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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평신둔은 조선후기 충청도 옛 서산군 대산목장․태안군 이원목장․
면천군 창택목장에 위치한 군영둔토로써, 장용영 재정과 평신진 수군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등을 목표로 1794년(정조 24) 설치되었다. 먼저 평신
둔의 세미와 둔아병의 신미가 장용영 재정으로 활용되었는데, 1796년의 경
우 세미는 700여 석이고 신미는 140석이었다. 특히 둔아병 350명은 장용영
외영에 소속되어 유사시 수원유수부의 방어에 참여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평신진이 관리하던 목장을 폐지하고 평신둔을 설치한 것은, 수군을 겸임한
평신진 목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수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
다. 그러한 사실은 평신둔이 설치되기 직전 목장민의 호적을 해당 고을로부
터 분리하여 평신진에 소속시킴으로써, 고을의 관리가 목장의 민을 침탈하
는 것을 방지하려 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평신둔의 구조는 1795년 평신진 수군첨절제사 김취명이 작성한 충청도평
신둔양안에 잘 반영되어 있다. 평신둔이 설치된 3목장의 절모관둔사위진기
전답의 합계는 754결 10부 7속으로, 기전답은 386결 53부 6속 그리고 진전답
은 367결 57부 1속이었다. 전답 중에서 절은 절수를 그리고 모는 국가의 허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KRF-2007-322-A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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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없이 몰래 진전․화전 등을 경작하다가 발각된 토지에게 붙여진 명칭
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절수답은 민결의 미 23두와 유사하게 미 22두를 징수
하였고, 모경답은 미 66두를 징수하는 차등을 보였다.
평신둔 경영과 관련하여 도조․토지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둔민과 정부의
갈등이 야기되었다. 먼저 평신둔이 장용영에 소속된 후 모경과 절수를 구분
하지 않고 모두 1결에 45두를 내도록 하자, 세금을 더 내야하는 절수답 경작
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절수답을 경작하는 둔민은 절수답은 사전이라며
세금이 증액된 것에 불만을 표출한 반면, 정부는 평신둔은 목장둔이었을 때
와 군영둔일 때를 막론하고 공전이므로 45두의 세는 목장 시절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으로 1900년(광무 4) 내장원이 평신둔은 공
토이므로 탁지부에 결세를 그리고 내장원에 도조를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 도조를 징수하려 하자, 둔민은 평신둔은 사토이므로 일토양세는 잘못된
것이라며 결세만 납부하려 함으로써 내장원과 둔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
다. 한편 수세권을 둘러싼 다툼이 1898년 선희궁과 지방대 및 탁지부 사이에
발생하였다.
핵심어: 평신둔, 장용영, 평신진, 둔아병, 충청도평신둔양안, 세금

1. 머리말
軍營屯土는 군대를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과 경작권을 매개로 군사를 확보
하는 것 등을 목표로 설치된 토지이다. 조선후기 평신둔도 壯勇營의 재정과 평신
진 수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1794년(정조 18) 평신첨사가
監牧官을 겸임하였던 ‘서산군 대산목장․태안군 이원목장․면천군 창택목장’을
혁파하고 설치되었다.1) 평신둔의 구조는 양안2)이나 1794년 평신진의 分籍과 定
界3)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1802년 장용영 철폐4) 및 1895년(고종 32) 舊軍
1) 備邊司謄錄182책, 정조 18년 9월 30일, 18책, 238면.
2) 忠淸道平薪屯量案은 4건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 忠淸道平薪屯量案
(K2-3249)과 忠淸道平薪屯量案(K2-3251-1, K2-3251-2)은 1795년 평신진 수군첨절제사 김
취명이 작성한 것이고, 忠淸道平薪屯大山面量案(K2-3250)과 忠淸道平薪屯倉宅面量案

(K2-3252)은 1795년 작성된 忠淸道平薪屯量案을 1803년에 등서한 것이다.
3) 日省錄 정조 18년, 1794년 3월 6일; 正祖實錄, 卷 39, 18년 3월 6일 계사, 46책, 454면;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3월 6일(계사).
4) 備邊司謄錄 193책, 순조 2년 정월 23일, 19책, 405-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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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 폐지5) 후 평신둔의 收稅處가 변화하고 소유권과 관련하여 세액이나 賭租를 둘
러싼 屯民과 정부의 갈등도 노출되었다. 더욱이 현재 서산시 대산읍 옛 평신진터
입구에는 1794년 평신진의 호적 분리와 측량을 주관하고 이듬해 평신둔 양안도
작성한 평신진 수군첨절제사 김취명 永世不忘碑가 세워져 있어, 평신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면서 관심도 유도하고 있다.
조선후기 군영둔토에 대한 연구는 궁방전이나 아문의 둔토 등과 함께 검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군영둔토를 독립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적은 편이다. 우선 군
영둔토를 궁방전이나 아문 등의 둔토와 함께 검토한 연구를 통해 ‘折受의 성격,6)
제2종 有土에서의 중층적 소유구조,7) 18~19세기 지대형태 변화에 따른 농업경영
의 변동,8) 18~19세기 중앙 營․衙門 둔토의 설치와 존재실태,9) 조선후기 국역편
제와 재정운용과 관련된 둔전의 설치․확대․경영실태 및 둔민의 존재양태와 둔
민의 저항에 대한 군․아문의 대응’10) 등이 해명되었다.11) 다음으로 군영둔토를
독립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통해, ‘장용영 둔토의 설치시기․지역․규모 및 조성
방법과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장용영 혁파 후 처리,12) 19세기 중반 전라도 전주
부․익산군 소재 총위영 둔토의 경영분화,13) 군영둔토 양안의 실태와 작성이유

5) 高宗實錄 권33, 32년 乙未 7월 15일; 日省錄 고종 32년(1895) 7월 15일 계축.
6) 이경식, 1993 ｢17세기 토지절수제와 직전 복구론｣, 동방학지 77․78․79; 한편 이경식이
17세기 折受를 사적 지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것과 달리, 박준성은 절수를 수조권적 토지
지배의 잔존 또는 변형 형태라고 하였다(박준성, 1984｢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
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서울대 국사학과).

7) 이영훈, 1988 ｢궁방전과 아문둔전의 전개과정과 소유구조｣,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188-200면.
8) 이영호, 1984 ｢18․19세기 지대형태의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동―宮庄土․屯土를 중심으로
―｣, 한국사론 11, 서울대 국사학과.

9) 김양식, 2000 근대권력과 토지―역둔토 조사에서 불하까지―, 해남, 28-47면.
10) 송양섭, 2006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11) 아울러 읍이나 아문의 둔토를 독립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華城屯田의 설치와 경영의 특색
을 밝힌 연구(염정섭, 1996 ｢정조 후반 수리시설의 축조와 둔전경영―華城城役을 중심으로
―｣, 한국학보 82)와 石場屯의 토지 소유권 부여와 租 100斗型 장토의 운영 등을 밝힌 연
구(이영호, 2009 ｢안산․인천 石場屯量案의 토지정보와 성격｣, 규장각 35; 2009 ｢조선후기
간척지의 소유와 운영―경기도 안산․인천 石場屯 사례―｣, 한국문화 48) 등이 있는데, 조
선후기 둔토의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송양섭, 앞의 책, 3-12면’이 참고가 된다.

12) 송찬섭, 2001 ｢정조대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32.
13) 박진태, 1984 ｢조선후기 아문둔전에 관한 고찰｣,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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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양안의 기재에서 나타난 특징’14) 등이 밝혀졌다.
하지만 군영둔토를 독립된 주제로 하여 군영의 설치부터 폐지까지 ‘설치목적․
수세처의 변화․도조나 소유권을 둘러싼 屯民과 정부의 갈등’을 살펴보거나, 군
영둔토 양안을 활용하여 군영둔토의 성격이나 구조를 검토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에 본고에서는 分籍과 定界 조치를 통해 군영이 하나의 고을처럼 독립된 영역
을 가지고 둔민의 호적도 따로 관리하며, 현존하는 양안을 통해 둔토의 종류나 성
격을 파악하는 데에 유리한 조선후기 충청도 평신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
보려 한다. 첫째 평신둔의 설치목적에 대해 ‘장용영 재정의 확충과 수원유수부의
방어, 평신진 군병의 안정적인 확보’ 등과 관련지어 알아보려 한다. 둘째 평신둔
의 구조에 대해서는 평신둔 양안과 1794년 分籍․定界조치 등을 활용하여, 둔토
의 종류․면적․성격 및 둔민과 둔아병 등을 파악해보려 한다. 셋째 평신둔의 경
영에서는 토지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장용영 시기에는 세액강화 그리고 내장원
시기에는 도조징수로 인한 둔민과 정부의 갈등을 살펴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조
선후기 군사재정을 파악하면서 수군제도와 군영둔토 양안의 이해에 도움을 주려
한다.

2. 평신둔의 설치목적
1) 장용영 재정의 확충과 수원유수부의 방어
1794년(정조 18) 9월 평신진이 관리하였던 ‘서산군 대산목장․태안군 이원목
장․면천군 창택목장’을 혁파하고 평신둔을 설치한 것은,15) 장용영 재정을 확충
하면서 둔아병을 장용영 외영에 소속시켜 수원유수부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였다.
먼저 평신둔 설치를 통한 장용영의 재정 확충에 대해 稅米와 둔아병의 身米를
통해 살펴보자. 평신둔 수세미의 징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평신둔 전답의
면적은, 평신둔이 설치되기 직전 평신진 3목장의 토지를 1794년 봄부터 측량을 시

14) 서태원, 2010 ｢조선후기 군영둔토의 연구와 양안｣, 한국문화 51.
15) 備邊司謄錄 182책, 정조 18년 9월 30일, 18책,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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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8월에 완성된 자료를 토대로 평신진 첨사 김취명이 1795년 작성한 忠淸
道平薪屯量案을 통해 알 수 있다.16) 즉 평신진 3목장의 전체 토지면적은 754.107
결로 ‘起田畓 386.536결, 陳田畓 367.571결’이었으며, 목장별로는 ‘서산군 대산목
장 488.174결, 태안군 이원목장 217.400결, 면천군 창택목장 48.533결’이었다. 평신
진 3목장의 전체 토지면적 754.107결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起田畓

386.536결인데, 해마다 자연 재해나 개간 등에 따라 기전답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나 1796년 雜頉을 제한 평신둔 기전답의 收稅米는 700여 석이었다.17) 장용영
둔토 중에서 규장각에 소장된 양안 31개를 통해 파악되는 장용영 둔토의 면적은

1,031.557결 및 柴場 周回 194리인데,18) 수진궁에 이속되는 황해도 봉산군 사인방
전답을 빼는 대신 장서각에 소장된 2개의 평신둔 양안에 수록된 둔토를 더하면
장용영 둔토는 1654.545결 및 柴場 周回 194리가 된다. 이중에서 평신둔 전답은

754.107결이므로, 평신둔은 장용영 둔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때문
에 평신둔이 설치된 후 정부는 장용영 재정을 증대시키기 위해 冒耕畓과 折受畓
를 구분하지 않고 米 45두(租 112.5두)를 징수하는 조치19)를 시행함으로써, 米 22
두(미 10두와 錢 4냥, 租 55두)를 납부하던 절수답 경작자의 불만을 야기한 바 있
다.
그런데 평신둔의 稅米는 장용영이나 장용영 폐지 후 총리영이 위치한 華營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1894년(고종 31) 편찬된 ‘｢華營事例｣,

畿甸營事例(奎 12200), 4책’20)에서 알 수 있듯이 평신진의 支放으로도 이용되었
다. 즉 평신둔 기전답 345.022결의 세미 930석 9두 6승 7홉 5작 중에서 營庫 600석
과 廣惠庫 100석 등 700석은 華營에서 사용하였지만, 京上納時 監色에게 지급된

34석 6승 7홉 5작을 제외한 196석 9두가 평신진에서 이용되었다. 그 점은 평신진
에 목장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司僕寺에 상납하는 둔세 462석 11두 9승 2홉
과 雜費 등을 제외하고, ‘牧官料․馬料․兵房料․菜蔬價․新舊牧官人夫價․邸吏
役價 및 供饋價’ 등의 명목으로 세 목장 收稅米 206석 10두 9승을 평신진에서 사

16) 忠淸道平薪屯量案(K2-3249), 忠淸道平薪屯量案(K2-3251-1, K2-3251-2).
17) 承政院日記, 정조 20년 3월 25일(신미).
18) 송찬섭, 앞의 논문, 112면; 서태원, 앞의 논문, 159-162면.
19) 備邊司謄錄193책, 순조 2년 3월, 19책, 423-424면; 備邊司謄錄 189책, 정조 23년 11월 29
일, 19책, 111-112면.

20) 한국학문헌연구소편, 邑誌 10: 경기도①, 아세아문화사, 1985, 9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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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평신둔의 위치와 서산 대산목장․태안 이원목장․면천 창택목장21)

용된 바 있다.22)
아울러 평신둔의 둔아병 350명에게 각각 米 6斗씩 징수한 身米 140석도, 장용영
의 재정으로 활용되었다. 영조대 균역법 실시 이후 군포를 1필씩 납부하는 것처
럼, 軍保로 구성된 평신둔의 둔아병도 布 1필에 해당되는 미 6두23)를 납부한 것이
다. 이러한 평신둔의 수세미와 둔아병의 신미는, 평신진 첨사가 沙格을 정하여 평
신진의 兵船에 싣고 와서 장용영 內營에 상납하였다.24)
한편 평신둔은 ‘서산군 대산목장, 태안군 이원목장, 면천군 창택목장’을 혁파하
고 설치되었으므로, 3목장의 위치를 통해 평신둔의 위치를 살펴보면 <지도 1>과
21) 東輿圖(1849-1863)(奎 10340-v.1-23).
22) 賦役實總(上) 2책, 忠淸道, 平薪, 本鎭捧用秩(여강출판사 영인본, 賦役實總(上): 社會經濟
資料叢書②, 1984, 254-255면).

23) 柳馨遠, 磻溪隨錄, 권1, 田制 상.
24) 承政院日記, 정조 20년 3월 25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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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즉 왼쪽 하단에 붉은 색 원 안에 泰安이 기재되었는데, 태안의 약간 왼쪽으로
산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開市浦․梨山串을 지나 牧場이라고 표
기된 곳이 태안군 이원목장이다. 태안의 오른 쪽으로 붉은 선을 따라 가면 붉은
색 원 안에 瑞山이 기재되어 있고, 서산의 위로 붉은 선을 따라 올라가면 맨 끝에
平薪이 있는데 평신의 오른 쪽에 牧場으로 표기된 곳이 서산군 대산목장이다. 서
산의 오른 쪽 약간 위로 붉은 선을 따라 가면 唐津이 나오고 당진을 지나 오른
쪽 아래로 가면 붉은 색 원 안에 기재된 沔川이 나오는데, 면천에서 곧바로 위로
올라가면 육지 끝에 붉은 색 세모형태로 표시된 倉宅山 烽火의 아래 倉宅串으로
표시된 곳이 목장 표시는 없지만 면천군 창택목장으로 여겨진다. 바로 위의 지도
에서 표시된 대산목장․이원목장․창택목장이 평신둔의 위치이다.
다음으로 평신둔이 설치된 후 둔아병을 장용영 외영에 소속시켜, 수원유수부의
방어에 활용하려 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에 앞서 충청도 바다의 방어를 비롯하
여 ‘漕運船의 호송․섬의 점검․禁松’ 등을 담당한 평신진을,25) 수원유수부의 海
防을 위해 장용영 외영에 이속시키자는 의견이 1793년(정조 17) 어영대장 조심태
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26) 장용영27)은 1782년 武藝出身과 別監을 역임한 30인을
뽑아 明政殿을 숙위하게 하고 1785년 이들을 壯勇衛라고 부르며 20인을 증액한
조치로부터 시작되었으며,28) 왕권강화를 위한 정조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衛로부
터 營으로 발전하였고 내영 25초(1795년 7월)와 외영 19,297명(1798년 5월)으로 구
성되었다.29) 그런데 1793년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으로 나뉘고 수원이 화성으로
개칭되면서 부사를 유수로 승진시켜 장용외사와 행궁정리사를 겸임하게 하자,30)

25) 忠淸道邑誌(英祖-憲宗年間) 39, 平薪鎭誌, 護漕․搜討(한국학문헌연구소편, 邑誌 7: 충청
도①, 아세아문화사, 1984, 512면); 湖西邑誌(1871년), 瑞山郡, 平薪鎭誌, 護漕․搜討․禁
松(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4 邑誌 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286-287면).

26) 備邊司謄錄 181책, 정조 17년 3월 22일, 18책, 118-120면; 備邊司謄錄 181책, 정조 17년
3월 25일 계해, 18책, 120-122면.
27) 장용영이라는 명칭은 1787년부터 보인다(正祖實錄 권24, 11년 7월 壬辰, 45책, 662면).
28) 承政院日記 정조 9년 7월 22일(기유); 正祖實錄 권37, 17년 정월 丙午, 46책, 372면; 배우
성, 2004 ｢正祖의 留守府 경영과 華城 인식｣, 한국사연구 127, 258-259면; 김준혁, 2005 ｢正
祖代 壯勇衛 설치의 政治的 推移｣, 사학연구 78.

29) 이태진, 1977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編, 육군
본부, 198-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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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대장 조심태가 수원유수부의 關防을 엄중하게 하기 위해 花梁鎭을 大阜에 옮
기고 수원의 하류에 위치한 평신진을 수원부에 이속시켜 松都의 礪峴․大興이나
沁都의 永宗諸島처럼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수원유수 채제공은 평신진
과 대부진은 수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군의 진이므로 육군
인 수원부가 훈련시키기 어렵고, 특히 평신진의 경우 水路가 매우 험하고 파도도
거세다며 반대함으로써 조심태의 건의는 채택되지 않았다.31)
그러다가 1794년 2월 26일 수원유수가 된 조심태32)가 같은 해 9월 30일 평신진
목장을 혁파한 후 둔토를 설치하여 장용영 외영에 소속시키자는 건의를 하여 정
조의 승인을 받음으로써,33) 비록 평신진 전체의 군병은 아니지만 둔아병이 장용
영 외영에 소속되게 된다. 실제로 1796년 3월 수원유수 조심태의 건의에 따라 保
軍 350명을 左․中․右 3哨로 나누어 屯軍으로 편성하였고, 평신첨사로 하여금
둔아병의 把摠을 담당하게 하였다.34) 아울러 哨官은 鎭校 중에서 근면하고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자를 임명하여 파총과 함께 三邑 協守將의 예에 따라 실적을 포폄
하도록 하였으며, 유사시 둔아병 파총을 겸임한 평신첨사가 초관과 함께 둔아병
을 이끌고 와서 수원유수부의 방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비록 평신진 전체의 군병이 장용영에 이속된 것은 아니지만, 둔아병이
장용영 외영에 소속되어 유사시 수원유수부의 방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30) 承政院日記,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敎水原府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蔡濟恭書……
自今府使陞爲留守 玆授卿以水原府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惟大臣武將須特旨 又置判官
以佐之 壯營之設有年 而將臣之稱號未定者 以待外使之出也 壯勇營兵房 爲壯勇內使 而營中
文牒 大將稱之 如御營使之稱御營大將 置都提擧 備其式 亦如經理廳之三公例兼 而扈衛大將
合廳而屬之 若內外營軍需兵食 辦備措處 皆不藉於經費 此所以爲所重峙藏儲用者也”; 正祖實
錄 권37, 17년 정월 丙午, 46책, 371면.

31) 備邊司謄錄 181책, 정조 17년 3월 25일, 18책, 121-122면.
32)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2월 26일(갑신); 수원유수를 담당하였던 조심태의 생애 및 화성건
설과 장용영 운영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김선희, 2009 ｢華城留守 趙心泰 연구―수원
이읍과 화성 건설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0’이 참고가 된다.

33) 備邊司謄錄 182책, 정조 18년 9월 30일, 18책, 238면;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9월 29일
계축; 日省錄, 정조 18년 1794년 9월 29일; 아울러 정조대에 설치된 장용영 둔토에 대해서
는 ‘송찬섭, 앞의 논문’ 및 ‘서태원, 앞의 논문, 159-164면’이 참고가 된다.

34) 備邊司謄錄 183책, 정조 20년 3월 28일, 18책, 414면; 日省錄, 정조 20년, 1796년 3월 25
일; 忠淸道邑誌(영조~헌종년간) 39, 平薪鎭誌, 官職, 僉使一員(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4

邑誌 7: 충청도①, 509면); 湖西邑誌(1871년), 瑞山郡, 平薪鎭誌, 官職, 僉使一員(한국학문
헌연구소 편, 1984 邑誌 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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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신둔의 설치는 수원유수부의 방어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장용영이 혁파된 후 수원에 摠理營이 설치되자, 평신둔이 총리영으로 이속되고
평신첨사가 총리영의 파총을 겸임하는 것 등을 통해 계속된다.35)

2) 평신진 수군의 안정적인 확보
평신진의 목장을 혁파하고 둔토를 설치한 것은, 수군의 역을 담당한 牧子의 어
려움을 해소시켜 평신진 수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다. 목자는 호
적이 등록된 고을의 관리로부터 잡역을 부과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장에 鎭과
堡가 설치되면서 수군의 역도 담당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평신진을 비
롯하여 목장에 진이 설치된 후 야기된 목자의 어려움은, 1723년(경종 3) 2월 29일
司僕寺 관원이 提調의 뜻을 왕에게 올린 啓에 잘 반영되어 있다.36)
먼저 사복시 제조는 목자에게 잡역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事目이 있고, 목장 토
지는 해당 고을의 관청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므로 목장 백성은 거주지 관아의
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土官이 위엄으로 목자를 침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사복시 제조는 목자가 戶籍이 올라있는 고을의
관리로부터 잡역을 부과당하여 貧殘한 목자들이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白翎島․永宗島 土兵의 호적을 거주지 관아에서 분리한 것처럼 목자의
호적도 분리하자고 제의하였다.
평신진의 경우 이러한 폐단은 물론이고 軍布나 稅錢 등의 징수와 관련하여 서
산군수와 평신첨사의 대립이 격화되자,37) 정부는 고질적인 폐단을 제거하여 목장
에서 일하는 백성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1794년(정조 18) 평신진 목장의 토지와 호
적을 서산군․태안군․면천군에서 분리시키는 分籍․定界 조치를 시행하였다.38)
그리하여 평신진은 ‘서산군 대산면 10洞里(南北長 15리, 東西廣 25리), 태안군 梨
園場 5동리(남북장 30리, 동서광 7리), 면천군 倉宅場 10동리(남북장 10리, 동서광

3리)’의 토지와, ‘대산장(789호, 남정 1,555명), 이원장(242호, 남정 431명), 창택장

35) 大典會通 권4, 兵典, 摠理營, 把摠 十二員.
36) 備邊司謄錄 74책, 경종 3년 2월 19일, 7책, 368면.
37) 日省錄 정조 17년, 1793년 12월 17일.
38) 日省錄 정조 18년, 1794년 3월 6일; 正祖實錄, 卷 39, 18년 3월 6일 계사, 46책, 454쪽;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3월 6일(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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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남정 267명)’의 가호와 남정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아울러 3목장
남정 2,253명 중에서 평신진과 목장에 소속된 各樣各色 1,233명과 雜奪 290명을
제외하면 730명(서산읍․태안읍․면천읍으로부터 이속된 541명과 본래 役이 없
었던 189명)이 남는데, 730명에서 兒弱을 빼면 600명이 약간 넘는 閑丁을 확보하
게 된다. 이들을 충청우도 12읍에 거주하면서 군포를 납부하는 평신진 소속 수군

400명과 수를 헤아려 교환함으로써, 각 읍은 군포를 바치는 어려움을 면하고 평신
진은 가까운 곳에서 군인을 취하는 이로움을 얻게 되었다. 더욱이 1794년 定界 조
치와 함께 봄부터 측량도 이루어졌는데, 1795년 작성된 양안에 기재된 3목장의 전
답은 ‘대산목장 488.174결, 이원목장 217.400결, 창택목장 48.533결’이었다.39) 이렇
게 평신진 목장의 토지와 호적을 해당 군에서 분리시키는 조치가 취해졌으므로
監牧官을 겸임하였던 평신진 첨사는 수령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직후 설치된 평신둔은 하나의 고을로 간주되고 둔민의 호적이 해
당 고을의 관아가 아닌 평신진에서 관리되는 특징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1794년 평신진 목장민의 分籍과 목장토의 측량을 주관하고 이듬해에는

충청도평신둔양안을 작성한 평신진 수군첨절제사 金就明의 永世不忘碑와 碑閣
이,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반곡마을 평신진터 입구에 세워져 있
다.40) 비석의 앞면에는 김취명이 1793년41)부터 1798년42)까지 6년여 동안 평신진
39) 忠淸道平薪屯量案(K2-3249), 忠淸道平薪屯量案(K2-3251-1, K2-3251-2).
40) 황의천, 2007 ｢조선시대 충청수영과 속진의 위치에 대한 고찰｣, 보령문화 16, 73면; 충청도
평신진 수군첨절제사 김취명의 비각과 비석은 다음의 사진과 같다.

<僉使金就明碑閣>
41) 承政院日記, 정조 17년 10월 21일(신사).
42) 承政院日記, 정조 22년 12월 13일(임인).

<僉使金公就明永世不忘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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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첨절제사로 복무하면서 남긴 공적이 ‘分籍繕廨, 改量均賦, 六載居官, 百弊具
祛’ 등으로 기록되었고, 비석의 뒷면에는 ‘道光十一年辛卯’ 가 새겨져 있어 비석
의 건립 연도가 1831년(순조 32)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복시제조는 목자는 7가지 賤役 중에서 가장 苦役인데도, 수군의
鎭․堡가 근래 목장에 설치되어 목자는 수군의 역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써 그 부
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목장에 신설된 鎭 중에
서 충청도 서산에 위치한 평신진을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즉 평신진
수군은 보령 水營으로 가서 매년 봄과 가을에 조련을 받는데, 바닷길이 매우 험한
抗金․所斤․安興․安眠 등을 지나야 했으므로 조련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출
발하여 조련을 받은 후 돌아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 때문에 수군을 겸한 평신
진의 목자들은 농사를 전적으로 그만두고 조련에만 분주하므로 보전하기 힘들고,
막중한 馬政도 허술하게 되었다. 때문에 臺諫이 긴요하지 않은 진․보를 혁파하
자고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갑자기 목자가 수군을 겸하는 것을 혁파할
수 없다면, 바닷길이 멀고 험하므로 조련에 참가하기 어려워 해당 진에 머무르면
서 변란에 대비토록 한 宣沙․老江․廣梁 등의 진처럼 평신진 수군도 자신의 진
에 머물러 방어하게 해주자. 그리고 만약 조련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염려된다
면 3년에 1번씩 조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마다 봄과 가을에 조련하는 폐단을 조금
이라도 제거해주어 목자를 보존시켜주자고 하였다.
이러한 司僕寺 제조의 건의는, 6년 후인 1729년(영조 5) 6월 26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43) 즉 비변사는 관서에는 水營이 없어 모여 조련하는 일이
없으므로 선사포․노강․광량 등 수군의 거의 모두가 本鎭에 머물러 방어하지만,
호서의 경우 수영이 있어 해마다 모여 조련을 한다. 따라서 이름이 수군인데도 조
련에 나가지 않으면 軍政을 경계하는 일에 어긋나며, 평신진의 군졸이 모두 牧子
라고 해서 조련을 면제해주면 첨사는 군병이 없으므로 혼자서 수영에 나갈 수 없
다. 또 남쪽 변방 목장에 위치한 수군 진의 목자는 대오를 편성하여 모두 수영에

43) 備邊司謄錄85책, 영조 5년 6월 22일, 8책, 631면 “｢擧行條件抄略覆啓別單｣, 一. 癸卯 二月
十九日 司僕寺草記 平薪牧場牧子水軍兼沒之類 春秋赴操於水營 全廢耕穫 不能保存 依宣沙
浦老江廣梁例 留防本鎭 而如以全然廢操爲慮 則三年一赴操 以爲一分支保之道事也 關西旣無
水閫 亦無聚操之事 故水軍擧皆留防本鎭 而湖西則旣有水閫 年年聚操 名爲水軍 而不許赴操
有乖詰戎之政哛不喩 平薪鎭卒 皆是牧子 若除其赴操 則僉使不可無軍獨赴 且南邊兼牧水鎭
以牧子編伍赴操 在在皆然 平薪牧子耳 亦不可獨除其應赴之役 置之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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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을 받으러 나가므로, 평신진의 목자들만 홀로 수영에 나아가 조련하는 역을
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비록 평신진 수군의 조련을 폐지하거나 3년에 한 번씩 조련하자는 사복
시 제조의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1794년(정조 18) 평신진이 관리하던 목
장이 혁파되고 둔토가 설치됨으로써 수군을 겸하였던 평신진 목자는 어려움이 줄
어들게 되었다. 아울러 목장이 혁파됨에 따라 평신첨사의 감목관 겸임도 폐지되
었고, ‘서산 대산목장, 태안 이원목장, 면천 창택목장’의 말 550필 중에서 창택목
장에서 계속 기르면서 장용외영의 관리를 받도록 한 100필을 제외한 450필은 ‘水
原洪原, 南陽大阜․靈興․伊作․仙甘諸島, 江華草芝’ 등의 목장으로 보내졌다.44)
따라서 창택목장의 목자를 제외한 ‘서산군 대산목장 357명, 태안군 이원목장 101
명’ 등 458명이,45) 목장의 폐지로 인하여 목자의 역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입게 된
것이다.

3. 평신둔의 구조
평신둔의 구조에 대해서는 양안과 1794년 평신진 分籍과 定界 조치 등을 활용
하여, 물적 구조는 둔토의 종류․면적․성격을 그리고 인적 구조는 둔민과 둔아
병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1) 둔토의 종류․면적․성격
첫 번째로 평신둔 전답의 종류․면적․성격을 잘 보여주는 충청도평신둔양안

4건의 기재양식을 살펴보자. 우선 충청도평신둔양안(K2-3249)와 충청도평신둔
양안(K2-3251-1, K2-3251-2)은 1794년 3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진 서산군 대산목
장․태안군 이원목장․면천군 창택목장에 대한 측량을 토대로, 1795년(정조 19)
평신진 수군첨절제사 김취명이 작성한 양안이다.46) <K2-3249>는 자호 범위가 ‘麗44) 日省錄 정조 18년, 1794년 9월 29일.
45) 日省錄 정조 18년, 1794년 3월 6일.
46) 1794년 양전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평신둔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1795년 양안을 작성할 때에
는 목장이 혁파되고 평신둔이 설치되었으므로 평신둔이라는 명칭이 양안에 붙여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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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인 2책으로 서산군 대산목장 전답의, <K2-3251-1, K2-3251-2>는 자호범위가

‘天-生’ 1책과 ‘祀-金’인 3책으로 태안군 이원목장과 면천군 창택목장 전답의 ‘자
호, 지번․양전방향․전품․전형․지목, 장광척, 결부, 사표, 진기여부, 旧․今 작
인․주인명, 冒․折’ 등이 기재되었다.
다음으로

충청도평신진대산면양안(K2-3250)과

충청도평신진창택면양안

(K2-3252)은 장용영이 혁파된 후 평신둔이 수원 총리영이 이속되면서 평신둔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양안이다. <K2-3250>는 1795년 작성된

<K2-3249>를 그리고 <K2-3252>는 1795년 작성된 <K2-3251-2>의 자호 ‘露-金’의
내용을 각각 베꼈다. 따라서 1795년 작성된 양안과 1803년 작성된 양안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소리는 같으나 글자가 다른 경우가 있고 1795년 양안에 성명
이 기록되었어도 1803년 양안에서는 이름만 기재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평신진 둔토의 종류와 면적을 평신둔 양안을 통해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즉 목장을 혁파한 후 설치된 평신둔의 전체 면적은 754.107결이었는데, ‘서산군
대산목장 折冒官屯寺位陳起田畓 488.174결, 태안군 이원목장 折冒官屯陳起田畓

217.400결, 면천군 창택목장 折冒陳起田畓 48.533결’이었다. 대산목장에 비해, 이
원목장은 寺位陳起田畓이 그리고 창택목장은 官屯陳起田畓과 寺位陳起田畓이 없
었다. 3목장의 起田畓은 386.536결로, ‘折起田畓 283.276결(전 103.491결, 답

179.785결), 冒起田畓 96.792결(전 35.893결, 답 60.899결), 官屯起田畓 5.876결(전
1.668결, 답 4.208결), 官垈田 0.252결, 寺位起畓 0.174결, 鐵馬位起畓 0.166결’이었
다. 3목장의 陳田畓은 367.571결로, ‘折陳田畓 85.720결(전 79.620결, 답 6.100결),
冒陳田畓 281.089결(전 257.839결, 답 23.250결), 官屯陳田畓 0.762결(전 0.664결,
답 0.098결)’이었다. 따라서 3목장의 전체 기전답과 진전답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屯稅가 부과되는 기전답의 경우 折이나 冒를 막론하고 畓의 비율
이 ‘절기답은 약 63.5%, 모기답은 약 63.0%’로 월등하게 높은 반면 진전답은 그
반대였다. 물론 창택목장의 경우 기전답 42.0493결은 전체 전답 48.553결의 약

86.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고 모기전답에서 전의 비율이
약간 높은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 3목장의 전답과 마찬가지로 절수기전답에서는
답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반면 진전답에서는 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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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신둔 둔토의 종류와 면적47)
둔토의 종류․면적․합계

종류

三牧場의 起陳田畓

三牧場의 牧場別 陳起田畓

면적

大山場折冒官屯寺位陳起田畓

488.174결

梨園場折冒官屯陳起田畓

217.400결 754.107결

倉宅場折冒陳起田畓
折起田畓

冒起田畓
三牧場 折․冒․官屯․寺位
起田畓

官屯起田畓

48.533결

折起田

103.491결

折起畓

179.785결

冒起田

35.893결

冒起畓

60.899결

官屯起田

1.668결 386.536결

官屯起畓

4.208결

官垈田

0.252결

寺位起畓

0.174결

鐵馬位起畓

0.166결

折陳田畓

三牧場 折․冒․官屯 陳田畓

합계

冒陳田畓

官屯陳田畓

折陳田

79.620결

折陳畓

6.100결

冒陳田

257.839결

冒陳畓

23.250결

官屯陳田

0.664결

官屯陳畓

0.098결

367.571결

아울러 옛 양안에서 3牧場의 ‘起田畓은 380.904결, 陳田畓은 326.313결’인데 비
해 1795년 작성된 양안에서는 ‘起田畓 386.536결, 陳田畓 367.571결’이라는 점에
서, 새로운 측량을 통해 起田畓 5.632결 및 陳田畓 41.258결 등 46.880결이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794년 3월 양전이 막 시작되었을 때의 ‘대산목장 전답

485.242결, 이원목장 전답 205.856결, 창택목장 전답 42.952결’48)도, 측량을 끝내고

47) 忠淸道平薪屯量案(K2-3249), 忠淸道平薪鎭大山量案(K2-3250), 忠淸道平薪屯量案(K23251-1, K2-3251-2), 忠淸道平薪鎭倉宅面量案(K2-3252).
48) 日省錄 정조 18년, 1794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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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1795년 양안의 ‘대산목장 전답 488.174결, 이원장 217.400결, 창택장 48.533
결’에 비해 면적이 적었다.49) 한편 1794년 3월 평신진 목장의 경계를 서산군․태
안군․면천군과 구분하는 定界 조치를 통해 평신진은 ‘서산군 대산목장 10洞里

(南北長 15리, 東西廣 25리), 태안군 이원목장 5동리(남북장 30리, 동서광 7리), 면
천군 창택목장 10동리(남북장 10리, 동서광 3리)’를 확보하였는데,50) 목장이 혁파
된 후 평신둔은 이 지역에 설치되게 된다.
세 번째로 평신둔 양안에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전답의 성격을 보여주는 折과
冒가 作人․主人名 아래에 표기된 것이 주목된다.51)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즉 1803년 작성된 충청도평신진대산면양안(下)(K2-3250) 의 玉字 자호 다음
에 ‘지번․양전방향․전품․전형․지목, 장광척, 결부, 사표, 진기, 旧今, 작인․
주인명, 冒․折표기’ 등이 표기되었는데, 특히 折과 冒가 주목된다.
먼저 折은 折受를 뜻한다. 평신둔은 목장을 혁파하고 설치된 둔토인데, 목장의
內場은 목장과 목자위토로 구성된 官有地 그리고 外場은 牧官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민결을 획급하거나 민들이 자비로 개간한 뒤 목장에 결세를 납부하는 무토
<표 2> 평신둔 양안의 折․冒52)
지번․양전방향․
전품․전형․지목

장광척

第四十四南犯六等 東長陸拾尺
直田

廣肆拾肆尺

第四十五北犯六等 東長參拾尺
直田

廣參拾尺

第四十六南犯六等 東長肆拾尺
直田

廣參拾尺

결부

陸負陸束

貳負貳束

參負

四標
東山南宗金田
北白老田
三方山
北世贊田
三方山
北世贊田

陳起 旧今 작인․ 冒折
표기 표기 주인명 표기
起

旧今 世贊

折

起

旧今 巡堤

冒

起

旧今 奉金

冒

49) 忠淸道平薪屯量案(K2-3249), 忠淸道平薪屯量案(K2-3251-1, K2-3251-2).
50) 日省錄 정조 18년, 1794년 3월 6일; 正祖實錄, 卷 39, 18년 3월 6일 계사, 46책, 454면;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3월 6일(계사).
51) 서태원, 앞의 논문, 172-174면.
52) 忠淸道平薪鎭大山面量案(K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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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결로 사실상 민유지로 인정받았다.53) 따라서 평신진 양안의 작인․주인명 아
래에 기재된 折은 매매여부를 막론하고 목자위토로 지급된 토지는 물론이고, 민
결을 의미하거나 민들이 자기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합법적으로 개간한 다음
목장에 결세를 납부하는 토지였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冒는 冒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평군 장용영 柴場四標成冊의 已以과
都已上에 기재된 冒耕田畓․冒火田畓 및 自首加耕田畓54) 등을 감안할 때 官의 허
락을 받지 않고 몰래 火田․陳田 등의 토지를 경작하다가 발각되어 붙여진 명칭
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고려말 冒受賜牌가 ‘전주가 없는 한전을 개간사패전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기전이나 전주가 있는 진전 또는 이미 개간된 한전 등을 받아서
전주권을 탈점한 경우, 공에 비해서 또는 공신에게 지급된 결수에 비해 너무 많은
공신사패전을 받은 경우’55) 등을 의미하였다. 더욱이 목장내에서 堤堰을 수축한
후 목자위전이라고 冒稱하여 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자는, ‘杖 1백, 徒 2년’으로
처벌하고 토지도 공전으로 편입시켰다.56) 따라서 冒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용어로 여겨진다.
이렇게 평신둔이 설치될 당시부터 토지의 성격이 달랐으므로 정부는 折受畓에
서는 각 아문이 民結免稅地에서 1결당 23두를 징수하는 것과 유사하게 22두를 징
수하였고, 永作宮屯處의 미 80두 보다는 낮았지만 冒耕畓에서는 미 66斗를 징수
하는 차등을 보였던 것이다.57) 따라서 평신둔 양안에서 折․冒로 구분했던 것에
서 나타난 평신둔 둔토의 차별성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세액이나 토지소
유권 등을 둘러싸고 둔민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2) 둔민과 둔아병
1794년 3월 分籍조치로 평신진은 잡탈 290명을 제외하고, ‘대산목장 1,410명, 이

53) 배영순, 1985 ｢조선토지조사기간의 국유지분쟁에 있어서 소유권의 정리방향｣,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27～129면; 김양식, 앞의 책, 95-98면.

54) 加平郡所在壯勇營柴場四標成冊(奎 18674)
55) 이숙경, 1999 ｢고려말 冒受賜牌田과 兼幷｣, 실학사상연구 10․11.
56) 大典會通 권2, 戶典, 諸田.
57) 備邊司謄錄 193책, 순조 2년 3월, 19책, 423-424면; 續大典 권2, 戶典, 諸田, 宮房田; 박준
성, 앞의 논문, 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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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장 321명, 창택목장 232명’의 남정을 확보하였다. 이어 같은 해 9월 평신진이
관리하던 3목장이 혁파되고 둔토가 설치되었으나, 면천군 창택목장은 장용외영의
통제를 받으면서 목자 50명이 말 100필을 계속 돌보도록 하였다.58) 따라서 1794년
分籍이 이루어진 직후 창택목장의 둔민 구성은, 평신둔이 설치되었어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반면 서산군 대산목장과 태안군 이원목장은 목장이 폐지됨으로
써, ‘대산목장은 목자 357명과 牧吏 15명이, 이원목장은 목자 101명과 郡頭 2명’의
역이 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1794년 면천군 창택목장 분적 조치59)
와 1795년과 1803년에 작성된 창택목장 양안60)을 통해 창택목장 둔민에 대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794년 면천군 창택목장은 분적으로, ‘本鎭直定水軍 10명, 牧子 42명, 雜奪

35명, 眄川邑定役各樣軍 167명, 唐津水軍 3명, 無役 10명’ 등 267명의 남정을 확보
하였다. 이들 중에서 평신진으로 이속된 당진 수군 3명과 면천읍 각양군 167명 및
창택목장 無役 10명을 서산읍․태안읍의 각양군 및 대산목장과 이원목장의 無役

179명과 합한 다음, 노약자를 제한 약 600명 중 400명을 충청우도 12읍에 거주하
면서 군포를 납부하는 평신진 소속 수군 400명과 교환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들
중에는 둔아병에 편성된 경우도 있겠지만, 잡탈 35명을 제외한 면천군 창택목장

232명의 둔민은 평신진 수군 및 장용외영 소속의 목자가 주축을 이루었다고 여겨
진다.
아울러 면천군 창택목장의 양안에서도 둔민 232명을 확인할 수 있다. 창택목장
의 전체 折冒陳起田畓 48.553결은 ‘露字 118필지, 結字 97필지, 爲字 199필지, 霜
字 367필지, 金字 275필지’에 기재되었다. 둔민 232명의 기전답 경작면적을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즉 折과 冒를 구분하지 않고 창택목장 둔민의 경작면적를 구분해보면, ‘1결 이
상이 7명으로 약 3.0%, 0.5결 이상~1결 미만이 16명으로 약 6.9%, 0.25결 이상~0.5
결 미만 미만이 30명으로 약 12.9%, 0.25결 미만이 179명으로 약 77.2%’였다. 1결
이상 토지경작자는 ‘광수․도진․만동․명신․소득․소악․완석’이었다. 그 중

58) 備邊司謄錄 182책, 정조 18년 9월 30일, 18책, 238면;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9월 29일(계
축).

59) 日省錄 정조 18년, 1794년 3월 6일; 正祖實錄, 卷 39, 18년 3월 6일(계사), 46책, 454쪽;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3월 6일(계사).
60) 忠淸道平薪屯量案(K2-3251-2), 忠淸道平薪鎭倉宅面量案(K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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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평신둔 창택목장 둔민의 경작면적 수
경작면적
1결 이상
0.5결 이상~1결 미만
0.25결 이상~0.5결 미만
0.25결 미만
합계

수

비율

7명

약

3.0%

16명

약

6.9%

30명

약

12.9%

179명

약

77.2%

232명

약 100.0%

에서 광수가 진결 0.72결을 제외한 2.261결을 경작함으로써 평신둔 창택목장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경작하였다. 물론 ‘일남 1.733결(절 1,608결, 모 0.125결), 정천

1.183결(절 1.058결, 모 0.125결)’처럼 진결을 가진 사람도 있으므로, 앞으로 농사
짓는 것이 가능해질 진결을 포함시키면 둔민의 경작면적은 어느 정도 상향될 수
있다. 하지만 둔민의 약 77.2%가 0.25결 미만을 경작하였다는 점에서, 둔전을 경
작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매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병인양요를
겪은 후 1870년 윤 10월에 설치된 전라좌수영의 별포위에게 급료로 지급된 畓은

10-11두락으로 비슷하다는 점에서,61) 창택목장 양안에 수록된 전답은 둔토만 수
록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토지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목자에게
는 목장안의 토지 2결을 牧子位田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62) 진전을 포함시키
고 모와 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기 소유지로 인정해준다고 하여도 창택목장

232명의 둔민 중에서 10명만이 2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따라서 목자위전
이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목장토가 성립된 후 오랜 동안 자유로
이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둔아병은 아병 또는 둔군으로 불리었는데, 수원유수 조심태는 1794년

9월 평신둔의 설치가 결정되었을 때 혁파된 목장의 牧子 500명 중 창택목장에서
말 100필을 돌보는 50명을 제외한 450명을 둔군으로 편성하여 장용영 외영에 소
속시켜 절제를 받도록 하자고 건의하여 정조의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1796년 3월
수원유수 조심태는 ‘保軍 350명을 左․中․右 3哨로 나누어 屯軍으로 편성하고,

1司 3哨의 제도에 의해 첨사로 하여금 평신둔 아병의 把摠을 담당하게 하자’고
하여 정조의 승인을 다시 받았다.63) 이러한 변화는 1794년 3월 분적 조치로 200명
61) 서태원. 앞의 논문, 173면.
62) 大典會通 권2, 戶典, 諸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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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넘는 閑丁을 확보하였고, 평신진이 목장에 설치된 후 목자는 고된 수군의 역도
겸하였던 것을 고려한 조치로 생각된다. 때문에 혁파된 목장의 목자 450명을 모두
둔아병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둔아병의 수를 350명으로 축소시키면서 200명이 넘
는 한정과 수군 역을 담당하지 않는 목자나 역이 가벼운 목자 등을 保로 삼아 둔
아병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忠淸道邑誌(영조～헌종년간)나

湖西邑誌(1871년)에 기재된 평신진 둔아병의 수는 354명이었다는 점에서,64) 후
대에도 둔아병의 수는 350명 정도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된다.

4. 평신둔 경영을 둘러싼 정부와 둔민의 갈등
평신둔 경영을 둘러싼 정부와 둔민의 갈등은 토지소유권 문제와 결부되어 장용
영시기에는 稅額의 증가와 관련하여, 내장원 시기에는 賭租의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아울러 평신둔의 收稅權을 둘러싼 대립도 1898년 선희궁과 지방대
및 탁지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1) 장용영 시기의 세액 강화로 인한 갈등
1794년 평신진 목장을 혁파한 후 평신둔을 설치하여 장용영의 재정을 확충하도
록 하였는데, 이 시기에 절수답의 세액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절수답 경작자의 불
만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1802년(순조 2) 전임 충청감사 尹光顔의 지적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신진은 예전에는 목장이었다. 1794년(정조 18)에 목장을 혁파하여 壯勇營에 속
하게 하고, 分籍割界하여 평신진 첨사가 평신진을 專管하도록 함으로써 고을 수령과

63) 備邊司謄錄 183책, 정조 20년 3월 28일, 18책, 414면; 日省錄, 정조 20년, 1796년 3월 25
일; 忠淸道邑誌(영조～헌종년간) 39, 平薪鎭誌, 官職, 僉使一員(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84

邑誌 7: 충청도①, 509면); 湖西邑誌(1871년), 瑞山郡, 平薪鎭誌, 官職, 僉使一員(한국학문
헌연구소 편, 1984 邑誌 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282면).

64) 忠淸道邑誌(영조～헌종년간) 39, 平薪鎭誌, 軍摠, 屯牙兵(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
7: 충청도①, 아세아문화사, 511면); 湖西邑誌(1871년), 瑞山郡, 平薪鎭誌, 軍摠, 牙兵(한국
학문헌연구소 편, 1984 邑誌 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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鎭將이 서로 백성을 침탈하는 폐단을 없애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주려 하였다.
그런데 納稅之規는 둔전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매 결당 冒耕畓은 米 66斗를, 그리
고 折受畓은 米10斗와 錢 4냥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둔전이 설치된 후 冒耕
과 折受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每結에 45두를 받도록 정하였다. 때문에 冒耕畓은 세
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입었지만, 折受畓은 더 내야하는 탄식을 면할 수 없어 같은 鎭
안에서 행복과 불행이 같지 않았다. 연초에 태안군수 玄重祚가 평신진의 폐해를 지
적하면서 올린 상소에서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했을 때 廟堂에서 논의하였으나, 有土
稅法은 예전부터 이와 같았으며, 稅摠은 전에 비해 줄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有土公畓의 稅를 民畓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평신진은 바닷가로 토지가 척박
하여 본래 소출이 적고 백성은 가난한데도 役은 중하다. 더욱이 公畓과 私畓을 막론
하고 徵稅를 가볍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전답의 결총으로 말한다면 세금이 줄어든
모경답은 불과 90여결인데 비해 세금이 증가한 절수답은 280여결이나 되므로 평신진
의 백성이 세금이 중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지금 본영이 혁파되어 평신둔
이 어느 곳으로 移屬될 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때에 稅納 元數를 감해주면, 바닷가 한
모퉁이에 사는 어려운 백성들이 균등한 혜택을 얻을 것이므로 廟堂에 물어서 처리하
는 것이 좋을 것아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65)

즉 전임 충청감사 윤광언은 정부가 1794년(정조 18) 실시한 평신진의 分籍․割
界는 평신진의 백성과 토지를 해당 고을로부터 분리시켜 첨사가 관리하게 함으로
써 고을의 수령이나 수군 진의 장수가 이중으로 백성을 침탈하는 것을 방지하려
는 것이었고, 같은 해 목장을 혁파하여 둔토를 설치한 것도 군병에게 경작권을 주
면서 수군 역을 겸임한 목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평신진 백성을 소생시키려 조
치였다고 한다. 하지만 평신둔이 설치되기 전에 冒耕畓은 1결당 米 66두를 그리고
折受畓은 미 10두와 4냥 즉 米 22두를 납부하였으나,66) 평신둔이 설치된 후에는

65) 備邊司謄錄 193책, 순조 2년 3월, 19책, 423-424면 “前忠淸監司尹光顔所啓 平薪鎭 卽古之
牧場 而自甲寅罷牧設屯 屬之壯營 分籍割界 使鎭將專管 從前邑鎭互侵之弊 得以少紓 而但其
納稅之規 在前冒耕 畓則每結納米六十六斗 折受畓則每結納米十斗錢四兩矣 設屯以後 冒耕與
折受 竝以每結四十五斗爲定 則在冒耕畓 雖蒙減賦之惠 而在折受畓 未免加納之歎 一鎭之內
實有幸不幸之不同 年前因泰安倅玄重祚 疏陳鎭瘼 請議減稅事 下廟堂 而其時廟堂回啓 以有
土稅法之自來如是 該寺稅摠之比前多減 爲辭而寢之矣 蓋有土公畓之稅 固不可與民畓例竝論
而第念本鎭 濱海鹵瘠 出本少 民貧役重 無論公畓私畓 徵稅之道 允宜從輕 況以田畓結摠數論
之 冒耕畓之減賦者, 不過九十餘結 而折受畓之加納者, 乃爲二百八十餘結 則鎭民之謂以較重
事勢無怪 今則本營旣罷 該屯 未知移屬何處 而若因此時稅納元數 量加減省 則海隅殘氓 庶得
以均霑懷保之澤矣 下詢廟堂處之似好 故敢此仰達矣”.

66) 備邊司謄錄 193책, 순조 2년 3월, 19책, 423-424면; 續大典 권2, 戶典, 諸田, 宮房田;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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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과 절수를 구분하지 않고 한결같이 1결에 45두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절
수답을 경작하는 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폐해에 대해서는 1799년(정조 23) 평진진 소속 옛 이원목장이 위
치하였던 태안군수 현중조의 문제제기와 정부의 반응이 있었다.67) 즉 태안군수
현중조는 상소를 올려 보통 읍에서는 1결마다 미 23두를 징수하는데, 평신진에서
는 전답을 불문하고 1결에 많게는 50여 두를 거둔다며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에 대해 정부는 평신진 토지는 牧場屯이나 軍營屯을 막론하고 公田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경작한지 오래되어 자기의 물건으로 오인하여 私田처럼 稅를 납부하려
는 것은 잘못이므로 官長이 잘 깨우쳐 주어야 한다. 1결에서 45두를 징수하는 것
은 목장시절의 稅摠에 비해 3분의 1이 줄어들은 것이지만, 50여 두를 거둔 것은 잘못
된 것이므로 道臣으로 하여금 鎭將의 濫徵 여부를 엄히 조사하라고 조치하였다.
이처럼 평신둔 절수답 경작자는 절수답이 사실상 私田에 해당되므로 평신둔 설
치 이전 민결면세지와 유사하게 1결당 미 22두를 稅로 납부한 것이라며 미 45두
의 稅는 너무 중하다고 불만을 표출한 반면, 정부는 50여 두의 濫徵은 문제가 있
으면 시정하겠지만 평신둔은 公田이므로 私田처럼 稅를 납부하려는 것은 잘못이
라며 45두의 세금은 목장시절에 비해 세금을 크게 줄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목장 시절 평신둔 절수답의 세율이 낮았던 것은 ‘수군의 안정적인 확보,
둔민 생활의 안정, 해안가 전답의 척박함’ 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1결당

45두(租 112.5두)를 징수한 것은 궁방이 민결면세지에서 미 23두(租 56.5두)를 징
수하라는 규정을 어기고 미 40두(租 100)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68)와
유사하며, 미 66두(租 165두)를 납부하던 모경답 경작자는 혜택을 본 것이 사실이
다. 하지만 66두에서 45두로 세금이 줄어든 冒耕畓은 불과 90여 결인데 비해 22두
에서 45두로 증가한 절수답은 280여 결이라는 점에서, 둔민의 세금부담은 대부분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수입도 증대되었다. 실제로 1795년 작성된 평신둔 양안에
서 모경기전답은 96.792결이고 절수기전답은 289.744결이므로, 모경과 절수를 구
분하지 않고 세액 45두를 징수하려는 것은 장용영 재정을 크게 확충하려는 조치
였다.

성, 앞의 논문, 248면.

67) 備邊司謄錄 189책, 정조 23년 11월 29일, 19책, 111-112면.
68) 박준성, 앞의 논문, 252면; 송양섭, 앞의 책 145-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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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임 충청감사 윤광언은 평신둔은 有土公畓이지만 과거에 비해 세금이
증가하였으며, 평신진 수군의 역이 고되고 바닷가에 위치한 전답이 척박하므로
수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둔민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세금을 줄여
주자고 하였던 것이다. 특히 1802년 장용영이 혁파되어 평신둔의 收稅處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잘 활용하여 稅納 元數를 줄여주면, 둔민이 고른 혜택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순조가 大臣의 뜻을 묻자, 우의정 徐
龍輔가 大米 몇 석을 小豆로 대체하여 받는다면 평신진 둔민의 형편이 나아질 것
이라며 廟堂으로 하여금 내영과 외영의 사례를 상세히 고찰하여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왕의 허락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장용영이 1802년 혁파된 후 평신둔의 수세처가 곧바로 결정되지 않았지
만, 1828년(순조 28)에 평신둔의 軍錢과 土稅는 모두 수원부에 귀속되었다는 지
적69)과 壯勇外使를 담당하였던 수원유수가 장용영이 혁파된 후 총리영의 총리사
를 겸임70)하는 가운데 평신진 첨사는 총리영의 파총을 담당했다는 점71)에서 평신
둔은 수원부에 설치된 총리영에 이속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1803년(순조 3)
작성된 평신둔 양안72)은 장용영이 혁파된 후 평신둔이 총리영에 이속되면서 토지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총리영 둔토로는 평신둔
을 비롯하여 황해도 평산부 방동면에 위치한 둔토73) 등을 들 수 있다.

2) 내장원 시기의 도조 징수를 둘러싼 갈등
1899년부터 內藏院이 평신둔의 賭租 징수권을 갖게 되면서,74) 1900년부터 도조
징수를 둘러싼 평신둔의 민과 내장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1900년 2월 내장
원은 서산군수․태안군수․면천군수에게 平薪牧場屯을 측량하고 執賭 등을 위해

69) 日省錄 순조 28년(1828) 3월 19일 무오.
70) 備邊司謄錄 193책, 2년 정월 25일, 19책, 410면; 純祖實錄 권4, 2년 2월 戊申, 47책, 424
면.

71) 大典會通 권4, 兵典, 摠理營, 把摠 十二員.
72) 忠淸道平薪鎭大山面量案(K2-3250), 忠淸道平薪鎭倉宅面量案(K2-3252).
73) 黃海道平山府方洞面所在摠理營田畓改打量成冊(奎 18746).
74) 訓令照會存案(奎 19143), 5책, 발신자 내장원경 이용익, 수신자 서산군수 이계규, 189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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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檢委員兼督刷官을 파견한다고 통보하였고,75) 같은 해 9월에는 서산․태안․면
천의 옛 목장 전답의 마름을 성실한 사람으로 임명하여 鄕長과 首書記와 함께 賭
租額을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향장과 수서기는 물론이고 군수에게도 책임을 묻겠
다고 하였다.76) 그러다가 내장원이 1900년 12월부터 과거 평신둔이 위치하였던 3
개군에 도조를 징수하려 하자, 평신둔은 결미만 납부하고 오랜 동안 매매해온 私
土이므로 도조 징수는 부당하다는 둔민과 평신둔은 공토이므로 탁지부에 결세를
그리고 내장원에 도조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장원과 갈등이 발생한 것이
다. 둔민은 도조납부를 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집회를 열거나
봉세관을 구타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조징수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내용을
평신둔이 위치하였던 면천군․서산군․태안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1900년 12월 면천군 창택면 목장의 전답에 대해 賭租를 거두려 하자,
그 곳 민들이 이 땅은 평신진에 속하여 結米를 바치던 私土로 몇 백 년 동안 매매
하였으므로 도조까지 내는 것은 一土兩稅라며 도조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며 원
통함을 호소하였다.77) 이에 내장원은 이 땅은 본래 목장으로 평신진에 속했을 때
는 免稅하고 結米만 납부하였다지만 1894년 갑오승총 이후 공토도 탁지부에 결세
를 그리고 내장원에는 도조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옛 창택면 목장의 민들
이 사토라고 칭하여 결세만 납부하고, 도조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것은 사리에 맞
지 않는다. 엄히 민들을 타이르면서 파견된 監官의 지휘에 따라 도조를 거두되,
완강하게 저항하는 자는 잡아 가두고 이름을 적어 보내 엄한 징계를 받도록 하라
고 하였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瑞山郡守 李夏燮의 보고에 의하면 내장원은 1899년 위원을
보내 대산면을 목장둔토로 조사한 다음 1900년 가을 奉稅官을 보내 ‘답 1두락당

1두 5승, 전 1두락당 5승’의 도조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였다.78) 그런데 이곳은 대
75) 訓令照會存案(奎 19143), 7책, 발신자 내장원경 이용익, 수신자 서산군수 김계규․태안군
수 윤영수․면천군수 이덕용, 1900년 2월 16일.

76) 訓令照會存案(奎 19143), 11책, 발신자 내장원경임시서리탁지부협판 이용익, 수신자 면천
군수 이덕용, 1900년 9월 16일; 訓令照會存案(奎 19143), 11책, 발신자 내장원경임시서리탁
지부협판 이용익, 수신자 태안군수 장준원, 1900년 9월 16일; 訓令照會存案(奎 19143), 4
책, 발신자 내장원경임시서리탁지부협판 이용익, 수신자 서산군수 이기석, 1900년 9월 16일

77) 訓令照會存案(奎 19143), 14책, 발신자 내장원경임시서리탁지부협판 이용익, 수신자 면천
군수 이덕용(제10호) 및 충청남도관찰사 박용대(제30호), 1900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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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매매하던 땅이므로 민심이 동요하여 통문이 돌려지면서 사람들이 집결하였
다. 봉세관이 관찰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관찰부에서는 대산면에 순검을
보내 饒戶 8인을 잡아다가 도조를 납부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으므로 사람들이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했다. 과거 대산면과 함께 평신둔 소속이었던 이원면과 창
택면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통문을 돌려 서산군 성연장에 모여 거사를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에 서산군수의 보고를 받은 의정부참정내부대신 이건하가 내장
원경임시서리탁지부협판 이용익에게, 一土兩稅가 억울한 것도 같고 몇 개 군의
많은 사람이 소요를 일으키려 하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서산군 대산면 목장민이 모두 내장원의 도조 징수를 거부한 것은 아니
다. 즉 1901년 2월 서산군 대산면 民人 등이 ‘내장원의 지시를 따라 1900년부터
목장 도조를 상납하겠으니 收捧과 上納의 업무는 각각 그 洞에서 監官을 정하여
감관으로 하여금 내장원에 상납하게 하자. 현재 대산목장의 경우 서울 사람을 비
롯하여 다른 지역 사람의 畓이 절반 정을 차지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宮
畓이라고 하면서 도조를 내지 않으려 하여 그 폐해가 殘民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도조는 답주에게 징수한다는 내용을 完文으로 작성해달라’고 내장원에 等訴한 것
이 바로 그것이다.79) 이에 대해 내장원은 같은 해 4월 19일 公土에 답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산민의 訴대로 完文을 지급하여 추천에 따라 임명된
감관이 도조를 거두어 납부하되 혹 핑계를 대면서 도조 납부를 거부하거나 官屬
輩의 侵魚가 있으면 잡아서 엄히 징계하라고 서산군수 이하섭에게 지시하였다.80)
따라서 대산목장의 도조징수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서울사람 등 외지인의 반
발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81)
세 번째로 태안군 이원면에서는 1900년 12월 도조의 징수에 불만을 품은 민들
이 捧稅派監을 구타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82) 즉 봉세파감이 태안군 이원면 목
78) 各部郡來牒(奎 19146), 4책, 책발신자 의정부참정내부대신 이건하, 수신자 내장원경임시서
리탁지부협판 이용익, 발신일 1901년 3월 19일.

79) 忠淸南北道各郡訴狀(奎 19150), 3책, 발신처 충남 서산군 대산면 민인, 수신처 내장원,
1901년 2월.
80) 訓令照會存案(奎 19143), 18책, 발신자 내장원경임시서리탁지부협판 이용익, 수신자 서산
군수 이하응, 1900년 4월 19일.

81) 김양식은 평신진둔 분규를 주도한 층은 饒戶로 불리는 층이었고, 1900년 당시 평신진둔의
태반은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의 소유지였다고 보았다(김양식, 앞의 책, 106면).

82) 訓令照會存案(奎 19143), 14책, 발신자 내장원경임시서리탁지부협판 이용익, 수신자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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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査檢하여 도조를 정할 때는 민이 순순히 따랐는데, 윤양집․이원성․조문
회․김점숙․조윤삼 등 5인이 민을 선동하여 400~500명을 모아 봉세파감 韓章履
을 난타하고 나무를 모아 불을 놓아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내장원은 충청남도 관찰사에게 巡檢을 보내 윤양집 등 5인을 체포하여 一罰
百戒하고, 派監으로 하여금 牧民들을 잘 타일러 완강한 폐단을 일체 금지시키고
도조를 속히 징수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태안군에서는 1907년 4월 이원면 8리 농민이 도조의 액수을 대산면과
창택면처럼 납부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있었다.83) 즉 ‘태안군 이원면․서산군 대
산면․면천군 창택면은 모두 폐지된 평신진 소속이었다. 1794년 분적한 이후 결
세를 상납하고 사사로이 매매한 것이 수백년이었고, 1894년 甲午陞總 이후에도
결세만 상납하였다. 그러다가 1900년 갑자기 鎭土라 하여 내장원에서 도조를 정
하여 상납하게 하였다. 이것은 一土兩稅일 뿐만 아니라, 대산면과 창택면은 답 1
두락에 賭 1두 5승 그리고 전 1두락에 賭 5승인데 비하여 유독 이원면은 2배로
상납하였다. 이에 이원면도 대산면과 창택면처럼 賭稅를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
는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태안군 이원면 둔민들은 서산군 대산
면과 면천군 창택면처럼 도조를 낮추어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평신둔은 결세만
납부하는 토지로 매매가 수백년간 허용되었고, 갑오승총 이후에도 결세만 납부한
私田이므로 결세와 도조를 동시에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평신둔의 경영과 관련하여 收稅權을 둘러싼 대립도 있었다. 1895년 지방
의 각 營․鎭 등 군영이 폐지되는 가운데 충청도 평신진도 폐지84)되면서 평신둔
의 토지는 서산군․태안군․면천군에 환속되어 結稅․戶稅 등을 陞總하여 납부
하도록 하였고,85) 1897년부터 1898년까지 폐지된 옛 평신진 소관의 賭稅를 선희
궁에 移屬시켜 享需에 보충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86) 그런데 바로 1898년 평신

남도봉세관 박동진, 발신일 1900년 12월 7일.

83) 忠淸南北道各郡訴狀(奎 19150), 15책, 발신처 경리원, 수신처 수조관, 발신일 1907년 4월
20일.
84) 高宗實錄 권33, 32년 乙未 7월 15일; 日省錄 고종 32년(1895) 7월 15일 계축.
85) 各部郡來牒(奎 19146), 4책, 책발신자 의정부참정내부대신 이건하, 수신자 내장원경임시서
리탁지부협판 이용익, 발신일 1901년 3월 19일.

86) 度支部各部院等公文來去文(奎 17877), 2책, 발신자 의정부참정궁내부대신서리궁내부협판
윤정구, 수신자 의정부찬정탁지부대신 박정양, 발신일 189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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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의 수세권을 둘러싸고 선희궁과 지방대 및 탁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즉 1897년부터 1898년 11월까지 탁지부 소속이었던 營鎭屯 등을 군부에 이관하여
지방대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12월에 탁지부로 환원시켰는데,87) 영진둔에
대한 관할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지방대와 탁지부 派員이 동시에 와서 세금을 징
수해간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선희궁이 조세 수납을 한 군데로 통일하여
민들이 중복하여 징수당하는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궁내부에 요청하자, 궁내
부는 享需에 사용하는 賭稅는 물론이고 결세도 선희궁에서 거두어 탁지부에 보내
도록 하고 탁지부 파원을 불러올리게 하자고 의정부에 건의하였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충청도 평신둔의 ‘설치목적․구조․경영을 둘러싼 갈등’ 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평신둔의 설치목적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1794년 평진진이 관할하
였던 목장을 혁파하고 평신둔을 설치한 것은 평신둔의 收稅米와 身米를 통해 장
용영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였다. 1796년의 경우 雜頉을 제한 평신둔 수세미는

700여 석이고 둔군 350명의 신미는 140석이었으며, 첨사가 沙格을 정하여 평신진
의 兵船에 싣고 와서 장용영 內營에 상납하도록 정하였다. 평신둔의 稅米는 장용
영이나 장용영 폐지 후 華營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평신진
支放으로도 사용되었다. 아울러 평신둔 설치는 수원유수부의 방어와도 관련이 있
다. 1793년(정조 17) 수원유수부의 해방을 위해 평신진을 장용외영에 이속시키자
는 주장이 어영대장 조심태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수원유수 채제공이 평신진이
수원에서 너무 멀고 육군인 수원부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여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794년 조심태가 수원유수가 된 후 평신진
목장을 혁파하고 둔토를 설치하면서 둔아병 350명을 장용영 외영에 소속시켰고,
유사시 둔아병 파총을 겸임한 평신첨사로 하여금 초관과 함께 둔아병을 이끌고
수원유수부의 방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평신둔 설치는 평신진 수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평신

87) 김양식, 앞의 책,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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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목장 안에 설치되자 牧子는 수군 역도 겸임하였고, 토관들로부터 불법적인
잡역을 부과당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1794년 3월 평신진의 分籍․定界 조치를 통
해 수령과 수군 진의 장수가 이중으로 평신진 백성을 침탈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
고, 같은 해 9월 목장을 혁파하여 수군 역을 겸한 목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하였
다.
두 번째로 평신둔의 구조에 대해 1795년과 1803년에 작성된 평신둔 양안과

1794년의 分籍․定界 조치 등을 통하여 둔토의 종류․면적․성격 및 둔민과 둔아
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신진 3목장의 折冒官屯寺位陳起田畓의 합계
는 754결 10부 7속으로, 起田畓은 386결 53부 6속 그리고 陳田畓은 367결 57부 1
속이었다. 옛 양안에 비해 起田畓은 5결 63부 2속 그리고 陳田畓은 41결 25부 8속
이 증가하였으며, 기전답의 경우 답의 비율이 높고 진전답은 그 반대였다. 作人․
主人名 아래에 표기된 折과 冒는 토지의 성격을 보여준다. 즉 折은 折受를 그리고
冒는 국가의 허락이 없이 몰래 陳田․火田 등을 경작하다가 발각된 토지에게 붙
여진 명칭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折受畓은 민결면세지의 米 23斗와 유사하게 1결
당 22두를 징수하였고, 冒耕畓은 미 66斗를 징수하는 차등을 보였던 것이다. 다음
으로 1794년 分籍조치를 통해 잡탈을 제외하고 확보된 평신진 3목장의 男丁은

1,963명이었는데, 평신진 목장이 혁파된 후에도 장용외영의 통제를 받으면서 목
자가 말을 사육하였던 창택목장의 경우 둔민 232명의 대부분을 수군과 목자가 차
지하였다. 창택면의 양안에서도 232명의 둔민이 확인되는데, 1결 이상을 경작한
둔민도 7명이나 되지만 0.25결 미만을 경작하는 둔민이 179명으로 약 77.2%를 차
지한다는 점에서 경작면적이 매우 작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장용영 외영에 편
성되어 유사시 수원유수부의 방어에도 참여하는 평신둔의 둔아병은 350명이었다.
세 번째로 평신둔 경영과 관련된 정부와 둔민의 갈등은 토지소유권 문제와 결
부되어 세액의 강화 및 도조의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먼저 세액과 관련된
평신둔 민과 정부의 갈등은, 장용영의 재정 확충을 위해 세액을 인상하면서 발생
하였다. 평신둔이 설치되기 전 모경답은 미 66두 그리고 절수답은 22두(미 10두와

4냥)를 납부하였다. 하지만 평신둔이 설치된 후로는 모경과 절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1결에 45두를 내게 되었으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절수답 경작자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즉 평신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수답을 경작하는 둔민은 절수
답을 私田이라고 생각하여 세금이 증액된 것에 불만을 표출한 반면, 정부는 평신
둔은 牧場屯이나 軍營屯을 막론하고 公田이므로 私田처럼 稅를 납부하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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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며 45두의 세는 목장 시절에 비해 세금이 크게 감면된 것이고 하였다. 다음
으로 도조의 징수와 관련하여 내장원시기에 평신둔 민과 내장원의 갈등이 1900년
부터 발생하였다. 내장원은 평신둔은 공토이므로 탁지부에 결세를 그리고 내장원
에 도조를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둔민들은 평신둔이 私土이므로
一土兩稅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조납부를 거부하고 결세만 납부하려 함으로써 내
장원과 평신둔의 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1895년 지방의 각 營․鎭
등이 폐지되는 가운데 평신둔은 각 군에 환속되어 結稅․戶稅 등을 납부하는 데
에 활용되었고, 1897년 평신진 둔토의 賭稅를 선희궁에 移屬시켜 享需에 보충하
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평신둔의 세금 징수와 관련된 갈등이 선희궁
과 지방대 및 탁지부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논문투고일(2010. 10. 29), 심사일(2010. 11. 26), 게재확정일(2010. 11. 30)

참고문헌
김선희, 2009 ｢華城留守 趙心泰 연구－수원 이읍과 화성 건설에서의 역할을 중심
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0.
김양식, 2000 근대권력과 토지－역둔토 조사에서 불하까지－, 해남.
김준혁, 2005 ｢正祖代 壯勇衛 설치의 政治的 推移｣, 사학연구78.
박준성, 1984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서
울대 국사학과.
박진태, 1984 ｢조선후기 아문둔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영순, 1985 ｢조선토지조사기간의 국유지분쟁에 있어서 소유권의 정리방향｣, 일
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배우성, 2004 ｢正祖의 留守府 경영과 華城 인식｣, 한국사연구 127.
서태원, 2010 ｢조선후기 군영둔토의 연구와 양안｣, 한국문화 51.
송양섭, 2006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송찬섭, 2001 ｢정조대 장용영 둔전의 설치와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조선후기 충청도 平薪屯의 설치와 경영

97

32.
염정섭, 1996 ｢정조 후반 수리시설의 축조와 둔전경영－華城城役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82.
이경식, 1993 ｢17세기 토지절수제와 직전 복구론｣, 동방학지 77․78․79.
이숙경, 1999 ｢고려말 冒受賜牌田과 兼幷｣, 실학사상연구 10․11.
이영호, 1984 ｢18․19세기 지대형태의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동－宮庄土․屯土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11, 서울대 국사학과.
이영호, 2009 ｢안산․인천 石場屯量案의 토지정보와 성격｣, 규장각 35.
이영호, 2009 ｢조선후기 간척지의 소유와 운영｣－경기도 안산․인천 石場屯 사
례－, 한국문화 48.
이영훈, 1988 ｢궁방전과 아문둔전의 전개과정과 소유구조｣,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이태진, 1977 ｢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 韓國軍制史－近世朝鮮
後期編, 육군본부.
황의천, 2007 ｢조선시대 충청수영과 속진의 위치에 대한 고찰｣, 보령문화 16.

98

奎 章 閣

37

Abstrac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hungcheong-do Pyeongsindun
in the late Joseon

Seo, Tae-Won

Pyeongsindun (平薪屯) is Gunyoung-Dunto located in Daesan Stock Farm in the
former Seosan-gun, Iwon Stock Farm in Taean-gun and Changtaek Stock Farm in
Myeongcheon-gun, and was established in 1794 (the 2nd year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after removing such stock farms aiming at steadily securing Jangyongyoung
(壯勇營)’s finance, the naval force of Pyeongsinjin (平薪鎭), etc. First of all, Semi
(稅米) of Pyeongsindun and Sinmi (身米) of Dunabyeong (屯牙兵) were utilized as
Jangyongyoung’s finance, and, in case of 1796, Semi was more than 700 seok (石)
and Simmi was 140 seok. Especially, 350 soldiers of Dunabyeong, which belonged to
Jangyongyoung’s external barrack, was designed to participate in the defence of Suwon
Yusubu. Next, the reason that the stock farm managed by Pyeongsinjin was abolished
and Pyeongsindun was established was to effectively secure the naval force by
relieving difficulty of shepherds of Pyeongsinjin who also played a role as the naval
force. Such a fact is also well revealed in the attempt to prevent officials of the village
from disseising the people of the stock farm by separating the family register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stock farm before Pyeongsindun was established, from the
relevant village and by having it belong to Pyeonsinjin.
The structure of Pyeongsindun was well reflected in Chungcheong-do Pyeongsindun
Yangan prepared by Kimchwimyeong, Pyeongsinjin Sugun-Cheomjeoljesa (水軍僉節制
使) in 1795. The total of Jeolmogwandunsawijingijeondab (折冒官屯寺位陳起田畓) of

three stock farms where Pyeongsindun was established was 754 Kyul 10 Bu 7 Sok,
that of Gijeondab (起田畓) was 386 Kyul 53 Bu 6 Sok and that of Jinjeondab (陳田
畓) was 367 Kyul 57 Bu 1 Sok. Jeol among paddy fields is considered as th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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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o Jeolsu and Mo as the name given to Jinjeon (陳田)․Hwajeon (火田), etc.
discovered during its secretly being cultivated without approval of the nation. So, in
case of Jeolsu paddy field, tax as similar as that on Kimkyul 23 du was collected and
Mogyeong paddy field, rice 66 du was discriminatively collected.
In relation to Pyeongsindun management and involving rent land ownership, discord
between Dunmin and the government caused. First, when the government requested
people to pay 45 du per Modu 1 Kyul without discriminating Mogyeong from Jeolsu,
the people who cultivate Jeolsu paddy field and thus had to pay a more tax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in 1802 (King Sunjo the 2nd year). Dunmin who cultivated Jeolsu
paddy field was dissatisfied with the increased tax maintaining that Jeolsu paddy field
was a private paddy field, while the government asserted that Pyeonsindun, regardless
of when it was Mokjangdun and Youngdun, was a public paddy field, so the tax of
45du was much lower compared with the time when a stock farm was cultivated. Next,
when Najangwon attempted to collect farm rent in 1900 (Gwangmu the 4th year)
saying that Pyeongsindun was a public land, and thus people should naturally pay
Kyulse to Takjibu and farm rent to Najangwon. Dunmin, maintaining that
Pyeongsindun is a private land, so to impose two taxes on one land was wrong,
wanted to pay only Kyulse, so that discord between Najangwon and Dunmin occurred.
Meanwhile, disputes involving the right to collect tax occurred among Seonhuigung,
Jibangdae and Takjibu in 1898.
Keywords: Pyeongsindun, Jangyongyoung, Pyeongsinjin, Dunabyeong, Chungcheongdo Pyeongsindun Yangan, 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