.7냥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157) 정조 연간 貿穀 과정에서 적용된 詳定價는 1석당 3냥이었다(《承政院日記》정
조 15년 1월 28일 “存中曰, 昨年貿米, 邑宰邑情, 皆所不願, 而臣之所以强令爲之
者, 實有所區區商量者矣. 均廳關內, 使之全數上納於今年, 而此則決是難行之事, 以
詳定價三兩錢貿取者, 不過平石還米, 而其色又不合於上納, 加其斗, 改其色, 則其所
添入, 小不下六七斗, 官民之受弊, 當復如何哉? 分付該廳, 姑停上納, 俾除民邑之弊, 
似合事宜, 故敢此仰達矣”). 19세기 환곡 운영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 작전가 역
시 1석당 3냥 수준이었다(문용식, 2001《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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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균역청은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한편 19세기 중엽 보미변통 

단계에서 조선 정부는 미가 상승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지만, 그만큼 미

보에게서 거두는 동전의 양을 늘렸으므로 균역청의 재정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균역청은 대부분의 수입을 동전으로 마련하면서도, 동전 

가치의 하락은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송찬섭, 2002《朝鮮後期 還穀制改革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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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175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균역법은 17세기 후반 이래의 양역변통 문

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최종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핵심

은 군역 부담의 완화와 그에 따른 재정 결손분 보충인 급대에 있었다. 

균역법을 계기로 설치된 균역청은 토지에 대한 추가 과세(결전)와 지방

의 사적 토지재원에 대한 과세(면세결), 어업·상업에 대한 과세(어염선

세)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급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균역법의 성과는 균역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

었다. 이를 위해 균역법 입안자들은 군제 개혁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

고, 균역청이 급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단독 회계를 보장하여 다른 목적으로 균역청 재원이 사용되는 것을 엄격

히 금지했다. 그 결과 18세기 균역청의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고 

비축된 재원 역시 넉넉한 편이었다.

  큰 틀에서 균역청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급대 

재원을 물종별로 마련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균역청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전이었지만, 균역청이 급대로 지출해야 하는 

재화는 포목과 미곡이었기 때문이다. 포목의 경우 동전으로 대신 지출하

는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미곡의 경우는 달

랐다. 균역법 입안자들은 급대를 미곡 대신 동전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균역청이 선혜청의 대동미를 확보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균역법이 시행된 18세기 중엽은 동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

기였다. 17세기 후반부터 장기간 주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전 중심의 재정 운영을 기획한 조선 정부 측에 유리하

게 작용했다. 포목의 경우 균역청이 책정한 가격[作錢價]이 시장가격보다 

높았으므로, 급대를 포목 대신 동전으로 지급하면 그 차액만큼 각급 기

관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쌀의 경우 균역청은 기존에 사용된 작전가보다 

낮은 가격에 쌀을 매입하였으므로, 급대를 포목 대신 쌀로 마련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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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 그 차액만큼 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 정부는 작전

가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실질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18세기 중엽 마련된 균역청의 재정 운영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출 측면에서는 균역청이 지급해야 할 

급대의 규모가 증가했다. 급대는 본래 減疋에 따른 재정 결손분을 지원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으나, 각 기관의 재정 지원 요청과 노비 신공의 

감액으로 인해 급대의 규모는 점차 증가했다. 여기에 19세기 중반에는 

米保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보미변통이 단행되어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균역청의 지출 중에서 미곡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었다. 이는 급대 중 포목과 동전 대신 쌀을 지급하는 換貿米의 규모가 

증가하고, 보미변통 과정에서 미곡 수입을 상실한 군사기관의 재정 결손

분을 균역청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결과였다. 

  균역법 입안 단계에서 수입이 넉넉하게 책정되기는 하였으나,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균역청의 수입 구조 역시 변화하였다. 특히 환곡으로 얻

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균역청 환곡은 본래 급대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된 예비재원이었다. 그런데 1780년대부터 

균역청의 동전으로 곡식을 사들이는 貿穀이 관행화됨에 따라 환곡의 규

모가 증가하더니 1802년에는 장용영 환곡까지 추가로 이전되었다. 그 결

과 예비재원으로 출발했던 균역청의 환곡은 19세기 중엽 결전의 뒤를 잇

는 핵심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한편 균역청의 미곡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미곡 확보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18세기 중반의 균역청은 미곡 지출이 증가함에도 별다

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공식 규정을 초과하는 貢價米를 공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 가격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균역

청의 미곡 마련 방식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균역청은 일정한 

작전가에 따라 동전과 쌀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미곡 수입을 확대하고, 

토지 수입의 물종을 동전에서 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균역청의 미곡 수입 구조는 불안정한 매입 방식에서 안정적인 

교환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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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조와 선혜청의 재정 수입이 미곡과 포목, 동전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과 달리, 균역청의 재정 수입은 동전이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이 경우 균역청의 재정 운영은 동전의 가

치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균역법 입안자들은 18세기 전반의 錢荒 
국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동전을 거둠으로써 중앙재정의 실질 수입

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풍흉에 따른 동전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워두었다.

  그러나 재정 실무자들에게 장기적인 동전의 가치 하락[Inflation]까지 

고려되지는 못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주전이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동전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였고 균역청의 실질 수입은 줄어들고 있었다. 

이에 반해 미곡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균역청의 실질 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균역청은 전면적인 재정 운영의 개혁과 경

직된 재정 운영의 고수라는 두 선택지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 이 중에서 

조선 정부는 미가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인플레이션은 비단 균역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호조와 선혜청에

서도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재정 수입을 구성

하는 물종이 미곡과 포목으로 다양할 경우, 동전의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균역청은 대

부분의 수입이 동전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강도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

한 점에서 균역청 재정 운영의 추이는 현물 중심의 경제체제 아래 동전 

중심의 재정 운영이 갖는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60 -

참 고 문 헌

1) 자료

ㄱ. 연대기 자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ㄴ. 군영등록

《訓局總要》

《訓局謄錄》

《禁衛營謄錄》

《禁衛營事例》

《御營廳謄錄》

《御營廳事例》

《御營廳都謄錄》

《御營廳舊式例》

ㄷ. 재정서

《穀總便攷》

《穀簿合錄》

《均廳條劃》

《均役事目》 (奎 1124)
《均役廳事目》 (奎 17253)
《賦役實摠》

《萬機要覽》

《宣惠廳事例》

《嶺南廳事例》



- 61 -

《六典條例》

《度支志》

《湖南廳事例》

ㄹ. 기타

《弘齋全書》

《欽英》

2) 단행본

권인혁, 2011《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김옥근, 1997《朝鮮王朝財政史硏究 Ⅱ》, 일조각.

문용식, 2000《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손병규, 2008《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손병규·송양섭 편, 2013《통계로 보는 조선후기 국가경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송찬섭, 2002《朝鮮後期 還穀制改革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원유한, 1987《朝鮮後期貨幣史硏究》, 한국학진흥원.

이영훈, 2016《한국경제사Ⅰ》, 일조각.

이정수·김희호, 2006《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 학술총서.

전성호, 2007《조선후기 米價史 연구》, 한국학술정보.

정연식, 2015《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조영준, 2016《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 소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2015《장서각한국본해제 사부13》, 한국학중앙

연구원 출판부.

3) 논문

김재호, 2008〈조선후기(朝鮮後期) 중앙재정(中央財政)과 동전(銅錢) : 『부역

실총(賦役實摠)』을 중심으로〉《經濟史學》44, 경제사학회.



- 62 -

김재호, 2010〈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운영: ‘六典條例’의 분석을 중심으

로〉《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한빛, 2017〈17세기 조선의 동전 통용정책과 활용양상〉,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도주경, 2019〈18세기 내시노비 비총제의 시행과 운영〉《조선시대사학보》

88, 조선시대사학회.

문광균, 2015〈朝鮮後期 慶尙道 財政運營 硏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용식, 1996〈18세기 軍作米의 설치와 운영〉《전주사학》4, 전주대학교 역

사문화연구소.

문용식, 1998〈18세기 환곡 운영의 변화〉《사학연구》 55·56.

박범, 2018〈1802년 장용영의 혁파와 영향〉《역사와현실》107, 한국역사연

구회.

서현배, 2020〈영조대 균역법의 재정사적 의미〉《한국사론》6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송기중, 2013〈균역법 실시와 수군 급대의 운영〉《역사학보》218, 역사학회.

송기중, 2014〈균역법 실시 이후 통영곡 운영의 변화〉《한국문화》66, 서울

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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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한국역사연구회.

송기중, 2017〈균역법의 실시와 균역청의 병조급대 시행〉《조선시대사학

보》82, 조선시대사학회.

송양섭, 2010〈균역법 시행기 雜役價의 詳定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 충청

도 지역을 중심으로〉《한국사학보》38, 고려사학회.

송양섭, 2012〈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

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유현재, 2014〈조선 후기 鑄錢정책과 財政활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재윤, 1997〈18世紀 貨幣經濟의 發展과 錢荒〉《學林》18, 연세대학교 사

학연구회.

이영훈, 2010〈19세기 서울 시장의 역사적 특질〉《경제사학》48, 경제사학

회.

이헌창, 1996〈숙종 - 정조조(1678 - 1800년간) 미가(米價)의 변동〉《경제사

학》21, 경제사학회.

이헌창, 1999〈1678 - 1865년간 화폐량과 화폐가치의 추이〉《경제사학》 

27, 경제사학회.



- 63 -

임성수, 2014 〈17·18세기 호조 ‘가입(加入)’의 전개와 추이〉《역사와 

현실》94, 한국역사연구회.

정만조, 1977〈均役法의 選武軍官〉《한국사연구》18, 한국사연구회.

정연식, 1989〈均役法 施行 이후의 지방재정의 변화〉《진단학보》67, 진단

학회.

정연식, 1993《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 變通》,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조영준, 2008〈궁방(宮房) 회계장부(會計帳簿)의 체계(體系)와 성격(性格)〉

《古文書硏究》32, 한국고문서학회.

조영준, 2010〈영조대 均役海稅의 수취와 상납 — 『輿地圖書』의 집계 분

석〉《한국문화》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차문섭, 1961〈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상)〉《史學硏究》10, 한국

사학회.

차문섭, 1961〈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하)〉《史學硏究》11, 한국

사학회.

최주희, 2014〈영조대 중반 균역법 시행논의와 『宣惠廳定例』의 간행〉《한

국사연구》164, 한국사연구회.

최주희, 2016〈균역법 시행 전후 훈련도감의 재원확보 양상〉《역사와현실》

102, 한국역사연구회.

황하현, 1979〈양역의 실상과 균역법의 실시(均役法)〉《경제사학》3, 경제사

학회.



- 64 -

연도 병조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총계 비고

1752 0 2,800 15,942 15,131 33,873
《均役事目》(原) 상의

균역청 미곡 지출

1753 0 2,607 12,958 12,173 27,739 
급대미 규정 변경

(〈均廳給代米條節目〉)**

1754 3,062 2,607 12,958 12,173 30,801 

병조 龍虎營 料米를

균역청에서 마련

(〈兵曹變通節目〉)

1755 4,454 2,607 12,958 12,173 32,193 

병조 上番騎兵 料米를

균역청에서 마련

(《承政院日記》)

1758 4,454 10,807 12,958 12,173 40,393

훈련도감 兼料米를 

균역청에서 마련

(《訓局總要》)

1760 4,454 10,807 12,958 12,173 40,393 

嶺南 移劃米를 혁파하고

부족분은 균역청에서 마련

(《萬機要覽》)

1770 4,454 10,610 12,111 11,360 38,536

삼군문 급대미 중 

浮費敗船條米를 代錢
(《萬機要覽》)

1807 6,415 10,744 12,290 11,495 40,944 
《萬機要覽》 상의

균역청 미곡 지출

1867 6,436 12,331 20,991 17,729 57,486 
《六典條例》 상의

균역청 미곡 지출

* 모든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均廳給代米條節目｣ 상에는 금위영의 급대미 내역만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 속 

   급대미 계산 방식으로 훈련도감 및 어영청 급대미를 추산하여 기재.

전거 : 《均役事目》(原), 〈均廳給代米條節目〉(《禁衛營謄錄》 영조 29년 11월 일), 

      〈兵曹變通節目〉(《備邊司謄錄》 영조 30년 10월 30일), 

      《承政院日記》영조 31년 7월 9일, 《訓局總要》, 《萬機要覽》, 《六典條例》

부 표

<부표 1> 중앙군사기관에 대한 균역청 미곡 지출의 추이      (단위 : 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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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
《均役事目》(追) 

(1757)**

《萬機要覽》

(1807)

《六典條例》

(1867)

병조

米 (石) 4,454 米 (石) 6,415 米 (石) 6,436

木 (疋) 51,430 木 (疋) 7,728 木 (疋) 317

布 (疋) 0 布 (疋) 730 布 (疋) 130

錢 (兩) 0 錢 (兩) 73,620 錢 (兩) 87,489

훈련도감

米 (石) 2,607 米 (石) 10,744 米 (石) 12,331

木 (疋) 35,630 木 (疋) 3,000 木 (疋) 3,000

布 (疋) 0 布 (疋) 500 布 (疋) 500

錢 (兩) 270 錢 (兩) 36,228 錢 (兩) 37,892

금위영

米 (石) 12,958 米 (石) 12,290 米 (石) 20,991

木 (疋) 2,852 木 (疋) 996 木 (疋) 996

布 (疋) 0 布 (疋) 440 布 (疋) 440

錢 (兩) 270 錢 (兩) 6,343 錢 (兩) 6343

어영청

米 (石) 12,173 米 (石) 11,495 米 (石) 17,729

木 (疋) 3,090 木 (疋) 458 木 (疋) 458

布 (疋) 0 布 (疋) 228 布 (疋) 228

錢 (兩) 270 錢 (兩) 4,796 錢 (兩) 4,796

수어청 錢 (兩) 324 錢 (兩) 954 錢 (兩) 954

총융청

木 (疋) 0 木 (疋) 0 木 (疋) 350

布 (疋) 0 布 (疋) 0 布 (疋) 100

錢 (兩) 200 錢 (兩) 3,356 錢 (兩) 2,646

총계

米 (石) 32,193 米 (石) 40,944 米 (石) 57,486

木 (疋) 93,002 木 (疋) 12,182 木 (疋) 5,121

布 (疋) 0 布 (疋) 1,898 布 (疋) 1,398

錢 (兩) 1,334 錢 (兩) 125,296 錢 (兩) 140,119

합계

(兩)*
306,453

합계

(兩)
304,950

합계

(兩)
365,855

* 균역청의 공식 환산식인 米 1石 = 錢 3.7兩, 木 1疋 = 錢 2兩을 적용해 환산.

** 군사기관에 대한 미곡 지출은 京給代와 外劃給代를 합하여 기재. 1757년 미곡 지출은

   《均役事目》(追) 상에서 추후 수정된 내역을 해당 연도 기준으로 복원하여 기재.

*** 균역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명목의 지출을 지급처별로 단순 합계하여 기재.

**** 모든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거 : 《均役事目》(追), 《萬機要覽》, 《六典條例》

<부표 2> 중앙군사기관에 대한 균역청 지출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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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
《均役事目》(追) 

(1757)

《萬機要覽》

(1807)

《六典條例》

(1867)

의정부

米 (石) 0 米 (石) 0 米 (石) 1,000

木 (疋) 338 木 (疋) 0 木 (疋) 1,650

布 (疋) 0 布 (疋) 0 布 (疋) 1,000

錢 (兩) 0 錢 (兩) 2,402 錢 (兩) 12,802

이조
木 (疋) 518 木 (疋) 255 木 (疋) 255

錢 (兩) 0 錢 (兩) 546 錢 (兩) 526

호조

米 (石) 0 米 (石) 1,142.5 米 (石) 1,142

木 (疋) 7,004 木 (疋) 3,202 木 (疋) 2,706

布 (疋) 628 布 (疋) 0 布 (疋) 0

錢 (兩) 11,182.4 錢 (兩) 50,820.2 錢 (兩) 50,267

예조

木 (疋) 3 木 (疋) 320 木 (疋) 320

布 (疋) 0 布 (疋) 80 布 (疋) 80

錢 (兩) 0 錢 (兩) 1,206 錢 (兩) 1206

형조
木 (疋) 298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596 錢 (兩) 596

공조

木 (疋) 3,890 木 (疋) 1,679 木 (疋) 1,679

布 (疋) 0 布 (疋) 320 布 (疋) 320

錢 (兩) 0 錢 (兩) 4,087 錢 (兩) 4,087

교서관

木 (疋) 1,673 木 (疋) 750 木 (疋) 630

布 (疋) 0 布 (疋) 87 布 (疋) 87

錢 (兩) 0 錢 (兩) 1,774 錢 (兩) 1,672

군기시

木 (疋) 230 木 (疋) 114 木 (疋) 114

布 (疋) 0 布 (疋) 15 布 (疋) 15

錢 (兩) 0 錢 (兩) 278 錢 (兩) 230

규장각 錢 (兩) 0 錢 (兩) 3,500 錢 (兩) 6,384

기로소
木 (疋) 196 木 (疋) 0 木 (疋) 0

錢 (兩) 500 錢 (兩) 1,392 錢 (兩) 1,392

내섬시
木 (疋) 9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18 錢 (兩) 868

내시부
木 (疋) 3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6 錢 (兩) 6

내원
木 (疋) 100 木 (疋) 50 木 (疋) 50

錢 (兩) 0 錢 (兩) 100 錢 (兩) 100

<부표 3> 중앙재정기관에 대한 균역청 지출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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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원
木 (疋) 132 木 (疋) 66 木 (疋) 66

錢 (兩) 0 錢 (兩) 132 錢 (兩) 132

도총부
木 (疋) 13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26 錢 (兩) 26

돈녕부
木 (疋) 8.5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17 錢 (兩) 17

동빙고 錢 (兩) 0 錢 (兩) 90 錢 (兩) 90

봉상시 錢 (兩) 0 錢 (兩) 30 錢 (兩) 30

사간원
木 (疋) 230.5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461 錢 (兩) 461

사복시

木 (疋) 2,890 木 (疋) 927 木 (疋) 1,248

布 (疋) 0 布 (疋) 150 布 (疋) 200

錢 (兩) 0 錢 (兩) 3,626 錢 (兩) 2,884

사옹원

木 (疋) 1,357 木 (疋) 492 木 (疋) 492

布 (疋) 0 布 (疋) 50 布 (疋) 50

錢 (兩) 1,650 錢 (兩) 3,279 錢 (兩) 2,630

사직서
木 (疋) 83 木 (疋) 166 木 (疋) 166

錢 (兩) 0 錢 (兩) 18 錢 (兩) 18

사포서
木 (疋) 9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18 錢 (兩) 18

상의원

木 (疋) 357 木 (疋) 318 木 (疋) 302

布 (疋) 21 布 (疋) 21 布 (疋) 21

錢 (兩) 410 錢 (兩) 3,197.6 錢 (兩) 2,936

선공감

木 (疋) 800 木 (疋) 360 木 (疋) 360

布 (疋) 0 布 (疋) 40 布 (疋) 40

錢 (兩) 0 錢 (兩) 870 錢 (兩) 870

성균관
木 (疋) 494 木 (疋) 0 木 (疋) 0

錢 (兩) 2,989 錢 (兩) 5,066.9 錢 (兩) 3,985

시강원
木 (疋) 77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154 錢 (兩) 154

양향청 錢 (兩) 0 錢 (兩) 0 錢 (兩) 10

양현고 錢 (兩) 0 錢 (兩) 0 錢 (兩) 1,268

예문관
木 (疋) 32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64 錢 (兩) 64

의금부
木 (疋) 140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280 錢 (兩)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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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빈부
木 (疋) 4.5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9 錢 (兩) 9

익위사
木 (疋) 68.5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137 錢 (兩) 137

자문감
木 (疋) 20 木 (疋) 10 木 (疋) 10

錢 (兩) 0 錢 (兩) 20 錢 (兩) 20

장악원

米 (石) 0 米 (石) 2.4 米 (石) 0

木 (疋) 3,702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7,488 錢 (兩) 7,488

장예원
(보민사)

木 (疋) 56.5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113 錢 (兩) 113

전생서 錢 (兩) 0 錢 (兩) 120 錢 (兩) 220

전설사

木 (疋) 500 木 (疋) 230 木 (疋) 230

布 (疋) 0 布 (疋) 20 布 (疋) 20

錢 (兩) 0 錢 (兩) 500 錢 (兩) 500

조지서
木 (疋) 60 木 (疋) 3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60 錢 (兩) 695

종묘서
木 (疋) 83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166 錢 (兩) 166

종부시
木 (疋) 52 木 (疋) 0 木 (疋) 0

錢 (兩) 250 錢 (兩) 354 錢 (兩) 354

종친부

木 (疋) 508 木 (疋) 0 木 (疋) 500

布 (疋) 0 布 (疋) 0 布 (疋) 500

錢 (兩) 0 錢 (兩) 1,016 錢 (兩) 5,016

좌우순청
木 (疋) 12.5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25 錢 (兩) 25

준천사
米 (石) 0 米 (石) 45 米 (石) 0

錢 (兩) 0 錢 (兩) 2,246.1 錢 (兩) 1,790

중추부
木 (疋) 150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300 錢 (兩) 300

혜민서
木 (疋) 80 木 (疋) 31 木 (疋) 31

錢 (兩) 0 錢 (兩) 62 錢 (兩) 62

홍문관
木 (疋) 77 木 (疋) 0 木 (疋) 0

錢 (兩) 0 錢 (兩) 154 錢 (兩) 1,854

활인서
木 (疋) 0 木 (疋) 28 木 (疋) 28

錢 (兩) 0 錢 (兩) 532 錢 (兩)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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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鉛丸契, 
火藥契, 
海西契)

米 (石) 0 米 (石) 61.9 米 (石) 0

木 (疋) 0 木 (疋) 185.7 木 (疋) 0

錢 (兩) 0 錢 (兩) 1,118.8 錢 (兩) 1,724

내수사
木 (疋) 621 木 (疋) 31 木 (疋) 31

錢 (兩) 4,900 錢 (兩) 6,703 錢 (兩) 6,702

명례궁
木 (疋) 62.5 木 (疋) 69.5 木 (疋) 69

錢 (兩) 350.8 錢 (兩) 468.8 錢 (兩) 468

수진궁
木 (疋) 0 木 (疋) 12 木 (疋) 12

錢 (兩) 919.3 錢 (兩) 1,135.3 錢 (兩) 1,135

육상궁
木 (疋) 0 木 (疋) 8 木 (疋) 8

錢 (兩) 989.7 錢 (兩) 1,133.7 錢 (兩) 1,133

용동궁
木 (疋) 0 木 (疋) 2 木 (疋) 2

錢 (兩) 455.3 錢 (兩) 496.3 錢 (兩) 498

어의궁
木 (疋) 0 木 (疋) 2 木 (疋) 2

錢 (兩) 196.7 錢 (兩) 232.7 錢 (兩) 232

선희궁
木 (疋) 0 木 (疋) 4 木 (疋) 4

錢 (兩) 0 錢 (兩) 63 錢 (兩) 63

경모궁 錢 (兩) 0 錢 (兩) 0 錢 (兩) 625

총계

米 (石) 0 米 (石) 1251.9 米 (石) 2,142

木 (疋) 26,942.5 木 (疋) 9,176.2 木 (疋) 10,799

布 (疋) 649 布 (疋) 783 布 (疋) 2,333

錢 (兩) 25,781.7 錢 (兩) 110,630 錢 (兩) 129,224

합계

(兩)*
80,964.7

합계

(兩)
135,180

합계

(兩)
163,413

* 균역청의 공식 환산식인 米 1石 = 錢 3.7兩, 木 1疋 = 錢 2兩을 적용해 환산.

** 균역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명목의 지출을 지급처별로 단순 합계하여 기재.

*** 특정 자료에만 기입된 지출은 제외하고 비교. (本廳浮費, 雜役詳定, 別下庫 移送 등)

    단순 지출이 아닌 물자 교환을 위해 지출된 항목은 제외하여 비교. (移劃米, 夫刷價 등)

****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거 : 《均役事目》(追), 《萬機要覽》, 《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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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
《均役事目》(追) 

(1757)

《萬機要覽》

(1807)

《六典條例》

(1867)

경기

감영
木 (疋) 74.6 木 (疋) 31 木 (疋) 31

錢 (兩) 11,479 錢 (兩) 12,205 錢 (兩) 22,204

수군 錢 (兩) 3,233 錢 (兩) 3,233 錢 (兩) 3,233

영종진 錢 (兩) 60 錢 (兩) 164 錢 (兩) 164

충청
수군 錢 (兩) 7,049 錢 (兩) 7,049 錢 (兩) 7,049

안흥진 木 (疋) 400 木 (疋) 400 木 (疋) 400

전라
감영

米 (石) 0 米 (石) 91 米 (石) 0

錢 (兩) 11,479 錢 (兩) 1,900 錢 (兩) 1,000

수군 錢 (兩) 25,680 錢 (兩) 25,680 錢 (兩) 25,680

경상

수군 錢 (兩) 38,797 錢 (兩) 38,853 錢 (兩) 38,853

통영 錢 (兩) 8,998 錢 (兩) 18,998 錢 (兩) 18,998

부산진 木 (疋) 2,763 木 (疋) 2,763 木 (疋) 2,763

황해 수군 錢 (兩) 6,176 錢 (兩) 5,492 錢 (兩) 5,492

강원 錢 (兩) 0 錢 (兩) 6,798 錢 (兩) 8,666

평안 錢 (兩) 976 錢 (兩) 926 錢 (兩) 925

함경 錢 (兩) 944 錢 (兩) 5,230 錢 (兩) 6,279

개성부 錢 (兩) 60 錢 (兩) 60 錢 (兩) 60

강화부 錢 (兩) 84 錢 (兩) 84 錢 (兩) 84

광주부 錢 (兩) 84 錢 (兩) 84 錢 (兩) 0

총계

米 (石) 0 米 (石) 91 米 (石) 0

木 (疋) 3,238 木 (疋) 3,194 木 (疋) 3,194

錢 (兩) 115,100 錢 (兩) 126,756 錢 (兩) 138,687

합계

(兩)*
113,173

합계

(兩)
133,481

합계

(兩)
145,015

* 균역청의 공식 환산식인 米 1石 = 錢 3.7兩, 木 1疋 = 錢 2兩을 적용해 환산.

** 균역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명목의 지출을 지급처별로 단순 합계하여 기재.

***  모든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거 : 《均役事目》(追), 《萬機要覽》, 《六典條例》

<부표 4> 지방재정기관에 대한 균역청 지출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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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米
(石)

田米
(石)

太
(石)

木
(疋)

布
(疋)

錢
(兩)

합계

(兩)*

1755
수입 31,614 672 821 18,713 2,136 564,381 725,813 

지출 32,193 0 0 123,182 649 133,874 500,652 

1756
수입 31,673 170 661 15,677 2,071 343,076 497,299 

지출 32,193 0 0 123,182 649 133,874 500,652 

1767
수입 27,691 0 580 17,805 1,317 525,492 667,266 

지출 36,160 0 0 123,502 729 101,743 483,999 

1785
수입 36,101 3,095 1,740 33,346 654 363,032 573,550 

지출 39,772 0 1,400 29,913 3,003 311,894 527,472 

1807
수입 29,262 61 588 9,799 3,380 518,137 653,965 

지출 42,287 0 0 24,552 2,681 362,682 573,611 

1867
수입 41,168 1,164 1,013 11,108 969 651,442 831,945 

지출 59,628 0 0 19,114 3,731 408,030 674,344

* 균역청의 공식 환산식인 米 1石 = 錢 3.7兩, 木 1疋 = 錢 2兩을 적용해 환산.

** 1755, 1756년 지출은 《均役事目》(追) 상의 급대 내역을 기입하였으며, 1767년 지출은

  《均役事目》(追) 상의 급대 내역에 《萬機要覽》 상의 규정 변화 내용을 반영해 추산.

*** 모든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거 : 《宣惠廳事例》(1755, 1756, 1767, 1785), 《萬機要覽》(1807), 《六典條例》(1867)

<부표 5> 18·19세기 균역청 수입과 지출의 물종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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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 of 

Financial Management of 

Gyunyŏkch’ŏng(均役廳) in the Late 

Joseon Period

JEONG Seunghwa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750, the Joseon government enacted a financial legislation called 

Gyunyŏkbŏp(均役法) to solve the military tax problem since the late 

17th century. Gyunyŏkbŏp was a fiscal legislation that reduced the 

burden of military duty.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a new 

financial office called Gyunyŏkch’ŏng(均役廳) to compensate for the 

financial deficit caused by Gyunyŏkbŏp. Gyunyŏkch’ŏng shows a unique 
appearance in that most of its income consists of coins, even though it 

has carried out its work to support rice and cotton. 

  The value of coins was relatively high in the mid-18th century when 

Gyunyŏkbŏp was implemented. This is due to the lack of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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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 issuance since the late 17th century. As a result, the market price 

of rice and cotton remained below the official price set by the 

government. The Joseon government was able to increase real income 

by paying coins instead of cotton to institutions that suffered financial 

deficits, and reduce spending by purchasing rice at the market price 

level.

  The financial management of Gyunyŏkch’ŏng,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mid-18th century, gradually changed over time. First of all, 

overall spending began to increase. In order to respond to this, the 

Joseon government secured the income of Hwangok(還穀, grain loan 

system), which had been set as a preliminary resource, as a regular 

source of income. Next, the proportion of rice among total expenditures 

was increasing.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Gyunyŏkch’ŏng had 
no difficulty in increasing rice spending. This is because it was 

sufficient to respond by purchasing rice at the market price level. 

However, as rice prices gradually rose, buying rice faced great 

difficulties. Gyunyŏkch’ŏng responded by exchanging coins and rice at a 
fixed exchange rate at other financial offices, and changing the income 

of land taxes from coins to rice.

  Unlike the income of other financial offices, which consists of rice, 

cotton and coins, the financial income of Gyunyŏkch’ŏng is unique in 
that coins account for a key portion. In such cases, the financial 

operations of Gyunyŏkch’ŏng are bound to depend heavily on the value 
of the coin. In the mid-18th century, the makers of Gyunyŏkbŏp were 
able to increase the real income of central finance by making 

relatively high value coins the main source of income. However, the 

long-term depreciation of coins was not considered for them. As coins 

were issued frequently since the mid-18th century, the value of coins 

gradually declined and the real income of Gyunyŏkch’ŏ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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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ing. On the other hand, as rice spending increased, the actual 

spending of Gyunyŏkch’ŏng was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Gyunyŏkch’ŏng was placed between two options: reform of overall 

financial management and adherence to rigid financial management. 

Among them, Gyunyŏkch’ŏng chose not to acknowledge the rise in 

prices.

  Inflation is not just confined to Gyunyŏkch’ŏng but it was likely to 
cause similar problems in other financial offices. However, if rice and 

cotton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financial income, the impact of 

the coin will be relatively weak even if the value of the coin 

decreases. On the other hand, Gyunyŏkch’ŏng was largely influenced by 
inflation as a result of most of its income being made up of coins. In 

this regard, the change in Gyunyŏkch’ŏng financial management shows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coin-centered financial 

management under the spot-oriented economic system.

keywords : Gyunyŏkbŏp, Gyunyŏkch’ŏng, coin, official price, market 

price, inflation

Student Number : 2017-2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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