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개  검토의 필요성

2. 자료의 성격과 구성

3. 가능한 연구 사례: 국유지의 이속과 

분정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國有地調査書(抄)에 대하여*1)

조  **

 

록: 이 에서는 국사편찬 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유일본 국유지조사

서( )의 체 구성과 내용에 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나아가 국유지

의 이속과 분정에 한 사례를 경선궁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궁방 을 포함

하는 역둔토의 20세기  상황에 한 연구에서 감안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 다. 1997년에 김재호에 의해 학계에 소개된 국유지조사서( )에 

한 반  재검토를 뒤늦게나마 수행함으로써 향후 련 분야의 연구가 

진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국유지조사서( )의 산 DB를 다각

도로 활용한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핵심어: 국가재정, 국유지, 궁방 , 역둔토, 경선궁

1. 소개  검토의 필요성

國有地調査書(抄)는 국사편찬 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筆寫本으로서1) 1997년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

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청구기호는 “KO 中B13G 31”이며, 국사편찬 원회 자도서 (http://library.history.go.kr)에서 

온라인으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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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金載昊에 의해 학계에 본격 으로 소개되었다.2) 당시 그의 심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 분쟁의 심에 있었던 소  “第2種 有土” 문제와 련

하여 조선후기 宮房田(宮庄土)의 소유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해 국유지조사서( )에 수록되어 있는 궁방 의 地代 정보를 수량 으로 분석

하 던 것이다. 제2종 유토의 일반  별 기 을 확보하기 해 ‘지 ’를 기 으

로 삼아서는 곤란하다는 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는 에서 궁방  연구에서 

하나의 劃期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만하다.

김재호의 연구 이후 국유지조사서( ) 는 기타 련 자료를 통해 궁방 의 

지  수 에 해 심도있게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그가 

소개한 국유지조사서( )의 자료  특징과 수록 정보의 일반  검토 내용3)이 

많은 연구자의 심을 끌었다. 이는 국유지조사서( )가 궁방 에 한 집계 정

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원천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왕실재정의 운

 실태에 보다 근 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가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최

근 개된 일련의 연구에서 궁방 의 각궁별 규모를 확인하는 데에 국유지조사

서( )를 활용하 는데,4) 특히 궁방 의 말기  형태 는 한제국기 궁방 의 

황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에서 그 자료  의의가 더욱 크다.

그런데 국유지조사서( )의 내용 에서 김재호가 소개한 부분은 內 司 이

하 10개 司․宮(소  一司九宮)의 궁방 에 한 내용에 한정되었으며, 衙門이나 

殿․陵 등과 련된 기타 국유지에 한 정보의 수록 상황을 포함하여 국유지조

사서( )의 체 구성이나 내용이 어떠한지에 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 최근 진

되고 있는 조선후기( 한제국기 포함) 재정사 연구의 심화를 해서는 왕실재

정을 비롯한 앙  지방재정 일반에 한 포  근이 요구되므로5) 련 자

 2) 金載昊, 1997 ｢韓末 宮房田의 地代 ― 國有地調査書抄의 分析 ―｣,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金鴻植 外), 민음사, 249-296면.

 3) 의 논문, 257-272면.

 4) 趙映俊, 2008 ｢18世紀後半~20世紀初 宮房田의 規模, 分   變動｣, 朝鮮時代史學報 44, 
175-223면; 朴性俊, 2008 ｢ 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과 황실 재정 정리｣, 歷史敎育 
105, 99-135면; 심재우, 2009 ｢조선후기 宣禧宮의 연 과 소속 庄土의 변화｣, 朝鮮時代史學

報 50, 189-226면; 이성임, 2009 ｢조선후기~ 한제국기 江華島의 宮房田 설치와 운 ｣, 조
선후기~ 한제국기 인천지역 재정사 연구(조낙  외), 인천학연구원, 161-233면; 양선아, 
2011 ｢18․19세기 도장 경 지에서 궁방과 도장의 계｣, 한국학연구 36, 167-196면.

 5) 조 , 2010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구조와 규모: 1860년  1司4宮의 재정수입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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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조사와 정비는 불가결하다. 따라서 이 에서는 국유지조사서( ) 체를 

상으로 자료의 구성과 수록 내용을 소개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련 연구의 양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자료의 성격과 구성

김재호가 소개한 바와 같이6) 국유지조사서( )의 작성 주체는 조선총독부 

추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작성 시기는 1915년 이후, 작성 목 은 구 조사의 일

환으로 악된다. 궁방 에 한 수록 내용은 황실재산이 국유화된 1908년의 직

 시 의 상황을 하고 있으며, 필사의 상이 되었던 원본 문서가 존재하 다

면 아마도 임시토지조사국 단계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자료의 일반  성격에 한 이해에 하여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렵

다.7) 다만 이 에서는 궁방  련 수록 내용이 체에서 차지하는 상이 어떠

하 는지를 포함하여 이 자료에 한 반 인 재검토를 통해 련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한 보다 상세한 해설을 하고자 한다.

우선 확인되는 사실 의 하나로서 국유지조사서( )가 독립된 하나의 문건

이 아니라는 을 들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유지조사서( )는 두 

개의 끈으로 엉성하게 묶여진 假綴本이다. 가철본이라는 사실 자체는 문건의 독

립성 여부와 무 하지만, 문건의 제목에 포함된 “抄”라는 표 에서 유추되는 발

췌․필사본이라는 과 함께 고려하자면, 어떤 목 에 의해 임시로 작성된 문서

라는 을 부각시킬 수는 있다.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근─(이헌창 편), 서울 학교출 문화원, 134면
에서는 “ 앙재정을 상으로 본격 인 심화연구를 진행하기 해서는 屯田이나 驛土 등 면

세결을 기반으로 한 여타의 재정기 을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한 바 있다.

 6) 金載昊, 앞의 논문, 258면.

 7) 이 자료( 는 원본 문서)의 작성 시기에 한 직 인 정보가 다음과 같이 세 군데에 걸쳐 

등장한다는 을 덧붙이고 싶다. ① 訓鍊屯 에서 강원도 고성의 三日浦屯은 癸酉年(距今 

41年)에 폐지되었다. ② 禁屯 에서 한성 동부의 焰硝廳基垈는 乙丑年(距今 50年)에 農圃로 

移屬되었다. ③ 摠戎屯 에서 평안남도 유의 德池屯은 원래는 糧餉廳에 속했지만 肅宗朝 

癸丑年(顯宗朝 아닐까? 距今 241年)에 移屬되었다.  친 세 가지 정보를 통해 환산해 보

면 1914년 는 1915년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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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끈으로 가철

 

그림 1. 國有地調査書(抄)의 표지(앞․뒤)

이와 같이 임시로 묶어 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 의 하나로서 국유지

조사서( )가 “別表”의 모음이라는 을 지 할 수 있다. 가장 앞에 나오는 糧餉

屯으로부터 가장 뒤에 나오는 歷代殿陵에 이르기까지의 각각이 모두 개별 인 별

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짝수 면의 공간을 공란으로 남기더라도 반드시 홀수 면에

서 새로운 별표가 시작되고 있다는 에서 각 별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그

림 2 참조). 각 별표에서 찰되는 필체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

 작성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한 각 별표에서 필사와 동시에 작성된 제목은 

없으며, 가철을 후하여 각 별표의 모든 홀수면 우측 하단에 별표의 제목에 해당

하는 분류명을 일  기입하여 편의를 확보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별표가 

총 57개이며(표 1 참조), 이를 한데 묶어 놓은 것이 국유지조사서( )이다. 요컨

, 국유지조사서( )는 어떤 원본 문서로부터 “별표”만을 추출하여(“抄”) 모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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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분류명의 치

 

짝수 면의 공백

 

    그림 2. 각 別表의 첫 면(양향둔․훈련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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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명 둔수 연번 분류명 둔수 연번 분류명 둔수

1 糧餉屯** 193 20 鎭營屯 6 39 司畜屯 2

2 訓鍊屯 33 21 所屯 19 40 內資屯 7

3 武衛屯* 12 22 宗親府屯 9 41 內贍屯 3

4 禁屯 28 23 議政府屯 5 42 掌苑署屯 25

5 御屯 15 24 敦寧屯 7 43 司圃屯 33

6 摠戎屯 42 25 忠勳屯 104 44 活人署屯 4

7 龍虎屯** 17 26 義禁府屯 3 45 各郡官屯附各庫屯 393

8 壯勇屯 4 27 戶曺屯 12 46 各驛官屯 5

9 監營屯 64 28 常平廳屯 11 47 各廳屯 69

10 摠理營屯 31 29 均役廳屯 17 48 四砲屯 75

11 守禦屯 43 30 奎章閣屯 15 49 欄護屯 4

12 管理營屯 2 31 成均館屯 28 50 軍田 57

13 鎭撫營屯 10 32 奉常司屯* 5 51 義僧屯 1

14 鎭禦營屯 2 33 司甕院屯 3 52 津夫屯 8

15 統營屯 27 34 司僕屯* 5 53 烽臺屯** 16

16 兵營屯 30 35 軍器屯 4 54 撥所屯 4

17 水營屯 26 36 掌樂屯 1 55 書院土 39

18 防營屯 2 37 繕工屯 2 56 內 司 ***

19 各鎭屯 146 38 氷庫屯 2 57 歷代殿陵 ***

* 분류명의 誤字를 바로 잡은 것: 武衙屯(연번 3), 奉常寺屯(연번 32), 四僕屯(연번 34). ** 
이체자를 정자로 체한 것: 粮餉屯(연번 1), 龍乕屯(연번 7), 烽䑓屯(연번 53). *** 56, 57
번째 별표는 표 2 참조.

표 1. 國有地調査書(抄)에 포함된 별표의 편철 순서  분류명과 屯數

57개의 별표가 편철된 순서에는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컨  각 

별표가 련된 기 간의 계와 유 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분의 분류명에서는 순서에 한 기재가 보이지 않지만, 세 번째 별표에서는 

외 으로 “三. 武衙屯”이라 하여 번호를 명기하기도 하 다. 한 군사 련 기

이 앞에 나오고 일반 衙門은 그 뒤에, 그리고 왕실 계 기 은 맨 뒤에 치하고 

있다는 이 그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45번째 별표의 분류명은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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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호의 치

그림 3. 56번째 별표 내의 각 宮號 구분 사례(수진궁)

“惠民署屯”이라고 었다가 다시 “各郡官屯附各庫屯”으로 수정하 는데, 이는 기

의 순서상 혜민서가 44번째의 활인서의 뒤에 속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었다가 혜민서의 둔 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게 되어 정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56, 57번째 별표에 등장하는 기 들은 왕실에만 계된 곳이라는 에서 1번째

부터 55번째의 기 들과 다르다. 56번 별표의 경우, 분류명은 “內 司”로 되어 있

지만 그 내용에는 내수사 이외의 각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상단의 여백에 宮號

를 어서 구분하고 있다(그림 3 참조). 57번의 “歷代殿陵” 역시 마찬가지이며, 양

자에 포함된 司․宮 는 殿․陵 등의 목록  田畓數는 표 2와 같다.8)

다음으로, 각각의 별표가 서로 간에 형식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 

확인된다. 체 별표를 기재 형식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별할 수 있다. 우선 유형 1의 경우 가장 많은 별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8) 표 2의 답수에는 통상의 田이나 畓 뿐만 아니라 火田, 家垈, 蘆田, 柴場, 草坪, 菜田, 栗園, 
水芹畓 등 다양한 地目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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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
답

수
연번 기

답

수
연번 기

답

수
연번 기

답

수

56-1 內 司 299 12 義陵 2 33 康陵 11 54 裕陵 1
2 壽進宮 169 13 純陵 2 34 穆陵 6 55 康園 8
3 明禮宮 175 14 定陵․和陵 4 35 章陵 5 56 昭寧園 1
4 於義宮 57 15 達元陵 3 36 長陵 4 57 綏吉園 1
5 龍洞宮 79 16 齊陵 6 37 徽陵 8 58 綏慶園 7
6 毓祥宮 53 17 貞陵 3 38 寧陵 5 59 徽慶園 2
7 宣禧宮 49 18 厚陵 4 39 崇陵 8 60 昌園 2
8 景祐宮* 58 19 獻陵 3 40 明陵 7 61 昭慶園 1
9 慶善宮 56 20 英陵 3 41 翼陵 3 62 永懷園 3
10 英親王宮 94 21 顯陵 4 42 懿陵 6 63 懿寧園 3

57-1 肇慶廟 2 22 莊陵 5 43 惠陵 4 64 孝昌園 14
2 肇慶壇 5 23 恩陵 3 44 元陵 4 65 濬慶墓 2
3 慶基殿 1 24 光陵 4 45 弘陵 3 66 永慶墓 2
4 璿源殿 3 25 敬陵 3 46 永陵 9 67 燕山君墓 1
5 咸 本宮 9 26 昌陵 7 47 隆陵 4 68 光海君墓 1
6 永 本宮 8 27 恭陵 8 48 健陵 3 69 懷墓 1
7 穆淸殿 9 28 陵 2 49 仁陵 6 70 成墓 1
8 華寧殿 2 29 靖陵 5 50 綏陵 15 71 大嬪墓 2
9 德陵․安陵 6 30 溫陵 3 51 形陵 8 72 和嬪墓 1
10 智陵 3 31 禧陵 14 52 睿陵 4 73 宣嬪墓 5
11 淑陵 4 32 泰陵 25 53 洪陵 67 74 慶嬪墓 0

주: 과 답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계산하 으므로 金載昊, 앞의 

논문, 257면에서 “모두 784처의 궁방 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한 것과 차이가 있음. 
그 게 계산한 사․궁의 궁방  수 합계는 1,089처이며, ․능 등의  수 합계는 

413처임. * 景佑宮으로 되어 있어 바로 잡았음.

표 2. 56․57번째 별표에 수록된 司․宮 는 殿․陵 등의 목록

방식으로서 “道名”, “郡名”, “屯名”, “備 ”의 네 가지만으로 기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9) 유형 1 에서 특이한 사례로는 55번째 별표의 書院土가 있는데, 

屯名 신에 書院( 는 祠)의 명칭과 書院土( 는 祠土)의 명칭이라는 두 가지 항

목을 기재하고 있다.

 9) 형식 으로 그 다는 것이지 모든 내용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여기서의 유형 

분류는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드의 구분 여부만을 기 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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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성요소 사례수 별표*

1 道名, 郡名, 屯名, 備 27
9, 13, 21-24, 29-30, 33-36, 38-42, 44-46, 
49-55

2 道名, 郡名, 屯名, 設定方法, 備 26 1-8, 10-12, 14-20, 25-28, 31, 43, 47-48

3 면   납입정보를 포함 4 32, 37, 56, 57

* 별표 번호는 표 1의 연번을 가리킴.

표 3. 체 별표의 기재 유형별 분류

다음으로 유형 2는 유형 1의 형식에 “設定方法”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다섯 

가지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두 가지 외가 있는데, 20번째 별표의 鎭

營屯에서는 설정방법 신에 主管廳名이 들어가는 형식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47번째 별표의 各廳屯에는 설정방법과 주 청명이 모두 들어가는 여섯 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넓게 보아 유형 2의 범주로 악하 다.

유형 3은 유형 1  유형 2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로서 상사둔, 선공둔, 내수

사, 역 릉의 4개 별표에 해당한다. 이들의 공통 은 면 이나 납입에 한 정

보를 기재하고 있다는 이다: ① 별표 32의 奉常司屯은 (ㄱ) 奉常司屯과 (ㄴ) 籍

田으로 구분되어 있다. (ㄱ) 상사둔은 유형 1에서와 같이 도명, 군명, 둔명, 비고

의 형식인데 비하여, (ㄴ) 의 경우에는 籍田(東․西), 種目, 面積, 結數, 賭額, 

備 로 구성되어 있고, 背面에는 12곳의 필지에 하여 동․서 구분, 답두락일

경수, 토지 등 , 斗升數가 기록되어 있다. ② 별표 37의 선공둔에는 도명, 군명, 

둔명, 면 ( 평, 구 , 구답, 신 , 신답, 합계), 납부 결수가  있다. ③ 56번째 

별표인 內 司에서는 도명 없이 군명, 면리명, 답두락일경수, 결부수, 납입액, 

납입자(감 , 도장), 토지기원, 비고를 었다. ④ 별표 57의 歷代殿陵에서는 역

시 도명 없이 군명, 면리명, 답두락일경수, 결부수, 수입액, 기원, 비고를 었

다.10)

56, 57번째 별표를 제외하고, 각 별표의 필드별로 기입된 정보에 해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11) 道名은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黃海, 江原, 

10) 유형 3과 같은 기재 형식에서는 지 를 포함하여 유용한 경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
로 이 이 金載昊, 앞의 논문으로 하여  궁방 에 한 수량분석을 극 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 던 것이다.

11) 32번째 별표의  역시 제외되었다. 56번째 별표의 경우, 金載昊, 앞의 논문을 통해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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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 군수 둔수 둔/군 도명 군수 둔수 둔/군

漢城 60 京畿 39 335 8.6

忠北 18 83 4.6 黃海 24 130 5.4

忠南 37 167 4.5 江原 26 62 2.4

全北 26 96 3.7 平北 23 143 6.2

全南 34 144 4.2 平南 24 168 7.0

慶北 41 122 3.0 咸北 10 13 1.3

慶南 31 159 5.1 咸南 14 48 3.4

계 347 1,730 5.0

표 4. 도별 둔  수록 상황

平南, 平北, 咸南, 咸北의 13도  하나로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는데, 일부 

사례에서 “忠淸”(軍器屯), “全羅”(監營屯, 鎭營屯), “慶尙”(監營屯), “平安”(監營屯, 

守禦屯, 兵營屯, 戶曹屯)과 같이 8도로 구분하기도 하 다. 한 禁屯, 御屯, 龍虎

屯, 忠勳屯, 義禁府屯, 成均館屯, 奉常司屯, 司僕屯, 軍器屯, 氷庫屯, 司畜屯, 內資

屯, 掌苑署屯, 司圃屯, 活人署屯의 15개 별표에서는 도명의 항목에 “漢城”을 기입

하기도 하 다. 郡名은 한성을 제외하면 347개로 악된다. 도군별 둔  수록 상

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둔 이 가장 많이 수록된 도는 경기이며, 군당 둔수도 가장 많은데, 한성을 포

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다음으로 많은 둔 을 수록하고 있는 도는 평안남

도이며, 군당 두수 역시 次位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 군  수 에서 보면, 漢城

(60), 平壤(30), 江華(29), 水原(25), 廣州(22), 安州(20), 龍仁(17), 楊州(16), 義州(16), 

楊根(15), 忠州(14) 등의 순으로,12) 역시 경기의 군 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량 정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더 심화

된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고에서 “지 은 없음(今ナシ)”이라고 표

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국유지조사서( )에 둔 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당시(1908년 직 )에 실제로 둔 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

던 곳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 둔 에 하여 개별 둔 의 置廢 

정보에 근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57번째 별표의 경우는 소  墓位田에 

해당하는데, 심 있는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추후에 분석될 수 있도록 정리를 留保한다.

12) 호 안의 숫자는 둔수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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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명 糧餉屯(餉屯) 親屯 訓屯 屯 기타 계

둔수 52 74 48 11 8 193

표 5. 양향청의 둔토 명칭

시기를 모두 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 별․지역별 수 의 

미시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屯名의 경우, 糧餉屯, 訓屯, 武衛屯 등과 같이 체로 해당 기 의 명

칭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례가 일반 이지만, 일부에서 馬山屯, 汗

坪屯, 淸水里屯 등과 같이 現地와 련된 명칭을 부여한 사례도 보인다. 양자 

에서는 기 의 명칭을 이용한 둔명의 경우가 분석에 보다 유용한데, 어떤 둔토가 

다른 기 으로 이속된 후에도 해당 둔토가 한때 속하 던 기  명칭이 그 로 남

게 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 , 첫 번째 

별표의 양향둔의 사례에서 둔명의 유형을 정리한 표 5를 통해 확인되듯이, 양향청

에서 보유한 둔토 에는 糧餉屯보다 親屯, 訓屯 등 다른 기 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러한 둔명 정보는 둔토의 “機關間 移屬”에 한 연구에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備 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지 은 없음”을 포함하여 둔토 移屬의 경과 

는 置廢 상황이 종을 이루고 있으며, 둔명의 別稱에 한 설명도 보인다. 하지

만 統營屯, 兵營屯 등에서와 같이 비고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있

을 뿐 아니라, 비고의 기록이 모든 별표에서 일 성을 유지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비고의 기록이 양호한 경우에 한정하여 

앞에서 소개한 둔명 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별 사례 연구에서의 미시  분

석을 진행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設定方法에서는 해당 둔토가 어떻게 창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730개 체 둔토 에서 466개 둔토에서 설정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약 27%에서만 설정방법의 정보가 확보된다는 은 체 둔토를 상으로 한 설

정방법의 유형별 통계가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시 앞서 

소개한 둔명이나 비고의 정보와 상호 보완 으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를 해 466개 둔토에 기재되어 있는 설정방법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총계가 466을 과하는 이유는 일부 둔토에서 설정방법을 

“移來․籍沒”(“籍沒․移來”), “籍沒․換土”, “折受․買收” 등의 두 가지로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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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방법 籍沒 買收 折受 換土 移屬․移來 開墾․築堰 未詳 기타 계

둔수 170 86 84 30 26 24 62 6 488

표 6. 둔토의 설정방법 분류

어, 복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표 6에서 “기타”의 6처 에서 한 곳은 “官有地”인데 비고에서 “官屯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다섯 곳은 “屬公”인데, 그  황해도 재령의 무 둔에서 

둔명이 “中賭租”이고 비고에서 “각 宮土의 中畓主 소유로부터 국유로 돌아간 것

이다”라고 설명한 사례가 있어 참고가 된다.

3. 가능한 연구 사례: 국유지의 이속과 분정

이상의 검토를 통해 국유지조사서( )의 체 체계와 구성을 상세하게 고찰

하 으며, 한 이 자료를 활용한 둔  연구가 체 기 의 둔 을 포 하는 수

에서의 거시  근을 통해 수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미

시  차원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나는 군  수 의 지역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 재정기 ( 는 군사기 )의 

에서 근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실행 가능성을 조망할 것이다. 궁방

과 둔 의 상호 련을 통해 조선말기( 한제국기를 포함)의 재정운 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근법으로서 1사 9궁 의 하나인 慶善宮의 사례를 소개한다.

경선궁은 의친왕궁, 친왕궁과 함께 한제국기에 신설된 궁으로서 친왕의 

생모인 엄씨(純獻皇貴妃)의 궁호이다.13) 기존 연구에서 이미 경선궁의 궁방 에 

한 정보를 국유지조사서( )에서 추출하여 정리한 바 있다. 국유지조사서

( )의 56번째 별표에 수록된 경선궁의 궁방 은 총 43처이며, 起源別로 나 면 

買收가 28처, 移付가 10처, 投托이 3처, 開墾이 1처, 空欄이 1처이다(표 7 참조).14) 

이를 활용하여 궁방 의 규모(면 ), 지 액, 기간별 買得 상황, 掌의 유무에 

한 논의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43처가 과연 경선궁의 궁방  체에 해당

13) 朴性俊, 앞의 논문, 100면.

14) 金載昊, 앞의 논문 277면. 朴性俊, 앞의 논문,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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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군명 시기 기원 원소속 연번 군명 시기 기원 원소속

1 漢城 1899 移付 農圃田 23 光陽 1900 買收 　

2 漢城 1900 買收 　 24 樂安 1900 移付 左水營屯

3 仁川 1900 移付 砲屯 25 康津 1900 移付 馬島鎭屯․右水營屯

4 仁川 1900 移付 永宗屯 26 康津 1900 買收 　

5 江華 1900 買收 　 27 海南 1900 移付 右水營屯

6 富平 1902 移付 砲屯 28 海南 1900 買收 　

7 楊州 買收 　 29 天 1900 移付 左水營屯

8 楊州 買收 　 30 南平 1901 買收 　

9 高陽 1901 買收 　 31 羅州 1898 買收 　

10 驪州 買收 　 32 靈岩 投托 　

11 通津 買收 龍洞宮 掌 33 淸道 1900 開墾 　

12 水原 投托 　 34 海州 1901 買收 　

13 忠州 1900 買收 　 35 海州 1902 買收 　

14 淸州 1903 買收 　 36 江陵 1900 買收 　

15 沔川 1900 買收 　 37 楊口 1900 買收 　

16 牙山 1900 買收 　 38 華川 1900 買收 　

17 洪州 1900 買收 　 39 原州 1904 買收 　

18 金溝 1905 買收 　 40 博川 投托 　

19 泰仁 1905 買收 　 41 龍岡 1901 買收 　

20 金堤 1905 買收 　 42 三和 1901 買收 景祐宮 掌

21 務安 1900 移付 經理屯勳屯炭島屯 43 平壤 　

22 光陽 1900 移付 左水營屯

표 7. 경선궁 소  궁방 의 분포 지역  기원 정보

하는지에 해서는 의문이 제기된 바 없다. 여기서 이 을 문제 삼는 이유는 56

번째 별표를 포함하여 다른 별표에서 경선궁으로의 이속 상황에 한 정보가 확

인되기 때문이다.

표 7을 표 8  표 9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우선, 표 8의 

17번째 별표(水營屯)에서 天, 樂安, 海南의 라 左․右水營屯이 경선궁에 속하

게 되었음을 하고 있다. 비록 시기에 한 언 은 없지만, 이들 3개 둔토가 경선

궁의 소 이 되었음은 표 7에서도 확인된다(연번 24, 27, 29). 하지만 표 7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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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별표 道名 郡名 屯名
說定
方法

備

1 1 糧餉屯 京畿 利川 糧餉屯 折受 慶善宮ニ屬セリ

2 1 糧餉屯 京畿 利川 訓屯 籍沒 慶善宮ニ屬セリ

3 1 糧餉屯 京畿 江華 親屯 籍沒 慶善宮ニ屬セリ

4 1 糧餉屯 黃海 載寧 屯 籍沒 慶善宮ニ屬セリ

5 1 糧餉屯 黃海 信川 訓屯 籍沒 慶善宮ニ屬セリ

6 2 訓鍊屯 京畿 利川 訓屯 換土
慶善宮ニ屬セリ

7 2 訓鍊屯 京畿 利川 覺寺洞屯 換土

8 2 訓鍊屯 京畿 江華 訓屯 買收 慶善宮ニ屬セリ

9 2 訓鍊屯 黃海 安岳 禿山屯 買收
慶善宮ニ屬セリ

10 2 訓鍊屯 黃海 安岳 延津屯 買收

11 2 訓鍊屯 黃海 載寧 馬山屯 買收

慶善宮ニ屬セリ12 2 訓鍊屯 黃海 載寧 汗坪屯 買收

13 2 訓鍊屯 黃海 載寧 淸水里屯 買收

14 2 訓鍊屯 黃海 信川 棒隅屯 買收 慶善宮ニ屬セリ

15 4 禁屯 京畿 利川 摠禦屯 籍沒 慶善宮ニ屬セリ

16 4 禁屯 全南 務安 禁屯 買收 慶善宮ニ屬セリ

17 5 御屯 京畿 江華 御屯 折受 慶善宮ニ屬セリ

18 6 摠戎屯 京畿 坡州 長山屯 未詳 慶善宮ニ屬セリ

19 6 摠戎屯 京畿 江華 摠戎屯 未詳 慶善宮ニ屬セリ

20 6 摠戎屯 全南 務安 經理屯 未詳 慶善宮ニ屬セリ

21 6 摠戎屯 全南 咸平 經理屯 未詳 慶善宮ニ屬セリ

22 10 摠理營屯 黃海 信川 華城屯 買收 慶善宮ニ屬セリ

23 10 摠理營屯 黃海 殷栗 華城屯 買收 慶善宮ニ屬セリ

24 11 守禦屯 京畿 利川 守禦屯 未詳 慶善宮ニ屬セリ

25 13 鎭撫營屯 京畿 江華 修城屯 　 以下慶善宮ニ屬セリ

26 13 鎭撫營屯 京畿 江華 禮庫屯 　

27 13 鎭撫營屯 京畿 江華 工庫屯 　

28 13 鎭撫營屯 京畿 江華 兵庫屯 　

29 13 鎭撫營屯 京畿 江華 船頭堡屯 　

30 17 水營屯 全南 天 (全羅)左水營屯 　 慶善宮ニ屬セリ

31 17 水營屯 全南 樂安 (全羅)左水營屯 　 慶善宮ニ屬セリ

표 8. 경선궁과의 계가 기재된 둔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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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별표 道名 郡名 屯名
說定
方法

備

32 17 水營屯 全南 海南 (全羅)右水營屯 　 慶善宮ニ屬セリ

33 19 各鎭屯 京畿 江華 注文島屯 　 慶善宮ニ屬セリ

34 19 各鎭屯 京畿 江華 長峰島屯 　 慶善宮ニ屬セリ

35 19 各鎭屯 京畿 江華 船頭堡屯 　 慶善宮ニ屬セリ

36 19 各鎭屯 京畿 江華 月串屯 　 慶善宮ニ屬セリ

37 19 各鎭屯 京畿 江華 昇天堡屯 　 慶善宮ニ屬セリ

38 19 各鎭屯 京畿 江華 井浦屯 　 慶善宮ニ屬セリ

39 19 各鎭屯 京畿 江華 草芝屯 　 慶善宮ニ屬セリ

40 19 各鎭屯 京畿 江華 德津屯 　 慶善宮ニ屬セリ

41 19 各鎭屯 京畿 江華 寅火堡屯 　 慶善宮ニ屬セリ

42 19 各鎭屯 京畿 江華 龍津屯 　 慶善宮ニ屬セリ

43 19 各鎭屯 京畿 江華 長串屯 　 慶善宮ニ屬セリ

44 19 各鎭屯 京畿 江華 濟物梁屯 　 慶善宮ニ屬セリ

45 19 各鎭屯 京畿 仁川 永宗屯 　 慶善宮ニ屬セリ

46 25 忠勳屯 京畿 利川 訓屯 　 慶善宮ニ屬セリ

47 25 忠勳屯 京畿 江華 訓屯 　 慶善宮ニ屬セリ

48 25 忠勳屯 全南 務安 訓屯 　 慶善宮ニ屬セリ

49 45 各郡官屯附各庫屯 京畿 利川 官屯 　 慶善宮ニ屬セリ

50 45 各郡官屯附各庫屯 平北 鐵山 募馬屯 　 慶善宮ニ屬セリ

51 47 各廳屯 京畿 江華 吏廳畓(鎭撫營吏廳) 　 慶善宮ニ屬セリ

52 48 四砲屯 京畿 仁川 親屯 屬公
武土屯トモ稱ス

光武4年慶善宮ニ移屬セリ

53 48 四砲屯 京畿 富平 親屯 屬公 光武3年慶善宮ニ移屬セリ

54 48 四砲屯 京畿 豊德 親屯 屬公 光武3年慶善宮ニ移屬セリ

55 48 四砲屯 全南 麗水 砲屯 　 慶善宮ニ屬セリ

은 해에 左水營屯으로부터 移付되었다고 기재된 光陽의 경우에는 표 8에서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없다. 한 康津의 경우에도 표 7에서 원래 右水營屯이었던 토지

가 경선궁으로 이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표 8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표 8의 48번째 별표(四砲屯)에서 仁川과 富平의 親屯이 각각 무 4

년과 무 3년에 경선궁으로 이속되었음을 하고 있다. 이들 둔토가 경선궁으로 

이부되었음은 표 7에서도 역시 확인되지만, 연도는 무 4년과 무 6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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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별표 군명 면리명 田畓
前納入 土地起原 備

監官 掌

1 56-2 壽進宮 漢城 西部麻根塘 田 寧嬪房ヨリ移來
光武3年慶善

宮ニ移去ル

2 56-8 景祐宮 水原 葛西里面 畓 兪汝卿 慶善宮ヨリ移來

3 56-8 景祐宮 高陽 松江面渡來 田 李鍾淳 慶善宮ヨリ移來

4 56-8 景祐宮 原州 旀乃面 畓 慶善宮 不明 　

5 56-8 景祐宮 三和 桂岩 畓 本宮ニ於テ買收
光武2年慶善

宮ニ移去ル

표 9. 경선궁과의 계가 기재된 궁방 (발췌)

같은 경우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한 표 8에서는 豊德과 麗水의 둔토

도 경선궁으로 이속되었다고 하 지만, 표 7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어떤 토지가 둔토에서 궁장토로 바 (이속된) 경우에 국유지조사서

( )의 양쪽 별표 모두에 완 히 기재되었기를 기 하기는 어렵다. 둔토 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궁장토 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자

를 종합하여야만 체 이속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인식

하지 못한 경선궁의 장토에 한 추가  악이 가능함을 뜻한다. 결국 국유지조

사서( )에서 경선궁의 궁방 으로 분류한 것만을 기 로 하여 규장각이나 여타 

아카이 즈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과 결합하는 형식으로 경선궁의 재산에 한 

( 는 궁방  리 실태에 한) 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 망라  형태의 정보를 

집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의 진 을 꾀하기 해서는 국유지조사서( )의 

산 DB를 활용하여 새로운 DB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유지조사서( )는 

기본 으로 ‘기 별’ 토지 보유 상황을 하고 있는데, 개별 토지를 기 에 구애

받지 않고 모두 분해하여 “비고”의 정보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재정리하되, ‘군별’ 

( 는 ‘필지별’) DB 형태로 환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군별 DB가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달하도록 하기 해서는 궁방 이나 둔 에 한 정보를 시기별, 군

별로 달해 주는 조선후기의 각종 자료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15) 그러한 작업을 

15) 조선후기 궁방   둔 에 한 집계 정보를 해주는 자료의 존 상황에 해서는 趙映

俊, 앞의 논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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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한다면, 궁방   둔 을 포 하는 국유지 체에 해서 “移屬”이라는 

방법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재정 운 을 꾀하 는지를 입체 으로 악할 수 있

을 것이다. 요컨 , 군별 DB의 구축은 궁방 의 移屬과 分定의 원리에 한 기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  것이다.

논문투고일(2011. 9. 5), 심사일(2011. 11. 25), 게재확정일(2011. 11. 30)

참고문헌

金載昊, 1997 ｢韓末 宮房田의 地代 ― 國有地調査書抄의 分析 ―｣, 조선토지조

사사업의 연구(金鴻植 外), 민음사.

朴性俊, 2008 ｢ 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과 황실 재정 정리｣, 歷史敎育 
105.

심재우, 2009 ｢조선후기 宣禧宮의 연 과 소속 庄土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50. 

양선아, 2011 ｢18․19세기 도장 경 지에서 궁방과 도장의 계｣, 한국학연구 
36.

이성임, 2009 ｢조선후기~ 한제국기 江華島의 宮房田 설치와 운 ｣, 조선후기~

한제국기 인천지역 재정사 연구(조낙  외), 인천학연구원.

趙映俊, 2008 ｢18世紀後半~20世紀初 宮房田의 規模, 分   變動｣, 朝鮮時代史

學報 44.

조 , 2010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구조와 규모: 1860년  1司4宮의 재정수입을 

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근─(이헌창 편), 서

울 학교출 문화원.



150   奎 章 閣  39

Abstract

An Introduction of the Kugyuji Chosasŏ 
(An Investigation Report on State-owned Land)

Cho, Young-Jun

The present paper introduces Kugyuji Chosasŏ, an investigation report on state- 

owned land in early twentieth century Korea. Kugyuji Chosasŏ is a unique manuscript 

that is now housed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Jae-Ho Kim, a 

well-known economic historian, performed the first research on this material in 1997. 

However, the whole structure and features of this document have not been presented 

to the public.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provide details on the forms, fields, and 

contents of Kugyuji Chosasŏ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finance-related 

research in Korean history. In addition, an application example was suggested through 

the Kyŏngsŏn’gung case. There is no doubt that we can easily find more useful 

information in many areas of interest using the Kugyuji Chosasŏ electronic database.

Keywords: state finance, state-owned land, government land, palace estates, 

Kyŏngsŏn’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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