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호구와 전결
조선시대에는 호적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호구조사제도도 발달되어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1428년에 호적에 관한 규정이 제정
되어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역적으로 호구조사의 결과
를 볼만한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있기도 하다. 이때의 호구조사에서 기록사항은 호
우의 성명, 본관, 연갑, 주소, 직업 뿐만 아니라 4조와 처의 연갑 및 본관, 자연의
148

연갑, 사위의 연갑 및 본관, 노비의 연갑 등을 포함하는 세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와 지역마다 호구통계치의 기록방식에 차이가 있고, 자연증가나 자연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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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치를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호구조사는 국가의 행정과 통치
행위의 기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다. 조선시대
에는 징세와 병역 등 역 부과의 기본자료를 수집하는데 주요목적이 있었고, 객관
적이고 일반적인 호구 자료로는 각종 지리지의 호구관련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조선초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호구(戶口)와 간전(墾田), 염
소(鹽所)의 수치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 호구수를 비교해 보면, 서천군의 규모가
가장 컸고, 비인현은 그에 반도 못미치는 정도였다. 비인현은 현재의 서천군 서
면, 비인면, 종천면, 판교면 일대로, 지금은 해안선이 단순해질 정도로 개간이 이
루어졌지만, 조선시대에는 해안선이 매우 복잡했고, 섬이 많았던 곳이므로, 인구
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 비해 서천군은 서천지역 3개군현 중 토지 면적이 가
장 광대하고, 동쪽으로 한산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금강과 그 건너에 전
라도 옥구에 접하여 금강을 따라 운행하는 각종 선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산군의 경우, 서천군과 임천군의 사이에 있으면서 남쪽으
로 금강에 접한 지역으로서, 염소(鹽所)는 없었다.@

1) 한산군
한산군은 조선초기 1,607명의 인구가 사는 고을로 서천지역 3개 군현중에서는
중간 규모였다. 조선초기의 인구조사 자료는 140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는『세종
실록지리지』
가 있다. 여기에는 호구수와 간전의 결수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
나, 조선초기 전국적인 통계 조사라는 점에서 당시 사정이 기록된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조선후기의 호구 및 전결수와의 비교가 가능하여 향촌사회의 발전상
을 살펴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1750년대 자료인『해동지도(海東地圖)』
를 비교해보면 300
여년만에 호수가 거의 10배나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결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 기록의 오류를 의심해 볼수도 있지만, 인접한 서천군이나 비인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경작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채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
던 것은 농법의 발달로 생산력이 증대된 까닭으로 해석된다.
<표 1> 세종실록지리지와 해동지도
민호와 전답

세종실록지리지

민호

戶 : 342
口 : 1607
전

간전

해동지도(1750년대)
3,608호

2,186결 34복 5속

『호구총수(戶口總 )』
는 1789년(정조 13)의 전국 호구 수를 총망라하여 정리해
놓은 인구 통계집이다. 총 9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으로 한산·서천·비인은 제4
책에 수록되어 있다. 면별로 소속 마을이름을 나열하였고, 호수와 인구수를 남녀
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면·리·호구수를『세종실록지리지』
·
『해동지도』
·
『여지도서』
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기별 변화상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면

해동지도
(1750년)

342
남

인구

여
총인구

1,607

호구총수
(1789년)

8

9
58

108

3,608

3,513

3,279

6,108

6,378

리
호수

여지도서
(1759~1765년)

9

5,412

5,447

11,520

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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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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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결 54복 4속

3,060결

앞의 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한산군에 있어서 리
(里)의 급격한 증가인데 이는 조선후기에 일반화 되는 분동(分洞), 분촌(分村)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촌락의 분화는 외적으로 촌락의 수량적 증가를 말
하여 주는 것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각각의 촌락들이 지녔던 공동체적 기반과 촌
락주도세력의 변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촌락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호구총수』이후의 호구 기록으로 주목되는 것은 김정호(金正浩)가 1865년경
에 편찬 완료한『대동지지(大東地志)』
이다. 이 지리지는 각 읍에 대한 철저한 현
재적 파악에 주력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경제상을 확인하기에 좋은 자료인데, 편
찬당시 한산군의 전민(田民)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대동지지 기록을 보면, 50
여년전에 편찬된 호구총수보다 전체적으로 수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대동지지
군@ @ @ 현

田

畓

民戶

人口

軍保

韓@@ 山

1,387

1,759

2,583

9,096

3,948

한편, 각 시기별 전결수의 변화를 각각의 지리지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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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54년에서 1750년까지 300년간 약 513결이 증가하고, 그 후 10년만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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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결이 늘어, 300년간의 변화보다 그 후 10년간의 변화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경작지의 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시대별 전결수의 변화
전결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간전 : 3,060결
·전 : 1,387결 54부 4속

해동지도(1750년)

·답 : 2,186결 34부 5속
·계 : 3,573결 88부 9속
·한전 : 1,387결 54부 4속

여지도서(1759~1765년)

·수전 : 2,759결 60부
·계 : 4,147결 14부 4속

농법의 발달 및 경작지의 증가 상황은 호구의 증가 및 호구총수에 기록된 마을
수의 증가와도 관련이 된다. 조선후기에 농업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
앙법의 보급으로 농업 노동력이 절감되고, 절담된 노동력은 광작이라는 새로운

농업경영방식을 낳았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
고, 기술도 등장하였다. 또한 농민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제언이나
보를 축조하기도 하였고, 상품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특히 수리시설의 구축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제언 수축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으므로, 관의 협조를 비롯
해, 지역의 유력사족이 나서는 경우가 많았고, 그 지역 농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계
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의 상황을 만영하는『여지도서』
에는 당시 한산군
에 설치되었던 17개의 제언이 기록되어 있다. 각 제언의 위치와 규모도 상세하다.
● 연제( 堤) : 성 가운데 있고, 둘레 100장, 수심 8척이다.
● 개곡제(盖谷堤) : 군 동쪽 5리에 있고, 둘레 86장, 수심 6척이다.
● 독곡제(獨谷堤) : 군 남쪽 3리에 있고, 둘레 42장, 수심 6척이다.
● 여사제(余士堤) : 군 동쪽 15리, 둘레 120장, 수심 8척이다.
● 괴화제(槐花堤) : 군 동쪽 10리에 있고, 둘레 105장, 수심 8척이다.
● 동지제(冬至堤) : 군 동쪽 10리에 있고, 둘레 103장, 수심 3척이다.
● 축산제( 山堤) : 군 동쪽 10리에 있고, 둘레 65장, 수심 7척이다.
● 원형제(元衡堤) : 군 남쪽 15리에 있고, 둘레 257장, 수심 7척이다.
● 안보제(安保堤) : 군 남쪽 10리에 있고, 둘레 135장, 수심 8척이다.
● 전자제(錢子堤) : 군 남쪽 15리에 있고, 둘레 84장, 수심 8척이다.
● 숭정제(崇貞堤) : 군 서쪽 7리에 있고, 둘레 83장, 수심@ 8척이다.
● 개곡제(開谷堤) : 군 서쪽 10리에 있고, 둘레 103장, 수심 7척이다.
● 저구우제(猪仇于堤) : 군 서쪽 15리에 있고, 둘레 87장, 수심 8척이다.
● 이토제(耳土堤) : 군 서쪽 3리에 있고, 둘레 78장, 수심 6척이다.
● 고촌제(枯村堤) : 군 북쪽 5리에 있고, 둘레 117장, 수심 7척이다.
● 마지제(馬池堤) : 군 북쪽 10리에 있고, 둘레 76장, 수심 8척이다.

2) 서천군
서천군은 조선초기 1,876명의 인구가 사는 고을로 서천지역 3개 군현 중에서
는 면적도 가장 넓고, 호구수도 가장 많았다. 1536년(중종 21)『중종실록』
에‘서
천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며 송사(訟事)가 많은 곳’
이라는 사헌부의 보고가 있
는 것을 보면 당시 서천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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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제(公須堤) : 군 남쪽 15리에 있고, 둘레 183장, 수심 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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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의 인구조사 자료중 140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는『세종실록지리지』
가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와 1750년대 자료인『해동지도』
를 비교해보면 300여년만
에 호수가 10배 이상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전결수는 1,505결이 증
가하여 조선 초기보다 1.5배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작지는 늘어나지 않은채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후기에 생산력이 증대된 까닭으로 해석된다.
<표 5> 세종실록지리지와 해동지도
해동지도

세종실록지리지
호 : 421
구 : 1,876

민호
전

간전

4,735호 (서천포 : 155호)
2,342결 11복 3속

3,774결

답
鹽所

2,937결 16복

2 (鹽盆 21)

『호구총수』
는 1789년(정조 13)의 전국 호구 수를 총망라하여 정리해 놓은 인구
통계집이다. 면·리·호구수를『세종실록지리지』
·
『해동지도』
·
『여지도서』
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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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기별 변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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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해동지도
(1750년)

면

호구총수
(1789년)

10

11
149

150

4,735

4,025

3,640

남

6,021

7,184

여

5,560

6,208

11,581

13,392

리
호수

인구

여지도서
(1759~1765년)

421

총인구

1,876

11

『호구총수』
에 기록된 호수와 인구는 30년 전에 작성된 여지도서와 비교해 볼
때 호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가 증가되는 독특한 사례를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해 서천군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실마리를 추정할 수도 있다.
호구총수 이후의 호구 기록으로 주목되는 것은 김정호(金正浩)가 1865년경에
편찬 완료한『대동지지』
이다. 이 지리지는 각 읍에 대한 철저한 현재적 파악에 주
력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경제상을 확인하기에 좋은 자료인데, 편찬당시 서천군
의 전민(田民)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서천군의 전민(田民)
군@ @ @ 현

田

畓

民戶

人口

軍保

舒@@ 川

2,342

2,937

2,773

10,678

4,379

d대동지지e기록을 보면, 50여년전에 편찬된 호구총수보다 전체적으로 수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시기별 전결수의 변화를 각각의 지리지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
다. 1454년에서 1750년까지 300년간 약 1,515결이 증가하고, 그후 10년간은 변
화가 없어, 앞서 살펴본 한산군의 변화상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10여년간 수
치상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지도서가 해동지도의 내용을 그대로 전사했
던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천군의 경우 여지도서 제언조에 23개나 되는 제언
이 기록된 것과 비교하면 의문이 생기지만, 아마도 한산군만큼의 큰 변화가 없었
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표 8> 시대별 전결수의 변화
전결수
·간전 : 3,774결
·전 : 2,342결 11부 3속
해동지도(1750년)

·답 : 2,937결 16부
·계 : 5,289결 27부 3속
·한전 : 2,342결 11부 3속

여지도서(1759~1765년)

·수전 : 2,937결 16부
·계 : 5,289결 27부 3속

조선후기 농법의 발달에 따라 수리시설의 구축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제언
수축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으므로, 관의 협조를 비롯해, 지역의 유력사족이 나서
는 경우가 많았고, 그 지역 농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계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조
선후기의 상황을 만영하는『여지도서』
에는 당시 서천군에 설치되었던 23개의 제
언이 기록되어 있다. 각 제언의 위치와 규모도 상세하다. 이중에서는‘수보(水
洑)’
처럼 하천을 막아 만들었다거나,‘활동제(闊洞堤)’
는 돌로 막아 폐지했다는
등의 내용이 함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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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전제(官前堤) : 군 남문 밖에 있고 둘레 623척, 수심 2척 반이다.
● 서제(西堤) : 군 동쪽 5리에 개곡면(開谷面)에 있고둘레 1,568척, 수심4척이다.
● 동제(東堤) : 군 동쪽 6리에 개곡면에 있고 둘레 1,821척, 수심 4척이다.
● 수보(水洑) : 군 남문 밖 동면(東面)에 있고 길이 10리, 넓이 20척, 수심 10척,
천을 막아 밭에 물을 대었다.
● 신지제(新池堤) : 군 남쪽 15리 외동부면(外東部面)에 있고 둘레 3,154척, 수
심 3척이다.
● 아포제(芽浦堤) : 군 남쪽 15리 외동부면에 있고 둘레 886척, 수심 3척이다.
● 석교제(石橋堤) : 군 남쪽 15리 외동부면에 있고 둘레 1,667척, 수심 3척이다.
● 길상제(吉祥堤) : 군 남쪽 15리 외동부면에 있고 둘레 1,185척, 수심 3척이다.
● 분절제(分節堤) : 군 남쪽 25리 마길면(馬吉面)에 있고 둘레 1,820척, 수심
3척이다.
● 원두동제(元豆洞堤) : 군 남쪽 20리 마길면에 있고 둘레 1,137척, 수심3척이다.
● 사동제(寺洞堤) : 군 남쪽 20리 마길면에 있고 둘레 553척, 수심 4척 반이다.
● 피방제(皮方堤) : 군 남쪽 10리 마길면에 있고 둘레 1,057척, 수심 2척 반이다.
● 고관전제(古官前堤) : 군 남쪽 10리 서부면(西部面)에 있고 둘레 1,425척,
수심 3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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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제(闊洞堤) : 군 서쪽 12리 서부면에 있고 둘레 585척 4촌이다. 지금은 지
난 신해년@ 모래와 돌로 메우기 시작하여 영구히 폐지했다.
● 기지제(機池堤) : 군 서쪽 10리 서부면에 있고 둘레 2,484척, 수심 3척이다.
● 활동제(闊洞堤) : 군 북쪽 12리 장항면(獐項面)에 있고 둘레 693척, 수심 3
척이다.
● 기동제(起洞堤) : 군 북쪽 10리 장항면에 있고 둘레 958척, 수심 3척이다.
● 수청동제(水淸洞堤) : 군 서쪽 7리 장항면에 있고 둘레 1,029척, 수심 4척이다.
● 굴지제(

池堤) : 군 동쪽 7리 판산면(板山面)에 있고 둘레 1,019척, 수심 1
척 반이다.

● 용학제( 鶴堤) : 군 동쪽 10리 판산면에 있고 둘레 1,157척, 수심 3척이다.
● 조양제(照陽堤) : 군 동쪽 12리 문장면(文長面)에 있고 둘레 945척, 수심 2
척이다.
● 석교제(石橋堤) : 군동쪽15리초처면(草處面)에있고둘레964척수심4척이다.
● 명곡제(鳴谷堤) : 군 동쪽 30리 두산동면(豆山洞面)에 있고 둘레 1,216척,
수심 3척이다.

3) 비인현
서천군은 조선초기 651명의 인구가 사는 작은 고을로 서천지역 3개 군현중에
서 면적도 가장 작고, 호구수도 적었다. 조선초기의 인구조사 자료중 1400년대
의 상황을 반영하는『세종실록지리지』
가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와 1750년대 자
료인『해동지도』
를 비교해보면 300여년만에 호수가 17배 가량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천지역의 3개 군현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다. 그러나 그에 비하
면 전결수는 269결이 증가하여 인구증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 경작지는 늘어나지 않은채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후기에
생산력이 증대된 까닭으로 해석된다.
<표 9> 세종실록지리지와 해동지도
세종실록지리지
호 : 166
구 : 651

민호

@

전

간전

2,686호 (마량진 : 168호)
1,071결 13복 9속

1,662결

답
鹽所

해동지도(1750년대)

860결 73복 2속

(鹽盆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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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집이다. 총 9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으로 한산·서천·비인은 제4책에 수록되
어 있다. 면별로 소속 마을이름을 나열하였고, 호수와 인구수를 남녀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면·리·호구수를『세종실록지리지』
·
『해동지도』
·
『여지도서』
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시기별 변화상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면

해동지도
(1750년)
6

리
호수

166
남

인구

여
총인구

651

2,686

여지도서
(1759~1765년)

호구총수
(1789년)

6

6

26

142

3,238

3,391

5,172

5,926

5,436

5,103

10,608

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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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총수』
는 1789년(정조 13)의 전국 호구 수를 총망라하여 정리해 놓은 인구

앞의 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비인현에 있어서 리
(里)의 급격한 증가인데 이는 조선후기에 일반화 되는 문동(分洞), 분촌(分村)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촌락의 분화는 외적으로 촌락의 수량적 증가를 말
하여 주는 것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각각의 촌락들이 지녔던 공동체적 기반과 촌
락주도세력의 변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촌락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호구총수 이후의 호구 기록으로 주목되는 것은 김정호(金正浩)가 1865년경에
편찬 완료한『대동지지』
이다. 이 지리지는 각 읍에 대한 철저한 현재적 파악에 주
력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경제상을 확인하기에 좋은 자료인데, 편찬당시 비인현
의 전민(田民)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1> 비인현의 전민(田民)
군@ @ @ 현

田

畓

民戶

人口

軍保

庇@ 仁

1,071

860

2,793

9,217

1,636

대동지지 기록을 보면, 50여년전에 편찬된 호구총수보다 전체적으로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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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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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기별 전결수의 변화를 각각의 지리지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454년에서 1750년까지 300년간 약 269결이 증가하고, 그후 10년간은 변화가 없
어, 앞서 살펴본 한산군의 변화상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10여년간 수치상에 전
혀 변화가 없다기 보다도 여지도서가 해동지도의 내용을 그대로 전사했던 듯 하다.
<표 12> 시대별 전결수의 변화
전결수
세종실록지리지(1454)

·간전 : 1,662결
·전 : 1,071결 13부 9속

해동지도(1750년)

·답 : 860결 73부 2속
·계 : 1,931결 87부 1속
·한전 : 1,071결 13부 9속

여지도서(1759~1765년)

·수전 : 860결 73부 2속
·계 : 1,931결 87부 1속

농법의 발달에 따라 수리시설의 구축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여지도서』
에
기록된 비인현의 제언(堤堰)은 한곳뿐으로, 서문외제언(西門外堤堰)이 현 서쪽으

로 3리에 있고, 주위는 1,250척, 깊이는 3척이었다.
한편, 비인현에는 조선후기의 경제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는 좋은 기록이 전해진
다.『충청도비인현중기(忠淸道庇仁縣重記)』
는 읍지로 분류되는 문서는 아니지만, 읍
사례와 연결되는 자료로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 중기(重記)는
비인현의 현감이 교체될 때 선임자가 각 군·현 소유의 각종 공유 물건을 후임자에
게 인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인수인계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조선왕
조실록』
에서 중기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중기가 오늘날의 표현으로 관리들의 직권남
용이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죄를 묻는데 있어서 중요한 증빙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후대 참고 자료로서 중앙에서도 중시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충청도비인현중기』
는 1818년(순조 18) 6월에 작성된 것이다.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5장, 1면당 12행으로 구획되어 있다. 목차의 구성은 호적(戶籍), 도서원
(都書員), 균역(均役), 예방( 房), 제복질(祭服秩), 제기질(祭器秩), 서책질(書冊秩), 대
동(大同), 형방(刑房), 병방(兵房), 내공방(內工房), 외공방(外工房), 봉수(烽燧), 수진군
기질(水陣軍器秩), 복물선군기질(卜物船軍器秩), 여군기질(餘軍器秩), 육진군기질(
陣軍器秩), 주사(舟師), 복물선(卜物船), 사후선(伺候船), 관청(官廳), 현사(縣司), 읍창
(邑倉) 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각각 주무자인 각읍(各邑)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그 내용도 각종 해당소유 물품들의 명칭과 수량을 나열함에 있어 아주 세부적
(烟臺)·시목(柴木)·대거(大炬)·소거(小炬)·예비거(預備炬)·세사(細沙)·마분
(馬糞)·회(灰)·교자궁(交子弓)·상각궁(常角弓)·장소(長箭)·연환(鉛丸)·석
탄·조총·화약·황토·숯·석탄·기와집·성문의 초가집 등에 대한 상세한 수
량을 적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비인현의 당시 실제적인 운영
구조와 사회경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2. 조선후기 면리편제
조선전기의 자연촌들은 조선후기의 경우처럼 <郡-面-里(洞)-村>의 행정편제
가 확연하지 않은 채 반독립적인 형태로 자연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
전농법(논 농사)이 일반화되면서 논지가 점차 평야·저지대로 확대되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집촌화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마을은 농경지
를 중심으로 중심촌락과 주변의 소규모 자연촌이 공존하게 되었는데, 조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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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까지 담아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봉수(烽燧)의 경우, 사용되고 있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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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里[洞]’
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촌락이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이후 중심 리
(里) 아래에 있던 자연촌이 점차 분화되어 독자적인 조직과 규모를 지니면서 독
립된 마을로 발전하였고, 지명상에 上○○, 下○○, 內○○, 外○○, 元○○, 舊
○○, 新○○, 本○○ 등으로 남아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주는 자
료는 읍지·지리지의‘방리(方里)’기록과 1789년(정조 13)의 전국 호구 수를 총
망라하여 정리해 놓은『호구총수』
가 있다. 호구총수는 총 9책으로 구성된 필사본
으로 한산·서천·비인은 제4책에 수록되어 있다. 면별로 소속 마을이름을 나열
하였고, 호수와 인구수를 남녀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면·리·호구수를『세
종실록지리지』
·
『해동지도』
·
『여지도서』
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조선 전
시기에 걸친 면리편제의 변화를 살 필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면리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 있는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되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한산군은 62개리
에서 108개리로 증가하고, 서천군은 149리에서 150리로, 비인현은 26리에서
142리로 마을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후기에 일반화 되는 분
동(分洞), 분촌(分村)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촌락의 분화는 외적으로 촌락의 수
량적 증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각각의 촌락들이 지녔던 공동
체적 기반과 촌락주도세력의 변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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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서천군의 경우 호구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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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호수와 인구는 30년 전에 작성된 여지도서와 비교해 볼 때 호수가 감소했
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가 증가되는 독특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서천군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실마리를 추정할 수도 있다.
호구총수의 자료는 여지도서의 통계와 비교할 경우 마을의 분화 및 인구의 증
감 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 현재 각 마을의 옛 이름도 되찾
을 수가 있을 것이다.

<표 13> 조선후기 지리지에 기록된 면리 및 호구
여지도서
(1759~1765)

한
산
군

호구총수
(1789)

면

9

9

리

62

108

호구

3,513

3,279

인
구

남
여

11,520

6,108
5,412

11,825

면명(리수, 여지도서/호구총수)

東上面(7/14), 東下面(6/12), 南下面(9/14),
6,378
5,447

南上面(5/9), 西下面(7/16), 西上面(5/7),
上 面(6/8), 下 面(4/11),

部面(9/17)

서
천
군

여지도서
(1759~1765)

호구총수
(1789)

면

11

11

外東部面(14/14), 馬吉面(13/14), 南部面

리

149

150

(16/12), 西部面(23/22), 獐項面(11/12),

호구

4,025

3,641

남

인
구

비
인
현

여

5,560

13,392

(12/12), 板山面(13/14), 草處面(8/10),

6,208

豆山洞面(17/17)

6

6

리

26

142

호구

3,238

3,391

남
여

5,172

10,608

5,436

5,926

11,029

26

26

리

237

400

인
구

남
여

10,776
33,709

11,301
16,408

縣內面(4/26), 西面(3/22),

面(3/18),

東面(7/35), 一方面(5/28), 二方面(4/14)

5,103

면

호구

開谷面(10/11), 文長面(12/13), 時方(旺)洞面

7,184

면

인
구

계

6,021

11,581

면명(리수, 여지도서/호구총수)

10,311
36,246

19,488
16,758

<표 14> 호구총수 - 한산군(韓山郡)
면

구
남

녀

3,279

11,825

6,378

5,447

438

1,469

769

700

279

1,283

696

587

420

1,339

746

593

373

1,552

838

714

원호

108
송림리(松林里)·뉴서리(杻西里)·뉴동리(杻東里

동상면
(東上面)

뉴내리(杻內里)·송상리(松上里)·송하리(松下里)
야인리(野仁里)·여사리(余思里)·나교리(羅喬里)
동지리(冬至里)·단상리(丹上里)·단하리(丹下里)
갈마리(渴馬里)·연양리(緣楊里)
하교동리(下橋東里)·하교서리(下橋西里)

동하면
(東下面)

용두리( 頭里)·신원포리(薪原浦里)
죽산리(竹山里)·나율리(羅 里)·화초리(花草里)
신천리(新泉里)·월령리(月令里)·광생리(光生里)
등상리(等上里)·등하리(等下里)

남상면
(南上面)

금당북리(今堂 里)·창의리(昌儀里)·고마리(叩馬里)
장상리(長上里)·장하리(長下里)·선소리(船所里)
신아포리(新牙浦里)·농소리(農所里)·망천리(望川里)
육원산리( 元山里)·포원산리(浦元山里)

남하면
(南下面)

추산리(秋山里)·추하리(秋下里)·다길리(多吉里)
사창리(社倉里)·미초리(尾草里)·안보리(安保里)
완길리(完吉里)·기포리(岐浦里)·대상리(大上里)
대하리(大下里)·활동리(活洞里)·광관리(光觀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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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

리

면

전체

구
남

녀

495

1,608

887

721

215

758

394

364

538

2,036

1,078

958

235

835

466

369

286

945

504

441

전체

구
남

녀

원호

리
내산정리(內山井里)·외산정리(外山井里)
길산리(吉山里)·월포리(月浦里)

서하면
(西下面)

외동북리(外冬 里)·외동남리(外冬南里)
내동남리(內冬南里)·내동북리(內冬 里)
신산리(辛山里)·역서리(驛西里)·역동리(驛東里)
역북리(驛 里)·황사리(黃寺里)·숭정리(崇丁里)
산성리(山城里)·원동리(院洞里)

서상면
(西上面)

이사리(梨寺里)·삼치리(三峙里)·막동리(幕洞里)
양지리(陽地里)·온공리(溫公里)·가좌리(加佐里)
수출리(水出里)
교촌리(校村里)·서문외리(西門外里)·문내리(西門內里)
남리(南里)·서문내북리(西門內 里)·음지리(陰地里)

북부면
( 部面)

북문내상리( 門內上里)·북문내하리( 門內下里)
북문외상리( 門外上里)·북문내하리( 門外下里)
유산리(遊山里)·호암리(虎巖里)·고상리(枯上里)
고하리(枯下里)·죽지리(竹枝里)·종지리(鍾之里)
신기리(新基里)·동자리(童子里)

북상면
( 上面)

160

은적리(隱寂里)·군자리(軍子里)·상포리(上浦里)
팔지리(八之里)·갈물리(乫勿里)·입점리(笠店里)
벽오리(碧梧里)·설월리(雪月里)
구시리(仇時里)·둔전리(屯田里)·가양리(加陽里)

제3절 경제적 성장과 변천

하북면

허문리(虛門里)·월명리(月明里)·마지리(馬池里)

(下 面) 신장리(新場理)·장아리(長牙里)·안민리(安民里)
필당리(筆堂里)·점촌리(店村里)

<표 15> 호구총수 - 서천군(舒川郡)
면

리

원호

11

150

3,460

13,392

7,184

6,208

291

1,047

566

481

365

1,421

767

654

삼연리(三 里)·도삼리(道三里)·모군리(募軍里)
외동부면
(外東部面)

대한리(大汗里)·아포리(芽浦里)·당산리(堂山里)
산북리(山 里)·죽림리(竹林里)·장선지리(長善之里)
홍덕리(洪德里)·어리산리(於里山里)·요동리(料洞里)
동고개리(東高開里)
가방리(佳方里)·구질절리(仇叱節里)·횡산리(橫山里)

마길면
(馬吉面)

연모노리( 毛老里)·용당리( 塘里)
원두동리(元豆洞里)·수여리(水余里)·굴항리(
송내리(松內里)·쌍동리(雙洞里)·신리(新里)
위포리(蝟浦里)·효실리(孝實里)

巷里)

면

리

전체

구
남

녀

580

1991

1,021

970

400

1,529

837

692

240

973

529

444

179

611

337

274

50

1,556

835

721

349

1,375

751

624

191

795

413

382

203

751

403

348

366

1,343

725

618

원호

봉근리(峯斤里)·역동변리(驛東邊里)·역서변리(驛西邊
남부면

里)·계산포리( 山浦里)·합전리(蛤田里)·남산리(南山

(南部面) 里)·백사정리(白沙亭里)·항리(項里)·솔리( 里)·장암리
(長巖里)·계곶지리(癸 地里)·개야소도리(開也小島里)
동조리(東助里)·계룡당리(鷄龍堂里)·화동리(禾洞里)
중리(中里)·봉하리(烽下里)·신산리(新山里)·남산리(南
山里)·옥산리(玉山利)·성북리(城 里)·마동리(馬洞里)
서부면
벌촌리(伐村里)·해창리(海倉里)·봉성리(鳳城里)
(西部面)
송내리(松內里)·신리(新里)·노항리(蘆項里)
아항리(牙項里)·동지산리(冬之山里)·죽산리(竹山里)
산소리(山所里)·당산리(堂山里)·금포리( 浦里)
성북리(城 里)·어온동리(於溫洞里)·화호소리(禾好所里)
장항면

지석리(支石里)·화리동리(禾里洞里)·외장항리(外獐項里)

(獐項面) 기동리(起洞里)·구암리(龜巖里)·고령동리(古嶺洞里)
상송동리(上松洞里)·하송동리(下松洞里)
풍동리(楓洞里)·유산리(遊山里)·지장리(支壯里)
시왕동면 냉정리(冷井里)·어질달리(於叱達里)·주절동리(注切洞里)
(時旺洞面) 화동리(禾洞里)·봉암리(鳳巖里)·선돌리(先乭里)
구암리(龜巖里)·입점리(笠店里)·유도암리(有道巖里)
사동리(寺洞里)·신리(新里)·동문외리(東門外里)
개곡면

화산리(花山里)·여산리(余山里)·인산리(仁山里)

(開谷面) 서변리(西邊里)·동변리(東邊里)·상루리(上 里)
선황사리(先皇寺里)·장선리(長善里)·동산리(東山里)
판산면
(板山面)

뉴산리(杻山里)·용학리( 鶴里)·태산리(台山里)
신산리(新山里)·둔덕리(屯德里)·정산리(鼎山里)
두모동리(豆毛洞里)·갈산리(渴山里)
삼수동리(三水洞里)·길산리(吉山里)·고산리(古山里)
금단리( 丹里)·만덕리(萬德里)·등고리(登古里)

문장면
(文章面)

북향동리( 向洞里)·도장동리(道壯洞里)
백양동리(白楊洞里)·유지동리(柳枝洞里)·화리(禾里)
고여리(古余里)·홍암리(洪巖里)·엄동리(奄洞里)
선동리(仙洞里)·득락리(得 里)

초처면
(草處面)

용기지리( 起之里)·초리(草里)·석교리(石橋里)·구정리
(九亭里)·유곡리(柔谷里)·신기리(新基里)·지곡리(紙谷
里)·산좌리(山佐里)·홍현리(紅峴里)·당곡리(堂谷里)
천방동리(千方洞里)·신농소리(新農所里)·초방리(草芳里)
건암리(建巖里)·은적동리(銀積洞里)·서원리(書院里)

두산동면 냉수동리(冷水洞里)·대동리(大洞里)·원동리(元洞里)
(豆山洞面) 귀변동리(貴邊洞里)·대곡리(大谷里)·원당리(院堂里)
왕야리(旺野里)·팔지동리(八枝洞里)·북계리( 溪里)
중리(中里)·철동(鐵洞)·나곡리(螺谷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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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리(下 里)·천변리(川邊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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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호구총수 - 비인현(庇仁縣)
전체

구
남

녀

3,391

11,029

5,926

5,103

615

1,794

978

816

858

2,448

1,344

1104

315

1,195

650

545

472

1,783

943

840

면

리

원호

6

142
창후리(倉後里)·사창동(司倉洞)·현사동(縣司洞)
상평전리(上平田里)·중평전리(中平田里)
하평전리(下平田里)·중부리(中部里)·중덕동(中德洞)
동문내리(東門內里)·동문외하리(東門外下里)

현내면

동문외상리(東門外上里)·교촌리(校村里)

(縣內面) 역서중리(驛西中里)·서하리(西下里)·동중리(東中里)
고도리(姑島里)·선입동리(船入洞里)·서리(西里)
사단리(社壇里)·저전리(猪田里)·장수리(長水里)
공지리(恭枝里)·사동리(蛇洞里)·백복리(百福里)
원두리(元豆里)·노하리( 下里)
화동리(禾洞里)·해망리(海望里)·장동리(長洞里)
호동리(狐洞里)·어라성리(於 城里)·알찬리(謁贊里)
서면
(西面)

합전리(蛤田里)·선돌리(先乭里)·도둔동리(都屯洞里)
중리(中里)·서리(西里)·남리(南里)·마량진리(馬梁鎭里)
연도리(烟島里)·부사문리(夫士門里)·개야항리(介也項里)
신기리(新基里)·서동리(西洞里)·내월항리(內月項里)
외월항리(外月項里)·주항동리(酒缸洞里)·봉하리(烽下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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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리(元頭里)·벌독리(伐纛里)·장포리(醬浦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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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리(九福里)·오산리(梧山里)·종배리(宗排里)
북면
( 面)

남당리(南塘里)·우령리(牛嶺里)·평리(平里)
통박동(通朴洞)·둔덕리(屯德里)·율동리( 洞里)
냉정리(冷井里)·서당리(書堂里)·성산리(城山里)
점동리(店洞里)·내력리(內力里)·외력리(外力里)
대치리(大峙里)·석라곡리(石 谷里)·학치리(鶴峙里)
신곡리(薪谷里)·궁동리(宮洞里)·각동리(角洞里)
선풍리(仙風里)·구피동리(仇皮洞里)·현암리(玄巖里)
고락동리(古 洞里)·유점리(鍮店里)·차동리(次洞里)
신촌리(新村里)·신기리(新基里)·부소리(扶蘇里)

동면
(東面)

하대동리(下大洞里)·갈노개리(葛老介里)·가곡리(可谷里)
범의동리(凡儀洞里)·비대동리(飛大洞里)
저동리(苧洞里)·산동리(山洞里)·수침동리(水砧洞里)
솔망리( 望里)·수성동리(水星洞里)
하심동리(下深洞里)·중심동리(中深洞里)
상심동리(上深洞里)·월봉리(月峰里)·냉정리(冷井里)
묵치리(墨峙里)·상산본리(上山本里)·가좌동리(加佐洞里)
주동리(舟洞里)·황곡리(黃谷里)

면

리

전체

구
남

녀

825

2,676

1,414

1262

306

1,133

597

536

원호

포성대리(浦城垈里)·법고리(法古里)·신동리(新洞里)
신기로소리(新耆 所里)·구기로소리(舊耆 所里)
장진포리(長津浦里)·포촌리(浦村里)·완리(完里)
동리(洞里)·분토동리(分土洞里)·신기리(新基里)
일방면
(一方面)

관동리(冠洞里)·외다사내리(外多士乃里)
내다사리(內多士乃里)·어라리(於 里)·신검리(新檢里)
정등산(鼎登山)·평리(平里)·남리(南里)
낭동리( 洞里)·보현동리(寶賢洞里)·종천리(鍾川里)
포도막리(捕盜幕里)·여정리(余丁里)·당동리(堂洞里)
물거천리(勿去川里)·모군리(募軍里)·창촌리(倉村里)
장구지리(長久之里)
상화산리(上花山里)·하화산리(下花山里)
내산천리(內山川里)·외산천리(外山川里)

이방면

용현리( 峴里)·도만리(都萬里)·화호소리(禾好所里)

(二方面) 담화리(淡花里)·죽동리(竹洞里)·석촌리(席村里)
발계리(發桂里)·동지산리(冬至山里)
흥림산리(興林山里)·자라곡리(者 谷里)

163

1) 조세제도의 변천
조선의 재정조직은 국민의 조세부담에 의존하였고 가장 절대적인 비중은 농민
부담에 있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제도
의 시행을 위하여 여러차례 운영방식을 변경하며 불합리한 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농민이 부담하는 조세는 전세, 공세, 요역 및 군역, 잡세 등으
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과세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였다.
조세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비인현이 조선초기 전세법인 전분 6
등법과 연분 9등법의 시범 시행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매년 농사의 풍흉과
토지의 등급을 합산하여 수세액을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전국의 6개 고을에서 시
범으로 시행되었고 그중 충청도의 비인이 속해있었던 것이다.
조세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과중한 편이었고, 면세의 혜택은 기득권층에게
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었다. 과중한 과세뿐만 아니라 관리와 세력가의 침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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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와 진휼

일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연산군대에는 어려운 삶이 지속되자 곳곳에서
는 난언(亂言)이 돌았고, 1504년(연산군 10)에 한산에 살던 누군가가‘비록 국가
라 할지라도 어찌 무단히 남의 전민(田民)을 빼앗을 수 있는가.’라고 한 말이 널
리 퍼져 조정에서 논의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의 부세(賦稅)제도는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의 삼정체제
(三政體制)로 재편되었다. 이중에서 환곡은 본래 농민안정책이 목적이었지만, 점
차 부세화 되어 국가재정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환곡은 수탈의 도구로 변질
되기에 이르렀다.
대동법과 함께 균역법은 재래의 세제의 기본인 조·용·조를 변혁하여 전세집
중의 세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사상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균역법 시행 결과 군포 수취는 감소되었고, 그만큼의 군사 유지비용 부
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한동안 균역법은 양민들에
게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었지만, 신분제에 바탕을 둔 균역법은 조선후기 사회에
서 결국 유명무실화 되어갔다. 그리고 장기간 누적된 양역의 모순은 삼정의 문란
으로 나타나 19세기 민란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삼정의 문란은 군정, 전정,
환곡 등 조세제도가 문란해졌음을 이르는 말로 당시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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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였다. 즉 조선후기에 농민층 분해가 이루어져 부농과 빈농의 빈부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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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졌음에도 조세는 같은 비율로 매겨지고 조세를 부담하는 인민에 대한 파악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제에 따라 조세를 거두게 되는데서 발
생하는 문제가 농민을 압박하였던 것이다.
서천지역에 부과되었던 조세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조선후기에 편찬된『여지
도서』
에서 그와 관련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여지도서 편찬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조세수취를 위한 현황파악에 있었으므로, 각 군현별 호구와 전결수
는 물론이고, 진상, 공납을 위한 품목과 전세(田稅), 군병(軍兵) 등의 사항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 서천지역의 조세 현황
(1) 한산군
『신증동국여지승람』조선전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지리지인데, 한산군(韓山郡)의
토산조(土産條)에는 다음과 같은 한산의 특산물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에서 각 군
현의 특산물을 파악한 것은 부세를 위한 일종의 사전조사와 같은 의미가 있었다.

모시[苧]·칠기[漆]·뱅어[白魚]·홍어(洪魚)·상어[

魚]·감[枾]·백화사(白花蛇)· 대나

무[竹]·조기[石首魚]·숭어[秀魚]·웅어[葦魚]·농어[

魚]

한산군 토산조의 특징은 한산이 금강하구에 접해있던 까닭에 어류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한산모시의 명성을 반영하듯 가장 첫 번째로
‘모시’
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초기부터 한산모시가 한산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
이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상황을 반영하는『여지도서』
(1759~1765)의 경우 진공조(進貢條)에
는 단순한 특산물 목록이 아니라, 한산에서 진공으로 올렸던 품목이 더욱 자세하
다. 각각의 진공 수량과, 봉진할때의 손질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다.

소라(小 )는 8승 8홉으로, 5월 초하루에 생산된다. 약재(藥材)는 2월분 백급(白
태수(胎水) 1홉, 3월분 천문동(天門冬) 1근 1량, 박하(薄荷) 3근, 백급(白

) 3냥,

) 5냥, 맥문동(麥

門冬) 6냥, 7월분 박하(薄荷) 14냥, 8월분 반딧불[螢火] 7전, 담죽엽(淡竹 ) 2냥 4전, 10월
분 천문동(天門冬) 15냥, 맥문동(麥門冬) 6냥, 박하(薄荷) 1근, 금은화( 銀花) 2냥, 11월분
개나리[ 翹] 5전이다. 진하시(陳賀時) 숭어[秀魚]는 비늘을 씻어 나누어 정해진 바에 따라
봉진(封進)하는데, 도계시(到界時) 숭어[秀魚], 웅어[葦魚]는 모두, 수시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그리고, 조적(

)의 분량과 전세(田稅)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한산만의 특징이 아니라 여지도서의 편찬 목적이었던 까닭에 여
러 군현의 조세 관련 기록은 모두 자세한 편이다.
조적은 국가 기관에서 쌀을 비축하고 배포하여 물가를 조절하거나 백성을 진
휼할 목적으로 거두는 곡식이었는데, 한산군에서는 삼창원회미(三倉元會米) 19
석, 피각곡(皮各穀) 8,103석, 균청미(均廳米) 835석, 비변사미(備邊司米) 372석,
영진미(營賑米) 2두 5홉 4작 3리, 피각곡(皮各穀) 1,463석 10두, 주사군납미(舟師
軍納米) 83석, 대변미(待變米) 22석을 두었다. 조적 곡식은 가을에 창고를 열고,
음력 11월(仲冬)이 되면 창고를 닫았다.
그리고 한산군의 전세(田稅)는 1759년의 기묘식을 따르고 있는데, 쌀 619석 3
두 6승 9홉, 콩[太] 60석 4두 2승 9홉을 정월에 세금으로 징수하고 2월 20일에
꾸려서 싣도록 하였다. 전세를 실은 배는 남쪽 와포(瓦浦)에서 출발하여 서천(舒
川)·장암(長岩)·옥구(沃溝)·기죽(箕竹)·홍주(洪州)·원산(元山)·태안(泰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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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매긴다.

흥진(安興鎭)·소근진(所斤鎭)·강화(江華)·영종(永宗)·통진(通津)·김포(金浦)·
제천(提川)·용산( 山)을 경유해서 한강에 도착하였고, 3월 10일 광흥창(廣興倉)
에 상납(上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부세가 있었다. 균세(均稅)는 다음과 같다.
● 선세(船稅) : 전(錢) 86냥 4전 4푼이고, 봄 가을로 분봉(分捧)하는데 봄에는
5월에 세금을 징수하여 6월에 상납하고, 가을에는 11월에 세금을 징수하여
12월에 상납.
● 결전(結錢) : 매 결당 5전씩 실결(實結)에 따라 2월에 세금을 징수하여 3월
안에 상납.
● 면세(免稅) : 13결 96부로, 소출미(所出米) 12석 5승 8홉 1작, 콩[太] 2석 9
두 3승 6홉 8작. 세금은 강에서 배로 실어 상납.
● 선무(選武) : 90인으로 사람마다 저(苧) 1필씩 합하여 저(苧) 1동 40필을 10
월에 상납.
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후기 한산군에 부과되어 있는 군병(軍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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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진(洪州鎭) : 속오(束伍) 281명, 파총(把摠) 1인, 초관(哨官) 1인, 기패관
(旗牌官) 5인, 교사(敎師) 1인, 토포군관(討捕軍官) 1인, 마병(馬兵) 19인.
● 청주중영(淸州中營) : 속오(束伍) 27명, 기패관(旗牌官) 1인, 마병(馬兵) 1명.
● 순영중영(巡營中營) : 속오(束伍) 75명, 초관(哨官) 1인.
● 주사(舟師) : 방선(防船) 2척(隻), 사후선(伺候船) 2척(隻), 병선(兵船) 1척(隻)
으로, 군 남쪽 20리 거리에 있는 신아포(新牙浦)에 배를 댄다. 속오군(束伍
軍) 227명, 안에 능로(能 ) 101명, 대장(代將) 2인, 기패관(旗牌官) 10인, 훈
도(訓導) 2인, 포도관(捕盜官) 4인이 있다. 육진군기( 陣軍器)는 읍내에 있
고, 주사군기(舟師軍器)는 배를 대는 곳에 있다. 수륙(水陸)을 합하여 속오
(束伍) 608명, 장관(將官) 35명이다.
● 훈국(訓局) : 포보(砲保) 163명, 군향보(軍餉保) 6명.
● 병조(兵曹) : 기병(騎兵) 211명, 보병(步兵) 138명, 금군보(禁軍保) 24명, 복
직( 直) 12명, 호련대보(扈輦隊保) 2명, 내취보(內吹保) 1명, 공조장보(工曹
匠保) 65명, 장예원악생보(掌 院 生保) 24명, 악생보( 生保) 1명, 악공

( 工) 2명.
● 어영청(御營廳) : 정군(正軍) 87명, 5년에 한번 상번(上番)을 한다. 자보(資
保) 93명, 납미보(納米保) 547명.
● 금위영(禁衛營) : 정군(正軍) 87명, 5년에 한번 상번(上番)을 한다. 자보(資
保) 93명, 납미보(納米保) 255명, 공장보(工匠保) 20명, 별파진보(別破陣保)
10명, 병영신선(兵營新選) 48명, 아병(牙兵)·마병보(馬兵保) 1명.
● 홍주진(洪州鎭) : 마병보(馬兵保) 19명, 수영수군(水營水軍) 77명, 마량수군
(馬梁水軍) 277명, 신선(新選) 6명, 안흥진신선(安興鎭新選) 2명,
이상 도합 2,938명이다.
이 시기 한산의 인구가 11,520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2,938명의 군병이 부
과된 것은 한산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2) 서천군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서는 각 군현의 특산물을 기록한‘토산조(土産條)’
를두
고 공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았다. 서천의 토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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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홍어(洪魚)·상어[

魚]·숭어[秀魚]·오징어[烏賊魚]·갈치[刀魚]·물고기부레[魚 ]·

조기[石首魚]·웅어[葦魚]·전어(錢魚)·민어(民魚)·준치[眞魚]·삼치[麻魚]·농어[

魚]·

청어(靑魚)·전복[鰒]·홍합(紅蛤)·토화(土花)·김[海衣]·낙지[絡締]·황각(黃角)·안식향
(安息香)·대하(大蝦)

서천군이 금강하구와 서해바다에 접해있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토산은 대부분
이 해산물이다. 부세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 자
세하게 나타나는데, 서천군의 물산(物産)은 조선초기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과
같다. 진공조(進貢條)에서 진상품 목록을 보면, 각각의 진상 시기 및 량, 그리고
손질방법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4월 초하루 진상품은 소라(小螺) 3두 2승, 하례시 진상품 말린 숭어 9마리, 비늘을 씻어낸
조기 12속, 도류사(塗柳

) 1부, 감사 과체 시 새로운 관리가 경계에 도착하게 하면 진상

하기를 마른 숭어 8마리, 굴비, 조기 4속, 도류사 1부와 약재를 진상한다. 2월 분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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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竹]·대살[竹箭]-개야소도(開也召島)에서난다.·모시[苧]·감[枾]·조개[蛤]·굴[石

지황 4량, 방풍 10량, 백급(白
荷) 3근, 3월 분으로 약재 궤자(

) 3량, 천문동 1근 1량, 봄에 채취한 맥문동 6량, 박하(薄
子) 1부, 쇄장@ 5월 분으로 두꺼비 진액[蟾

] 7목, 6월

분으로 박하(薄荷) 14량, 7월 분으로 반디불[螢火] 7목, 담죽엽(淡竹 ) 2량 6전, 8월 분으
로 닥나무 열매[楮實] 3량 3잔, 만형자(蔓荊子) 7량 4잔, 9월 분으로 방풍(防風) 9량, 천문
동(天門冬) 15량, 맥문동(麥門冬) 6량, 박하 1근, 산약(山藥) 5량 8잔, 금은화( 銀花) 2량을
진상한다.

진휼을 목적으로 하는 조적(

)은 다음과 같다.

진휼청(賑恤廳)·상평청(常平廳)·군자창(軍資倉)·세창고의 회부미(會付米)는 10석 10두,
피각곡(皮各穀) 7,271석 13두, 경리청조(經理廳租) 474석 2두, 균역청미(均役廳米) 1,089석
6두, 비변사미(備邊司米) 463석 13두, 영곡미(營穀米) 43석 13두, 피각곡 584석 13두, 진
곡미(賑穀米) 339석 4두, 피각곡 1,094석 5두, 통영곡조(統營穀租) 5,310석 11두, 주사군
납미(舟師軍納米) 232석 8두, 대변양미(待變粮米) 22석, 피모진맥(皮牟眞麥) 는 6월에 창
고를 열고 7월에 창고를 닫으며, 미태조(米太租)는 10월에 창고를 열고 12월에 창고를 닫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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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 할당된 전세(田稅)는 기묘식을 따르며 상납미(上納米) 702석 14두,
콩 315석 12두이다. 매년 정월에 창고를 열어, 3월에 실어서 수로로 서부면의 해
창 포구로부터 배를 출발하여 북쪽으로 원산(元山), 안흥(安興), 소근(所斤), 당진
(唐津)의 첨포(添浦), 남양(南陽)의 난지(蘭地), 연흥(烟興), 영종(永宗), 황산(黃山)
으로 향한다. 강 입구 각 곶의 영미정(永美亭)에서 강을 만나 봉상(鳳翔), 신곡(薪
谷), 행주(杏洲), 용산( 山) 등을 경유한다. 만약에 순풍을 만나면 7일만에 경창
(京倉)에 도달하고 창고의 별고(別庫)에 납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동법 시행이후 저치미(儲峙米) 866석 4두는 창고에 저장하고, 선혜
청(宣惠廳) 기묘년조미(己卯年條米) 1,500석을 수로로 전세와 동일하게 납부하도
록 하였다.
그 외에 균세(均稅)는 기묘년조 결전(結錢) 1,631량 3전, 어염선세전(魚鹽船稅
錢) 250량으로 봄과 가을에 나누어 납부하고, 선무(選武) 85명으로 사람 당 저포
1필씩 합쳐서 85필, 면세결(免稅結)은 미 2석 12두, 콩 12두에 달하였다.@
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후기 서천군에 부과되어 있는 군병(軍兵)은
다음과 같다.

● 홍주진(洪州鎭) 소속
● 천총(千摠) 1인, 파총(把摠) 1인, 초관(哨官) 4인, 기패관(旗牌官) 7인, 교사
(敎師) 1인, 토포군관(討捕軍官) 3인, 마병(馬兵) 42명, 속오군(束伍軍) 369
명·감영소속 기패관 1인, 아병(牙兵) 35명
● 병영소속 아병초관 1인, 신선마병(新選馬兵) 6명, 신선보병(新選步兵) 52명,
신선 16명, 봉수별장(烽燧別將) 1인, 감관(監官) 5인, 봉수군 25명
● 수영소속 신선 37명, 수군(水軍) 222명, 속오군 201명
● 안흥진(安興鎭) 소속 별신선 13명
● 어영청(御營廳) 소속 정군(正軍) 62명
● 금위영(禁衛營) 소속 정군 61명
● 병조(兵曹) 소속 기병(騎兵) 281명, 보군(步軍) 270명
● 장악원(掌 院) 소속 악생( 生) 1명
● 사옹원(司饔院) 소속 장인(匠人) 63명
경외 각 군보(軍保) 1, 779명

(3) 비인현
『신증동국여지승람』
비인현(庇仁縣)의 토산조(土産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기[石首魚]·숭어[秀魚]·전복[鰒]·청어(靑魚)·홍어(洪魚)·상어[
魚]·삼치[麻魚]·전어(錢魚)·조개[蛤]·민어(民魚)·농어[

魚]·오징어[烏賊

魚]·낙지[絡締]·살조개[江瑤

珠]·참가사리[細毛]·김[海衣]·백화사(白花蛇)·대나무[竹]·대살[竹箭 : 현 동쪽 성 밑에서
난다.

비인현의 경우도 서천군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특징에 따라 해산물 위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산물 목록은 조선후기 상황을 보여주는 여지도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도미(道味)가 더해지고, 백화사(白花蛇)·대나무[竹]·대살[竹箭]
이 삭제되어 전부 해산물만 기록되었다.
비인현에 할당된 진상품은 진공조(進貢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의 품목은 시기에 따라 다르고, 그 분량이 다르며, 각각 진상하는 방법도 달랐다.
@
정월 초하루에 껍질 있는 생복(生鰒) 36개, 탄일(誕日)에 생복 5승(升) 5홉(合), 10월 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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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이 기록되어 있다.

169

루에 생복 5승, 동지(冬至)에 생복 6승 6홉.
진하시(陳賀時)에 숭어 5마리[尾], 감사(監司) 과체시(瓜遞時) 새로운 관리가 경계에 도착하
면 굴비·조기 7속(束)을 진상한다.
약재는 2월분 백급(白

) 3량(兩), 3월에 천문동(天門冬) 1근(斤) 1량, 맥문동(麥門冬) 6량,

전호(前胡) 1근 4량, 건지황(乾地黃) 2량, 방풍(防風) 1근, 백급(白

) 1량 5전, 태수(胎水) 1

량을 진상한다.

조선시대에 진휼의 목적으로 행해졌던 조적제도에 따라 비인현에서는 원회부
미(元會付米) 3석(石) 7두(斗), 피각곡(皮各穀) 2,187석 14두, 균청미(均廳米) 397
석 5두, 수국미(脩局米) 218석 8두, 통영피곡(統營皮穀) 2,918석 9두, 영진미(營
賑米) 2두, 피각곡 1,394석 7두, 감영미(監營米) 33석, 피각곡 2,873석 4두를 기
본으로 보관해야 했는데, 정월에 창고를 열고, 10월에 창고를 닫았다.
비인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전세는 1759년의 기묘식을 따랐다.콩[太] 138석
14두 4승 5홉 6작, 쌀[米] 273석 13두 4승 6홉 4작 4리를 상납하되 매년 정월에
모아 2월 15일에 실어 일방면(一方面) 장진포구(長津浦口)에서 배를 출발시켜 북
쪽으로 향해 원산(元山), 안흥(安興), 소근(所斤), 영종(永宗), 황산(黃山) 강구(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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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각곶(角 )의 영미정(永美亭) 造江 봉상(鳳翔), 신곡(薪谷), 행주(杏洲),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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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으로 간다. 위로 올라갈 때, 순풍을 만나면 7일만에 경강(京江) 광흥창(廣興
倉)에 도달하고 군자감별영(軍資監別營)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대동법에 따라 저치미(儲峙米) 77석 6두 8승 5홉 9석은 창고에 저장하고, 대동
미(大同米) 170석을 상납하였으며, 대동미는 매년 정월에 거두어서 2월 15일에
실어 수로(水 )를 경유해 전세(田稅)와 같이하고, 선혜청(宣惠廳), 훈련도감(訓練
都監)에 납부하였다.
비인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균세(均稅)는 어염선세(魚鹽舡稅)가 錢(전) 849량
(兩) 7전(錢) 2푼(分)으로 봄 가을에 분납하고, 어장세(漁場稅)는 전(錢) 185량 6전
4푼으로 봄에 도납(都納)하고 정박하는 것에 따라 세금을 받기도 하고 면해 주기
도 하였다. 결소출미 4석 12두 8승 1홉 1작을 낸다. 정월에 거두어서 2월에 상납
하고, 선무포(選武布) 30필은 시월에 상납한다.
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후기 비인현에 부과되어 있는 군병(軍兵)은 다
음과 같다.
● 편우군병(編佑軍兵) 118명 중 초관(哨官) 1명, 기패관(旗牌官) 2명, 마병(馬

兵) 12명, 속오군(束伍軍) 103명.
● 별초군병(別哨軍兵) 147명 중 초관(哨官) 1명, 기패관(旗牌官) 2명, 군병(軍
兵) 144명.
● 주사군(舟師軍) 103명 중 대장(代將) 1명, 기패관(旗牌官) 5명, 신선(新選) 7
명, 보(保) 14명.
● 봉수군(烽燧軍) 106명 중 별장(別將) 1명, 감관(監官) 5인, 군병(軍兵) 25명,
군보(軍保) 75명.
● 병영(兵營) 아병(牙兵) 14명.
● 감영(監營) 아병(牙兵) 34명.
● 어영청(御營廳) 정군(正軍) 13명, 보(保) 14명, 관납보(官納保) 31명.
● 금위영(禁衛營) 정군(正軍) 13명, 보(保) 14명, 관납보(官納保) 55명.
● 병조(兵曹) 기병(騎兵) 61명, 보병(步兵) 41명, 금군보(禁軍保) 39명, 복직
( 直) 12명.
● 훈련도감포수보(訓練都監砲手保) 46명.
이상 양군( 軍) 612명, 사군(私軍) 519명.

3) 구휼제도와 진휼청의 설치
왕이 책임을 진다는 근본정신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조선초기인 1437년(세종 19) 세종은 충청도내 굶주린 백성이 많고 특히 서천
에 더욱 많아 죽은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몰래 구렁에 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빈사의 지경에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청도 감사에게 전지를 내렸
다. 전지의 내용을 보면, 감사와 수령이 모를 수가 없으니, 만약 구휼을 하지 않
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며 창고가 바닥이 났다면 할 수 없지만, 창고
가 빌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고, 타도에서 곡식을 옮겨 올 수도 있으니, 금년 진휼
(賑恤)의 준비로 쓰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내린 전지에는“경도 나의 지극한 생각
을 몸받아서 다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널리 살피고 두루 구휼하여, 한 백성이라
도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위태하고 급박한 일이 있거든 수시로 즉시
계달하라.”고 끝을 맺고 있다.
자연재해나 변란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국가는 관가나 국가의 재정을 동원
해 구휼하고, 지방관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였다. 즉
1차적인 책임은 지방에 파견된 외관에게 있었고, 중앙에서는 수시로 구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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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를 지방에 전하였으며, 구휼의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을 내렸다. 구휼을
위하여 의창·상평창·교제창·사창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는데, 저장된 곡물
과 포목의 반은 거치하고 나머니 반은 매년 백성들에게 대부하여 다음 추수때에
환곡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의창의 업무가 날로 번거로워지자 세종말엽
에 구황청(救荒廳)과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여 기민구제는 구황청에, 곡가조절
은 상평창에 각각 전담하게 하였다. 세조때에 의창이 폐쇄되고 사창도 점차 문을
닫자, 국가는 진휼을 위한 방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1524년(중종 19) 큰 흉년때에
호조판서를 진휼사(賑恤使)로 삼고 진휼청을 설치, 발족시켰다. 그리고 1894년 갑
오경장으로 폐지될때까지 존속하였다. 진휼청은 평상시에는 곡가 조절업무를, 흉
황시에는 구휼·진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선혜청이 설
치되자 진휼청은 이에 이속되면서 업무가 상평청과 합쳐졌지만, 점차 인구가 증
가하고, 흉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다시 1661년(현종 2)에 독립하게 되었다. 그
후 갑오경장때 폐지되기까지 담당 낭청의 주관하에 계사(計士)·서리·고직(庫
直) 등의 직원들이 선혜청당상의 지휘를 받으며 구휼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천지역에서도 여러차례의 구휼이 이루어졌다. 잦은 자연재해와 전란, 흉년
등으로 빈민이 발생할때마다 국가에서는 지방관을 독려하며 적극적으로 구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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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다. 때로는 고을의 부민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진휼에 나서기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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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정조 7)에는 서천 등의 고을에 부유한 백성들 중에 자기 재물을 바쳐 진
휼을 도운 일이 있었다. 그 수량이 더러는 천여 포대나 되기도 하고 5백 내지 3백
포대에 이르렀다. 국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서용하는 특전이 내리기도 하면서,
혹시 지방수령이 억지로 재물을 내도록 강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하였다.
사실, 이전에 그런 사건이 서천에서도 있었다. 1762년(영조 38)에 서천 군수 이
찬징(李纘徵)이 한 사람에게서 돈 8백여 냥을 억지로 거두어서 2백 냥은 자기가
챙겼다는 소문이 퍼지자 신문을 했던 것이다.@
구휼을 위해 식량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구호도 시행되었다.『명종
실록』
에는 1547년(명종 2) 한산(韓山)에 전염병이 크게 번지자 약물(藥物)을 넉
넉히 보내서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도 하였다. 1454년(단종 2) 한산의 실농(失農)이 심하여 제포(諸浦)의 선군
(船軍)과 제영 진군(諸營鎭軍) 및 수성군(守城軍)·방패(防牌)를 다음해 보리가
익을 때까지 한(限)하여 4번(番)으로 나누어 번상(番上)하게 하고, 또 제영진(諸
營鎭)의 월과 군기(月課軍器)와 제읍(諸邑)의 낡은 군기를 보수(補修)하는 일도
정지시켜주었던 것이다.

구휼은 전체 고을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지 몇 명의
백성의 불행에도 관심을 가졌다. 1763년(영조 39) 비인현의 백성 다섯 명이 익사
한 사건에도 휼전(恤典)이 시행되었다.
한편, 진휼을 위한 창고중 하나인 제민창(濟民倉)이 비인에 설치되었는데,
1872년에 편찬된 호서읍지의 비인현읍지에는「제민창 창건기」
가 수록되어 있다.
비인현에 건립되었던 제민창은 비인현민에 대한 구휼목적이 아니라, 호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호서 제민창이 비인현에 건립되었던 것은 바로 바다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잇점 때문이었다. 전라도 곡창지대에서 걷은 곡식을 배에 싣
고 북상하여 비인 문수산 아래 장구리(현 종천면 장구리) 제민창에 내려놓으면
이것을 육로를 이용해 호서 곳곳으로 보내었던 것이다.
비인현에 설치되었던 제민창은 1763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한 윤동승(尹東昇)
의 주도로 건립되었던 것이며, 그가 남긴 창건기가 남아있다. 이 글에 의하면
1755·1756년 이래로 흉년이 계속되었고, 진휼 곡식도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1762년(영조 38)에 대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전답을 버리고 유랑하게 되었
다. 이러한 기근은 곡창지대인 삼남에서 시작되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였다. 이
때 삼남지방 사람들을 살려준 것이 바로 북쪽 지역에서 수확한 곡식이었다. 사실,
북쪽 지역은 원래 흉년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수년전부터 교제창(交濟創)을 설치
다. 그런데 문제는 곡식을 싣고 오는 선박이 험한 수로에서 표류하여 사람들이 많
이 죽는 것이었다. 결국 조정에서는 양남과 호서에 각각 제민창을 세우게 하였다.
이 무렵 충청도 관찰사로 윤동승이 부임하면서 제민창을 지을 터를 찾게 되었
는데, 그것이 바로 비인 문수산 아래의 장구리였다. 장구리 일대는 원래 개펄이
었던 곳으로, 기문에 따르면,“지리가 매우 만족스러워 만약 조수간만을 기다리
면 (그 자리가) 넓어져서 배들이 정박하고 왕래하는데 편리하고, 사방의 지세가
한아름으로 읍을 감싸고 있어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형세이다.”라고 하고 있다.
제민창 건립은 바로 시작되어 1763년 2월 25일 터 닦기가 시작되었다. 창고
건물자재로는 풍락목(風 木)을 병선(兵船), 방선(防船)에 쓰고, 원산 포구에서 기
와을 구웠다. 비용[錢]은 비변사에서 관장하는 상당산성미(上黨山城米)를 취해서
4월 3일에 상량(上樑)하고 5월 26일에 마치니, 창사(倉舍)는 5량 37칸이 되며, 각
읍이 관장하는 시사청(視事廳)은 7칸이고, 관리들이 맡아서 지키는 송고(松庫)는
20칸이 되었다.
이때 들어간 비용과 재물, 일꾼 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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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흉년에 대비하여왔고, 이때에 이르러 교체창의 곡식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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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1,300여 주(株), 철 1700여 근(斤), 돈 2,209민(緡), 쌀 390여석, 장수(匠手) 136명,
역부(役夫) 12,530명

제민창 건립은 91일만에 끝이 났다.
창고에 둘 곡식은 법식에 따라 3만석을 준비하여 기준으로 삼고, 매년 3분의 1을
가까운 남포( 浦)·서천(舒川)·홍산(鴻山)·한산(韓山)·비인(庇仁) 다섯 개 읍에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이자를 취해서 인근 군현을 도와주고, 창고 안의
3만석은 항상 그 양을 유지하게 하여 재앙을 만난 읍을 위해서 나누어 진휼하였다.
비인의 제민창이 언제까지 존속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조선시대 제민창은
후에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탐학하는 관리가 나타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고 수송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 점차 폐지되었다.@

4. 한산모시의 유통
모시는 조선초기부터 한산의 특산물로 손꼽혔다.『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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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産條)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되어있을 정도이며, 서천에 와서 시를 남긴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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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저엽번풍취량제(苧 飜風翠 齊)’라는 시에서“대나무 숲에 비 내리니 푸
른 연기 침침하고, 모시 잎새 바람에 뒤집히니 검푸른 물결 일어난다.…”
라며 모
시의 재료가 되는 모시풀이 자라나는 금강유역의 풍광을 읊기도 하였다.
모시는 한산 뿐만아니라 서천 비인 등에서도 모두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고, 특
히 임천의 경우 한산과 함께 언급될 정도로 모시가 주요 생산품이었다. 그러나
역시 한산 모시의 품질이 가장 뛰어났고, 생산량도 많았으므로‘한산모시’
는지
금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모시는 국가로부터 부세 대상이었다. 한산과 임천에서 나는 모시는 워낙 품질
이 좋고, 유통가가 높았기 때문에 1652년년(효종 3)에는 진상용으로 모시를 싣고
가는 배를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였다.
상품(上品)의 모시를 만드는 것은 너무도 고된 일이어서 민생을 혹사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695년(숙종 21) 충청감사 이돈(李墩)이 올린 계본에 바로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당시 내수사 노비가 저포공(苧布貢) 즉, 모시를 공물
로 바칠때에 2인이 1필씩 내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만들어야 할 모시는 승수
(升 )가 몹시 가늘어 가장 고되고 견디기 어려운 응역이 되고 말았다. 모시는 임

천(林川)과 한산(韓山)에서 나는 물건으로 일찍부터 승수를 낮추자는 논의가 있어
그대로 하기로 했지만, 정작 상납을 하면 승수 낮은 모시는 받지 않으니 결국은
승수를 가늘게 만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3인이 1필을 내도록 결론지었다.(한산모시에 대해서
는 제4권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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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모시짜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