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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후기 각 지방에서 거둔 賦稅는 앙 상납을 원칙으로 하 다. 田稅는 호

조로, 大同米는 선혜청으로, 군병의 木은 병조로 납부되었다. 이외에 앙 각 

기  소속의 부세도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정조 연간 간

행된 �賦役實摠�을 통해 매우 소상하게 악할 수 있다.

각 지방의 부세 운  구조와는 다르게 많은 양의 부세를 지방에 그 로 남겨 

* 공주 학교 사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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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곳이 있었으니 바로 평안도 다. 호조에서 거두어야 하는 田稅는 그 로 평

안도에 남겨져 호조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평안도가 다른 도에 비하여 

재원이 풍부하다고 일컬어지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평안도 지역사회의 

구조 인 특징은 이러한 재정 운 을 바탕으로 삼았다.

평안도 재정에 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우선 평안도 지역사회의 발  과

정을 추 하는 과정에서 평안도의 사회경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 평안도의 토질은 삼남에 비하여 매우 척박하여 기 경제 조건이 매우 좋

지 않았다. 재정 상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배경으로 풍부한 재원이 지역내 

상업 자원으로 활용되었는데 이것이 평안도 지역사회의 발 을 가져오는 원동력

이 되었음을 밝혔다.1)

평안도의 良役制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평안도 군제 운 의 특징이 무엇이

었는지를 확인한 연구도 있다. 평안병 과 평안감 에 다수의 軍木 재원이 존재

했던 것은 여타 지역과는 다른 군제 운 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軍保의 

納  변화를 추 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별도의 �良役實摠�이 간행되는 

이유를 설명하 다.2)

한 앙정부에서 평안도 재정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추 한 연구성과가 있

다. 평안도 재원이 남겨진 것은 청사행을 하는 목 이 가장 크다고 보면

서, 청 외교가 안정기에 어든 이후 남은 재원을 앙정부, 특히 호조를 심

으로 극 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소상하게 밝혔다.3) 이외에 평안도 지역 내 일

부 군 의 재정 문제를 다룬 연구 성과를 제외한다면, 사실 평안도에 한 심

은 거의 없는 편이다.4)

1) 오수창, 1995 ｢17, 18세기 平安道 儒生․武士層 성장의 사회경제  배경｣ �규장각� 18; 오

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  연구�, 일조각.

2) 정연식, 2001 ｢17․18세기 평안도 良役制의 변천｣ �한국문화� 24.

3) 권내 , 2004 ｢조선후기 戶曹의 平安道 재정 활용｣ �동양학� 35; 권내 , 2004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연구�, 지식산업사.

4) 문 균, 2011 ｢18세기 江界지역 貢蔘制의 운 과 변화｣ �조선시 사학보� 57; 박범, 2011 

｢17~18세기 의주부의 경제상황과 재정운 의 변화｣ �조선시 사학보� 58; 임성수, 2012 

｢18세기 평안도 鎭堡재정의 운 과 변화｣ �한국사학보�; 박범, 2013 ｢조선후기 義州府의 

田政운 과 防稅給代｣ �한국사학보� 50; 박범, 2019 ｢19세기 반 의주부의 행정조직과 

부윤의 역할 변화｣ �한국문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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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성과를 토 로 본 에서는 평안도 재원의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안도 재정 활용의 체 인 내용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

해 밝 져 있다. 다만 본 은 그 활용에 해 조 더 세부 으로 추 해 보고

자 한다. 우선 평안병 과 평안감 은 별개의 지방조직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어

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병  재원과 감  재원을 나 어서 시기별로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병  재원의 경우 병 이 구 하는 

것과 비변사가 구 하는 것으로, 감  재원의 경우 감 이 구 하는 것과 호조

가 구 하는 것으로 나 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려 

한다.

다음으로 賦稅 物目에 주목했다. 재정사 연구에서 재정 규모를 확인하기 하

여 米․木ㆍ ㆍ錢ㆍ銀으로 되어 있는 세목을 折錢 혹은 折米하여 통계화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그러나 앙재정으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통계화된 수량보다

는 세목이 더 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에서는 각 

세목이 각 시기별로 어떻게 앙으로 이 되었는가를 추 해 보고자 한다. 단순

하게 평안도 재원이 앙으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목이 어떠한 과정에

서 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의 연구 성과가 재정을 ‘평안도’라고 하는 단일한 단 로 인식을 했다면, 

본 은 그것을 모두 소유 기 별로, 구  기 별로 나 고자 한다. 평안병  혹

은 평안감 이 앙정부와 어떠한 논의 과정 속에서 각자의 치에서 재원을 유

지 혹은 확보하려 했는가를 추 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호조 서, 평안

감사, 국왕의 계 속에서 각자의 치에 따른 입장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도 

평안도 재정 운 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데 평안도 재원을 통해 조선후기 

지방과 앙 사이의 재정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반의 문제

1) 軍木: 가져오기 쉬운 무명

평안도의 소  田三稅는 官餉이라는 이름으로 거두어서 병자호란 이후로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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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留儲해 두도록 하 다.5) 그러므로 향의 이름으로 평안도에 쌓인 재원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평안도의 경우 砲保價 , 御營保米와 같은 것들도 

있지 않고 크고 작은 進上도 모두 停罷되어 있는 상황이었다.6) 이 게 평안도가 

다른 도와 다르게 특혜라고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여유를 남겨둔 이유는 

청사 를 원활하게 하기 한 앙정부의 정책 덕분이었다.7)

평안도의 재정 상황은 토지세뿐만 아니라 軍 에서도 마찬가지 다. 토지세가 

仍留의 상으로서 평안도에 남겨졌다면 軍 는 상황이 조  달랐다. 평안도 군

병 운 은 인조 연간 북방 지역을 방비하기 한 과정에서 그 구조가 형성되었

다. 병자호란으로 더 이상 방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병조와 앙

군 으로 거의 상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안도 지역의 군병은 그 로 평안병

과 평안감 의 재정수입이 되었다. 정병이 더 이상 入番을 하지 못하고 보인

과 더불어 收 의 상이 되었다. 이제 정병과 보인의 收  수납처는 병 과 감

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꽤 일 부터 제기되었다. 효종 , 평안도의 軍保 를 병조가 

아닌 평안병사가 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 되었다. 북방 비가 사라진 이후 

매우 많은 軍木이 평안병 에서 리되고 있었는데 병조가  손을 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었다.8) 그 액수는  1년에 800同에 이르 다. 軍木이 상납되지 못

한 이유는 공용 경비를 돕는 것이 낫다는 여론 탓이었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1650년(효종 1)이 되어서야 평안병 에서 收 의 實數를 보고하고 재고를 확인

받았다.9) 당시 병조의 不動은 400여 同 수 이었지만,10) 평안병사가 1년에 거

두는 평균 軍 는 500~600同이었다.11) 1667년( 종 8) 10월, 평안병 의 不

 5) �승정원일기� 139책, 효종 7년 윤5월 22일.

 6) �승정원일기� 174책, 종 3년 6월 14일.

 7) 권내 , 2004 앞의 책, 135-145면.

 8) 평안병사의 독자 인 軍保 운 에 해서는 다음에 자세하다. 정연식, 2011 앞의 논문, 

178-182면.

 9) �비변사등록� 14책, 효종 1년 1월 3일; �비변사등록� 14책, 효종 1년 5월 21일.

10) �비변사등록� 14책, 효종 1년 2월 8일.

11) �승정원일기� 112책, 효종 1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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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 軍木은 1,000여 同에 이르 다.12) 이를 보면 평안병 에서 보 하는 軍木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평안병 에 留置된 군목은 도내의 칙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주로 

를 맡던 驛站을 지원하는데 군목이 활용되었다. 1656년(효종 7) 3월, 兩西 지역

의 21站에 42同을 지 하 고,13) 1688년(숙종 14) 11월과 1689년(숙종 15) 7월

에는 칙사 를 한 驛馬 지 을 하여 병  軍木이 지출되었다.14)

평안병  군목은 칙사  이외에도 평안도 이외의 지역으로 조 씩 유출되

었다. 특히 함경도로 많은 군목이 지 되었다. 1654년(효종 5) 2월, 비변사에서

는 함경도 포수 100명에게 지 할 資裝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  군목 40동

을 지 했다.15) 이후 액수에는 조 씩 차이가 있지만 함경도 지역에 試才의 賞

格이 없다는 이유로,16) 鉛丸을 조달하기 한 價 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

로,17) 士와 儒士를 격려할 천이 없다는 이유로 지출되었다.18) 이러한 평안

병  군목의 함경도 지 은 18세기 반까지 꾸 하게 이어졌다.19)

한 평안병  군목은 앙정부의 재정 부족분의  재원을 마련하기 하

여 앙으로 흡수되기도 했다. 1660년( 종 1) 12월, 각 아문과 각 의 米 銀

을 취하여 쓰는 과정에서 木은 모두 3,187동이 확보되었는데 그 에서 평안병

의 군목 300동이 지출되었다. 평안감 의 요군목 400동과 합하면 체 木의 

22%를 평안도의 軍木으로 마련한 셈이다.20) 1663년( 종 4) 10월에는 각 아문

의 取用을 반으로 이고 진휼 자원을 보충하기 하여 병 의 軍木을 가져다 

활용했다.21) 1667년( 종 8) 10월에는 병 의 부동 군목 200동을 덜어내어 진

12) �승정원일기� 204책, 종 8년 10월 13일.

13) �비변사등록� 18책, 효종 7년 3월 26일.

14) �비변사등록� 42책, 숙종 14년 11월 23일; �비변사등록� 43책, 숙종 15년 7월 29일.

15) �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 2월 2일.

16) �승정원일기� 155책, 효종 10년 윤3월 27일.

17) �비변사등록� 25책, 종 6년 6월 9일.

18) �비변사등록� 37책, 숙종 9년 7월 12일.

19) �비변사등록� 65책, 숙종 39년 4월 23일.

20) �비변사등록� 20책, 종 1년 12월 4일.

21) �승정원일기� 181책, 종 4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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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청에서 取用할 수 있도록 했다.22) 평안병  군목은 병조에도 지 되었다. 

1679년(숙종 5) 2월, 병조 서 김석주의 요청에 따라서 병조군포의 감축분을 병

 군목으로 채웠고,23) 1710년(숙종 36) 윤7월, 병조에서 禁軍의 油衫을 개조하

는 비용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을 하여 關西木을 가져다 썼다.24)

이상의 조치들은 함경도에서 매년 30~40동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것을 제외한

다면 모두 일시 인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 반 이후부터 훈련도감에서는 砲

保價 의 裁減에 따른 부족분을 채우기 하여 일상 으로 평안병 의 군목을 

가져다가 채우기 시작했다. 1702년(숙종 28) 3월, 훈련도감 이기하는 포보가포의 

裁減 액수는 638동이지만 호조에서는 60동만 보내왔기 때문에 아직 채우지 못한 

것이 578동이라고 지 했다. 京軍門에서 일 이 外營의 軍 를 빌려 쓴 일은 없

으나 도감은 사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안병 목 200동을 빌려 사용할 것을 요구

하 다. 신들은 부분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하 으나 숙종은 달리 방법이 없

으니 이번에만 빌려쓰도록 했다.25)

1704년(숙종 30) 6월, 훈련도감에서 다시 포보 재감 문제로 재원의 부족을 호

소하자, 좌의정 이여는 서목을 가져오자고 했다. 하지만 숙종은 병 목을 훈련

도감에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 호조와 병조에서 300동을 지

하도록 했다.26) 1705년(숙종 31) 7월, 재감과 더불어 砲保價 의 未收 문제가 

불거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병 목을 직  가져올 수는 없으니 호조와 병조에서 

각각 100동을 가져다 사용하고 병 목 200동으로 신 갚도록 했다. 호조와 병

조도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27)

훈련도감의 재원 부족 문제를 호조와 병조가 해결해 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

자, 이제는 병조가 병 의 군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708년(숙종 34) 5월, 병

조 서 조태채는 병조의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병 목의 를 요구

22) �승정원일기� 204책, 종 8년 10월 13일.

23) �비변사등록� 35책, 숙종 5년 4월 13일.

24) �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윤7월 26일.

25)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 3월 7일.

26) �비변사등록� 54책, 숙종 30년 6월 27일.

27) �비변사등록� 56책, 숙종 31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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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8) 1709년(숙종 35) 5월에는 포보가포의 부족분에 한 호조와 병조의 

 비용으로 병 목을 200동 지 하기 시작했다.29) 이후 이러한 상황은 거의 정

례화되기 시작했다.

앙정부에서 평안병 과 별다른 갈등 없이 군목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병  군목 에서 비변사가 구 하는 군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1678년

(숙종 4) 10월, 평안도 암행어사 이한명의 설명에 따르면, 평안병 의 군목은 크

게 두 종류 다. 하나는 비변사가 구 하는 軍木이고 다른 하나는 평안병 이 

구 하는 軍木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정군인 정 군과 그 보인이 모두 收 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에서 정 군의 군목은 비변사에서, 보인의 군목은 병 에서 

구 하도록 한 것이다.30) 그러므로 정 군에게 거둔 병  군목에 해서는 비변

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정 군의 收  문제는 군병 폐단의 문제로 자주 지 되었다. 1679년(숙종 5) 

12월, 의정 허 은 평안병 의 비변사 소  戶首 를 하자고 주장했다. 평

안병 에서 받은 호수포는 비변사의 소 으로 비변사에서는 이 收 를 통해 여

러 가지 책응하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 번을 나 어 조련하게 되었기 때문에 收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감면할 것을 언 하 고 그것은 평안감

의 군병 한 마찬가지 다. 평안병 에서 사용할 재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도록 했다.31) 그러나 평안도 군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18세

기 반까지도 병 의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변사에 회록하도록 규례화하

기 때문이다.32)

조 연간에 이르자 병  군제 문제가 정비되어 가기 시작했다. 병 의 軍

는 비국 소 도 있기 때문에 병 에서 자체 으로 변통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비변사에서 거두는 것을 이고 병 에서도 지출을 감하면 변통이 어렵

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33) 결국 정군의 납포가 폐지되면서 비변사 구 의 군

28)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5월 14일.

29) �승정원일기� 449책, 숙종 35년 6월 2일.

30) �비변사등록� 34책, 숙종 4년 10월 26일.

31) �비변사등록� 35책, 숙종 5년 12월 23일.

32) �비변사등록� 64책, 숙종 38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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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평안도 군제의 병종인 精三壯의 減 를 추진하면서 

병 의 군목 수입도 어들게 되었다.34) 그래서 조 반 이후 병 의 군목을 

앙으로 가져오는 일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1734년( 조 10) 5월, 서의 정

삼장을 한 뒤에 비변사 구 의 서목이 얼마 안된다고 하 다. 공조 서 

김취로는 비변사 구 의 요군목이 원래 수량이 많지 않았는데, 정삼장이 된 

뒤에는 더욱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 다.35) 이후 평안병  재원은 앙정부의 

심을 끌지 못했다.

2) 賑恤米: 가져오기 어려운 

軍木은 육로로 운반되고 상 으로 가벼웠기 때문에 운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런데 米는 달랐다. 米는 규모의 수량을 한꺼번에 운반해야 했

기 때문에 부분 水運을 활용했다. 그러나 평안도는 그것이 어려웠다. 조선정부

가 황해도 서쪽 끝 장산곶을 운항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

한 경우가 아니면 평안도의 米는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는 기근에 따른 진휼 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안도 진휼에 

한 다양한 책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 인 것으로 도내 곡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1668년( 종 9) 3월, 진휼청에서는 양서 지방이 재 기근

이기 때문에 진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평안감사의 계청에 따라 도내 각 

읍 소재의 모곡 미, 소미, 피잡곡을 합하여 11,650석을 지 하도록 하여 기민

을 진휼할 수 있도록 했다.36) 1676년(숙종 2) 2월에도 서의 기근으로 호조에 

납부해야 할 해서의 세수미 2만 수천석을 진휼 재원으로 제공받았다.37) 즉 환곡 

재원과 상납하지 않은 잉류 곡물을 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앙정부가 허락

을 해 주면 그만이었다.

33) �비변사등록� 82책, 조 3년 9월 23일.

34) 정연식, 2011 앞의 논문, 190-194면.

35) �비변사등록� 95책, 조 10년 5월 15일.

36) �승정원일기� 207책, 종 9년 3월 9일.

37) �비변사등록� 32책, 숙종 2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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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내 곡물로는 한계가 발생할 경우 남쪽 지방에서 운반하는 방법이

었다. 1693년(숙종 19) 10월, 평안도에 흉년이 들자 평안감사는 감  은화로 兵

曹木을 바꾸고 이것으로 다시 삼남지방의 곡물을 사들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좌의정 목래선은 강화도의 군향미를 우선 평안도에 지 해 주고 신 선혜

청의 삼남 비축미를 강화도로 지 해주자고 하 다. 이때 평안도에 들어온 강화

도 곡물은 20,000석이었다.38)

그러나 강화도에서 오는 것은 운반에 따른 무리가 컸다. 그래서 체로는 가

까운 황해도에서 지 해 주는 것이 일반 이었다. 황해도 북부 지역은 평안도와 

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곡을 선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1707년(숙종 33) 11월, 평안도에 흉년이 들자 銀木을 주고 곡물을 확보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황해도의 田三稅 상납분을 신 평안도로 지 해 주었다.39) 

1718년(숙종 44) 1월, 도제조 이이명은 西路는 南道와는 다르게 구호 곡물을 마

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 다.40) 그래서 평안도 감진어사 김운택이 요청한 

20,000석 에서 10,000석을 지 하기로 하 는데, 남한산성과 강도의 군향미 각 

2,000석과 안흥진과 양진창의 미 각 3,000석을 해서에 주고, 해서의 호조 세미와 

, 어 청의 군보미를 교환하여 평안도로 지 하는 방법이 강구되었다.41) 

평안도가 운반이 상 으로 편한 銀木을 앙정부에 지 해 주면 황해도가 

앙정부에 상납할 賦稅를 평안도에 옮겨주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운반을 최소

화하는 방식으로 진휼 곡물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평안도의 곡물은 개 

이런 식으로 확보되었다. 문제는 그 반 의 경우에 발생했다.

다른 지방이 모두 흉년인데, 평안도가 상 으로 풍년일 경우 평안도 곡물을 

남부 지방으로 이 시켜야 할 때가 있었다. 이때는 실제로 船運하여 곡물을 운

송할 수밖에 없었다. 삼남 지방에 흉년이 들자 1658년(효종 9) 9월, 평안도 미 

10,000석이 에 운반되었다.42) 1661년( 종 2) 3월에는 20,000석, 그해 9월에는 

38) �비변사등록� 47책, 숙종 19년 11월 29일.

39)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1월 27일.

40) �비변사등록� 71책, 숙종 44년 1월 6일.

41) �비변사등록� 71책, 숙종 44년 1월 12일.

42) �승정원일기� 152책, 효종 9년 9월 23일. 처음 결정할 때에는 평안도 미 2만석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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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석이 배로 운반되었다.43) 1670년( 종 11) 12월, 평안도 大米 15,000석과 

米 35,000석을 실제로 운반하고자 했는데 ｢平安道米穀運搬事目｣라는 별도의 

사목을 만들어 운반이 진행되었다.44) 그러나 실제로 米를 운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1725년( 조 1) 9월, 삼남의 재해가 들어서 진휼 물자가 고갈되자 평안도 재

원이 활용되었다. 평안도 所在木 800동을 가져와서 호남 300동, 호서 300동, 

남 100동을 지 하여 貿米하도록 하고 남은 100동은 진휼청에 유치해두도록 했

다. 각 지방에서 받은 木으로 과 어 청에 상납하는 保米 각 3,000석을 본

도에 유치하여 진휼하고 신 300동은 두 군 에 지 되었다.45) 즉 흉년이 든 

지역에서는 상납 재원을 진휼곡으로 삼도록 하고, 서울의 상납처에서는 평안도

에서 온 木을 신 지 받았던 것이다.

3. 할권의 문제

1) 稅收米: 호조 서의 주장

평안도의 田稅와 收米의 운 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稅額이 매

우 낮다는 것이다. �경국 � 규정에 따르면 평안도는 함경도와 더불어 田稅를 

1/3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6) 收米는 다른 도의 大同과 같은 것으로 1결에 5

두 혹은 6두를 징수했다.47) 大同米와 비교한다면 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게 거둔 세와 수미를 모두 捧留한다는 것이다. 평안도에서 

거둔 收稅米는 모두 官餉으로 회록되어 평안도에 남겨두었다. 그러므로 1년에 

으나 무 많다는 이유로 1만석으로 다(�승정원일기� 152책, 효종 9년 9월 18일).

43) �비변사등록� 21책, 종 2년 3월 1일; �비변사등록� 21책, 종 2년 9월 4일.

44) �비변사등록� 30책, 종 12년 2월 1일.

45) �비변사등록� 78책, 조 1년 9월 29일.

46) �경국 � 戶典, 收稅.

47) �승정원일기� 647책, 조 3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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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는 곡물의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차곡차곡 쌓여갔다. �만기요람�에서는 그

래서 關西를 外 支라고 부른다고 기록했다. 호조가 官餉計士를 견하여 평안

감 에 머무르며 곡물장부를 句檢하도록 했다.48) 그러나 이 설명은 �만기요람�

을 작성한 19세기 반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처음엔 그 지 않았다.

평안도의 곡물 에서 호조가 처음 가져다 사용한 것은 收米 다. 1656년(효

종 7) 윤5월, 평안도에서 田稅와 貢價로 거두는 米太는 21,630여 석이었다. 이 

에서 세는 본도에 유치하도록 하 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으므로 신 貢價

로 거두는 大米와 米, 즉 收米 12,110석 에서 淸南에서 거둔 5,000석을 호조

에서 거둘 수 있도록 요구하 다.49) 호조에서는 淸南 지역의 收米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인데 호조에서 거둘 수 있는 수미의 양은 세와 수미 체 수량 에

서 23% 정도에 해당한다. 1658년(효종 9) 10월에도 호조의 세 수입이 감축되

자 평안도 收米를 作木하여 가져다 사용했다.50)

호조가 평안도 田稅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662년( 종 3) 1월이었다. 호조

서 정치화는 호조 세곡 감소로 淸南 연해 3읍과 평양 등 8읍의 세와 수미를 

요구하여 허락을 받았다.51)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淸北 지역의 세와 

수미는 호조가 마음 로 요구하지 못했다. 청북 지역은 關防과 련되었기 때

문이다. 1663년( 종 4) 10월, 호조 서 정치화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52) 

평안도 세의 경우도 마음 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666년( 종 

7) 10월, 호조 서 김수홍이 평안도 세를 기간을 한정하여 특별하게 지 할 

것을 요구하자 종은 연해, 직로, 강변을 제외하고 2년에 한하여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다.53) 연해, 직로, 강변을 제외하면 결국 내륙 山郡만 남기 때문에 이

곳의 세 수량을 매우 었다. 그래서 세의 확보는 매우 간헐 으로 진행되

48) �만기요람� 財用篇 2, 各道收稅.

49) �비변사등록� 18책, 효종 7년 윤5월 29일.

50) �승정원일기� 152책, 효종 9년 9월 23일.

51) �비변사등록� 33책, 종 3년 1월 18일.

52) �승정원일기� 181책, 종 4년 10월 5일.

53) �승정원일기� 197책, 종 7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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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호조가 확보한 평안도의 수미와 세는 곡물의 형태로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17세기 후반에는 부분 作木하여 가져왔다. 1677년(숙종 3) 11월, 호조 서 오

시수가 평안도의 세수미를 가져올 때 作木하여 경비에 보충하도록 했다.54) 1690

년(숙종 16) 1월, 호조 서 오시복은 그 동안 호조에서 경비가 부족하자 서미 

10,000석을 作木하여 빌려썼다고 지 했다.55) 물론 필요한 경우 米木을 나 어 

가져오기도 했다. 1693년(숙종 19) 1월, 호조 서 류명천은 京倉에 보 된 곡물

의 고갈을 걱정하자 미곡 40,000석을 요구했다.56) 호조 서가 주장한 作木의 필

요성과 평안감사가 주장한 減價의 요구가 들어맞아 연해읍 20,000석은 船運하고, 

산군읍 20,000석은 發賣하여 作木하 다.57)

17세기 후반까지 평안도의 세는 군량을 한 것으로 호조에서 사용할 재원

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58) 그러나 호조의 경비가 매번 부족하기 때문에 부

득이하게 그 폐단을 막기 하여 일시 으로 호조에 지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

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평안도의 세를 체계 으로 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평안도에서 收米는 평안감 과 평안도 각 군 에서 1년의 지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田稅의 경우에는 다른 곡물과 혼입되어 되고 있

었다.59) 즉 세와 수미의 사용처가 달랐던 것이다. 

1700년(숙종 26) 8월, 좌의정 이세백은 평안도 세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그는 세의 留置가 군량을 한 것이고 세와 환곡

이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연변

의 각 읍과 산성 근처에 都 를 정하고 1~2읍 혹은 3~4읍에서 수납한 세를 

거두어서 별도의 창고에 留置하고 호조와 비변사에서 리하도록 하 다. 收米

54) �비변사등록� 33책, 숙종 3년 11월 6일.

55) �비변사등록� 44책, 숙종 16년 1월 17일.

56) �비변사등록� 47책, 숙종 19년 1월 5일.

57) �승정원일기� 351책, 숙종 19년 3월 13일.

58) �비변사등록� 33책, 숙종 3년 11월 6일.

59) �승정원일기� 373책, 숙종 23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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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세와 다르기 때문에 각 읍에서 지출해야 할 액수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는 세와 같이 일체 별도로 두며 출납 규정은 세와 같이 하여 軍 를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는 청북 지역에 산성이 많으니 따로 

공제하여 산성에 유치하고 救急에 사용하도록 하 다.60) 1702년(숙종 28) 윤6

월, 세를 도회  혹은 산성에 유치하는 결정에 따라서 평안감사 이세재는 용

골산성, 자모산성 등에 각각 세 유치 상황을 보고했다.61)

상황이 다시 평안도에 仍留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호조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1706년(숙종 32) 4월, 호조 서 조태채는 호조의 경비 부족을 이유로 서 환곡

을 요구했다. 우참찬 민진후가 흉년이 들어서 환곡에 손을 면 안된다고 주장

했지만 숙종은 평안도의 세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 다.62) 1708년

(숙종 34) 8월, 호조 서 김우항은 심지어 평안도 세를 軍 로 삼지 말도록 

주장하기도 했다.63) 즉 호조에서 취해 쓸 수 있도록 요청한 셈이다. 이러한 인

식은 1721년(경종 1) 5월, 호조 서 민진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개 

서의 管餉은 分戶曹라고 이름되며, 그 회계문서는 호조와 계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64) 官餉으로 이미 회록된 세는 모두 호조의 句管이라는 것이다.

세수미가 평안도에서 1년에 지출해야 할 비용과 련이 되고 호조에서는 이를 

가져가려고 하자 세수미 운 에 한 규례를 제정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1735년

( 조 11) 10월, 호조 서 이정제는 서의 收稅米를 3등분으로 나 어 1/3은 

본도의 支放으로 사용하고, 1/3은 서에 축을 하며 1/3은 해마다 貿銀하여 

호조로 가져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한성 윤 송인명은 수세미  2/3는 본

도에 남겨 축하고 1/3은 호조의 구 으로 作銀하여 축하자고 주장했다. 

조도 평안감사를 역임한 비변사당상 4명  2명은 上 을 2명은 留置를 주장한

다며 결정을 망설이다가 결국 2/3는 서에 축해 주고, 1/3은 作銀하여 호조

에서 취하는 것으로 법식화하 다.65)

60) �비변사등록� 51책, 숙종 26년 8월 8일.

61)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 윤6월 21일.

62) �비변사등록� 57책, 숙종 32년 4월 22일.

63)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 8월 23일.

64) �승정원일기� 530책, 경종 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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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別備: 평안감사의 공유물

평안감사의 別備는 이  시기에도 간혹 있었으나 그것은 매우 제한 이었다. 

경종 연간에 평안감사가 別備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이 기간에 평안도 稅穀을 

作錢하여 發賣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호조 서와 평안감사의 갈등 때문이었다. 

평안도 稅收米가 지속 으로 문제가 되자 평안감사는 稅收米와는 별개의 재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를 別備하고 불 다.66)

1723년(경종 3) 7월, 평안감사 오명항은 평안도에서 거두는 세는 모두 捧留

하여 비하여야 하는데 서울에서 作錢하는 사이에 흉년에 방출해야 할 곡물이 

없는 사실을 지 했다.67) 그래서 호조 서 김연이 호조의 경비 부족을 이유로 

발매를 요구하 으나 평안감사 오명항은 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68)

평안감사가 별도로 別備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앙정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1724년(경종 4) 윤4월경이었다. 호조가 더 이상 錢文을 마련할 길이 없자, 

평안감 의 보군청에 錢文이 몇 십만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다. 호조는 평안감사가 비축해 놓은 것은 軍 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것이 어려

운 일임을 알면서도 호조의 다 한 사정을 걱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별비 재원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요구했다.69)

별비의 실상은 평안감사를 마치고 호조 서로 돌아온 오명항에 의해 드러났

다. 1724년( 조 즉 ) 10월, 호조 서 오명항은 경종의 국장 련 3도감의 경비

를 마련해야 하는데 호조의 잔고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평안감사 시  별도로 

비축한 別軍餉이 많아, 正木 210同으로 수세미 7,000석을 바꾸도록 하고 나머지 

110同은 도감으로 가져와 경비에 보태도록 하 다.70)

65) �비변사등록� 98책, 조 11년 10월 22일.

66) 평안감사의 別備는 자신이 받는 녹   일부를 公用으로 별도로 모아 놓은 것이라 생각

된다. 정약용의 기록에 따르면 평안감사가 1년에 받는 녹 이 24만냥인데, 그 에서 

반은 公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경세유표� 권7, 地官修制, 田制 9).

67) �비변사등록� 74책, 경종 3년 7월 5일.

68) �비변사등록� 75책, 경종 4년 3월 3일.

69) �비변사등록� 75책, 경종 4년 윤4월 14일.

70) �비변사등록� 76책, 조 즉 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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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항의 뒤를 이어 평안감사에 임명된 이정제는 오명항이 모았다는 別備를 

매우 구체 으로 설명했다. 그가 보니 오명항이 평안감사 시  모아둔 별군향, 

즉 別餉木은 평안감 의 重記에 기록되지 않은 재원이었다. 그러므로 공식 세원

이었던 세수미와는 다르게 별다른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는 호조에서 형편 로 가져다 쓰도록 했고, 평안감사는 앞으로 재원을 

용하여 별도로 비축하도록 지시했다.71)

1728년( 조 4) 7월, 오명항은 호조 서의 입장을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평

안감사로 재직하던 시 (1723년) 설치한 별향고에 米 40,000석, 銀 10,000냥이 

있다고 언 했다. 한 홍석보가 평안감사로 재직할 때에는(1726년) 銀 10,000

냥, 錢文은 만냥, 米도 많다고 하 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평안감 에 關文을 

보내어 홍석보가 별도로 비한 錢文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 고 마침

내 호조에서는 별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72) 이러한 방식은 이제 

서의 田稅가 아닌 별비를 통해서 호조의 재원을 확보하는 새로운 형식이었다. 

그 게 호조는 차 평안도의 稅收米가 아닌 별비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1729년( 조 5) 2월에도 이러한 별비 소식은 앙으로 해졌다. 우의정 이태

좌는 근래 들으니 평안감사가 각별하게 재화를 모아서 감 에 축한 것이 錢文 

700,000냥이라고 하면서 錢文은 米銀과는 다르게 유통을 시켜야 한다고 하며 錢

文을 鑄造할 수 없다면 다량의 關西錢을 가져와서 貿穀하는 재원을 삼도록 요청

하 다. 이에 조는 평안감 에서 100,000냥을 가져오도록 지시했다.73) 이 게 

하여 확보된 평안감 의 100,000냥은 ｢비변사작미 목｣에 따라 軍作米의 재원이 

되었다.74)

평안감 의 별비를 호조의 재원으로 확보하자고 주장한 것은 오명항 다음으로 

평안감사를 지낸 사헌 이정제도 마찬가지 다. 그는 평안감 의 여러 창고 

에서 천류고는 호조 구  창고이고 감사가 바뀔 때마다 重記와 都 을 호조로 

71) �비변사등록� 76책, 조 즉 년 11월 28일.

72) �승정원일기� 666책, 조 4년 7월 29일.

73) �비변사등록� 85책, 조 5년 2월 22일.

74) �비변사등록� 86책, 조 5년 8월 7일. 비변사군작미 목에 해서는 다음에 자세하다. 

문용식, 1996 ｢18세기 軍作米의 설치와 운 ｣ � 주사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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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니 평안감 에 남은 돈이 있다면 錢木을 따질 것 없이 호조에서 都 을 살

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75)

별비를 호조에서 확보하는데 제동이 걸린 것은 1730년( 조 6) 9월, 개성유수 

이기진이 평안감 의 不動과 別備銀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나 어주도록 요구

하면서 다. 그 동안 호조에서 평안감 의 별비를 사용하 으나 호조 이외의 기

에서 별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 다. 이에 하여 

조는 “別備는 평안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타도에서 가져간다면 평안도에서 

따르려고 하겠는가”라고 하 고  평안감 의 별비는 평안감사가 공 으로 

장하여 비한 것과 같아 함부로 내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개성유수의 요

구를 거부했다.76)

평안감 의 별비 활용이 가장 정에 이른 것은 1731년( 조 7) 11월, 삼남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다. 특진  박문수는 평안감 의 별향미 20,000석

과 稅收米 30,000석을 삼남으로 직  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도

의 미곡으로는 진휼 재원으로 삼기에 매우 었다.77) 평안도 재원을 확보하기 

하여 별도로 견된 양서어사 이종백은 별향미가 이미 100,000석에 이르 으

며 1696년(숙종 22) 이후로 수세미를 호조에서 해마다 사왔다고 하면서 이제는 

평안도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평안감 에서 내야 했던 재원은 매년 호조에 떼어주어야 했던 것과 어

사 이종백이 운반하도록 독 했던 것을 모두 합하면 은 10,000냥, 錢文 50,000냥, 

木 1,400동에 이르 다.78)

별비라는 이름으로 함경감 , 어 청, 훈련도감 등으로 평안감 의 재원이 옮

겨지자, 1743년( 조 19) 2월, 평안감사 김약로는 防塞을 하면서 別備라는 명칭

을 취소해 주기를 요청했다. 別備라는 명칭은 좌의정 송인명이 호조 서일 때 

별비 10,000냥을 천류고에 회록하도록 조례를 정하면서 만들어진 명칭인데 이후

75) �비변사등록� 85책, 조 5년 4월 28일.

76) �비변사등록� 88책, 조 6년 9월 7일.

77) �비변사등록� 90책, 조 7년 11월 19일.

78) �비변사등록� 90책, 조 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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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천류고가 호조의 구 이 되면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처럼 운 되었

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 김재로 한 별비라는 명칭이 사체를 손상하고, 시

장의 상인과 거래하는데 造備하거나 혹은 문서를 교환할 때 폐단이 많아 명칭의 

취소가 일리 있다고 동조했다. 다만 우의정 조 명은 호조에서 매년 별비를 가

져다 쓰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별비라는 명칭은 그 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보

았다. 이에 조는 별비의 명칭을 바꾸고 신 이 처럼 비축하도록 하 다.79) 

그러나 별비의 명칭은 오래지 않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1749년( 조 25) 1월, 호조 서 박문수는  감사가 錢木을 각별히 약하여 

別備錢이 40,000냥에 이르고, 別備木은 1,000동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별향

고에 기록해 주면 조정에서 새로운 명령이 있고 형세가 이 처럼 사용하기 어려

우니 아직 記付하지 않은 錢文 10,000냥과 木 100동을 가져오도록 요청하 다. 

이에 조는 錢文만 가져올 것을 허락했다.80)

그러나 평안감사 조 국은 호조 서 박문수의 요청을 반박했다. 그는 장부에 

기록되기 에 올려보내는 것은 혹 사 으로 바치는 것과 같아서 만일 별향고의 

장부 의 것을 먼  올려보낸다면 보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사

직 김약로는 별향고의 재원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도록 새로 법을 정했다고 

하면서 다시 길을 열어 놓을 수 없다고 반 했다. 그러면서 이 창고 이외의 다

른 창고에 記付된 돈을 먼  올려보낸 뒤 보충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의정 

김재로는 營庫錢을 가져오도록 하 다.81)

1755년( 조 31) 7월 이후부터는 평안감양의 별비 재원과 稅收米가 거의 매년 

일상 으로 호조로 지 되었다. 주된 품목은 평안감사가 別備한 별향고의 錢文

과 木, 그리고 정규세원인 稅米와 收米 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9) �비변사등록� 113책, 조 19년 2월 24일.

80) �비변사등록� 119책, 조 25년 1월 16일.

81) �비변사등록� 119책, 조 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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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안감  재원의 호조 이 ( 호는 요구사항)

연월 별향 별향목 세수미 비고

1755년( 조31) 7월 60,000냥 (40,000석)

1756년( 조32) 3월 300동(200동)

1756년( 조32) 5월 10,000석

1757년( 조33) 2월 200동(300동)

1757년( 조33) 10월 300동

1758년( 조34) 1월 20,000석

1759년( 조35) 1월 10,000냥 (200동) 20,000석

1759년( 조35) 4월 30,000냥 100동

1759년( 조35) 5월 200동

1759년( 조35) 8월 10,000냥 200동 20,000석

1759년( 조35) 12월 30,000냥 100동 20,000석

1760년( 조36) 7월 (300동) 20,000석

1760년( 조36) 11월 100동(300동) 10,000석(20,000석)

1761년( 조37) 2월 150동(300동) 10,000석

1761년( 조37) 5월 20,000냥 100동 20,000석

1761년( 조37) 11월 5,000냥 300동

1762년( 조38) 2월 10,000석

1763년( 조39) 1월 500동 20,000석 선혜청

1763년( 조39) 6월 20,000석

1764년( 조40) 1월 10,000냥 100동 10,000석

1764년( 조40) 11월 100동 20,000석

1765년( 조41) 10월 10,000냥 200동 10,000석

1768년( 조44) 1월 20,000냥 100동 7,000석

1769년( 조45) 11월 10,000냥 200동 10,000석

1774년( 조50) 3월 20,000냥 100동 10,000석

1774년( 조50) 11월 20,000석

1776년(정조0) 3월 300동 20,000석 국장

1776년(정조0) 9월 10,000냥 100동 20,000석

1776년(정조0) 12월 20,000석 별향미+세수미

1777년(정조1) 2월 20,000석 별향미+세수미

1777년(정조1) 5월 30,000냥 (200동) (10,000석)

1777년(정조1) 11월 20,000석

1778년(정조2) 7월 200동 숙 소

1779년(정조3) 11월 30,000냥(50,000냥) (10,000석)

1780년(정조4) 7월 20,000냥 200동 시민당 건

1781년(정조5) 5월 5,000석 훈국겸요미

1781년(정조5) 11월 10,000석

1782년(정조6) 3월 20,000석

1782년(정조6) 8월 30,000석

1783년(정조7) 4월 10,000석 개성 칙수

1784년(정조8) 1월 20,000석 수어청+강화

1784년(정조8) 4월 20,000냥 200동 진휼청

1784년(정조8) 10월 70,000냥 200동 신포

1785년(정조9) 4월 50,000석 경희궁 건

* 출처: �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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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보면 조 반 이후 정조 연간에 이르기까지 정규 세원이었던 평안

도의 田稅와 收米는 거의 매년 호조로 지 되었고, 평안감사가 별도로 마련한 

재원인 別備도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경로로 호조에 이 되었다. 한 해에도 

수 차례 요구하여 철되는 경우도 많았다. 후반부에 이르면 호조가 불시로 지

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안감 의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세목에서 별향고의 재원은 주로 錢文과 木을, 田稅는 개 米를 가져왔

다. 그러므로 평안감  재원의 이출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출 그 자체라기보다는 가 덜, 그리고 가 더 이익을 보는가에 있었다. 특히 

稅收米의 경우 米를 本色 그 로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作錢 

혹은 作木 발매가 호조와 평안감  사이의 갈등의 불씨 다.

4. 갈등의 원인

1) 發賣와 防塞: 평안감사의 소신, 국왕의 時宜

發賣는 ‘내어 다’는 의미다. 해당 청에서 한 물목을 무 많이 가지고 있

거나, 부족한 물목을 채워 넣기 해 發賣를 이용한다. 發賣할 때의 값은 價를 

따르지 않고, 시가보다 렴한 發賣價를 책정했는데 그 이유는 보다 원활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다. 발매의 목 은 원하는 물목의 수

량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는 것이었기에 價를 따를 경우 매매 기한이 오래 

걸릴 수 있었다.

호조에서 평안도의 稅收米를 서울로 운송할 경우에는 발매가 진행되었다. 평

안도에서 곡물을 서울로 운송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시하

지 않았기 때문에 호조는 방매를 통해 쉽게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안도에서는 되도록 收稅米를 비축재원으로 확

보하고 싶어 했지만, 호조는 稅收米를 팔아서 운반하기 쉬운 錢文 혹은 木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갈등은 그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실 처음부터 발매로 인한 갈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1706년(숙종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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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평안감사 조태구는 평안도의 년 稅收米를 作錢하여 바치겠다고 하 다. 

호조는 당시 稅米를 그 로 가져오고자 했으나 평안감사가 錢文으로 보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田稅를 作錢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 이 防塞하고 있었기 때

문에 숙종은 허락하지 않고 稅米를 반만 운송하도록 했다.82) 처음에는 평안감

에서 발매를 선호한 것이다. 1713년(숙종 39) 3월에도 평안감사의 요청에 따라 

호조와 상의하여 서의 稅米를 作錢하여 상납했다.83)

평안감사가 처음으로 곡물의 발매 작 을 방색한 것은 1722년(경종 2) 3월이

었다. 평안감사 이진검은 호조가 곡물 13,000석을 貿錢하고자 差人을 보내고, 수

어청도 호조에서 貿取한다고 하여 差人을 보내고, 사옹원에서도 請得한다 하여 

差人을 보내 貿錢하여 올려보내고 있다고 지 했다. 그 이후 貿錢하여 가져가는 

일을 구히 防塞하도록 요청했다.84) 당시 이진검은 서울에서 差人이 견되어 

그로 인한 폐단을 지 했다.

1723년(경종 3) 7월, 평안감사 오명항은 發賣 作錢하는 과정에서 모리배들이 

농간을 부려서 곡물은 거의 사라지고 흉년에 방출해야 할 구호 물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고했다.85) 그는 서곡이 모리배들에 의해 매번 헐값으로 발매

되어 호조에 은화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평안도의 곡물은 바닥이 났다고 호소했

다. 그래서 호조 서 김연의 발매 요구에 그는 방색했다.86)

1727년( 조 3) 2월, 호조에서는 錢文의 부족으로 평안도 稅穀에 한 作錢 

發賣를 시도하고자, 평안도에 호조 소속의 算員을 견했다.87) 그러자 평안감사 

윤유는 매우 강하게 이를 비 하고 나섰다. 1722년(경종 2) 이후 수년간 호조에

서 作錢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발매를 주 하고자 差人을 정해 보내니 이로 인

한 폐단이 발생할 것을 걱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나라의 재화와 부세를 담당하는 서가 요리할 방도가 없어 오직 서목을 가져

82) �비변사등록� 57책, 숙종 32년 11월 7일.

83) �비변사등록� 65책, 숙종 39년 3월 6일.

84) �승정원일기� 538책, 경종 2년 3월 8일.

85) �비변사등록� 74책, 경종 3년 7월 5일.

86) �비변사등록� 75책, 경종 4년 3월 3일.

87) �승정원일기� 610책, 조 2년 2월 10일.



조선후기 평안감영 재원의 성격과 물류의 추이ㆍ55

다 쓰냐며 비 했다. 그러나 조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하여 오직 時宜에 따

라 처리할 뿐이라고 답했다.88)

1727년( 조 3) 11월, 호남별견어사 이 덕이 서의 세를 호남의 환곡으로 

삼도록 요구하자 평안감사 윤유는 이를 방색했다.89) 그리고 그해 12월 의정 

이 좌가 세곡 운송 신 작  발매를 결정하자 평안감사 윤유는 다시 방색했

다. 그는 수십년 동안 호조가 해마다 발매를 하고, 평안감 은 2~3년 동안 호조

가 다른 청에서 빌려간 것을 되갚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곡 발

매가 변방의 군향을 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90) 심지어 그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비변사 구 의 평안도 군목에 해서도 지않은 불만

을 내비쳤다.91)

이번에는 남별견어사 이종성이 목화 재배가 흉년이 되자 身  수입이 어려

울 것을 염려하여 훈련도감과 병조에서 서의 錢文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조의 생각은 매우 회의 이었다. “평안감사 (윤유)가 쉽게 돈을 보

내주겠는가”하면서 이종성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92) 

1729년( 조 5) 4월, 평안감사 윤유는 別備에 해서도 ‘조정에서 만일 경상비

용을 계속 지 못하는 일로 가져다 쓸 것이 있다면 행하겠으나 진휼청에서 

진휼할 자 을 모아놓는 것이라면 명목이 달라 보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사실 이 서 은 重記에 記付된 것이 아니고 감사가 약하여 1년 동안 따

로 모은 것으로 개인 으로 보 해 둔 것인데 이유없이 진휼청에 실어 보내면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것으로 보여서 일의 체모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었

다.93) 결국 평안감사 윤유가 주장한 세곡 발매 지는 이후에 일정정도 유지되

었으나 오래가진 않았다.

1731년( 조 7) 1월, 호조 서 김동필은 서 米太의 發賣를 주장했다. 감 에 

88) �승정원일기� 647책, 조 3년 10월 6일.

89) �승정원일기� 650책, 조 3년 11월 21일.

90) �승정원일기� 654책, 조 4년 1월 27일.

91) �승정원일기� 671책, 조 4년 9월 24일.

92) �비변사등록� 84책, 조 4년 9월 12일.

93) �비변사등록� 85책, 조 5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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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太를 지 해 주고 신 記付錢을 가져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좌의정 이집도 

호조의 구 곡이기 때문에 변란의 비용으로 가능은 하지만 과연 감 에서 記

付錢을 내 놓을지는 알 수 없다고 보았다.94) 결국 평안감 에서는 방색하고 보

내주지 않았다.95)

조는 시종일  이 문제에 하여 부정 인 생각을 내비쳤다. 1731년( 조 

7) 평안감 에 보 된 錢文과 木을 가져오는 일에 한 논의 에 평안감사를 

마치고 돌아온 지돈녕부사 윤유가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 게 어렵지 않으

며 감사에 걸맞는 사람을 얻으면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

나 조는 이러한 의견에 “윤유로 하여  담당하게 하더라도 필시 올려보내지 

않을 것이다”96)라고 하며 부정 이었다.

1733년( 조 9) 2월, 호조 서 김재로는 김동필이 호조 서에 재직하던 시  

서의 銀木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결국 올려보내지 않고 조가 두 번이나 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다고 하 다. 이에 조는 “근래 찰사가 힘이 있

고, 조정에는 힘이 약하므로 차 경고해도 결국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죄를 청

하는 것이 가하지만 …… 평안감사가 하는 일이 매우 잘못이 있다 …… 평안감

사 송진명을 직한 후에 재 하여 운송해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 다.97)

임명을 받고 내려가는 평안감사가 모두 번번이 앙정부의 결정에 하여 防

塞을 하자, 호조 서로 재직하고 있던 권이진을 평안감사로 삼기도 하 다. 조

는 신임 감사 권이진이 사은하는 자리에서 부임하자마다 반드시 재원을 올려보

내도록 확답을 받기까지 했다. 조가 호조 서 권이진을 평안감사로 삼았던 이

유는 임 평안감사 송진명이 감사로 재직하는 3년 동안 防塞을 했기 때문이다. 

1733년( 조 9) 3월, 신임 감사 권이진은 부임지로 떠나기 직  신임 호조 서 

김재로와 상의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그는 조와의 사은 자리

에서 호조의 좋지 못한 상황을 하며, 평안도로 내려가 호조의 1년 수입을 변

통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는 ‘구제하는 일은 평안감사가 하고 단하는 

94) �비변사등록� 89책, 조 7년 1월 13일.

95) �비변사등록� 90책, 조 7년 7월 11일.

96) �승정원일기� 735책, 조 7년 11월 18일.

97) �비변사등록� 93책, 조 9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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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호조 서가 하니 서로 조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98)

호조 서의 발매 요구와 평안감사의 방색은 모두 그 이익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에 있었다.  1734년( 조 10) 9월, 풍원군 조 명은 서 세의 경우 곡물이 많

아져 폐단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고 상신 최석정이 민원에 따라 발매의 길을 텄

으며, 이것이 잘못된 례가 되어 호조에서 번번이 팔아서 경비로 사용하고 평

안감사도 간에 싼 값으로 매수하여 公私의 경비로 사용했다고 하 다.99) 호조

도 이익이면서 평안감 도 이익인 것이 발매 다. 다만 호조 서는 호조의 지출 

경비를, 평안감사는 비축곡의 감소를 매우 우려했을 뿐이었다. 

1761년( 조 37) 2월, 호조 서 윤동도는 호조의 연말 경비 부족으로 서의 

세수미 10,000석과 서목 300동의 이획을 요구하 다. 이에 좌의정 이후는 지  

청한 10,000석은 허용해야 할 듯 하며, 서목 300동은 지나치기 때문에 200동만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단했다. 그러나 조는 세수미 10,000석과 서목 150동

을 지 하라고 하 다.100) 이에 평안감사 정휘량은 防啓를 하 으나 정부의 생

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행사직 홍 한은 “신이 호조에 있을 때에도 부득이 

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평안감사가 호조에 있을 때에도 역시 청해 얻지 않을 

수 없었으니 호조의 형세를 감사가 어  모르겠습니까. 이번에 이처럼 방계한 

것은 사실 처지가 바 면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 다. 돈녕부사 홍상한은 “貸

用할 것인지 防塞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彼此의 事勢 緩急이 어떠한가를 보아

서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101) 즉 당시의 時宜를 어떻게 단하는가가 요했

지, 재원을 옮겨오는 방식을 규례로 정한다고 그 로 시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었던 셈이다.

2) 重記와 所聞: 재원의 악

앙정부의 원들, 특히 호조 서는 평안병 과 평안감 에 매우 많은 재원

 98) �비변사등록� 93책, 조 9년 3월 14일.

 99) �비변사등록� 96책, 조 10년 9월 20일.

100) �비변사등록� 140책, 조 37년 2월 2일.

101) �비변사등록� 140책, 조 37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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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쌓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들의 발언을 보면 매우 구체 인 액수

까지 언 해 가면서 재원을 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평안도 재원

을 악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다. 첫째는 重記, 둘째는 所聞으로, 특히 소

문의 경우 그 출처가 평안감사 자신인 경우가 많았다.

가장 일반 인 지방 재원 악 방식은 重記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重記는 

매우 일 부터 앙에서 지방의 재원을 악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102) 1650

년(효종 1) 평안병 에서 거두는 軍木의 액수와 儲置木을 악하는데 重記를 활

용했다.103) 기에 기록된 액수는 記付라고 하 으며 記付錢, 記付木, 記付米 등

으로 지칭되었다.104)

호조에서는 평안감 의 여러 창고 에서 천류고를 句管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사가 바뀔 때마다 重記를 호조로 보내도록 하여 평안감 의 천류고에 남아 있

는 물목의 액수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도록 했다.105)

그러나 기는 그 게 믿을만한 자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30년( 조 

6) 12월, 평안감사 김취로가 내려갈 때 그에게 풍년이 아니더라고 關西錢으로 

곡식을 사들여서 환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 다. 그러나 김취로는 錢貨를 

한꺼번에 풀어서도 안되며 重記는 유명무실한게 많아 朝令을 奉行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106) 기의 기록이 사실상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의 기록을 토

로 조정에서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고 실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지 한 것이다. 심지어 김취로 자신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重記에는 호조에 올

려 보내려고 기록해 두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 지 않았다.107)

둘째는 所聞이다. 사실 평안감 의 재원같은 경우는 重記에 기록되지 않은 품

목의 수량이 훨씬 많았다. 1713년(숙종 39) 5월, 평안감 에 作銀하여 둔 것이 

102) 김 , 2011 ｢고문서용어 풀이 - 重記｣ �고문서연구� 19.

103) �승정원일기� 112책, 효종 1년 4월 9일.

104) 재 규장각에는 �平安監營各庫所在金銀錢木重記�, �平安兵營銀錢木 重記�라는 이름

의 평안감 과 평안병  기류가 남아 있다. 모두 이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이다.

105) �비변사등록� 85책, 조 5년 4월 28일.

106) �승정원일기� 701책, 조 6년 12월 26일.

107) �비변사등록� 93책, 조 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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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수가 매우 많으나 그 의 重記에 기록하지 않은 까닭에 변동을 피하

여 내어 쓰지 않고 창고에 쌓아 두고 있다고 하 다. 의정 李濡는 이것을 가

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 다.108) 李濡는 기에 기록된 액수 이외에 기

록되지 않은 액수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앙 원들 혹은 호조 서의 말을 보면 부분 어디선가 믿을만한 정

보를 들어서 언 하고 있다. 그 상당수의 진원지는 바로 직 에 평안감사를 마

치고 앙으로 복귀한 인물들이었다.

1723년(경종 3) 7월, 평안감사 오명항은 호조의 발매 요구를 방색하며 평안감

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지만, 이듬해 10월, 호조 서로 임명된 이후

에는 호조에서 지 해야할 경종 국장 경비가 모자라자 자신이 평안감사 시  別

軍餉을 많이 비축해 놓았다고 사실 로 말하기도 했다.109) 그것은 심지어 重記

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다.110) 그러므로 평안감사가 아니라면 알 수 있

는 내용이 아니었다. 오명항은 이후 곧 호조 서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111)

이러한 입장은 평안감사로서 가장 강하게 호조의 발매를 방색했던 尹游도 마

찬가지 다. 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앙정부의 평안도 압박에 하여 

일일이 응해 나가면서 방색의 이유를 개진했다. 그러나 1731년( 조 7) 5월, 

호조 서 김동필이 서 의 확보를 요구하자 형조 서로 있던 윤유는 자신이 

평안감사로 체직하고 돌아올 때 기에 기부된 유고목 1,500동과 은자 10,000냥

이 별도로 비축되어 별향고에 유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난 겨울  

평안감사 윤혜교가 체직하고 돌아올 때 장부에 재물을 하게 하고 감  창

고와는 별도로 장부에 기록한 재원이 折錢으로 30,000냥에 이른다는 정보도 제

공했다.112)

1749년( 조 25) 4월, 사직 조 국은 평안감사를 마치고 앙으로 돌아오자마

108) �비변사등록� 65책, 숙종 39년 5월 21일.

109) �비변사등록� 76책, 조 즉 년 10월 22일

110) �비변사등록� 76책, 조 즉 년 11월 28일.

111) �승정원일기� 662책, 조 4년 5월 21일.

112) �비변사등록� 89책, 조 7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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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평안감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

해 3월, 평안감사로 있을 때 호조 서 박문수가 별비 과 별비목을 가져오도록 

요구했을 때만 하더라도 박문수의 요청을 방색했다.113) 그러나 감사를 마치자 

여러 감사가 記付하여 별비한 것 이외에 유고가 모두 합하여 8,000동이라고 하

면서 부패하기 에 1,000동을 作錢하여 백성들이 상업의 이익에 의지할 수 있

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의견은 회의 이었다. 의정 김재로는 조 국의 의견은 좋

긴 한데, 평안도에 있을 때 자신이 장계로 간청하지 않고 지  비로소 아뢰니 

새로 부임한 감사가 과연 그것을 기꺼이 하겠는가 반문했다. 이조 서 정우량도 

감 에 있을 때 장계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114)

5. 作銀의 문제: 평안감 의 은 확보

도 단 의 재원 에서 유독 평안도만의 특징은 銀貨를 매우 많이 留置하고 

있다는 이다. 선행연구 성과에 따르면 조선후기 은화의 유통은 크게 두 가지

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래부를 통해 일본의 倭銀을 수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銀店을 통해 貢銀 혹은 稅銀을 확보하는 것이었다.115)

조선후기 은화는 조선 내에서도 일정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조선의 은 유통은 

일반 으로 동아시아의 은 교역 체제 속에서 일본과 청국의 간 매개로서 활용

되었다.116) 이처럼 조선에서 은이 유통되는 과정이 무역 계에서 설명될 수밖

에 없는 이유는 조선에서 생산된 은의 양이 었다는 것과 은화가 개 청무

역 혹은 칙사 에 쓰 기 때문이다.117)

113) �비변사등록� 119책, 조 25년 2월 2일.

114) �비변사등록� 119책, 조 25년 4월 22일.

115) 柳承宙, 1994 �朝鮮時代 鑛業史硏究�, 고려 학교출 부.

116) 권내 , 2014 ｢17세기 후반~18세기 반 조선의 은 유통｣ �역사학보� 221.

117) 권내 , 2002 ｢17세기 후반～18세기 반 평안도에서의 淸使 와 재정운 ｣ �역사와

실� 43; 2003 ｢18세기 후반~19세기 반 平安道의 淸使行 지원과 貿易收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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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반 동래부를 통한 왜은의 유입이 차 감소하면서 앙 정부의 은화 

보유가 어들어 앙에서 지출하는 은의 양은 차 어들었다. 반면 어든 

은화를 평안감 과 평안병 에서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평안도는 일정 수 의 

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표 2> 18세기 반 청사행에게 출된 각 기 의 은화

시기 호조 병조
훈련

도감
어 청 총융청 수어청 진휼청 사복시 경리청 양향청

황해

감

평안

감

평안

병
합계

1717. 3 10,000 2,000 1,000 2,000 2,000 500 500 500 500 0 0 0 2,000 2,000 23,000

1713.10 10,000 2,000 1,000 2,000 2,000 500 500 500 500 0 0 0 2,000 2,000 23,000

1714.10 10,000 1,500 500 1,500 1,500 300 500 0 200 0 0 0 2,000 2,000 20,000

1719. 7 15,000 3,000 3,000 10,000 4,000 2,000 2,000 0 1,000 0 0 0 10,000 10,000 60,000

1721.10 25,000 5,000 5,000 15,000 7,000 2,000 3,000 0 2,000 0 0 0 6,000 0 70,000

1722. 8 6,000 1,000 1,000 2,500 2,000 500 500 0 500 0 0 0 4,000 2,000 20,000

1723. 1 2000 0 500 1,500 1,000 0 500 0 5000 0 0 0 2,500 1,500 10,000

1723. 3 700 400 400 500 400 300 300 0 0 0 0 0 1,000 1,000 5,000

1723. 7 700 400 400 500 400 300 300 0 0 0 0 0 1,000 1,000 5,000

1724.10 2,000 0 2,000 0 3,000 700 800 0 0 0 0 0 5,000 3,000 16,500

1725. 3 4,000 5,000 2,000 10,000 4,000 2,000 3,000 0 1,000 0 0 0 5,000 4,000 40,000

1726. 2 1,500 2,000 1,000 2,000 1,000 1,000 1,500 0 0 0 0 0 5,000 5,000 20,000

1737. 7 5,000 4,000 3,000 6,000 4,000 2,000 3,500 1,500 0 2,000 0 0 12,000 9,000 52,000

1738. 7 500 500 200 800 500 800 500 500 0 200 500 0 3,500 1,500 10,000

1746. 4 5,000 4,000 2,000 2,000 2,000 1,500 1,500 2,000 0 0 0 3,000 12,000 5,000 40,000

* 출처: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권내 , 2004 앞의 책, 171면의 <표2-14>를 추가 보완

* 단 : 냥

표를 보면 호조를 비롯한 앙 기 은 1721년을 기 으로 가장 많은 은화를 

출해 주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 만큼의 은화를 출해 주지 못하

다. 반면 평안병 과 평안감 에서는 20% 이하의 비 에서 1720년  반 이후

에는 40~50%를 무조건 채우는 방식으로 은화 출이 진행되었다. 액수도 많아

서 평안감 에서는 10,000냥을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평안감 에 쌓인 은화

는 어디서 난 것일까.

총�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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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에 산재한 은화에 주목한 것은 호조 다. 1690년(숙종 16) 1월, 호조

서 오시복은 최근 칙사가 연이어 나와서 지 해야 할 은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하며 년 서의 收米로 각 읍에 捧留한 것을 덜어내어 貿銀하여 수요에 

보탤 것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서의 산군 지역에서는 은이 많이 나서 이를 채

취하는 백성이 많은데 이들의 식량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다. 그 동

안 호조에서 경비가 부족하여 關西米 10,000석을 作木하여 빌려썼기 때문에 이

번에는 貿銀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었다.118) 1691년(숙종 17) 12월, 호조

서 오시복은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연변의 비축 곡물은  옮기지 말고 산군

에 비축된 소미 10,000석을 貿銀하여 앞으로 수요에 비하도록 요청하 다.119) 

평안도의 銀店은 개 山郡에 치해 있었는데 산군에 곡물이 부족하니 호조 구

의 稅收米를 산군에서 발매하고 신 은화를 매입하여 은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었다. 평안도 산군에는 은화가 민간에 산재했던 것이다.

이처럼 稅穀 혹은 軍木을 발매하여 貿銀 혹은 作銀하는 일은 평안감 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1713년(숙종 39) 5월, 평안감 에 作銀하여 둔 것이 매우 많은

데, 重記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것도 상당하다고 하 다.120)

동래부에서 들어오는 은이 부족해진 1720년을 후해서는 호조에서 평안도의 

作銀을 규례화하고자 했다. 1728년( 조 4) 3월, 호조참의 송인명은 서의 稅米

太를 作銀하여 은화를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 이 좌는 서의 

稅米를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되니 차라리 평안감 에 분부하여 은이 쌓여 있는 

곳을 호조로 귀속시키자고 했다. 사실 호조가 1년간 銀店에서 거두는 수입이 불

과 천여 냥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121)

1728년( 조 4) 10월, 호조의 은 부족 문제는 결국 호조에서 지 되어야 할 

세목을 평안도로 떠 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호조에 비축된 天銀과 地銀 20,000냥

은 부동이어서 지 은 玄銀과 黃銀 41,000냥을 사용하고 있는데 년에 새로 

태어난 옹주방에 2,000냥, 공신에게  은 400냥으로 남아 있는 은은 39,300냥이

118) �비변사등록� 44책, 숙종 16년 1월 17일.

119) �비변사등록� 45책, 숙종 17년 12월 26일.

120) �비변사등록� 65책, 숙종 39년 5월 21일.

121) �승정원일기� 657책, 조 4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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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에서 내의원의 납약 우황가 1,435냥, 상의원 당물화가 2,011냥, 내국

의 당약재가 2,930냥이 지출되어야 했다. 1년에 들어오는 은화가 2,000냥이 채 

되지 못하는데 지출할 것은 7,000냥이 넘었다. 결국 사행의 각종 물화와 약재는 

서의 管餉銀으로 가져다 사용하고, 신 도내 貢稅를 계산하여 체하도록 하

여 호조의 비축은이 해질 때까지 정식화하 다.122) 

1733년( 조 9) 10월, 호조 서 송인명은 호조의 은화가 부족하자 호조 소

인 천류고에서 해마다 秋捧을 한 뒤에 10,000냥에 한정하여 비하고 회록하여 

천류고의 회계 상황을 호조에 보고하는 사안을 법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123) 이

에 따라 1733년부터 천류고에 매년 10,000냥을 비하도록 법제화하 다.124) 

1735년( 조 11) 10월에는 稅米를 발매하여 作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호조

서 이정제는 收稅米  1/3을 발매하여 貿銀하고 호조에서 가져오도록 했다.125)

호조든 평안감 이든 각자 은화를 확보하는 방법은 발매에 있었다. 발매의 

상은 米와 木이었고 구매 상은 銀이었다. 호조는 은 의 수세를 통해 은을 확

보하고자 했으나 稅銀은 1년에 1,000냥을 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많은 양을 확보

하기 해서는 은화가 많은 곳에서 貿銀하는 방법 말고는 없었다. 바로 그 은화

가 많은 곳이 평안도 山郡이었다. 1733년( 조 9) 2월, 호조 서 김재로는 응하

이 10,000냥이 되는데 호조에서 보 하는 것은 겨우 20,000냥이라고 하면서 

서에 축된 포목 수백동을 은화가 생산되는 군 에 보내어 은화와 바꾸어 비치

한다면 국가에서 긴 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다. 

은화가 생산되는 군 에는 은화가 다수 유포되어 있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평안감 은 호조보다 은화를 확보하기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호조 구

의 천류고 이외에도 별향고에 평안감사가 별비한 은화가 별도로 마련된 것도 이 

때문이다.126) 아래의 표는 1792년(정조 16) 각 기 의 재원 보유 상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122) �비변사등록� 84책, 조 4년 10월 9일.

123) �비변사등록� 94책, 조 9년 10월 16일.

124) 권내 , 2004 앞의 책, 259-260면.

125) �비변사등록� 98책, 조 11년 10월 22일.

126) �비변사등록� 108책, 조 1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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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792년 각 기 의 銀貨, 錢文, 木의 보유 황

청 창고 銀貨(냥) 錢文(냥) 木(동)

병조 103,120 113,307 285

호조 42,697 65,390 1,259

선혜청 109,069 578,342 596

훈련도감 35,814 80,016 281

어 청 1,888 92,423 183

69,206 69,760 168

양향청 203 1,106 1

수어청 37,770 4,781 212

총융청 19,495 140 7

평안감 (비국구 )별향고 147,197 8,825 1,885

평안감 칙고 88,256 145,218

평안감 각읍 칙고 873 89,000

평안감 요목고 9,528 88 396

평안감 (호조구 )천류고 12,856 27,039 616

평안병 2,289 46,132 397

평안병 (비국구 ) 2,230 21,330 72

 * 출처: �關防要覽� 財賦.

의 표를 보면 평안감 에 비축된 銀貨의 양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물론 호조의 은화 수량은 많지 않으나 병조와 훈련도감에 10만냥이 넘는 은

화가 留置되어 있었다. 이에 반하여 평안감 의 별향고에는 14만냥이 남아 있었

다. 호조 구 의 천류고에는 1만냥이 조  넘게 장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1년

에 1만냥을 확보하도록 한 조치가 정조 연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 감 의 칙사 를 하여 설치된 칙고에도 8만냥의 은화

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정조 연간에 이르기까지 평안도에서는 

여 히 다수의 은화를 확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본 은 17세기 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평안도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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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감  재원의 성격과 그 추이를 살펴본 연구이다. 기존 折錢 혹은 折米 형태

로 통계를 내는 방식에서 물목별 추이를 살펴 으로써 재원의 특징이 더 잘 드

러나는 방식을 취하 다. 그것은 크게 운반의 문제, 할권의 문제 등으로 나타

낼 수 있었다.

운반의 문제는 평안도 재원 에서 米木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추 하는 것

이었다. 軍木은 평안도에서 앙정부로 가져오기 가장 쉬웠던 품목으로 주로 평

안병 에 留置된 군목이 그 상이었다. 그러나 평안도 군제 개  이후 더 이상 

군목이 쌓이지 않자, 군목은 더 이상 앙으로 이동되지 않았다. 米는 매우 옮기

기 어려운 품목이었다. 간혹 진휼의 목 으로 이동이 간할 으로 존재하기는 하

으나 水運의 어려움으로 거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권의 문제는 조선후기 용어로 표 하자면 어느 청에서 ‘句管’을 하는가

의 문제 다. 호조의 句管이라고 하더라도 평안도에서 留置의 필요성을 가진다

면 句管의 작동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평안도의 세수미는 방의 이유로 평

안도에 유치되고 있었으니 호조의 재정 부족 문제로 호조 서는 지속 으로 상

납을 주장했다. 평안감사가 조 반부터 別備를 마련하자, 호조에서는 세수미

보다 별비를 앙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별비조차 조 반 이

후 앙재원으로 극 흡수되었다.

감  재원의 할 문제를 두고 호조 서와 평안감사는 매우 심하게 립하

다. 평안감사는 방과 군량을 이유로 막았고, 호조 서는 발매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안감사는 지방 으로서의 소신을 주장한 것이고, 호조 서는 국가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왕 조는 時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양 쪽의 의견 모두 합리 이었기 때문이다. 평안감  

재원의 악이 주로 所聞에 따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안감  

입장에서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평안도의 내  재정 상황에 비하기 하

여 모아 둔 재원이었지만, 호조 서 입장에서 본다면 평안도도 앙정부도 모두 

공 인 것으로 공  사유를 지방과 앙으로 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은의 확보 문제를 다루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평안도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확보된 재원은 은이었다. 일 교역을 통한 은의 유입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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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勅 와 燕行의 지출에 필요한 은을 다수 확보하고 있

었다. 앙정부보다 평안감 에서 더 많은 은이 확보된 것은 은이 산출되는 산

군을 상으로 發賣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호조에서도 산군을 상으로 

발매를 시행하 으나 발매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평안감 이 유리했다고 

생각된다.

평안감  재원의 성격과 추이를 살펴보기 해서는 단순히 재원의 흐름을 

악하는 수 을 넘어서서 재원의 확보에서 災結의 문제와 재결에 향을 주는 자

연재해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했으나 살펴보지 못했다. 한 호조의 평안도 

재원 악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탁지 부고�와 비

교를 하지 못했다는 은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이다. 평안감  재원의 호조 

이 은 호조 입장에서 보면 加入에 해당하지만, 연구가 여기에 이르지는 못하

다. 추후 결과 재결 규모에 따른 재원 확보 수 의 변화와 호조의 가입 문제

를 다음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평안감 , 평안감사, 호조 서, 별비, 발매, 방색, 은

투고일(2021. 5. 2),  심사시작일(2021. 5. 10),  심사완료일(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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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esources and Trends in Logistics in 

Pyeong’an-do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Park, Beom *

127)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the resources and logistics of Pyeongan-do from 

the 17th to 18th centuries. Previous studies have taken a method of statistics of all 

quantities in rice or coin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bject. Therefore, this study expected that if we look at the trend by item, we can 

better show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esources. It is better represented by the 

question of transport, or jurisdiction.

The problem with transportation is to track how rice and cotton are moved among the 

resources of Pyeongan-do. Cotton was an easy item to br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from Pyeongan-do. It was mainly brought from the Pyeongan barracks. However, after 

the military reform, the government did not move to the center as no more wood was 

piled up. Rice was a very difficult item to transfer. Although it was occasionally moved 

for relief purposes, it was rarely moved due to difficulties in shipping.

The issue of jurisdiction was the question of which government office had a “old 

jurisdiction” in terms of the late Joseon Dynasty. Even if it is under the control of 

Hojo, the execution of Hojo was not an easy problem because of the need to preserve 

it in Pyeongan-do. The land tax in Pyeongan-do was kept in Pyeongan-do for defense 

reasons. After all, when the financial problems of good standing arose, the Minister 

continued to demand repayment. When the governor of Pyeongan-do Province prepared a 

separate resource, Hojo insisted that even this should be secured from the center.

Minister Hojo and the governor of Pyeongan-do were very strongly opposed over the 

jurisdiction of Pyeongan-do’s financial resources. Minister Hojo claimed that he had the 

right to sell, and the governor of Pyeongan-do prevented it. King Yeongjo had no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ong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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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but to abide by the circumstances on this matter. Because both sides of the 

argument were reasonable.

Finally, the issue of securing silver was addressed. Unlike other regions, it was silver 

that secured the most resources as a single item. No more silver came from trade with 

Japan. However, the Joseon government still needed a lot of silver. More silver was 

secured in peace than in central government. The reason is that I was purchasing in the 

mountains. These attempts were more advantageous to the Pyeongan province than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examine the nature and trends of the Pyeongan Inspection Institute, the 

issue of natural disasters should also be dealt with beyond just understanding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but this paper did not. I would like to make it a later task.

Key Words : Pyeong’an Gamyoung, Governor of Pyeongan-do, The Ministry of 

Finance, preparation(別備), prevention(防塞), sale(發賣), sil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