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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재정사 시계열자료의 패턴변화

-1779년(정조 3년)에서 1881년(고종 18년)까지- 

박석윤1), 박석인2), 김규 3), 

요   약

   본 고에서 조선후기 재정변화의 패턴이 정치사회에 그리고 제도에도 변화를 초래하 음을 

『朝鮮王朝實錄』 및 『日省錄』등의 사료에 기록된 재정사 통계자료와 기상통계자료의 패턴 

변화로 접근하여 살표보았다. 

 

주요용어 :『度支志』,『萬機要覽』,會計簿, 年末時在額, 戶口, 實結, 災結, 實上納額, 上納額指數

1. 서 론

   한국 근대사에서 1876년 개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그러한 변화는 이미 한 세기 이전부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본 고에서는 개항 이전 약 1세기 전인 정조 3년(1779년)부터 고종 18년 (1881년)까지의 기간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조선후기 재정의 변화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조선후기의 재정상태를 

京各司와 各營(五軍營)에 올린 會計簿의 시계열자료를 통하여 조선후기의 재정에 관한 변화

상태를 살펴본 다음, 해당 기간내 강우에 관한 기상 시계열자료의 변화를 찾아 기상변화와 

재정상태의 변화형태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조선후기 재정사료가 100년 가까운 기간에 

걸친 시계열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에서의 불변 시장가격으로 자료들을 환산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재정사료를 1807 불변시장가격으로 환산한 

다음, 조선후기 재정변화의 패턴이 정치사회에 그리고 제도에도 변화를 초래하 음을 『朝鮮王

朝實錄』 및 『日省錄』등의 사료에 기록된 재정사 통계자료와 기상통계자료로 접근하 다. 

2. 재정자료의 환산

 2.1. 자료의 성격

   본 연구에서 취급한 자료는 『正祖實錄』, 『純祖實錄』『憲宗實錄』『哲宗實錄』『高宗實錄』 

및 『日省錄』등에 실려 있는 會計簿 자료와 강우량 자료이다. 이 중 會計簿 자료는 서울에 있던 

모든 관아와 오군 에서 올린 年末會計 報告資料로서 호조․양향청․선혜청․상진청(상평창과 

진휼청)․균역청․병조․훈련도감․금위 ․어 청․총융청 등의 年末物種保有量에 대한 통계

이며, 각 항목에는 黃金․銀子․錢文․綿布․綿紬․苧布․麻布․米․田米․大豆․雜穀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수

2) 공주대학교 국민윤리학과 교수
3) 통계청 정보처리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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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자료의 환산

   이러한 會計簿 자료를 동일한 가격에 의한 錢으로 환산하여 총체적 자료로 집계하여야 하는데, 

조선시대의 회계부에 나타나 있는 금․은․미․포 등 각 물종의 가격이 각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은 아직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으로 환산하여 집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조선조 貢納制의 개편과정 중 대동법이 광해군 즉위년(1608년)에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

되었으며, 숙종 34년(1708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도에서 시행되었다. 대동법은 수 백종에 

달하는 재화와 부역노동을 당시의 교환 수단으로 통용된 물품화폐인 미․포로 통합한 제도이다. 

그러나 布納化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어서, 재정운 의 화폐화가 점차 증대되고 이것이 국가 유통

구조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숙종 42년(1716년) 포납에 있어서 1疋 2兩으로 

作錢價를 획정하 으며, 1疋 2兩식은 『續大典』에 명문화되어 조선후기 전기간에 걸쳐 준용되었다. 

   순조 8년(1808년)에 완성된 『萬機要覽』에는 500여 가지가 넘는 물종들의 가격이 錢 또는 

米로 표시되어 있는 바, 會計簿에 나타나는 물종의 가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807년도 불변시장가격

품   목 단   위 시장가격(량) 품   목 단   위 시장가격(량)

金

銀

布

木

綿 紬

兩

兩

疋

疋

疋

80

3

2

2

16

苧 布

米

田 米

太

雜 穀

疋

石

石

石

石

16

6

6

3

3

   100여년에 걸친 장기적 시계열자료를 전으로 환산하여 추계하는 것이 당시의 재정상황을 잘 

반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각 시대별로 동일한 시점에서 각 물종의 가격을 

명시한 문헌을 찾아 보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경상가격으로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환산에 따른 정보의 손실을 포함한 여러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구, 1808년 완성된 『萬機要覽』의 통계치를 이용하여 180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 불변시장

가격으로 추계하 다.

3. 재정상태 변화분석

  3.1 災結 시계열자료의 분석

   재결이란 給災免稅를 말하며 단지 재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통계자료인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매년 災結

總數가 기록되어 있는 바, 1결은 만㎡을 의미한다. 특히 災結總數가 60,000결을 넘어서면, 각도별 

災結數가 자세히 기록된다. <도표 1>의 재결 통계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784년․1787년․1793년․1795년․1799년․1810년․1813년․1815년․1829년 및 1877년은 

災結數가 10만 재결 이상으로 나타나서, 기상이변 내지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 중 1784년․1787년․1795년․1810년 및 1815년의 재정 적자액은 90만량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위의 가정이 타당함을 입증해 준다. 

   셋째, 특히 1810년의 災結은 190,000 여 결로서, 조선 후기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는 평균 實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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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만결의 25%에 해당하는 수치가 된다. 그리고 이 해의 實上納額은 겨우 883,462량에 그쳐서 

최소치를 기록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재난이 있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1810년 이전 재해기간인 1793년(흑자 3.3만량)․1799년(적자 6.8만량)은 그 이후 재난

기간인 1813년(적자 47만량)․1829년(적자68만량)․1877년(적자 63만량)에 비해 상대적인 건전

재정 운 을 보인다.

   다섯째, 戶數를 살펴 보아도, 1810년 이후 20만호 정도의 급격한 감소가 뒤따른다.

   따라서 1810년경에 災結이 19만여결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평상시 實結數(80만결)의 

약 25% 정도가 피해를 입었으며, 實上納額도 80여만량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서, 농업기상학사상 

최고의 재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1810년 이후에는 이전 정조시대와는 판이한 세

도정치시대의 재정운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1>  災結 및 戶數 (1779-1881)

  3.2 實上納額指數 자료의 분석

   조선후기 實結과 實上納額을 나타낸 <도표 2>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실결과 실상납액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실상납액과 실결의 비

(ratio)로 표시되는 上納額指數(結當上納額)는 조선후기의 재정수입 측면만이 아닌 전반적 재정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상납액지수는 1.36과 1.60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災結이 19만여결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810년의 상납액지수가 최소치 1.36으로 나타난다. 

   셋째, 戶數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3년에 한번씩 호적대장을 새롭게 작성한 

호적제도는 징병이나 조세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공식통계제도로서 삼한시대나 삼국시대 이래로 

그 통계 수치가 역사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다. 국가 운용과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 통계인 호구통계가 조선 후기 순조 10년(1810년) 이후로 커다란 변화 패턴을 보인다. 

1813년 1814년 사이에 호수가 무려 124,779호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호수의 감소는 1811년 홍경래의 난과 같은 내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진주민란을 시작으로 제주민란까지 전국적 규모로 2월에서 12월까지 지속되었던 철종 13년

(1862년)의 경우에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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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1810년의 상납액지수의 최저치나 급격한 호수의 감소 등의 통계수치는 작황에 지대

한 향을 미친 천재지변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도표 2> 實結과 實上納額 (1779-1881)

<도표 3> 上納額指數(1779-1881)

  3.3 年末時在額과 財政黑赤字 분석

   연말시재액 및 재정흑적자액은 조선 후기에, 그 시대의 경제적 상황만이 아니라 정치․경

제․사회적 질서 및 제도의 페턴 변화를 알아 볼 수 있는 통계 수치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3.3.1 年末時在額

   『朝鮮王朝實錄』 및 『日省錄』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후기 통계자료 중 會計簿 자료는 11

가지 물종의 년말 회계자료다. 연말시재액은 회계부의 11가지 물종을 1807년 불변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총계를 구한 화폐량이다. 본고에서는 정조 3년(1779년)부터 고종 18년(1881년)까지의의 

장기적 시계열자료를 대상으로하여, 조선 후기 재정 운용의 변화를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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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전체적 시계열의 평균은 390여만량이 되며, 시계열 변동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 

1867년(고종 2년) 당백전 주조 등으로 사상 유래없는 높은 수준의 시재액을 기록하고 있다. 1867

년의 극히 높은 값은 극단치(outlier)로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둘째, 연말시재액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조 20년(1776년)에 완성된 

통계연감인 『度支志』를 기초로, 순조 8년(1808년)에 새롭게 펴낸 통계연감인 『萬機要覽』을 

편찬한 통계에 정통해던 관료이자 학자인 호조판서 沈象奎의 상소문(純祖實錄 권25, 순조22년 

壬午10년 丙辰條)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그의 상소문에 정확한 원인과 대책이 서술되어 있는 

바, 재정의 지속적 악화는 免稅結의 장기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연말시재액은 20-27년의 장기적 변화변동 주기를 갖는다.

   넷째, 이러한 변동 주기의 저점 부근인 1795년․1815년․1827년 및 1866년에서 천주교 탄압이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815년과 1827년은 당시의 ‘時派’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었던 해인 것이다.

   3.3.2 재정흑적자액

   연말시재액의 一階定差(first order difference)의 값이 정(+)인지 부(-)인지를 살펴서 그 해의 

재정상황을 판별할 수 있다.  재정흑적자액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도표 4> 연말시재액과 재정흑적자액 (1779-1881)

<도표 5> 면세결 (177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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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1784년․1787년․1795년․1802년․1810년․1811년․1815년․1833년․1858년․1868년 

및 1874년에는 적자가 90만량을 넘고 있다. 이런 시점들을 잘 살펴보면,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

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84년․1787년․1795년․1810년․1815년에는 災結이 10

만결 이상이다. 그리고 1811년에는 ‘홍경래 난’이 있었고, 1833년에는 災結이 9만량으로 꽤 높다.

   셋째, 철종 9년(1858년)과 고종 6년(1868년)의 적자재정은 전혀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 즉 1858년의 

16만자 鑄字와 1868년의 景福宮 重建이 경제외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1874년의 최고 적자 기록 2,517,111량은 경제정책의 급진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중국 화폐(小錢, 淸錢)의 통용의 갑작스러운 금지로 인한 재정정책의 공백이 빚어낸 현상으로서 경제정책의 

부재로 나타난 人災라 할 수 있다.

   다섯째, 1802년의 957,455량의 적자에 대해서는, 이 때가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조선후기 주된 사회해체 현상 및 재정의 황폐화 현상은 天災와 人災가 겹친 세도정치

시대의 산물임을 밝혀 보았다.

  3.4 강우자료로 본 재정상태의 변화

   강우량 시계열 자료에서 년간 강우량이 800㎜이하를 기록한 1785년․1795년․1803년․1822

년․1838년․1853년․1866년․1876년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기후가 재정변화 및 정치․사회․

제도적 변화에 여러 가지 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802년 의 큰 적자재정에 연이은 1803년, 1819년 이후 지속된 적자재정에 연이은 1822

년, 1837년 적자재정에 연이은 1838년, 1848년 이후 지속된 적자재정에 연이은 1853년 및 1876

년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누적적 적자재정의 패턴이 매우 심화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

기 재정의 황폐화 시대에 진입하 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둘째, 더욱 주목할 만한 시점은, 강우량 자료로 볼 때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조 9년(1785년)이다. 이 시점에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없었음을 뿐만 아니라, 흑자재

정 그것도 783,404량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역동적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한 문화적 중흥기이자 ‘眞景時代’로 일컬어지는 정조시대의 건전

재정 운 의 결과인 것이다. 

                 <도표 6> 측우기에 의한 강우량 기록(177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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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결수, 결당상납액, 재정흑적자액, 및 강우량 자료 등을 시대별로 비교하여, 

바로 ‘眞景時代’의 뚜렷한 특징을 밝혀 보았다. 이와 같이 정조시대에는 시대적 질서와 특징과 

패턴이 이후의 ‘세도정치시대’와는 큰 차이를 드러낸다. 즉 조선조 理財의 원리인 세입을 헤아

려 세출을 검소하고도 신중하게 집행하는 ‘量入位出’의 건전재정 운 이 착실하고도 질서있게 

적용되는 세대, 말 그대로 ‘眞景時代’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세도정치시대’의 방만하고도 

무질서한 ‘누적적 적자재정’ 운 과는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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