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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8세기 반 이후 동강 하류 신합도 등 河中島의 개간 과정을 살

펴보면, 18세기 엽 이 에 첫 번째 단계인 泥生處의 형성단계가 거의 완료

되었고, 한 두 번째 단계인 泥生處의 蘆田化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개간과

정의 셋째 단계인 蘆田의 作畓化 과정은 19세기 반인 1804년 이후에 진행

되었다. 그리고 1813년과 1832년 사이에 큰 畓 斗落數의 증 가 나타나고 있

었다. 특히 1813년 무렵에 蛤島의 作畓이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832년 무렵이 되면 거의 作畓이 마무리되었다.

1794년에 新蛤島와 주변 泥生處인 蛤島 그리고 所當島는 內 司에 소속

되었다. 內 司에서 新蛤島 蘆田의 田主인 金錫樞에게 新蛤島의 주변의 泥

生處인 蛤島, 所當島 등을 같이 買得하 고, 蘆田에서 蘆稅로 매년 500냥
씩 수취하 다. 1798년 내수사에서 龍洞宮으로 이속된 이후 新蛤島 등의 田

土는 1808년 무렵부터 垌畓과 蘆田으로 나뉘어 수취되었다. 1831년 무렵 신

구합도와 소당도는 德溫宮(德溫公主房)에서 할하게 되었는데, 이는 洪同敦

寧 이라는 인물로부터 買得한 것이었다. 그 사이 1813년에 1,070두락지 던 

것이 1832년에 1,190두락지로 크게 증 되었다. 덕온궁 할 아래에 있  新

蛤島 등 주변 河中島는 1854년에 다시 소속처가 바 었다.

핵심어: 河中島, 蘆田, 作畓, 築垌, 宮房田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림 학교 교비연구비(HRF-2010-005)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 학교 인문 학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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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시 에 이루어진 陳荒地의 開墾과 干潟地의 干拓은 농민들이 농경지를 확

보하여 농업생산을 확 해나가는 과정이었다. 한 국가, 왕실, 청, 권세가 등도 

開墾, 干拓을 통해 규모 토지를 획득하여 農場, 屯田 등을 개설하 고, 여러 가

지 방식으로 농업경 을 수행하면서 경제력을 축 해 나갔다. 개간과 간척을 나

어 보면, 開墾은 산림, 황무지, 하천 연안 등지를 농경지로 확보하는 작업이었

고, 여기에 개시설, 제방, 도로 등을 만드는 과정이 병행되었다. 그리고 干拓은 

간석지 즉 갯벌를 상으로 간척 주체, 간척기술 등이 종합 으로 결합되어 이루

어진 농지개발이었다. 개간과 간척은 3∼4년 정도 단기간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

었지만, 10여 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인 과업인 것도 많았다.

17세기 이후 진황지 등의 개간과 간석지 간척이 크게 진 되어 나갔고, 이러한 

농지확보 과정의 검토를 통해서 조선 후기 농업생산의 변화 양상을 찾아볼 수 있

다. 개간 과정을 거쳐 火田, 牧場地, 廢堤堰 뿐만 아니라 河岸의 沮洳地 등이 농경

지로 변화하 다.1) 특히 沮洳地의 개간은 築堰, 築垌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堰畓 는 垌畓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沿海의 低地 지역에 해당하는 간석

지를 상으로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潮水를 막아내고 掘浦와 換浦 등을 통해서 

농경지를 확보하 다. 간척은 주로 서남해 연안을 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농경

지 확 에 나선 사람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 다. 물론 농민 뿐만 아니라 宮

房, 權勢家 등이 간척에 여하면서 토지 분배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 다. 간석지 

간척의 결과 서해안을 심으로 연해 지역의 경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시 의 개간과 간척을 다룬 연구성과로 한국사 연구자와 역사지리 연구자

의 論著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 기를 상으로 개간 간척을 다룬 연구성과 가

운데 이태진과 이경식의 연구가 있다. 이태진은 16세기 척신정치의 경제  배경

으로 沿海지역의 堰田 개발이라는 양상을 지 하 다.2) 堰田이란 沿岸 지역에서 

둑(堰)을 쌓아 바닷물을 막아 마련된 경지를 가리키는데 海澤이라고 불리기도 하

 1) 17․18세기 沮洳地 개간 황은 송찬섭의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송찬섭, 1985 ｢17․
18세기 新田開墾의 확 와 經營形態｣, 韓國史論 12, 서울  국사학과.

 2) 이태진, 1983 ｢16세기 沿海地域의 堰田 개발-戚臣政治의 經濟的 背景 一端｣, 김철 박사화

갑기념사학논총(1986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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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海澤의 개발 사례는 13세기 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성종  반까지 

성과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형세 다. 16세기 이후 堰田 확  추이를 본격

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權勢家, 戚里, 宮家 등이 開墾할 뿐만 아니라 奪占하는 방

식으로 堰田을 확 하 다고 설명하 다. 한 15∼16세기에 걸쳐 低地, 低濕地 

개간이 이루어졌는데 屯田 개설의 명목과 折受 등으로 海島의 牧場이 耕地化되었

고, 나아가 군사  용도로 설정되었던 講武場이 耕地化되었다고 주장하 다.3)

이경식은 조선 기 농지개간을 반 으로 살피면서 연해지역 閑曠地의 간척

을 屯田 설치와 련시켜 검토하 다.4) 개간의 심 상이 濱海州郡의 陳荒地

고, 조정에서 墾田多 에 따른 수령의 黜陟과 褒賞, 奉足制의 여유있는 운 , 流民

의 歸農과 농에 한 지원 등 실질 인 권농시책과 더불어 개간자에 한 소유

권 내지 이용권에 한 우선 승인, 그리고 면세혜택의 부여 등을 통해 개간을 장

려하고 독려한 을 설명하 다. 그리고 海澤 개간 즉 干拓을 통한 新田 개발에는 

奴婢․良人․兩班․土豪, 貧農․富農, 佃戶․地主 등 사회의 모든 신분․계층이 

참가하 다고 보았다. 한 개간은 바다 가운데 島嶼에서도 활발하 다는 도 

강조하 다. 앞서 이태진의 견해와 달리 15세기 이래 연해지역, 섬지역의 간척이 

진행되었다는 을 강조하 다.

조선 후기 新田 開墾과 련하여 이경식은 閑曠地를 상으로 하는 新田開墾이 

범 하게 진행되면서 17세기 이후 地主制 개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하

다.5) 한 低地 개간과 堰田 개발 등에 힘입어 水田의 인 結負數 증 가 

발생하 는 도 지 하 다. 그리고 송찬섭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新田 

개간의 확 와 경 형태를 살펴보았다. 신 개간에 流民化된 몰락 소농이 노동력

으로 참여하 고, 堰畓․垌畓으로 불린 沮洳地 개간이 주로 수행되었다는 을 

지 하 다. 개간에 지주층을 비롯하여 商人 등도 참여하고 있었고, 개간에 투여

한 物力에 따라 개간지의 소유구조가 결정되었다고 설명하 다.6) 한편 김경옥은 

量案자료를 활용하여 서남해 島嶼지역 간척 사례를 살펴보았다.7) 그는 서남해 도

 3) 李泰鎭, 1989 ｢15, 6세기의 低平低濕地 開墾 동향｣, 國史館論叢 2, 국사편찬 원회.

 4) 이경식, 1991 ｢조선 기의 農地開墾과 大農經營｣, 한국사연구 61․62, 한국사연구회(조선

기 토지제도사연구 Ⅱ 지식산업사, 1998 재수록).

 5) 李景植, 1973 ｢17세기 농지개간과 지주제의 개｣, 한국사연구 9, 한국사연구회.

 6) 송찬섭, 1985 ｢17․18세기 新田開墾의 확 와 경 형태｣, 한국사론 12, 서울  국사학과.

 7) 김경옥, 2004 朝鮮後期 島嶼硏究, 도서출  혜안,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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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역의 간척지가 宮家에 의해서 개간된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간군

, 개간주체, 개간방법, 토지규모 등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척지 사

례를 宮房量案을 통해서 찾아내었다.

조선 후기 간척 련 역사지리 분야의 연구성과로 주요한 것은 박 한과 오상

학의 공동연구이다.8) 두 사람은 한반도의 해안 환경에서부터 간척지 이용 등을 

설명하 다. 한 간척지 유형별 특성을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는데, 해안형 

간척지, 하안형 간척지, 도서형 간척지로 유형을 나 었다. 沿海, 沿江 지역을 

심으로 간척의 실제를 설명하 다는 과 지 조사를 통해서 지형과 치를 비

정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최 은 강화지역의 해안 습지 간척을 

충실하게 설명하 다.9) 江華島 耕地面積의 부분을 이루는 논이 干拓事業을 통

해 만들어졌다는 을 강조하면서 강화도가 干拓事業을 할 수 있는 최 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에 주목하 다. 나 에 崔永俊과 洪錦洙는 강화도 

인근의 교동도의 습지 개간 과정을 4시기로 나 어 살펴보기도 하 다.10)

최근 조선후기 干拓 련 연구성과로, 경기도 해안을 심으로 조선 후기 간척

지 조성과 이용과정을 역사인류학 인 근방식으로 해명한 양선아의 연구를 찾

아볼 수 있다.11) 양선아는 지조사와 문헌탐구를 병행하는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경기 연해 지역 간척지 조성의 기술 인 특색, 간척 이후 염분 제거 방식, 간척지 

경 과 宮房 掌 등을 면 하게 조사하 다.

조선후기 개간과 간척에 한 연구성과를 한국사 분야의 연구와 역사지리 분야

의 연구로 크게 나 어 검토할 수 있다. 체로 한국사 분야의 개간 간척 연구는 

주로 농지확보, 농업경 , 간척지 분배 등 經濟的 측면에 이 맞추어져 있고, 

역사지리 분야의 간척 연구는 연해지역의 景觀 變化 등 空間的 측면에 이 맞

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간 간척의 경제  측면과 공간  측면이라는 

두 가지 연구방향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간, 

 8) 박 한․오상학, 2004 조선시  간척지 개발, 서울 학교 출 부.

 9) 최 , 1991 ｢강화지역의 해안 습지 간척과 경  변화｣,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 
30.

10) 崔永俊․洪錦洙, 2003 ｢江華喬桐島의 海岸低濕地開墾과 水利事業｣,  한지리학회지 제38
권 제4호.

11) 양선아, 2010 ｢조선후기 간척의 개와 개간의 정치: 경기 해안 간척지 경 의 역사인류학｣, 
서울 학교 학원 인류학과 인류학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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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이 벌어진 해당 지역의 구체 인 치 비정이나 해안선의 변화 등 지리 공간

의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과 더불어 구체 인 경 변화의 사례가 지닌 

역사  변화과정과 의의를 명확하게 추 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본 논문은 에서 살펴본 조선시  개간 간척 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8세

기 반 이후 평안도 大同江 下流에 자리한 河中島의 개간을 집 으로 살펴보

는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동강 하류의 河中島인 新蛤島 등과 련된 量案 자료

를 해설12)하면서 河中島의 開墾, 宮房田의 성립  변천에 한 史實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 龍洞宮 宮房田과 연 된 成冊을 검토하고, 조낙 이 정리한 덕온공

주방 양안 해설원고13)를 참고하 다. 뿐만 아니라 量案과 收租成冊을 다른 련

자료와 같이 살펴보면서 동강 하류의 河中島인 新蛤島 등의 개간과정 뿐만 아

니라 宮房田의 성립, 변천 과정에 한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강 하류 하 도의 開

墾, 그리고 作畓과정을 살핀다. 18세기 반 이후 蘆田에서 진 인 개간과정을 

거쳐 作畓되었다. 한 이러한 과정에 몇몇 궁방이 연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宮

房田의 성립과 변천과정에 해서 정리하 다. 1794년에 內 司에서 新蛤島 등을 

買得한 것이 첫 번째 궁방  성립이었다. 그리고 1798년 곧바로 龍洞宮으로 이속

되었다. 이후 용동궁에서 1820년 까지 갖고 있다가 洪아무개에게 賜 되었다. 

그리고 1830년 에 다시 순조의 셋째 공주인 德溫公主房에서 매득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다시 1854년에 덕온궁의 손을 떠나고 있었다.

본 논문은 2007년 9월부터 시작한 조선후기에서 한제국기에 걸친 量案의 기

재양식을 정리하고 양안을 종합 해설하는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앞으로 조선후기를 심으로 토지소유, 농업경  등을 살펴보면서 지역 사례에 

주목한 연구에 量案의 기재양식을 정리하고 양안을 종합 해설한 연구성과가 커다

란 도움이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연구보고서로 출간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

지만 양안 해설 원고를 집필한 연구자의 이름을 병기하 다. 해설원고를 작성한 

연구자의 이름을 병기하지 않을 경우 해설원고를 참고하 다는 을 밝힐 당한 

방법이 없었다는 에 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12) 平安道內平壤府新 蛤島所當島移付內 司成冊(奎18519) 염정섭 해설원고.

13) 德溫公主房所管平安道平壤府所在新 蛤島古島所當島堤田成冊(奎18871), 德溫公主房所

管平安道平壤府所在新 蛤島古島所當島田畓改打量成冊(奎18872) 조낙  해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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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강 하류 河中島의 개간과정

조선 후기 開墾과 干拓사업은 농경지의 증 를 기본 인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

었지만, 開墾․干拓의 주체가 구인가에 따라 국가가 주도 으로 간척사업을 수

행한 경우도 있고, 宮房이나 權勢家, 戚臣 등이 주도한 경우도 있었다. 한 궁방

과 손을 맞잡은 富民이 나선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연해 지역과 다른 방향에서 

근할 수 있는 島嶼 지역도 간척의 상지역이 되기도 하 다. 한 하천에 인근

한 沮洳地에 해당하는 河中島도 개간 상 지역이었다.

河中島란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다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유로가 바 면

서 퇴 물이 하천에 쌓여 생겨난 ‘하천 속의 섬’을 가리킨다. 개 큰 하천의 하류 

유역에 많이 형성된다. 한강의 경우 미사리, 밤섬, 여의도 등이 하 도에 해당하

고, 낙동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도 부분 하 도로 이루어져 있다. 평양을 지나가

는 동강에도 능라도, 벽지도 등 하 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하 도는 하천

이 자연상태일 때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도 하여 실체를 분명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천변만화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河中島에 사람들의 개간행 가 더해질 때 농경지가 조성되고, 마을이 생겨나면

서 고정된 형체를 유지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하천수의 침입을 막아내는 제방 

축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했다. 조선시 의 경우 河中島가 농경지로 개간되는 과

정에 農民 뿐만 아니라 宮房, 衙門 등이 여하 다.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

는 자료가 존하는 조선후기 量案 자료들이다.

<그림 1>은 1872년에 작성된 地方地圖 가운데 保山鎭地圖이다.14) 보산진은 평

양 서남쪽 동강 江岸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도 앙에 보이는 蛤島가 바로 18세

기 엽 이후 開墾, 作畓을 거쳐 宮房田이 설치된 동강의 河中島이다. 19세기 

후반의 지도이기 때문에 앞선 시기의 개간 결과 新蛤島 등 여러 하 도가 합쳐져 

蛤島가 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도에 보이는 蛤島가 18세기 반 이후 농경지

로 변화해 나가는 역사  과정을 살펴본다.

조선 후기 동강 하류 新蛤島15) 등 河中島의 개간과정을 2가지 방식으로 근

14) 서울 학교 규장각, 2002 조선후기 지방지도(평안도편), 서울 학교 규장각(平安道地圖, 
奎10610).

15) 18세기 반 이후 개간된 동강 하류 河中島는 新蛤島, 蛤島, 所當島, 古島 등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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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872년 保山鎭地圖에 보이는 蛤島

할 수 있다. 하나는 하천 유역에서 벌어지는 자연 상을 주목하는 지리  근 방

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 인 농경지 확보를 한 사람들의 행 에 주목하는 역

사  근방식이다. 그런데 新蛤島 등의 경우 재로서는 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리  근 자체가 막 있고,16) 결국 문헌 자료 등을 심으로 

역사  근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한 新蛤島 등 하 도가 형성되는 오랜 시

기에 걸친 자연 인 지형형성과정을 복원하는 문제는 실 으로 실  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量案, 成冊, 年代記 등 문헌자료를 심으로 18세

기 반 이후 新蛤島 등이 蘆田으로 활용해 나가던 모습을 심으로 개간과정에 

해서 살펴본다.

18세기 반 이후 동강 하류 新蛤島 등을 포함하여 일반 으로 상정할 수 있

런데 內 司庄土文績(10책, 131번 문서)에 ‘新蛤島 주변 개념도(뒤에 나오는 <그림 2>)’가 

수록되어 있는데 19세기 반에 작성된 그림으로 보인다. 이 그림을 보면 新蛤島가 가장 먼

 作畓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하 도를 표하는 河中島로 특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16) 조선후기 궁방 의 형성, 궁방의 농업경 과 긴 히 연결되어 있던 동강 유역, 재령강 유

역 등에 한 지조사가 실히 요구되지만 2010년 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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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 도의 개간과정은 체로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泥生

處의 형성단계이다. 河中島는 泥生處가 제자리를 잡았을 때 형성되는 것이었다. 

泥生處는 河川에 해 있는 농경지가 홍수로 인하여 떨어져나가는 浦落과 정반  

상으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각종 부유물질 가운데 입자가 고운 것부터 

차례 로 가라앉으면서 형성된 새로운 하천 연안의 개흙땅을 가리킨다. 泥生處는 

체로 하천 연안에 자리잡게 되지만, 河中에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河中

島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  田畓을 소유하고 경작하던 농민들과 田稅를 수취하던 료들은 하천 

유역에서 자주 발생하던 浦落을 곧바로 泥生과 연 시켜서 악하고 있었다. 즉 

浦落의 결과물이 泥生이라고 받아들이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사례

들을 量案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를 들어 1778년에 작성된 豊德府金貴人房

免稅畓移屬內 司改打量御覽成冊(奎18414)과 1797년에 작성된 豊德府金貴人房

免稅畓移屬內 司改打量御覽成冊(奎18413)이 泥生處에 련된 양안이다.17) 후

자의 기재내용은 자의 기록과 차이가 있는데, 바로 樂字의 34번 필지 9부 5속과 

殊字 21번 필지 8부를 추가한 것과 ‘此邊浦落 越邊泥生’이라고 하여 樂字와 殊字 

토지의 泥生處로 악된 토지 7필지 1결 1부 6속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此邊浦落 越邊泥生’이란 “이쪽에서 浦落된 것이 쪽에서 泥生되었다”는 인식을 

실하게 표 한 구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浦落된 田土의 소유자가 泥生

된 토지의 소유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 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浦落과 무 한 泥生處를 찾아내어 농경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다.

河中島 개간의 두 번째 단계는 泥生處의 蘆田化 단계이다. 泥生處인 경우 곧바

로 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갈 밭 즉 蘆田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

하 다. 蘆田化가 이루어진 경우 주변 지역의 농민들은 蘆草(갈 )를 베어내어 소

득을 올리고 있었다.18) 궁방이 소유하는 蘆田일 경우 蘆稅를 수취하 다. 蘆田은 

蘆場이라 불리우기도 하 는데, 자연 으로 갈 가 자라나는 경우 외에도 인

17) 豊德府金貴人房免稅畓移屬內 司改打量御覽成冊(奎 18414), 豊德府金貴人房免稅畓移屬

內 司改打量御覽成冊(奎 18413) 이 렬 해설원고.

18) 조선 후기 慶尙道 金海․梁山 지역의 蘆田소유와 경 을 살핀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박 성, 1995 ｢조선후기 金海․梁山 蘆田지 의 蘆田소유와 경 ｣, 國史館論叢 63, 282∼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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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갈 를 재배하는 種蘆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19) 이와 같이 자연히 자라난 

蘆草를 베어내거나, 蘆草를 재배하고 수확하여 경제 인 이득을 올리고 있다면, 

이미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蘆草가 자연 그 로 성

장하는 것에 덧붙여 인 인 노력을 더해주고 있다면 이는 경작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경작단계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추가로 蘆田이 갖고 

있는 경제  효용성을 곡물을 생산하는 경작지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蘆田의 존재를 蘆草만 무성한 쓸모 없는 땅으로 간주하

는 것도 잘못이라는 만 지 해두고자 한다.20) 

河中島 개간의 세 번째 단계는 蘆田의 田畓化 단계이다. 蘆田의 田畓化 과정은 

蘆田이 안정 으로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작물 경작이 

가능한 田畓 특히 畓을 만들기(作畓) 해서는 築垌 등의 제방 쌓는 작업이 필수

이었다. 蘆田에서 田畓으로 넘어서기 해서는 築垌 등 본격 으로 人力, 物力

이 투입되는 인 인 개간과정이 필요한 것이었다. 築垌은 곧 습지 상태에서도 

자라나는 蘆草와 달리 作物이 자라날 수 있는 田畓을 조성하기 해 필요한 수리

시설이었다. 강물 한가운데 자리한 河中島는 사방으로 물이 넘쳐 들어올 자연

인 지리 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田畓으로 강물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

도록 막아주는 築垌 즉 둑을 쌓는 작업이 필요하 다. 19세기에 작성되었을 것으

로 보이는 新蛤島 주변 지역에 한 개념도에서 作畓하기  단계를 “노장 슈세

처 차차 작답처(蘆場으로 收稅하는 곳, 차차로 作畓할 곳)”21)라고 표 하고 있었

다. 따라서 하 도 개간의 세 번째 단계를 蘆田의 田畓化(作畓化)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하 도의 개간 과정을 3단계로 나 어 정리할 수 있다.

동강 류 지역에 형성된 河中島인 新蛤島 등의 경우 이미 18세기 엽 이

에 泥生處의 형성단계를 마무리하 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8세기 엽에 

벌써 경제 으로 유용한 토지, 즉 蘆田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60년 이래 

19) 承政院日記, 正祖 10年 9月 20日(庚寅); (禮曹判書)有隣曰 ( 략) 入家則捧垈稅 種 則捧

稅 此果民土則垈稅 稅 民豈有無辭納上之理.

20) 충청남도 논산 馬九坪  水利組合을 살피면서 개간이 본격 으로 이루어진 것을 1904년 일본

인 來住 이후로 간주하고, 이  상황에서 해서 일본인이 “蘆草만 무성했던 그 荒漠함이 

마치 ‘狐狸의 巢窟’과도 같은 곳”으로 묘사한 것을 그 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훈․장시원․宮嶋博史․松本武祝 공 , 1992 近代朝鮮水利組合硏究, 一潮閣, 121쪽).

21) 內 司庄土文績(奎19307) 10책, 131번문서; 田畓圖, 아래 <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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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蛤島 등에 거주하는 島民을 평양부에서 악하고 있었고 한 平壤府에서 收稅

하는 토지로 신합도 蘆田이 포함되어 있었다.22) 따라서 18세기 엽 무렵 泥生處

의 형성단계를 거쳐 蘆田化단계에 이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泥生處의 형성은 新

蛤島 등 주변 여건에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따

라서 泥生處의 형성단계, 泥生處의 蘆田化단계가 첩되어 벌어지고 있었다고 생

각된다.

니생처의 형성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의 하나는 바로 立案발 과 그에 따른 

소유권 발생이다. 16세기에 들어서면 主人이 없는 閑曠處일 경우 起耕 를 主人

으로 삼는다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한 지 개간에 한 토지소유권이 개간자, 기

경자에게 부여되는 제도 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었다. 起耕이라는 조건이 無主 

閑曠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다. 그런데 無主閑曠處의 소유

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최종 으로 立案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이었다. 앞서의 起

耕이 실 인 소유권 확보의 충분조건이라면, 立案은 법제 인 소유권 확보의 

필요조건이었다. 따라서 立案의 신청과 발 은 소유권을 확정하는 데 요한 과

정이었다. 量田의 과정에서도 無主와 有主를 분명하게 조사하 다. 量田한 뒤에 

無主로 기록된 田土를 起耕하고 立案을 발 받게 되면 결국 그 토를 己物 즉 

자기의 소유지로 만들 수 있었다.23) 따라서 泥生處의 경우도 浦落地의 주인이 자

신의 온 한 소유지로 확보하기 해서는 立案을 발 받는 것이 필요하 다.

宮房이 泥生處에 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해 立案을 받은 사례를 黃海道載

寧三支江海串坪立案地泥生處明禮宮打量免稅量案(奎1826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양안은 1839년(헌종 5)에 황해도 재령군에서 三支江 海串坪 소재의 明禮宮 立

案 泥生處를 타량하여 만든 양안으로 立案을 받은 것을 제목에 명기하고 있었다. 

田과 蘆場으로 나 어 字號 아래 매필지에 地番, 田品, 田形, 地目, 長廣尺數, 結負

數, 作人이 기재되어 있다. 田이 3결 1부 2속, 蘆田이 24부 5속이다. 그리고 책 끝

에 尺量吏의 성명이 표시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都以上에 체 규모와 泥生地를 

나 어 기재하고 있다는 이다.24) 泥生處를 구별하여 악하고, 田과 蘆場을 따

22) 平安道內平壤府新 蛤島所當島移付內 司成冊(奎18519).

23) 新補受敎輯 , 戶典 量田; 陳田並皆懸 主名 無主處亦以無主懸  量後 願爲起耕  呈本曹

受立案 然後依法永作己物 無文籍僞稱己物欲爲懸主 於量案査覈現露 則論以冒占之罪 全家徙

邊(1717년 庚子量田事目).

24) 黃海道載寧三支江海串坪立案地泥生處明禮宮打量免稅量案(奎18269) 이성임 해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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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하고 있다는 에서 하천 연안의 경우도 泥生處, 蘆田化, 田畓化의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개간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 그리고 이때 立案의 발 이라는 과

정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新蛤島 등의 경우도 입안 발  과정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1794년에 內 司에게 賣渡한 사람이 金錫樞라는 인물인데, 김석추가 田主로 등장

하기 해서는 立案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수사가 김석추를 田主로 

악하고 있다는 , 총융청의 의뢰를 받아 平壤府에서 外川人(하 도 바깥에 거주

하는 주민)  島民輩를 김석추와 함께 불러, 그 옳고 그름을 질문하고, 主客을 

분별하여 나 고, 나 에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각각 다짐을 받고 있는  

등으로 보았을 때, 김석추가 입안을 받은 本主임이 틀림없다고 추정된다.

1794년 무렵 新蛤島 등 하 도는 아직 蘆田化단계에 머물러 있었다.25) 그런데 

蘆田 자체가 이미 경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內 司가 매득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宮房이 蘆田을 매득한 것은 蘆稅 수입을 한 것이었다. 이미 1760년부터 

신합도 등은 평양부의 收稅 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蘆田에서 획득한 蘆草는 

자리, 빗자루의 원료이면서, 한약재로도 활용되었고, 煮鹽에도 이용되었다.26) 新

蛤島 등에 거주하는 島民輩와 여기에서 取食하고 있는 外川人(하 도 바깥에 거

주하는 주민)은 내수사에 매년 500냥의 蘆稅27)를 내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蘆草를 수확하거나 조 이라도 손을 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아

가서 蘆草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 다.

蘆田으로 활용되던 新蛤島와 주변 하 도의 경우 19세기 반에 田畓化 특히 

作畓化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1798년 이후 이 지역은 龍洞宮으로 이속되었는

데, 1806년에 작성된 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及所當島屯田畓節目에서 

作畓化 단계의 사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목의 내용 가운데 “두 물이 서로 

합치는 곳에 해마다 泥生이 일어나 幅員이 넓어지고 蘆坂도 차 높아지고 있어 

25) 蘆田을 궁방에서 수받아 궁방 을 개설하는 사정에 해서는 다음 논문에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다. 朴準成, 1984 ｢17․18세기 宮房田의 확 와 所有形態의 변화｣, 韓國史論 11, 서
울 학교 국사학과.

26) 송찬섭, 1985 ｢17․18세기 新田開墾의 확 와 경 형태｣, 한국사론 12, 서울  국사학과.

27) 19세기 후반 慶尙道 金海 지역 蘆田의 경우 1結當 雜費까지 포함하여 5兩 4錢 5分씩 金海府

에서 정한 色吏가 거두었다가 다음해 4월에 선희궁․용동궁에 上納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

다(박 성, 1995 ｢조선후기 金海․梁山 蘆田지 의 蘆田소유와 경 ｣, 國史館論叢 63, 282
∼284쪽).



112 奎 章 閣  37

島民들이 本宮에 呈訴하여 築垌 作畓하 다”라는 것이 보인다. 이는 島民들이 蘆

田을 作畓하는 데 극 으로 나서고 있었고, 築垌도 수행했다는 것을 알려 다. 

그리고 이 구  뒤에 곧바로 “垌畓은 乙丑(1805년)부터 丁卯(1807년)까지 3년 동

안 백성들이 耕食하는 것을 허락하고, 戊辰(1808년)을 시작으로 本宮에 例에 따라 

分半打作하여 上納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폐단을 없앨 것”28)이라는 조목이 들어 

있어서 築垌 作畓의 연 를 알 수 있다. 새로 개간한 경우 3년 免稅 혜택을 내려

주는 것을 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1804년에 築垌하고 作畓이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이 목은 제목 자체에 屯田畓이라는 표 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節目의 내

용 속에서도 作畓化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作畓

化는 宮房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島民의 입장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었다. 宮房은 

半分打作으로 거두어가는 곡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 島民은 높은 생산력을 지닌 

穀物을 蘆草의 매가 아닌 생산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궁방의 節目에서는 島民의 청원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표 하고 있었다.29)

1804년 新蛤島 등 하 도가 島民의 청원에 의해서 築垌 作畓된 이후 作畓化는 

커다란 진 을 보 다. 1806년 당시 新蛤島 등에서 용동궁이 거두어 가는 蘆稅는 

 목에 따르면 750냥이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은 1813년에 이르면 蘆稅

는 233냥 정도에 불과하 다.30) 이러한 蘆稅의 감축은 作畓의 진 에 따른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1806년 당시 分半打作의 원칙만 제시하 을 뿐이고, 이제 막 

作畓化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단계 지만, 1813년과 1832년 사이에 畓 斗落數의 

커다란 증 가 나타나고 있다는 에서 작답화는 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28) 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及所當島屯田畓節目(奎18343-3); 一 垌畓段 自乙丑 至丁卯 

準三年 許民耕食後 戊辰條爲始 自本宮 依例 分半打作上納 俾無紛紜之弊是白齊. 이 목은 

1806년 龍洞宮에서 구합도 등의 蘆田이 作畓된 것을 打量하고 收稅하기 해서 마련된 규정

이다.

29) 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及所當島屯田畓節目(奎18343-3); 盖本屯上納 毎年 自本府

五百兩 成陳省 上 矣 三島 以兩水交 處 年年泥生 幅員廣濶 坂漸高 故島民等 呈于本宮 

築垌作畓是白如乎 垌畓段 從民願 特許起耕三年例是白遣.

30) 龍洞宮雜成冊(奎22003); 4: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所當島古島摘奸成冊(癸酉, 1813). 
이 책에 한 규장각 목록의 서지사항은 1873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1813년으로 정정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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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강 하류 新蛤島 주변 개념도

(內 司庄土文績 10책, 131번 문서)

<그림 2>는 內 司庄土文績 10책에 131번 문서로 묶여 있는 圖形이다.31) 내
수사장토문  10책은 ‘龍洞宮ニ關スル文績類’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실제 

묶여 있는 문서 내용은 龍洞宮에 련된 것 이외에 慶熙宮 등에 한 문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圖形은 新蛤島와 주변 河中島의 개간과정을 잘 보여주는 내용

을 담고 있는데, 평면도와 유사한 그림 이외에 간 간에 한 로 힌 설명이 간

략하게 들어 있다.

31) 內 司庄土文績(奎19307). 內 司, 龍洞宮을 거쳐 德溫宮에 소속되었다가 방매된 토지에 

련된 문서, 장부 들이 1908년에 만들어진 內 司庄土文績 가운데 10책 ｢龍洞宮ニ關スル

文績類｣에 수록된 배경과 경 에 해서는 재로서는 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세한 검토작

업을 추후의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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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을 살펴보면 먼  도형 가운데 부분에 두겹의 선 사이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은 둥그런 구조물 형상은 築垌의 결과물인 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 곳에 한 ‘삼십여셕낙 신합도동쳐’라는 기재내용을 후 계 속에서 한자

로 바꾸면  ‘三十餘 石落 新蛤島 垌處’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도형 속의 둥근 

형상을 보이는 곳은 作畓을 이미 완료하고 收稅地로 간주되는 부분이었다. 한편 

新蛤島의 남쪽으로 蛤島와 所當島가 자리하고 있다는 을 이 圖形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섬은 ‘차차 作畓處’이고 재는 ‘蘆場’ 즉 蘆田으로 이용되

고 있었다. 도형 속의 구합도는 아직 蘆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다음 설명에

서 알 수 있듯이 1813년 무렵에 구합도에서 作畓이 으로 이루어졌다. 따라

서 이 圖形은 1808년에서 1813년 사이의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

다. 한 이 圖形은 新蛤島 서쪽에 古島가 자리잡고 있음도 알려주고 있다.

1813년 무렵에 이르면 하 도의 作畓은 蛤島에서 으로 이루어지고 있

었다. 1813년에 작성된 成冊을 보면 구합도 作人과 斗落數를 기록한 맨 뒤에 “이

상 7石落은 辛未年(1811년)에 新起되었고 아직 3년의 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년에는 과 같이 蘆稅로서 시행하고 明年을 기다려 비로소 打作을 定式으로 

할 것32)”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구합도의 7석락은 1811년 作畓된 것

이었다. 같은 내용의 注記가 신합도의 2필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811년 신합도의 2필지가 作畓 과정을 거치면서 畓으로 변신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신합도 등 하 도의 경우 1832년 무렵이 되면 거의 作畓이 마무

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32년에는 새로운 築堤과정을 거쳐 新蛤島 등지에서 堤垌田 1結 13負 2束을 

마련하고 있었다.33) 새로운 築堤 과정을 거쳐 확보한 堤田을 정리한 德溫公主房

所管平安道平壤府所在新 蛤島古島所當島堤田成冊(奎18871)에 따르면, 筆地別 

長廣尺數 부분에서 기묘한 특색상을 찾을 수 있다. 長尺數가 10여 척에서 수십 척

에 이르기까지 들쭉날쭉인데 비해서, 廣尺數는 거의 부분이 1尺이고 상당수의 

필지가 2척이며 극소수의 필지는 5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필지별 長廣尺數의 수치는 결국 폭 1m 내외이면서 길이 10여m에서 수

십m에 달하는 좁고 길쭉한 필지가 계속 어깨를 맞 고 이어져나가는 모습으로 형

32) 龍洞宮雜成冊(奎22003); 4: 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所當島古島摘奸成冊(癸酉, 1813).

33) 德溫公主房所管平安道平壤府所在新 蛤島古島所當島堤田成冊(奎1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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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시켜볼 수 있다. 정확한 내막은 알기 어렵지만 어도 인 인 경지정리의 

결과물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하는 필지 사이에 농작업

을 진행할 때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 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추정

도 가능하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강 하류 하 도인 신합도, 구합도 

등의 개간과정은 蘆田化, 田畓化 등의 단계를 거쳐 18세기 엽에서 19세기 엽

에 이르는 사이에 거의 완료되고 있었다. 다음에 개간과정에 宮房이 개입하여 宮

房田이 성립되고 변천하던 역사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3. 宮房田의 성립  변천

18세기 말 이후 동강 하류의 河中島인 新蛤島와 주변 蛤島, 所當島 등은 宮

房과 련된 토지로 엮이게 되었다. 신합도 등이 궁방과 연결되어 궁방 이 성립

하게 된 사정은 1794년에 작성된 平安道內平壤府新 蛤島所當島移付內 司成冊
(奎18519)에 잘 나타나 있다.34) 본 成冊은 1794년(正祖 18) 平安道 平壤府에서 同

府에 소재한 新蛤島․ 蛤島․所當島를 內 司로 移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量

案의 기재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신 新蛤島 등이 내수사에 속하게 된 사정과 3

島를 打量하여 作卜, 즉 作負한 내역, 그리고 내수사로 이속하면서 앞으로 행해

야 할 시행 조건을 조목별로 기재하고 있는 成冊이다.

이 成冊에 따르면 1794년 內 司는 新蛤島 蘆田의 田主인 金錫樞에게 新蛤島와 

주변의 蛤島, 所當島 등 총 3개의 섬을 같이 買得하 다. 蘆田의 田主로 나오는 

김석추의 개인 행 이나 활동 내역은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런데 해당 蘆田이 내수

사에게 넘어가기까지 약간의 곡 이 있었다. 에서 소개한 成冊이 바로 그러한 

후 사정을 정리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成冊의 내용을 심으로 新蛤島 등 하 도가 내수사에 소속된 후사정을 정리

할 수 있다. 1793년 9월에 총융청에서 巡營의 보고에 의거하여 民間人 金錫樞(평

양 奈山 거주)가 소유하던 新蛤島(蘆田稅를 平壤府에서 收稅)와 그 泥生處 蛤

島․所當島(外川人과 島民輩가 取食)를 買得하여 屯田을 만들려고 하 다. 이에 

關文을 평양부에 보내 상세하게 타량하여 結數 등을 보고하게 하 다. 평양부에

34) 平安道內平壤府新 蛤島所當島移付內 司成冊(奎1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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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名 周回 長廣尺數 作卜

新蛤島

蛤島

所當島

 周回 2,940步
 周回 1,463步
 周回 1,995步

長 906尺  廣 125尺
長 438尺  廣 105尺
長 665尺  廣 133尺

5結 66卜 2束
2結 29卜 9束
4結 42卜 2束

都合 12結 38卜 3束

<표 1> 1794년 新蛤島, 蛤島, 所當島의 打量 作卜 내역

서 조사하니 신합도는 庚辰年(1760년)에 이미 屬公되어 本府에 소속되어 있고, 구

합도와 소당도의 泥生處는 外川人과 島民輩가 取食하고 있는데, 이는 本主인 金

錫樞의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후 사실을 련 인물을 불러 확인하고 다짐을 

받았다. 그리하여 3島를 총융청으로 이속하려고 하 다. 그런데 內 司에서 총융

청 보다 먼  草記를 올려 允許를 받은 것이 있어서 이에 內 司에서 給價買得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蘆田을 타량하여 四標, 卜數 등을 기재

한 成冊이 마련된 것이었다. 量案에 해당되는 타량성책은 해지지 않지만, 四標

와 卜數 내역은 알 수 있다.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3개 섬의 蘆田을 타량한 

결과는 도합 12結 38卜 3束이었다.

내수사는 新蛤島 등 3개 섬의 蘆田을 매득한 이후 여기에서 蘆稅를 매년 수취

하게 되었다. 新蛤島의 蘆田에서 取食하고 있는 島民들과 外川人은 이미 1760년 

무렵부터 平壤에 蘆稅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수사가 매득하 다고 해도 이

들 입장에서는 蘆稅 납부와 련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물론 

田主가 김석추라는 私人에서 內 司라는 官廳으로 바 고, 私田이던 것이 屯田으

로 변화하면서 공 인 통제를 받게 된 이 달라진 것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蘆田

에서 거둔 수익에 한 收稅額은 내수사에서 이른바 특별히 ‘寧失之政’을 베풀어 

500냥으로 定稅35)하 기 때문에 이 보다 부담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한

편 내수사는 泥生處로서 장차 作畓하기에 당한 곳을 장만하 기 때문에 장래의 

이득을 노릴 수 있었다. 총융청을 어내고 내수사가 국왕의 允許가 사 에 있었

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新蛤島 등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1798년에 이르면 新蛤島 등에 마련된 내수사 宮房田은 龍洞宮으로 이속되었다. 

35) 平安道內平壤府新 蛤島所當島移付內 司成冊(奎1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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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에 작성된 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及所當島屯田畓節目(奎18343-3)

에서 신합도와 구합도, 소당도가 1798년 용동궁으로 이속36)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용동궁으로 이속된 배경에 해서는 “特敎에 따라 慈宮補用을 해”라는 설

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정을 알 길이 없다. 추정하자면 龍洞宮이 본래 

世子宮에 소속된 부 지만, 경우에 따라 王妃 는 大妃의 內帑을 담당하기도 

하 다는 에서, 용동궁의 재정원을 확 하기 한 조처의 하나가 신합도 등을 

내수사에서 용동궁으로 이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내수사에서 龍洞宮으로 이속된 이후 신합도의 蘆田 일부가 作畓되어 垌畓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1806년 무렵 垌畓과 蘆田으로 나뉘어 수취되었음이 분명

하다. 1806년에 작성된  목은 蘆田단계에서 作畓단계로 넘어선 개간과정을 

반 하고 있는데, 垌畓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收稅를 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節目 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作畓處와 蘆田을 타량

하여 御覽成冊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재 양안이 남아 있지 않다.

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及所當島屯田畓節目에 따르면 龍洞宮은 垌畓

에서 1808년 이후 分半打作 방식으로 거둘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취를 

지에서 담당하는 사람으로 監官, 音, 監 를 두었다. 이들에게는 身役 등 雜役에

서 벗어나는 혜택을 내려주었다.37) 신 이들에게 垌畓의 半分打作 상납과 蘆草

의 상납이 지체되지 않도록 애쓰는 책무를 부과하 다. 1820년 에도 계속해서 

신합도, 구합도, 소당도의 할처는 용동궁이었다. 1824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

는 成冊이 內 司庄土文績에 실려 있다는 에서 그 게 볼 수 있을 것이다.38) 

용동궁 할에 놓여 있던 시기인 1824년 무렵 신합도 등의 궁방  경 의 특색

을 龍洞宮秋收冊(奎22041)에 들어 있는 蛤島田畓第次成冊에서 찾아볼 수 있

다.39) 앞서 살펴본 로 分半打作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다른 방식이 개재

되어 있었다. 우선 監官과 監 에 한 私耕으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었다. 

36) 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及所當島屯田畓節目(奎18343-3); 宮屬平安道平壤府所在 新

蛤島所當島 田 即戊午年(1798년) 因特教 慈宮補用次 自内 司移屬本宮.

37) 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及所當島屯田畓節目(奎18343-3); 一 各宮屯土監 之免役 

曾有 朝令通行之規是白如乎 本屯監官 音 監  各一名 依圖署差貼 身役及烟還雜役 一併

下是白齊.

38) 內 司庄土文績(奎19307) 10책, 17번 문서; 甲申正月日草里八里蛤島畓庫均畓成冊.

39) 龍洞宮秋收冊(奎22041) 3冊, 17 蛤島田畓第次成冊; 乙酉, 純祖 2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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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官 2명과, 監  3명에게 총 4石 5升落을 私耕으로 떼어주고 있었다.40) 다음으로 

元地定으로 16필지 56.9두락이 설정되어 있었다. 元地定으로 설정된 斗落數와 監

官 監 의 私耕을 합산하여 제외한 다음, 實給 種子 상지, 즉 용동궁이 차지할 

수 있는 실제 斗落數를 산정해 놓고 있었다. 결국 元地定에 해당하는 16필지의 作

人은 실질 으로 分半打作의 계에 놓인 作人보다 훨씬 부담이 은 계를 맺

고 있었다.41) 이들에게는 용동궁에서 種子를 지 하지 않고 있다는  한 이들

이 용동궁에 내야할 부담이 었다는 것을 알려 다.

용동궁에 소속된 신합도 등의 궁방 에 설정된 元地定과 련해서, 20세기 

반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소작 습 가운데, 평안북도 일부지역에서 시

행된 것으로 해지는 原賭地를 주목할 수 있다. 朝鮮の 作慣習에 따르면 平

安北道 義州郡에 原賭地라는 특수한 소작방법이 있었다. 차지인이 지주와의 계약

에 의해 지주가 소유한 未墾地를 개간하거나 혹은 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築垌

에 조력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토지의 구 인 차지권을 얻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42) 한 토지를 경작 이외의 용도로 변형시켜서 地를 만들 

수도 있었다. 이러한 평안북도 일부 지역의 原賭地의 경우를 고려할 때, 동강 

하류 新蛤島 주변 河中島의 경우도 作畓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었고, 築垌 築堤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에서 용동궁이 일부 작인과 맺고 있던 元地定은 평

안북도의 원도지와 유사한 소작 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추정하자면 作畓 과

정에서 커다란 기여를 한 作人과 궁방을 신하여 田畓의 농업경 을 리 감독

하는 監官 등은 특별한 소작인이었고, 이들은 작인으로서의 권리를 경제 인 측

면(낮은 지 )에서 확보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40) 龍洞宮秋收冊(奎22041) 3冊, 17 蛤島田畓第次成冊; 乙酉, 純祖 25年. 구체 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金士淸과 朴景源이 監官이고, 金希一 洪仁恒 韓用仁이 監 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의 수치와 본문에 제시한 수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알기 어렵다. 
上 제7 12斗落 金士淸 私耕 上韓用俠畓 下金龍甫畓 東金辰采新垌 西蘆田 又 新中 제36 3

斗落 上洪仁恒畓 下金致 畓 東李德三畓 西 浦; 中 제38 10斗落 朴景源 私耕 上金致 畓 

下 金景昇畓 東朴景源家 西朴道恭家 又新下 제48 4斗 5升落 上 金三明畓 下韓宗己畓 東蘆田 

西 浦; 中 제35 11斗落 金希一 私耕 東西蘆田 上朴天實畓 下金士淸畓, 下 제49 10斗落 

洪仁恒 私耕 東中垌 西蘆田 上金士淸畓 下 金時黙畓, 下 제46 10斗落 韓用仁 私耕 上裵宗

烈畓 下韓用仁畓 東中垌 西蘆田.

41) 載寧堰畓節目(奎18288-2)에 따르면 1873년 明禮宮에서 載寧 餘勿坪에 있는 庄土에 해 

元支定이 1/4支定이었다.

42) 朝鮮總督府, 1929 朝鮮の 作慣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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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무렵이 되면 신합도, 구합도와 소당도는 용동궁에서 德溫宮(德溫公主

房)으로 소 처가 변화하 다. 德溫宮은 純祖의 셋째 딸인 德溫公主에 소속된 宮

房을 가리키는데, 덕온공주는 純祖와 純元王后(金祖淳의 딸) 사이에 태어난 세 명

의 공주(明溫, 福溫, 德溫) 가운데 막내 다. 1822년에 태어난 덕온공주는 1834년 

순조가 죽었을 때 아직 下嫁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43) 몇 년 뒤인 1837년(헌종 

3)에 이르러서야 南寧  尹宜善에게 下嫁하 다.44)

덕온공주방에 소속된 토지는 1829년에서 1830년  반 사이에 마련되었다. 순

조는 1829년 3월 셋째 공주의 爵號를 德溫이라 정하여 내려주면서 田結 등을 마

련하라는 왕명을 내렸다.45) 戶曹는 公主房 免稅(田)이 850결인데, 이 에서 250

결은 元結을 無土로 획송하고, 나머지 600결은 本房에서 買得한 土田이나 量外의 

加耕한 有土를 免稅해주는 것이 法典에 들어 있는 定例라고 啓 하 다.46) 호조

의 계언은 續大典에 규정된 公主에게 내려주는 宮房田 定限에 따른 것이었

다.47) 이는 조가 즉 한 직후 마련된 궁방 에 련된 규정에서 유래한 것이었

다. 1725년 11월에 乙亥定式의 규정을 약간 수정하여, 애 에 銀 4,000냥을 획 하

던 것을 2,000냥으로 이고, 5년동안 수송해주던 惠廳米 200석도 100석으로 인 

것이었다.48)

43) 日省  憲宗 원년(1835년) 4월 19일 戊申; 下玄宮, 誌文…王妃 金氏 籍安東 永安府院君 忠

文公祖淳之女 誕二男三女 男長孝明世子 今上卽位 爲翼宗大王 次夭逝 女長明溫公主 下嫁

東寧 金賢根 次福溫公主 下嫁昌寧 金炳疇 俱蚤卒無育 次德溫公主 未筓.

44) 憲宗實  권4, 憲宗 3年 8月 戊午(48-452); 德溫公主下嫁于南寧  尹宜善 純宗大王第三女

也.

45) 日省  純祖 29년(1829년) 3월 6일 庚子; 命第三公主爵號以德溫爲之: 敎曰第三公主爵號 以

德溫爲之 供上及田結等事 依例磨鍊擧行事 分付該曹 又敎曰 政官牌招 開政 德溫公主 爵 下

枇.

46) 日省  純祖 29년(1829년) 3월 6일 庚子;命德溫公主房免稅依丁丑甲申例劃 : 戶曹啓  謹

法典 公主房免稅爲八百五十結 而其中二百五十結 以元結無土劃  六百結 以本房買得土田 

或量外加耕有土  免稅矣 今此德溫公主房免稅二百五十結 以元結劃  待本房望呈擧行 敎以

旣有丁丑甲申已例 今不可異同 八百五十結 卽爲劃 .

47) 續大典 권2, 戶典, 諸田, 宮房田; 新宮 後宮 八百結 大君公主 八百五十結 王子翁主 八百結 

此卽諸宮房在世時之 也 ○ 宮 後宮 二百結 大君公主 二百五十結 王子翁主 二百結 此卽祭

位條 限四代.

48) 英祖實  권2, 英祖 卽位年 11月 4日 甲辰 (41-420); 甲辰 戶曹啓曰 新設宮家田畓二百結 

元結中自本房望呈後定給 銀子四千兩劃給 而宮庄未備前 太一百石及宣惠廳米二百石 限五年

輸 事 曾於乙亥年 大臣陳達定式矣 今敬義君 旣已 爵 請依此擧行 上曰 新設宮家 雖不可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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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大典에 수록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호조의 啓 에 해서, 純祖는 丁丑

年(1817년), 甲申年(1824년)에 前例가 이미 있었다는 이유를 면서, 850結 모두 

元結로 획송할 것을 요구하 다. 宮房에서 250결 無土 이외에 600결을 스스로 마

련하여 免稅를 받는 것은 새로운 농경지의 창출과 면세 혜택의 부과가 결합된 것

이었다. 하지만 250결이 아니라 850결을 모두 元結로 내려주게 되면, 宮房은 600

결을 스스로의 힘으로 어렵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戶曹로 귀속될 元結

의 田稅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호조를 비롯한 조정 신이 850결을 모두 

元結로 내려주라는 純祖의 요구에 반 하는 것은 당연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純祖가 850결 모두 無土로 요구한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덕온궁에 850결을 元結로 내려주는 문제가 제기되기 몇 년 인 1824년에 元結 

結數와 련된 논란이 벌어졌었다. 1824년 당시 순조는 宮房의 田結 가운데 代數

가 멀어서 戶曹로 出給된 것 가운데 600결을 淑 房에 移 하라는 명을 내렸다. 

戶曹는 元結 200결을 이미 획송하 고, 本房(淑 房)에서 買得하여 免稅받은 것은 

13여 결인데, 지  600결을 더해주면 無土가 800결이 되어 經法에 어 난다고 반

하 다. 이때 순조는 600결을 有土로 마련하는 것이 재의 상황에서는 充給할 

도리가 없고, 한 앞서 明溫宮(純祖의 長女)에 元結을 추가로 내려  것도 이 때

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 下敎 로 거행할 것을 지시하 다.49) 淑 房에 600결 無

土를 추가로 내려주는 일이 일어나기 인 1822년 무렵에 明溫公主房에 이미 元

結을 추가로 내려주는 사례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순조는 명온공주방에게 

250결 元結 이외에 600결을 望定하는 것은 백년하청이니 먼  850결을 먼  획송

하고, 앞으로 代數가 먼 宮家에서 出稅해야할 것과 量外 加耕 등으로 체하면 될 

것이라고 下敎하 다.50) 순조는 2년이 지난 1824년 숙의방에 내려  田結에 해

서도 같은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다. 결국 1829년 순조의 요구 로 덕온

공주방에도 면세결 600결이 추가로 劃 되었다.51) 한 田畓을 買得하는 데 쓸 銀 

2,500냥도 代錢하여 획송하 다.52) 이와 같이 명온공주방, 숙의방 등과 마찬가지

로 덕온공주방에서도 買得하여 면세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

念 經用亦不可不顧 銀減二千兩 米減百石輸  而結數事 後日筵中 當下敎矣.

49) 日省  純祖 24년(1824년) 1월 6일 庚午; 命各宮房代遠田結出稅中六百結移劃淑 房.

50) 日省  純祖 22년(1822년) 9월 5일 丙子; 命明溫公主房結數 自地部準劃.

51) 日省  純祖 29년(1829년) 3월 7일 辛丑; 戶曹 以德溫公主房免稅六百結 加劃 啓.

52) 日省  純祖 29년(1829년) 3월 12일 丙午; 地部 以德溫公主房田畓價銀 代錢 輸 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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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순조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덕온공주방에 無土로 850결을 내려주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덕온궁의 입장에서 볼 때 순조의 극 인 지원으로 1829년 元結 免稅 즉 無土

免稅 850결을 확보하 다. 그리고 덕온궁은 여기에 더해서 호조에서 내려  銀 

2,500兩으로 田畓을 매득하여 宮房 田結 즉 有土宮房田을 확보할 수 있었다. 1831

년 덕온궁이 동강 하류 河中島인 新蛤島 등을 매득하는 데 호조에서 내려  재

원을 활용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1831년에 德溫宮 書題所 앞으로 작성된 土地

賣買文記가 內 司庄土文績에 실려 있다.53) 書題는 內 司의 경우 20人이나 소

속되어 있었다는 에서 덕온궁의 실무를 수행하는 書吏 을 것으로 보인다. 財

主는 洪同敦寧 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홍동돈녕 이 구체 으로 구인지 확인

할 만한 주변 자료를 찾지 못하 다. 다만 몇 가지 추정한다면 먼  敦寧府의 종2

품직인 同知事를 역임한 洪아무개가 어도 왕실의 外戚의 일원일 것이다.54) 그

리고 淑善翁主와 혼인한 永明  洪顯周 집안과 련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만 추

정할 수 있다. 

德溫宮 書題所 앞으로 작성된 토지매매문기 내용에 “龍洞宮에 속해 있다가 賜

받은 畓으로 평안도 평양 草里에 伏在하고 있는 新 蛤島  所當島 畓 63石落 

11斗落只, 蘆稅 錢 233兩 7錢 곳  泥生處”라고 田畓 유래를 소개하고 있어 용동

궁에서 洪同敦寧 으로 賜 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덕온궁은 錢文 

12,000냥에 매득하면서 成冊 4件, 節目 1度, 圖署 1度, 完文 1度, 所志 1張, 圖形 

1張 등을 아울러 확보하고 있었다.

덕온궁은 洪同敦寧 에서 매득한 신합도 등에 소재한 畓 63石 11斗落에 해당하

는 토지와 蘆田, 그리고 泥生處에 해서 1832년에 새로운 量案을 작성하 다. 平

壤庶尹과 內 司 원이 같이 改打量하여 만든 양안이 바로 德溫公主房所管平

壤府所在新 蛤島古島所當島田畓改打量成冊(奎18872)이다. 1832년(純祖 32년) 

平安道 平壤府(新蛤島‚ 古島‚ 蛤島‚ 所當島) 소재 德溫公主房 소속 田畓을 平壤

府에서 內 司와 함께 改打量하여 작성한 量案이다. 앞쪽에 島別 체 토지(垌畓‚ 

蘆田‚ 泥生處 등)에 한 長廣의 측량기록이 있고 다음에 각 耕作田畓에 하여 

각 筆地마다 地番․量田方向․地形․地目․長廣尺․結負數․時作人이 기재되어 

53) 內 司庄土文績 10책, 73번문서; 道光十一年-辛卯-五月日德溫官書題所前明文; 財主 洪同

敦寧 奴福人, 證 洪綾州宅 奴 範伊 洪判官宅 奴 允哲 趙相廉, 筆 金命服.

54) 經國大典 권1, 吏典, 敦寧府; 王親外戚之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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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名 垌畓 長廣尺數 作卜 蘆田 長廣尺數 作卜

新蛤島

周回3,270步

垌畓
長850 上廣 82 下
廣75

6結 67卜 2束 東蘆田 長90 廣27 12卜 2束

北蘆田 長890 廣14 62卜 3束

古島

周回393步
垌畓

長100 上廣 22 下
廣51

    36卜 5束

蛤島

周回1,412步

垌畓
長293 上廣42
中廣110 下廣42

1結 89卜 6束 南蘆田 長293 廣19 27卜 8束

西蘆田 長68 廣35 11卜 9束

北蘆田 長152 廣7 5卜 3束

所當島

周回2,465步
垌畓

長780 上廣 66
中廣150 下廣56

7結 7卜 5束 南蘆田 長800 廣16 64卜

소계 16結 8束 1結 83卜 5束

<표 2> 1832년 新蛤島 등 4島 垌畓과 蘆田 改打量내역(道光十二年二月日德溫公主房所

管 平壤府所在 新 蛤島古島所當島田畓 改打量成冊 奎18872)

있으며‚ 字號․土地等級․四標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55)

1832년에 작성된 양안인 德溫公主房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古島所當島田畓

改打量成冊(奎18872)의 앞부분에 들어 있는 垌畓과 蘆田의 측량 내역을 정리하

면 다음 <표 2>와 같다. 당시 4개 島는 서로 連接해 있는 상태 는데, 四標는 東은 

碧只島, 西는 保山鎭, 南은 中和永津, 北은 伊 島로 기재되어 있다.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1832년 단계에서 새로 타량하여 확인한 結負數는 

垌畓 16結 8속, 蘆田은 1結 83負 5束 다. 垌畓과 蘆田은 결부수 산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長廣尺數만 놓고 볼 때 蘆田의 결부수는 垌畓의 1/2에 불과하 다. 

古島의 垌畓의 경우 長100尺 × (上廣 22척+下廣 51拓) / 2 = 3700尺², 따라서 37負

인데  표의 作卜수치를 보면 36卜 5束로 되어 있다. 그런데 新蛤島 東蘆田의 결

부수 산정을 한 계산을 해보면 長 90尺×廣 27尺=2430尺²이어서 24부 3속이어야 

하는데, 作卜되어 있는 수치는 12卜 2束이다. 즉 1/2로 여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

다. 여기에 나 에 蘆草를 심을 곳으로 간주하던 泥生處가 新蛤島 北邊에서 浦를 

55) 德溫公主房所管平安道平壤府所在新 蛤島古島所當島堤田成冊(奎18871), 德溫公主房所

管平安道平壤府所在新 蛤島古島所當島田畓改打量成冊(奎18872) 조낙  해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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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는 곳의 上端과 下端에 있었다. 의 계산방식을 따르면 上端 30負, 下端 

43負 정도의 크기 다.

신합도 등의 畓의 체 규모를 략 찾아볼 수 있다. 1806년 당시 分半打作의 

원칙만 제시하 을 뿐이어서 畓의 체 규모를 알기 어렵다. 하지만 1813년에는 

총 71석 5두락의 畓이 조사되었고, 1832년에는 59석 10두락에 달하 다.56) 1813년 

두락수와 1832년 두락수 사이에 石數 수치가 어든 것은 1석의 斗數 악 방식

이 양 시기 사이에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즉 1813년은 1石 = 15斗로 

계산한 것이고, 1832년은 1石 = 20斗로 계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다시 두락으

로 환산하면 1813년은 1,070두락지에 해당되고, 1832년은 1,190두락지에 해당된

다. 즉 20여년 사이에 畓의 두락수가 120두락 증가한 것이었다. 1813년의 경우 各

島별로 두락수를 정리해 보면 구합도 7석락지, 신합도 35석 8두락지, 소당도 28석 

12두락지 등이었다.57) 

1832년에 작성된 德溫宮所管平壤府所在蛤島田畓作人姓名及落種成冊(壬辰, 

1832)에서 당시 궁방  경 의 일단을 찾아볼 수있다. 이 成冊에서도 앞서 잠깐 

나왔던 元地定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성책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도합 종자

가 59석 10두이고, 그 가운데 3石이 監官 2人 監  3名의 私耕, 2석 8두 5승이 元

地定, 이에 따라 實給種子는 53석 11두 5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元地定은 앞에

서도 살핀 바와 같이 특별한 소작 행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신합도 지역의 소작 습과 유사한 부분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作に關する慣習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58) 이 보고서에 特種 作을 소개하

고 있는데, 永 作의 性質을 갖는 特種 作의 하나로 第4款 江西郡에서의 轉賭地 

습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의 실례로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蛤島 

즉 新蛤島의 주변 하 도에 한 것이었다. 轉賭地는 구 인 借地임과 동시에 

地代가 매우 렴하고 한 地主의 승낙 없이 借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轉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다.59) 앞서 원지정을 살펴보면서 생겨난 의문 은 

56) 龍洞宮雜成冊(奎22003); 5: 德溫宮所管平壤府所在蛤島田畓作人姓名及落種成冊(壬辰, 1832). 
이 책에 한 규장각 목록의 서지사항은 1892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1832년으로 정정되어

야 할 것이다.

57) 龍洞宮雜成冊(奎22003); 4: 龍洞宮所管平壤府所在新 蛤島所當島古島摘奸成冊(癸酉, 1813).

58) 朝鮮總督府, 1930  作に關する慣習調査書.

59) 朝鮮總督府, 1930  作に關する慣習調査書. 賭地放賣文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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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정 이외의 토지의 경우도 蘆田의 作畓化단계에서 作人의 노동력의 개별 , 

집단  투하가 개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分半打作이라는 소작조건으

로만 그러한 작인의 노동력 투자에 당한 가지 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문 이

었다. 이 의문 은 蛤島에서 시행된 것으로 일제시기에 조사된 소작 습에 보이

는 轉賭地의 행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용동궁 목 

등의 자료에 나오는 分半打作은 作料의 측면에서 일반 소작 계에서의 分半에 

비해 훨씬 부담이 은 것이었고, 한 그러한 소작료를 감당하는 作人은 자신이 

갖고 있는 借地權을 구 인 것으로 행사하면서, 한 차지권 자체를 매매하거

나 轉貸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앞에서 나온 ‘實給種子’라는 목도 作人의 

입장에서 훨씬 우 받는 조건이었다는 을 추가로 지 할 수 있다.60)

1844년 덕온공주가 사망한 뒤에 덕온궁의 田結이 어떻게 변동하 는지 분명하

게 악하지 못하고 있다. 덕온공주는 1837년에 尹致承의 둘째 아들 尹宜善과 혼

인하 지만,61) 혼인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1844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덕

온공주가 사망한 뒤에 德溫宮이라는 궁방의 존립 기반인 田結의 구성에 변동이 

찾아왔을 것은 분명한 것이었다.

덕온궁의 체 田結 구성 변동 내역은 알기 어렵지만, 新蛤島 등 河中島 토를 

매득하여 창설한 垌畓, 蘆田 등에 처분에 한 것을 알 수 있다. 1854년에 작성된 

土地賣買文記와 牌旨가 앞서 살펴본 內 司庄土文績 제10책에 들어 있다. 牌旨

는 덕온궁에서 庫直處에게 내려  것인데 “無他라 평안도 평양 草里에 伏在한 신

구합도  소당도 畓 63石落 11두락으로 賭地 290석, 蘆稅錢 700냥인 곳과 四面 

泥生處를 準價 12,000냥을 받고 納宮한 후에 願買人處에 量案成冊  新 文券을 

아울러 成文하여 후에 準據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62) 德溫公

主房 庫直은 이 牌旨를 근거로 토지매매를 성사시켰는데, 그 文記도 같은 책에 수

光緖三年 丁丑 十二月 二十三日 賭地明文; 右明文爲卧乎事段 以要用所致 蛤島所當島員 乾

畓賭地 柒斗落只庫 四標段 東金鳳奎畓 南金允伯畓 西間浦 北韓公律畓爲等如 標內㐣 價折錢

文捌拾肆兩 準數捧上是遣 金鳳奎處永遠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之隅 則以此文記卞正事; 賭
地放賣主 韓益勳 証 韓啓美 筆 韓應錫.

60) 본 논문은 동강 하류의 하 도가 개간 과정을 거쳐 田畓化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토지소유

계와 농업경 형태의 특색에 한 분석이 아직 불충분하다. 추후에 原地定, 轉賭地의 형성

과정과 성격, 그리고 여타 소작형태와의 계 등에 해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61) 德溫公主嘉禮謄錄(한국학 앙연구원 藏書閣, k2-2631).

62) 內 司庄土文績(奎19307) 10책, 118번 문서; 庫直處(作成  德溫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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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18년 지형도에 보이는 蛤島 부근(종로도서  소장)

록되어 있다. ｢咸豊四年-甲寅-十二月日前明文｣이라고  있을 뿐이라 매수인이 

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문기의 내용은 앞선 牌旨에 “量案 1卷, 成冊 4卷 節目 

2度, 完文 1度, 圖署 1度, 圖形 1張, 牌子 1島, 所志 1張, 文記 1張, 新文記 1張, 

新圖署 1度를 아울러 구히 放賣한다”는 내용이 더해진 것이었다.63) 2건의 문서

를 통해 덕온궁은 1854년에 12,000냥을 받고 신구합도 등 토를 賣渡하 다는 

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지형도 속의 蛤島 부근이다. 蛤島 서

쪽 강 건 에 保山鎭이 자리하고 있던 保山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동강 

간에 형성된 하 도의 모습도 분명하고, 한 섬 간에 築垌의 흔 도 찾아볼 수 

있다.

63) 內 司庄土文績(奎19307) 10책, 75번 문서; 咸豊四年-甲寅-十二月日前明文(財主 德溫公主

房庫直李元栽, 證人 折衝 崔昌鎭, 筆執 金世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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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본문에서 조선 후기 동강 하류 新蛤島 등 하 도의 개간과정과 궁방 의 성

립 변천, 경 의 특색을 정리하 다. 본문의 주요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반 이후 동강 하류 신합도 등 河中島의 개간 과정은 18세기 엽 이

에 첫 번째 단계인 泥生處의 형성단계가 거의 완료되었고, 한 두 번째 단계인 

泥生處의 蘆田化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니생처의 형성단계에서 입안을 통해 소유

권 확보과정이 결부되어 있었다. 개간과정의 셋째 단계인 蘆田의 作畓化 과정은 

19세기 반인 1804년 이후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1813년과 1832년 사이에 큰 畓 

斗落數의 증 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1813년 무렵에 蛤島의 作畓이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832년 무렵이 되면 거의 作畓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新蛤島와 주변 泥生處인 蛤島 그리고 所當島는 1794년 내수사에 소속되었다. 

內 司는 新蛤島 蘆田의 田主인 金錫樞에게 新蛤島의 주변의 泥生處인 蛤島, 

所當島 2섬을 같이 매득하 다. 蘆田에서 蘆稅로 매년 500냥씩 수취하 다. 몇 년 

지나지 않은 1798년 龍洞宮으로 이속된 이후 新蛤島 등에 마련된 宮房田은 1808

년 무렵부터 垌畓과 蘆田으로 나뉘어 수취되었다. 당시의 수취방식은 分半打作 

방식이었다. 하지만 監官과 監 에게 私耕을 4석여 정도 할애해주고 있었다. 한 

元地定으로 16필지 56.9두락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소작료 측면에서 매우 

렴한 조건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31년 무렵 신구합도와 소당도는 德

溫宮(德溫公主房)에서 할하게 되었는데, 이는 洪同敦寧 이라는 인물로부터 買

得한 것이었다. 그 사이 1813년에 1,070두락지 던 것이 1832년에 1,190두락지로 

크게 증 되어 있었다.

신합도 지역의 소작 습은 元地定의 행이 존재한다는 , 조선총독부의 조사

자료에 轉賭地 습이 시행되던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 蘆田의 作畓化단

계에서 作人의 노동력의 개별 , 집단  투하가 개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는  등으로 볼 때 作料의 측면에서 일반 소작 계에서의 分半에 비해 훨씬 

부담이 었을 것이고, 한 소작료를 감당하는 作人이 자신이 갖고 있는 借地權

을 구 인 것으로 행사하면서, 한 차지권 자체를 매매하거나 轉貸하고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實給種子’라는 부분도 作人의 입장에서 훨씬 우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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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덕온궁 할 아래에 있던 新蛤島 등 주변 河中島는 1854년에 다시 소속처

가 바 었다. 이상에서 동강 하류 하 도의 개간과정과 궁방  형성 변천 경

의 특색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앞으로 동강 하류 河中島 개간처에 한 농업경 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간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소유 계의 변화, 

그리고 이와 결부되어 있는 地代의 변동, 한 소속처의 변화와 연결된 농업경

방식의 변화 등에 한 검토를 수행하려고 한다. 본 논문의 미흡한 에 해 앞

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질정을 받아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 를 갖고 있다.

논문투고일(2010. 10. 25), 심사일(2010. 11. 26), 게재확정일(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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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lamation of River Islands at Lower Daedong River and Transition 
of Gungbangje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Yeom, Jeong-Sup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process of reclamation of river islands at lower 

Daedong River and transition of Gungbangje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Since the 

middle of 18th century, the first step of reclamation of river islands at lower Daedong 

River was completed. Around that times formation of new mud on the shores (泥生處) 

formed two or three river islands at lower Daedong River. The next step was making 

mud on the shores into paddy field (作畓化) around the early 19th century. 

In 1794, Naesusa (Competent Authorities Of Royal Family Finances) purchased two 

or three river islands at lower Daedong River from named Kim, Seokchoo, it was 

named formation of Gungbangjeon (宮房田). Since then Naesusa recieved 500nyang(a 

unit of old Korean coinage) under the name of reeds from peasant lived there. That 

two or three river islands at lower Daedong River transfered from Naesusa to 

Yongdonggung (龍洞宮) at 1798. Around 1831, Deokongung (德溫宮), the third 

daughter of Sunjo (純祖), purchased those islands from Hong family. But we cannot 

make clear how Hong family acquised those islands and from whom. Around that 

times paddy filed enlarged on a large scale, finally they reached to 1,190 Majigi (a 

patch of field requiring one mal of seed) at 1832. We could find peculiar form of land 

rent from those islands.

Keywords: River Island 河中島, Field of Reeds 蘆田, Bank-Building 築垌, Making 

Paddy Field 作畓, Gungbangjeon 宮房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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