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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록: 이 논문에서는 ‘개인  개인’의 차원에서 조선시  선물경제를 분석해 온 기존 연구의 

을 환하여 ‘조직  개인’의 에서 근하고자 조선후기의 다양한 조직에서 나타난 공

동체  상호부조 행 에 하여 賻 를 심으로 고찰하 다. 분석 상으로 선정한 조직은 왕실

의 조달기 , 서울의 행정조직, 서울의 상인조직, 지방의 상인조직이다. 분석 결과, 조선후기 조직

의 부의 행 에서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처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기 어려웠다. 조직간  조직

내의 정연한 계를 감안한다면, 상호부조  성격보다는 형식 , 상징 , 의례  성격이 강하 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후기 조직의 개인에 한 부의 지 을 조직의 구성원에 한 복지 는 구

성원 상호간 부조 행 의 확장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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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시장에서 합리  선택을 ‘강요’ 받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

제인’(homo economicus)에게 있어서도 선물이나 기부 는 상호부조를 생활에서 

분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경제체제 상으로는 시장경제가 지배 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상에서는 호혜가 여 히 일정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호혜의 역할은 그 역사  경로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는 한국 통사회 고유의 문화  특질에 기인하는 것이다. 통  호혜 문화에서 

표출되는 역사  규정성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한국인의 경제행 에 한 심

층  이해를 도모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통합 형태로서는 교환 는 시장이 지배 이므로,
1)

1) 

인의 경제생활을 이해하기 해서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연구 상으로 하

는 경제학의 방법론이 필수 이다. 반면에 근  사회에서는 시장이 존재하 다

고는 하더라도 경제체제로서의 시장경제가 지배 인 형태로 성립해 있지는 않았

다. 오히려 호혜 는 재분배가 보다 지배 인 형태 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

라서 신고 를 주류로 하는 경제학  에서의 근만으로는 근  사회의 

특질을 읽어내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일군의 경제사학자들이 재분배의 에서 조선후기를 조망하고자 하 으

며, 특히 조선후기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국가 재분배가 가지는 의의를 환기

시키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2)

2) 한 그보다 앞서 조선왕조 경제에서 나타나는 

호혜 문화에 한 심은 여러 연구자들로 하여  10여 년 부터 꾸 한 연구 성

과를 산출하게끔 하 으며, 체로 조선시 의 호혜는 선물경제(gift economy)의 

1) Karl Polanyi, 1977 The Livelihood of Man, Academic Press에서는 인류 역사상 경제의 

통합 형태를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그리고 교환(exchange)의 세 가지

로 별한 바 있다.

2) 이헌창 편, 2010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근―�, 서울 학교출 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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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사례 연구의 축 에도 불구하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 을 강조하는 시장 심  근이나 앙권력의 재정 운 에 

을 맞춘 재분배에 한 분석과 견주어 比等할 정도로 선물경제에 한 종합

이고 체계 인 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물경제, 나아가 호혜에 

한 실증  이해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조선후기의 시장 발달이나 재분배의 역할

에 한 평가도 객 화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개인’의 차원에서 조선시  선물경제를 분석해 온 기존 

연구의 을 환하여 ‘조직  개인’의 에서 근하고자 한다. 조선의 왕조

체제를 ‘국가-조직-개인’(state-organization-individual)의 3층 구조로 상정할 수 있

다면,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재분배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호혜  교환(=시

장)을 연결하는 역할은 조직 는 공동체(community)에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

과 개인 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발달수 이 낮은 상황에서는 

재분배와 더불어 조직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경제의 체제 는 구조를 입체 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가설  방법론으로서, 조선후기의 여러 조직에서 나타난 공동체  상호부

조 행 에 하여 ‘賻 ’를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러 조직에서 

나타나는 共濟의 실태, 나아가 조선후기 경제체제에 있어서 호혜 는 선물경제가 

보인 특질을 보다 심층 으로 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2. ‘개인  개인’에서 ‘조직  개인’으로

조선 기 선물의 한 형태로서의 物品受贈, 稱念  餘가 양반가의 수입원으로

서 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일반화되어 있었음은 존하는 양반 개인 日記의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3)

3)이러한 정보를 토 로 양반가에서의 물품 授受 

3) 李成妊, 1995 ｢16세기 朝鮮 兩班官僚의 仕宦과 그에 따른 收入―柳希春의《眉巖日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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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 경제체제의 에서 ‘貢膳의 緣網’ 는 ‘膳物經濟’로 악되는 수 에까지 

논의가 진 되기에 이르 다.
4)

4)지방  외에 王室이나 各司로부터 수취하는 선물과 

더불어 양반 상호간의 계망을 포 하는 수 에서 상호부조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지 되기도 하 지만,
5)

5)조선 기의 선물은 어디까지나 통치 행 의 

일환으로서 정치  성격이 강하 다.
6)6)

조선후기에는 경제생활에서 선물이 차지하는 비 이 축소됨과 동시에 선물의 

성격이 변화하 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양반 가계(household)의 수입

에서 선물이 차지하는 비 을 장기에 걸쳐 ‘ 충’ 비교한 바에 따르면, 조선 기에

서 조선후기로 이행하면서 선물의 비 은 축소되고 상품경제의 역할이 커진 것으

로 평가된다.
7)

7)18세기에는 지방 이라도 선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고, 시

장에의 의존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8)

8) 한 19세기에 들어서면 ‘권력 ’ 선물보다

는 ‘奉祭祀接賓客’, 즉 의례와 를 한 ‘의례 ’ 선물이 주류를 하게 된 것으

심으로―｣, �歷史學報� 145, 91-146면; 李成妊, 1999 ｢조선 기 吳希文家의 商行爲와 그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8, 41-70면; 李成妊, 2002 ｢16세기 李文楗家의 收入과 經濟生活｣, 

�國史館論叢� 97, 51-84면; 김건태, 2004 �조선시  양반가의 농업경 �, 역사비평사.

4) 李榮薰, 2000 �韓國 場經濟와 民主主義의 歷史的 特質�, 韓國開發硏究院; 李成妊, 2005  

｢16세기 양반사회의 “膳物經濟”｣, �韓國史硏究� 130, 53-82면.

5) 최주희, 2009 ｢16세기 양반 료의 선물 행과 경제  성격｣, �역사와 실� 71, 245-289면.

6) 민간에서의 선물 행 가 상호부조  성격을 심으로 하 다면 ‘선물경제’라고 명명하는 것

이 어색하지 않을 터이다. 를 들어, 선물을 주고 받는 계가 도덕 ・물질  의무감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완 히 개인 인 계라기보다는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을 

구성하거나 사회  유 (solidarity)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때 ‘선물경제’가 하지는 ‘호혜’로

서의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방 에 의한 ‘정치 ’ 성격의 선물이 

지배 이었고,  그러한 선물의 재원이 지방  개인이 아닌 국고(국가재정)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므로, 조선 기 일기에서 보이는 ‘선물’은 경제체제로서의 ‘선물경제’라

기보다는 ‘재분배’ 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李憲昶, 2012 �韓國經濟通史�(제5 ), 

107면에서도 “유력 사족이 지방 으로부터 받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청탁용으로 받은 선물

은 피지배층의 잉여를 재분배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지 한 바 있다.

7) 이헌창, 2000 ｢시장교환｣, �조선시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7-222면.

8) 이헌창, 2007 ｢18세기 황윤석가의 경제생활｣,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

국학 앙연구원, 337-4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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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되었다.
9)9)

그런데 최근에 소개된 조선말기 지방 의 일기에서 보이는 부채[扇] 선물 사례

는 ‘선물정치’가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연장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조선후기의 선

물 행 도 역시 ‘국왕-지방 -농민’의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정치 행 의 일환

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다.
10)

10)이러한 시각에서는 국왕을 정 으로 하는 

가치 순환 체계 속에서 선물이 하나의 정치  ‘도구’이자 의례  행 로서 계층간

에 첩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1)11)

이상에서 간략히 검토한 조선시  선물경제에 한 기존 연구는 주로 지방 을 

포함한 양반 개인의 일기에 근거하고 있다.
12)

12)따라서 ‘선물경제’의 용 범 가 어

디까지나 ‘양반’ 계층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한 ‘지방   개인’의 증여를 심

으로 한 민간 일반의 ‘개인  개인’의 선물 행 가 주요한 분석의 상이었다.
13)

13) 

반면에, 왕실이나 부 는 여타의 조직이나 공동체를 분석의 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개인  개인’이 아닌 ‘조직  개인’을 상으로 선물경제를 고찰한 연구로는 

 9) 朴二澤, 2001 ｢農村社 에서의 膳物交換: 1834～1956｣, �맛질의 농민들―韓國近世村落生

活史―�(安秉直․李榮薰 編), 一潮閣, 332-362면.

10) 김 , 2009 ｢조선시  지방 의 선물정치와 부채(扇)｣, �嶺南學� 15, 97-142면.

11) 김 , 2010 ｢조선후기 단오부채[節扇]의 생산과 가치 순환｣, �古文書硏究� 36, 121-163면.

12) 이문건의 �묵재일기�(1535-1567), 유희춘의 �미암일기�(1567-1577), 오희문의 �쇄미록�

(1591-1601), 이담명의 �정재일록�(1682-1688), 황윤석의 �이재난고�(1738-1791), 맛질 

박씨가의 � 상일기�(1834-1950), 오횡묵의 �고성총쇄록�(1893-1894).

13) 선물경제에 한 선구  업 을 남긴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가 찰한 ‘증여’도 사회 집단

이 체 으로 참여하여 물건을 주고 받는다는 측면(total presentation)이 있지만 어디까

지나 주로 개인과 개인 간 는 部族과 부족 간의 등한 양자간의 상호 계에서 행해지

는 것이었으며(generalized reciprocity), 표  微視史家 나탈리 데이비스가 소개한 16세

기 랑스의 선물 사례들도 마찬가지 다(Marcel Mauss, 1925 Essai sur le Don, Felix 

Alcan; Natalie Zemon Davis, 2000 The Gift in Sixteenth-Century Franc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고 부터 에 이르는 인류의 보편  경제행 로서의 선물은 특

정 시기 특정 지역의 문화가 반 된 것이면서도 기본 으로 ‘개인  개인’의 계 속에 

자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선물에 한 서구 이론의 소개는 이상 ・박명희, 1992 

｢膳物贈 의 槪念에 한 理論的 察｣, � 한가정학회지� 30(3), 257-270면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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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표 이다. 하나는 남 암의 두 洞契를 상으로 하여 공동체 내부

의 賻 契約과 그 실행 양상에 하여 화폐론  에서 17세기 말에서 20세기의 

장기에 걸친 시계열 분석을 행한 연구이고,
14)

14)다른 하나는 서울의 주요 廛  

하나인 綿紬廛의 사례를 통해 19세기 후반의 상인 조직 내부에서 연장자에 한 

담배[南草] 선물이 행해진 실태를 소개하면서 시장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조선 

특유의 문화  상에 한 심을 표출한 연구이다.
15)

15)이들 두 연구는 비록 분석 

지역이나 근 방법은 상이하지만, 선물경제의 분석 상에 ‘조직’을 명시 으로 

도입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도경제학의 에서 본다면 ‘조직’의 행 나 운  양상에 한 분석은 경제 

‘제도’(institution)의 특질을 살피는 데 결정 인 도움을  수 있다.
16)

16)특히 시장

경제가 온 한 경제체제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근  사회에서 비시장경제

(non-market economy)로서의 호혜와 재분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직’이다. 를 들어, 시장 발달의 수 이 높지 않았던 조선후기

에 외생  요인에 의해 국내 경제가 교란되었을 경우, 국가는 재정  수단을 동원

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분배’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사시에는 종래 균형재정 유지를 해 사용되던 환곡이 設粥을 시한 救恤 는 

賑恤 정책에 동원되기도 하 다.
17)17)

하지만 국가에 의한 진휼도 어디까지나 정부 는 왕실의 재정상황이 양호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시장도 국가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이 사

회보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조직의 역할은 비시장경제에서의 

14) 박이택, 2003 ｢村落內部契約에 있어서 支給標準과 支給手段(1667-2000): 靈巖 場巖里와 

望湖里 洞契의 賻  支給品과 支給額을 심으로｣, �民族文化硏究� 38, 1-38면.

15) Owen Miller, 2008 “Tobacco and the gift economy of Seoul merchant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SOAS-AKS Working Papers in Korean Studies, No.3,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16) Douglass C. North,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 文勇植, 2001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景仁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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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자가 되는 것이다. 즉 ‘조직  개인’의 계가 ‘국가  개인’의 계와 ‘개인 

 개인’의 계에서 나타나는 공백을 보완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 논문은 ‘선

물경제’를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과 결합하여 ‘조직  개

인’의 에서 조선후기의 경제체제에 근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에 해당한다.

조선후기에 조직이 개인에게 행한 扶助 행 는 주로 의례에 계된 것이었다. 

각종 의례에 소요되는 비용이 통상  지출을 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 에서도 특히 葬禮 비용이 가장 컸다. 喪을 ‘당한’ 자들에게는 정신  고통에 

더하여 불의의 지출이 반드시 거액의 형태로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

에 한 조직의 부의, 즉 ‘組織內 賻 ’는 “개인의 조직에 한 헌신”을 제로 하

여, 그에 한 보상 는 사회보장 성격으로서의 “조직의 개인에 한 부조”의 형

태로 실 되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의 부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부조가 낳을 수 있는 취약성을 사

으로 보완하여 사회  안 망을 구축하고, ‘개인’의 浮沈이 ‘조직’의 永續性에 

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 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표면

으로는 조직의 유지를 해 개인의 생존을 돕는 것이 조직 본연의 역할이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조직내 부의’는  의미에서 “社內 福祉” 는 “共濟”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에까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띠며 

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실제에 한 분석은 본격 으로 수

행된 바 없다.

3. 비교 가능한 조직의 유형과 자료

조선후기의 조직 에서 부조에 한 규정이나 실제의 부조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조는 조직의 기본  기능  하나 다. 

왕실, 부, 향 , 동리, 시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조직이 존재하 는데, 본 논문에

서는 존하는 사료를 통해 실증 분석이 가능한 네 가지 차원의 조직만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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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賻 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는 문헌이 존재하면서도 동시  상호 비

교가 가능한 조직을 주로 하 으며, 시 으로는 주로 19세기 후반을 기 으

로 하 다.

분석 상이 되는 조직의 유형은 ① 서울의 행정조직, ② 왕실의 조달기 , ③ 

서울의 상인조직, ④ 지방의 상인조직이다. 분석 상에 서울(①․②․③)과 지방

(④), 공공부문(①․②)과 민간부문(③․④)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첩 으로 

용함으로써 조선후기 사회에 구성되어 있었던 조직 일반의 경제행 를 입체 으로 

조망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 다. 각 조직의 성격에 하여 유형별로 간략히 소개

하면서 부의 련 정보를 악할 수 있는 자료 상황도 함께 해설한다.

① 서울의 행정조직 : 조선후기 앙정부의 各司는 표 인 국가 행정조직으로서 

서울에 치하고 있었다. 각 官署에서는 上을 시한 소속 원에 해 祿俸 는 

朔料와 더불어 부의를 지 하고 있었다. 衙門別 부의(錢品) 지 에 한 상세한 규정

은 19세기 엽의 찬 자료인 �六典條例�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비교의 상으로

서 漢城府의 부의 규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19세기 자료인 �京兆府誌�에 수록되

어 있다.

② 왕실의 조달기  : 조선후기 왕실의 조달은 공  경로와 사  경로의 양 방향으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  경로는 정부재정을 경유하는 供上이었고, 사  경로는 왕

실의 사  조달기 인 1司7宮이었다. 內 司, 壽進宮, 明禮宮, 於義宮, 龍洞宮, 毓祥宮, 

宣禧宮, 景祐宮의 여덟 기 에 한 이해는 최근 수행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심화되었

으며,18)18)그 에서도 특히 자료의 시계열이 충실한 내수사, 수진궁, 명례궁의 회계장부

가 가지는 사료  가치가 부각된 바 있다.

1사7궁이 남긴 자료 에서 부의 련 정보는 謄 19)
19)  計帳簿에서 보인다. 특히 

18) 趙映俊, 2008 ｢19世紀 王室財政의 運營實態와 變化樣相｣, 서울 학교 경제학부 박사학

논문; 조 , 2009a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구조와 규모: 1860년  1司4宮의 재정수입을 

심으로｣, �한국문화� 47, 203-228면; 李賢珍, 2009 ｢ ・정조  육상궁의 조성과 운 ｣, 

�震檀學報� 107, 93-128면; 심재우, 2009 ｢조선후기 宣禧宮의 연 과 소속 庄土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50, 189-226면; 조 , 2010 ｢조선후기 왕실의 조달 차와 소통체계―

문서와 기록을 통한 재구성―｣, �古文書硏究� 37, 91-121면.

19) 존하는 1사7궁의 등록으로는 �龍洞宮謄 �(奎 19753), �龍洞宮公事冊�(奎 19574), �壽

進宮謄 �(奎 18980), �壽進宮圖署冊�(奎 1910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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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기록한 장부인 �차하책[上下冊]�을 통해 장기에 걸친 상세한 부의 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차하책�에는 부의의 지 액(錢品)과 상자를 밝힌 후, 명목을 ‘身死

顧恤’, ‘身死例下’, ‘恤典’, ‘致賻( )’, ‘賻 ’, ‘在喪’, ‘喪家 ’ 등으로 기재해 두었기 때문

이다.20)20) 존하는 �차하책�의 시계열은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걸친 것이다.

③ 서울의 상인조직 : 조선후기 서울에는 정부와 왕실에의 進排를 役으로 하는 상

설 포인 廛이 있었는데, 이 시 은 상 인 동시에 注比[矣]로서 都中이라는 조직을 

심으로 운 되었다. 시  에서도 유푼 [有分廛], 유푼  에서도 특히 六注比廛

이 公商으로서의 표성을 가졌으며, 貢契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 되고 있었다. 최근에 

국내산 비단을 공 한 綿紬廛을 포함한 시 의 조직과 구성이 상세하게 밝 진 바 있

다.21)21)

면주  조직에 한 이해가 가능하 던 이유는 京都大學 河合文庫에 면주 의 문서

와 장부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며, 자료의 성격에 해서는 이미 리 소개되어 있

다.22)22)면주  자료 에서 조직 구성원에 한 부의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주

로 명칭 그 로 護喪所 련 자료들이다.

④ 지방의 상인조직 : 조선후기 경제구조의 최말단에서 지역의 場 와 장시를 오가

며 상업 활동에 종사한 行商들도 19세기 엽부터 국가가 공인하는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한다. 짐장수[褓商]와 등짐장수[負商]는 각기 동업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다가 후일에 商務社로 통합 운 되며 국  조직망을 갖추기에 이른

다.23)23)보부상 조직의 기능에 해서는 경제  측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된 

바 있지만, 의례  상호부조를 본연의 기능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재평가되기에 이

르 다.24)24)

20) 喪보다는 상 으로 덜 심각한 病에 한 扶助도 ‘藥次’라는 명목으로 지 되고 있었다.

21) 고동환, 2002 ｢조선후기 시 ( 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실� 44, 65-99면; Owen 

Miller, 2007 “The Silk Merchants of the Myŏnjujŏn: Guild and Government in late 

Chosŏn Korea,” Unpublished Ph.D. thesi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고동환, 2008b ｢개항 후기 시 상업의 변화―綿紬廛을 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111-147면; 川英徳, 2010 ｢시 상인과 국가재정: 가와이[河合]

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근―�

(이헌창 편), 서울 학교출 문화원, 343-377면.

22) 川英徳, 2006 ｢朝鮮時代의 商人文書에 하여｣, �古文書硏究� 28, 79-87면; Owen 

Miller, 2007 op. cit.

23) 朴元善, 1965 �負褓商―韓國 商法史上의 行商制度硏究―�, 韓國硏究院; 조재곤, 2001 �한

국 근 사회와 보부상�, 혜안.



180 奎 章 閣 40  ․

보부상 조직의 부의 행을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존하는 보부상 

계 자료 의 ｢節目｣  ｢立議｣이다. 禮山․德山 지역에서는 ｢禮山任房立 節目｣(185

1․1883), ｢德山行商廳立 節目｣(1869)  ｢禮山德山沔川唐津四邑立議｣(1892)에 포함

된 ｢初喪時賻 錢磨鍊記｣가, 元洪州六郡 지역에서는 ｢賻 節目｣(1884)이 표 이다.25)25) 

이들 자료에는 조직내 직책별 부의  규정이 열거되어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조직  련 자료들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지만, 

상호 교차․연결하여 분석되지는 못했다. 이하에서는 이 자료들에서 추출한 부의 

련 정보를 활용하여, 정성 ․정량  비교를 진행한다.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은 왕실의 조달기 (②)과 서울의 상인조직(③)의 기록이 실제의 부의 내역을 

담고 있는 데 비해, 서울의 행정조직(①)과 지방의 상인조직(④)의 기록은 실제의 

부의 지 이 아닌 규정만을 하고 있다는 이다. 규정과 실제의 차이가 컸다면, 

이들 자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 에 해서는 분석 결

과의 해석 과정에서 다시 상론한다.

4. 조선후기의 조직별 賻 體系

1) 서울의 행정조직

조선후기 각 서의 직제와 산에 한 가장 포 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하는 자료는 �육 조례�이다. 그 내용 에서 戶曹 雜物色, 別營과 軍資監  廣

倉의 부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자(<표 1>, <표 2>, <표 3> 참조). 우선 호조 잡물

색의 부의 규정은 조선후기 각종 조직의 부의 규정 에서 가장 상세하다. ・

직의 구분, 四喪의 구분, 직책별 구분에 따른 차등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에 비

하면 별 , 군자감, 흥창의 규정은 소략한 편이다.

24) 조 , 2009b ｢19-20세기 보부상 조직에 한 재평가―元洪州六郡商務右社를 심으로

―｣, �경제사학� 47, 39-77면.

25) 民俗苑 刊, 1998 �褓負商資料集�(天․地․人․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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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任 先生

己喪 父母妻喪 子女婦婿喪 己喪

父母 

妻喪
上

郎廳 上 郎廳 上* 郎廳** 上 郎廳
判書

參判․ 

參議

木(匹) 20 15 10 7 5 3 3 9 6 5

白紙(卷) 6 4 5 5 3 5 3 5 4 5

油紙(卷) 1 1 1

厚白紙(卷) 1 1 1 1 1 1 1 1

六兩燭(雙) 5 4 3

五兩燭(雙) 3 2 1

四兩燭(雙) 1

六油芚(番) 2 2 1

四油芚(番) 1

生麻(斤) 7 5 4 3 3

草芚(浮) 5 4 3

空石(立) 50 40 30 40 20 30 30 15

大炬(柄) 40 30 20 20 20 10

中炬(柄) 10

刺燭(柄) 30 30 30 20 20 10

환산총액(냥) 707.8 553.9 394.2 222.0 160.3 95.5 92.6 274.2 183.7 153.7 

자료: �육 조례�, ｢호 ｣ 호조 잡물색 용하.

주: “計士書吏四喪及庫直以下俱有致賻”. * 殤喪則減半. ** 殤喪則否. 환산총액의 산출 기 은 �육 조례

�의 所管貢物 가격을 기 으로 하되, 元貢價와 別貿價가 있는 경우에는 별무가를 선택하 다: 목1필=

미30두, 백지1권=0.45냥, 후백지1권=1냥, 유지1권=미40두, 육유둔1번=미22.5두, 사유둔1번=미15두, 

생마1근=0.3냥.  가격은 趙映俊, 2008 앞의 논문, 145면의 미1두≓1냥에 의거하 다. 기타 가격  출

처는 다음과 같이 근사치를 용하 다(자료명, 연도, 체품): 둔1부=0.9냥(�內 司各房上下冊�, 

1804년), 공석1립=0.03냥(�壽進宮上下冊�, 1863년), 거1병= 거1병=1 (�壽進宮上下冊�, 1860년, 杻

炬), 육냥 1 =오냥 1 =사냥 1 =자 1 =0.2 (�壽進宮上下冊�, 1860년, 黃燭).

<표 1> 戶曹 雜物色의 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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剩米(石) 草芚(番)

判書
時任四喪 3 3

先生四喪 2 2

郎廳
時任四喪 2 3

先生四喪 1 2

자료: �육 조례�, ｢호 ｣ 호조 별  용하.

주: “計士執吏及書吏己喪俱有致賻”.

<표 2> 戶曹 別營의 부의 규정

米 炬燭價(米) 馬貰米 계

軍資監
提調 15 4.9 19.9

郎廳 9 4.9 13.9

廣 倉 郎廳 10 4 14

자료: �육 조례�, ｢호 ｣ 군자감 방료 작지색; 흥창 반록 작지색.

주: “時任及先生四喪致賻”.

<표 3> 軍資監  廣 倉의 부의 규정                                    (단 : 斗)

�육 조례�를 통해 확인되는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

에 한 부조는 부의뿐만 아니라 자제의 제, 결혼에도 용된다는 에서 다른 

조직들과는 차별화된다. 둘째, 장례에 소요되는 물을 직 으로 부조함으로써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 다. 셋째, 四喪 에서 본인의 사망

에 가장 큰 비 을 두었고, 다음이 부․모․처, 그 다음이 자․녀․부․서의 순이

었다. 殤喪에 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四喪 이외에도 부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에서 다른 조직들과 다르다. 넷째, 본인의 사망에 한 높은 비 은, 환산액을 

통해 확인되듯이, 직에 있을 때의 부모처상보다 직자의 본인 사망에 한 부

의 액이 더 높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직 료의 가족보다는 직 료 

당사자가 부의 지 의 상으로서 더 요했다. 다섯째, 上․郎官 등의 고  

료뿐만 아니라 計士, 書吏, 庫直, 執吏, 書吏 등 하  료에 한 부의도 행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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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6)26)

다음으로 <표 4>를 통해 �경조부지�에 나타난 한성부의 부의 규정을 �육 조례�

와 비교해보자. �육 조례�에서와 같이 당상 과 당하  사이의 계 차이가 부의 

액 차이에도 반 되어 있다는 은 공통 이다. 반면에, 부의로 지 할 품목들을 

실제로 지 한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동 으로 신하 다는 , 즉 명목은 

포트폴리오이지만 사실상 으로 일원화된 상황을 보여 다는 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시기 직책 正木(疋) 四兩燭(雙) 竜脂(柄) 中炬(同) 계

갑신(1824년)

“四喪致賻”

上
5 3 40 3 　

(10) (0.9) (2.8) (1.2) (14.9)

郞廳
3 2 30 2 　

(6) (0.6) (2.1) (0.8) (9.5)

갑오(1834년)

“先生=己喪兺”

“時任=四喪”

上
2 2 　 1 　

(4) (0.6) 　 (0.4) (5)

郞廳
1 2 　 1 　

(2) (0.6) 　 (0.4) (3)

자료: �京兆府誌�, ｢禮房｣.

주: 호 속의 숫자는 代錢(단 : 냥).

<표 4> 漢城府 원의 부의 규정

한성부의 원들에 한 부의가 언제부터 동 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무명[木] 주의 부의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해 

<표 4>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 음을 �경조부지�는 하고 있다.27)27) 한 1834년 이

후에는 종래의 1/3 수 으로 1인당 부의 지  규모를 감축하고 있다. 부의 을 지

받는 당사자의 경제  형편보다는 한성부 재정의 지  여력에 기인한 것이다.

26) 하  료에 한 상세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7) “禮木則絶無而 有致賻則旣豐而且敷故廢而不行以至過喪三年而不得上下甚非當喪賻向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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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조례�와 �경조부지�의 비교를 통해 료 조직 상호간에 부의 지  양상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부의의 지 이 앙에 의해서 

통제되기보다는 각 기 별로 독립 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다.

2) 왕실의 조달기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1사7궁의 지출에서도 부의는 항상 인 것이라기보다는 

임시  지출에 해당하 다. 하지만 그때 그때 임의로 부의를 지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定式에 의거하 다.28)28)일례로, 宮內人의 恤典은 “  15냥, 미 1석, 목 1필, 

포 2필”의 포트폴리오로 定式化되어 있었다.29)29)기 별, 시기별 定式에 하여 자세

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지출장부인 �차하책�을 통해 지 된 부의 품의 내

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정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우선 명례궁의 사례를 살펴보자. �明禮宮上下冊�(正書本)의 기재 내역에 의하면 

‘恤典’ 는 ‘賻 次’ 명목으로 內官, 差備, 別監, 庫直, 奴子, 婢子 등의 구성원에게 

공히 木 2疋씩을 지 하는 방식이 부의의 주류를 하고 있었으며,30)30)18세기말인 

1790년 부터 1894년에 이르기까지 불변이었다. 갑오개  이후에는 錢文으로 지

되었는데, 목 2필의 가에 해당하는 8냥이 지 되었고, 역시 명례궁이 폐지되는 

1907년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즉, 직책별 차등이 없었고, 장기  변화가 발

견되지 않는다는 이 특징이다.

장기 으로 변동이 없었음은 내수사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內 司各房上

下冊�의 기재 내역 에서 長番內官의 身死에 하여 例下한 내역을 18세기 말과 

19세기 후반의 두 시 에 해 발췌․비교하면 <표 5>와 같다.31)31)약 80년간의 시

28) 趙映俊, 2008 앞의 논문, 199면.

29) �壽進宮謄 � 宙, 1853年(癸丑) 5月 初3日, “宮內人恤典錢十五兩米一石木一疋 二疋自今

爲始定式上下事”.

30) 일부 사례에서 米․木․ ․錢의 포트폴리오 형태로 부의가 지 된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31) 명례궁이나 수진궁의 �차하책�에 기재된 부의 지  내역에서도 간혹 지  상자의 실명이 

기입된 사례들이 있는데, 내수사의 �차하책�에서는 실명이 기입된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

에 여타의 자료와 연결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구체 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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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있지만 양자의 지  품 구성은 정확히 동일하다. 다만 물품의 수  상황에 

의존하는  지  여부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을 뿐이다.

연도

(방)

米

(석)

木

(필) (필)

錢

(냥)

太

(석)

石首魚

(속)

黃蜜

(근)

蔈古

(두)

官藿

(근)

眞末

(두)

鹽

(석)

松脂

(근)

환산

총액

<냥>

1795*

(刑房)

2 5 5 5 2 20 2† 1 40 5 1 5†
?

+4 +10 +10 +50

1878**

(戶房)

2 5 5 5 2 20 2 1† 40† 5 1 5†

<523.1><30> <150> <150> <5> <66> <24> <3.6> <2>※ <40> <7.5> <30> <15>

자료: �內 司各房上下冊�.

주: * 장번내  문 억 신사 하. ** 장번내  김희길 신사 하. + 別例下. †  지 (황 1근=1

냥2 , 표고1두=2냥, 곽10근=8 , 송지1근=3 ). 1795년에 해서는 가격 정보의 부족으로 환산이 

불가함. 1878년의 품목별 환산액은 < >로 표시하 으며, 비교의 편의를 해 술한 �육 조례�의 가격 

정보를 기 으로 하 음. ※ 표고 가격은 �내수사각방상하책�의 가.

<표 5> 長番內官에 한 내수사의 부의 내역: 18세기 말과 19세기 후반의 비교

수진궁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의 장기 고정성이 확인되며,
32)

32)직책별 지  기

액은 <표 6>과 같이 복원할 수 있다. 內人의 경우, 앞에서 소개한 定式이 그 로 

수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米(두) 木(필) (필) 錢文(냥) 환산총액(냥)

內人 15 1 2 15 120

奴子․婢子 8 1 38

자료: �壽進宮上下冊�.

주: 환산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표 6> 壽進宮의 구성원에 한 부의 지  규정의 복원

왕실 조달기 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 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찾

32) 앞에서 소개한 定式 이 의 시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편차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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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첫째, 명시 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定式이 있

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실제의 부의 지  내역에서는 큰 변동 없이 장기

으로 고정 인 경향이 보인다. 셋째, 정식의 존재와 실지 의 장기 고정성은 결국 

정식이 충실히 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의의 정식이 단지 형식 이고 상징

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시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식과 실지  사이

의 괴리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3) 서울의 상인조직

�護喪所上用冊�(1865-1900)에는 면주  조직의 구성원(주로 十坐)에 한 부의 

지 의 실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테면, “乙丑三月十九日//全十坐珣己喪齋

貳拾玖兩貳戔伍分上用印//大房(印)”의 형식이다. 체 내역을 검토하여 지  규정

을 복원해 보면 <표 7>과 같다. 다른 조직의 사례와 달리 다소간의 변동 양상이 

보인다. 특히 면주 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880년 에 들어

서기 에 부의  지 액이 증 되는 상이 찰된다. 하지만 당시에 진행된 인

이션이 지속 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부의  지 액의 증 는 일시 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1887년 이후에는 다시 어드는 양상이 찰

된다.

연도 1865-77 1878-86 1887 1888-1900

己喪
29.25 43.85

40

妻喪 40 35

其他* 4.25 6.35

자료: �護喪所上用冊�.

주: * 부모, 삼 , 사  등.

<표 7> 綿紬廛의 부의 지  규정의 복원                                     (단 : 냥)

한 기상과 처상을 거의 동 으로 우하는 반면에 부모, 삼 , 사  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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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족들의 喪事에 해서는 기상(처상)의 약 15% 수  밖에 되지 않는 액을 

부조하고 있다. 四喪에 한 부조가 행해지고 있다는 에서는 부와 유사하지만, 

액의 차등화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4) 지방의 상인조직

보부상 조직의 부의 규정은 <표 8>과 <표 9>에 정리한 것과 같이 직책별보다는 

계층별 차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보부상 조직의 계층은 ‘接

長-公員-執事-童蒙’의 4층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계층 간 차이에 비하

여 계층 내의 직책별 부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직책∖연도 1851 1869 1883 1892 직책∖연도 1851 1869 1883 1892

班首 25 25 25 25 都執事 5.5 5.5 5.5 5.5

領位 　 　 　 25 申飭執事 5.5 5.5 5.5 5.5

接長 25 25 25 25 發執事 5.5 5.5 5.5 　

副執事 　 　 　 5.5평균( 장 ) 25.0 25.0 25.0 25.0 

訃文執事 5.5 5.5 5.5 5本房公員 10 10 10 10

掌務執事 5 5 5 5都首公員 10 10 10 10

本房別有司 5.5 5.5 5.5 5公事公員 10 10 10 10

文書公員 10 10 10 10 別有司 5 5 5 　

首公員 10 10 10 10
閑散 2.5 2.5 2.5 3

本所公員 7.5 7.5 7.5 10
평균(집사 ) 5.0 5.0 5.0 4.9 

別公員 7.5 7.5 7.5 7.5
兒大房 4 4 4 5

副公員 6.5 6.5 6.5 7.5
兒公員 3.5 3.5 3.5 3.5

申飭公員 6.5 6.5 6.5 7.5
兒執事 3 3 3 3.5

處所公員 6.5 6.5 6.5 7.5
兒閑散 1.5 1.5 1.5 3.5

無任公員 6 6 6 　

평균(동몽 ) 3.0 3.0 3.0 3.9 평균(공원 ) 8.2 8.2 8.2 9.0 

자료: ｢初喪時賻 錢磨鍊記｣, 각 연도.

<표 8> 禮․德山 보부상 조직의 부의 규정                                      (단 :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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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액 직책 액

領位 35 書記公員 5

班首 30 各所別公員 5

接長 25 俾傳兒 5

五邑都公員 10 各處所閒商 3

本房公員 10

자료: �賻 節目�(1884).

<표 9> 元洪州六郡 보부상 조직의 부의 규정                                (단 : 냥)

한 정부나 왕실에서 실제의 지  유무와 무 하게 포트폴리오 형태의 부의를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보부상 조직은 일률 인 동  지 을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산・덕산의 사례를 보면 1850년 부터 1880년 까지는  변화가 

없고, 1890년 에 들어서도 극히 미소한 변화만이 찰될 뿐이다. 1850-80년간의 

부의 규정은 목의 다른 내용들과 함께 베껴 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정을 

반 한다기보다는 보부상 조직이 우후죽순 격으로 공인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조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규정된 것처럼 부의 이 실제로 지 되었다면, 19세기 후반과 같이 인

이션이 심한 상황에서는 경제 으로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하 을 것이다. 반면에 

규정된 것보다 많은 부의 이 지 되었다면, 그러한 형식  규정은 조직의 제도화

가 미비하 음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규정이 지극히 형식화된 상태

에서는 실제의 부의  지 이 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부의 의 

실제 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가정을 하더라도 보부상 조직의 부

의  규정은 상호부조의 경제  측면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형식  규정임을 추

론하는 데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계층별 계에 따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만으로도 정치  동원

과 같은 조직 운 의 비경제 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의의를 가졌을 것이다. 요컨

, 보부상 조직의 상호부조 규정은 의례 , 상징  규정일 가능성이 높다. 보부상 

조직에서 보이는 이상과 같은 부의체계가 지방의 상인조직 일반에 하여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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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해서 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렵다. 다만 규장각

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 의 하나인 �安東掌內油商完文�은 그러한 가능성이 높았

을 것임을 짐작  한다. ｢賻 定式｣(1891)에서 “班首, 接長, 前啣接長의 身喪에는 

10냥, 時任本房公員은 4냥, 諸公員, 諸執事는 3냥, 前任公員, 閑散, 同色은 2냥”이라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조선후기 조직의 경제  성격

앞에서 살펴본 4개 유형의 조직별로 확인된 부의 품의 지  양상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구분
부조 상 부조 범 부조 품

계
규모(냥) 장기

변동직 직 사상 기처상 기상 포트폴리오 최 최소

청 ○ ○ ○ ○ 708 3

왕실 ○ ○ ○ ○ 523 38

시 ○ ○ ○ ? 44 4 ○

행상 ○ ○ ○ ○ 25 3

<표 10> 조직 유형별 부의 지 의 특성 비교

우선 부조의 상을 보면, 정부 청에서만 직자에 한 우 차원에서 부의

가 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조직에서는 직 구성원에게만 부조가 

행해졌다. 부조의 범 에 있어서도 청에서는 료 자신을 포함하여 부・모・

처・자에 이르기까지 가족 반에 한 포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

는 반면에, 사  성격을 가지는 조직에서는 체로 구성원 개인의 사망에 한 부

조가 이루어졌을 뿐 가족에 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公商으로

서의 시 에 있어서는 妻喪에 한 부조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역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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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 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부의 품의 종류와 구성을 살펴 보면, 정부와 왕실에서는 포트폴리오 

형태가, 상인 조직에서는  형태가 일반 이었다. 상인 조직은 향 의 민간 조

직으로서의 洞契에서 나타나는 부의의 포트폴리오 구성
33)
을33)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비상업  성격이 강할수록 포트폴리오 형태를 띠고, 상업  성격에 가까울

수록 성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지 표 의 변화를 

추 하는 화폐론  입장을 취하더라도 지역별, 조직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례 연

구의 축 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조직 구성원의 계층에 따라 정연한 계로 차등화된 부의가 조직 내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10>의 체를 들여다 보면 조직간의 

계가 부조 상, 범 , 품 구성, 규모 등의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나

타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조직 내외를 막론하고 서울과 지방, 공공과 민간, 연

장자와 연소자, 상 자와 하 자라는 차이가 조직 구성원에 한 賻  수 에 그

로 투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부의 품의 변동 양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시

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조직에서 “장기 으로 변화가 거의 없다”는 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 진 바 있는 국가 지불가격의 장기 불변성과 연계하여 해

석될 필요가 있다.
34)

34)국가의 재정운  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제행 도 마찬가지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 는 부조가 물을 통해 이루어질 때

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화폐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에는 시장가격과의 

괴리로 인해 부조 행 의 실질가치가 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이 규정  실제의 지출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상의 찰과 분석을 종합하면 조선후기의 ‘조직을 통한’ 선물경제를 통한 

33) 박이택, 2003 앞의 논문.

34) 조선후기의 貢價는 元貢과 別貿 할 것 없이 시장의 변화에 처하지 못하는 고정성과 형

식성을 보이고 있었다(이헌창․조 , 2008 ｢조선 후기 貢價의 체계와 추이｣, �韓國史硏

究� 142, 203-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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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조직의 부의 행 는 경제상황

의 변화에 처하고자 하는 의도를 거의 표출하지 않았다. 조직간․조직내의 정연

한 계까지 감안한다면, 상호부조  성격보다는 형식 , 상징 , 의례  성격이 

강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일부 사례에서 외생 충격에 따라 조직의 재정

이 궁핍해지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의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아, 상에 임하는 부의의 수혜자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증여를 

행하는 조직의 경제  형편이 더욱 요했다. 이는 조선후기 조직의 부의 행 가 

상호보험 , 보장  기능을 수행한 것은 아님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기 상황에 처

한 경우 실하 을 사회  안 망이 오히려 제 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

여 다. 이는 당 의 조직 일반이 ‘공동체’로서 기능하 다고 보기 어려움을 뜻하

며, ‘공동체’ 다고 하더라도 경제  결속력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실질  혜택이 거의 없는 부의 행 가 조직에 의해 유지된 것은 이데올로

기의 반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나 왕실의 부의 규모가 컸던 것은 도덕  

측면 는 신에 계된 것으로서 평가될 수밖에 없고, 민간에서도 이를 모방하

는 수 에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양반 계층이 아닌 상인층에

까지 유교  이데올로기가가 擬制化되어 장례에 한 요성이 조직 내부 규정에

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 다면 시  조직에서 확인된 부의 지  규모의 장기  변동성이라는 외  

상에 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해서는 조직 성격의 변화 때

문이라는 가설을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시 이 동업조합으로서 상호

부조  성격을 강하게 띠는 ‘상인’ 단체로 기능하고 있었다면, 19세기말의 시 은 

‘비상인’도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었다.
35)

35)따라서 시 의 멤버십은 

신이나 평  이상의 경제  문제까지 고려하는 수 에서 존재하 다. 부의 지

의 실제를 보여주는 독립된 장부 체계를 갖춘 유일한 조직이 시 이었다는 도 

35) 이는 시  뿐만 아니라 19세기 ‘상인’과 련된 ‘멤버십’ 는 ‘권리’ 일반에서 나타나는 

공통  상이다(조 , 2012 ｢조선후기 旅客主人  旅客主人權 재론｣, �한국문화� 57,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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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설을 지지해 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한 연동의 정도에 있어서, 10

년 가량을 규정 변경의 주기로 하고 있었다는 은 시 이 시장경제와 동떨어진 

존재 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6. 맺음말

본 논문에서 몇 가지 사례를 발췌하여 살펴본 조직의 賻  실태에 따르면, 조선

후기 조직의 ‘共濟’에서 나타나는 성격은 19-20세기의 보부상 조직에 하여 최소

한의 기능으로 상정되어 왔던
36)

36)상호부조마 도 형식 인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의

문을 품게 한다. 조선후기 조직의 개인에 한 부의 지 을 조직의 구성원에 한 

복지 차원에서 행해진 것 는 구성원 상호간의 부조 행 가 확장된 형태로 용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단된다. 조직의 부의가 인  

연망에서 개별 으로 행해진 부의와 비교하여 상 으로 어느 정도 는지, 한 

본 논문의 사례 외에 다양한 조직  자료를 본격 으로 종합하여 고찰한다면 어

떤 경향이 도출될지에 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모두에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면, 국가와 개인 사이에 치한 조직의 특성

상 조직 내에서의 부의는 호혜와 재분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거기에 더하여, 서울 시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재분배 기능의 일

종인 恤典體制에 의해 시  조직의 失火에 한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는 을 고려하면,
37)

37)호혜와 재분배의 련 속에 조직의 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간의 상인 조직은 시 뿐만 아니라 보부상 조직의 경우에도 국가에 의

36) 조 , 2009b 앞의 논문.

37) 휼  체제  시 에 한 국가의 경제  지원의 실태 에 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하

라. Anders Karlsson, 2007 “Royal Compassion and Disaster Relief in Chosŏn Korea,”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0, No.1, pp. 71-98; 고동환, 2008a ｢조선후기 王室

과 시 상인｣, �서울학연구� 30, 7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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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활용되고  지원되기도 하 던 것이 조선후기 경제의 특질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체제론과 련하여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자면, 조선후기 조직의 행 는 화

폐의 가치에 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에서 비시장경제의 역에 놓

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비시장  

특성을 보다 면 하게 검토하기 해서는 각종 가격 체계에 한 종합  근이 

필요하다. 시장가격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가격들 에서 재까지의 연구는 원

공・별무의 貢價에 한 해석 정도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詳定價, 作錢價, 代錢價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격 는 교환비율에 한 사례 수집과 그러한 가격의 결정

원리에 한 해명이 이루어지기를 기 해 본다.

논문투고일(2012. 4. 30),   심사일(2012. 5. 27),   게재확정일(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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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dolence System of Organizations in Late Chosŏn Korea

Cho, Young-Jun

This paper analyzes condolence system of organizations in late Chosŏn Korea. To do 

that, four types of organizations were chosen, such as government offices, the procurement 

agencies for the Royal family, and merchants’ guilds both in Seoul, the capital city of the 

Chosŏn dynasty, and in the countryside. The result shows that in general, there was not a 

long-term change or fluctuation in the amount of money paid by organizations in 

19th-century Korea. The regulations for funeral expenses of members were merely formal 

or symbolic rather than helpful as a vehicle of social insurance. There was no community- 

like organization, which acted as a social safety net. In some cases, benefit programs for 

funeral ceremonies benefited the organization itself more than its members.

Key words : condolence, organization, reciprocity, gift economy,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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