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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894년에서 1907년까지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조
세저항을 과세 대상의 주체인 지역의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검토함으
로써, 갑오․광무연간 중앙의 징세에 대한 태도와 징세체계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부담을 살펴본 것이다. 1876년 개
항 이후 급증하는 중앙의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 갑오개혁 이전까지
중앙정부는 임시 세금인 잡역세의 징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려고 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획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비롯
하여 각 지역에서 항세운동을 불러일으켰는데, 1894년 고성민요는 이
같은 구체제 아래에서 발생한 항세운동이었다. 따라서 1894년 고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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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갑오개혁 이전 중앙의 징세에 대한 태도와 이에 따른 수세분배
를 둘러싼 지역사회 이해집단 간의 갈등으로 검토하였다.
갑오․광무개혁을 거치면서 중앙의 재정담당기구는 내장원과 탁지
부의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었고,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907년까지 중
앙은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이원적 권력체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1900년부터 1907년까지 고성의 항세운동은 중앙의 이원적 징세체제와
이중권력 아래 과세 대상 주체로서 지역이 가진 부담감과 혼란이 표
출된 것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1894년 고성민요를 주도한 이향층의 행
방을 추적하여, 1900년 초 이들이 1894년 고성민요 때와 마찬가지로
민과 연대하여 내장원 소관의 역둔토 도조 징수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무엇보다 1894년에서 1900년 초 중앙의 징세체제의 변
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과세 부담 항목이 잡역세에서 역․둔토 도조로
바뀌었음을 드러내었다.
이 연구는 과세 대상의 주체인 지역의 입장에서 1894년 잡역세와

1900년 초 내장원 소관의 역․둔토 도조가 모두 중앙상납과 관련된
과세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제 하 발
생한 1894년 고성민요, 1900년 초 지주제 운영원리가 적용된 내장원
역둔토 도조 징수에 대한 저항, 1907년 고성민요가 모두 과세 부담으
로 인해 발생한 항세운동으로서 연속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갑오․광무시기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거대담론이 상정
한 선험적 지역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시도로서,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고성민요, 이향층, 잡역세, 내장원, 역둔토 도조, 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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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의 중앙정부는 새로운 국가건설 과정에서 보

다 많은 재정지출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시행
하여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지만, 중앙정부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시기 각 지역
의 농민운동이 항세운동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그리
하여 갑오․광무시기 중앙정부가 전통적으로 지방재정과 부세운영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향층을 배제하고 근대적 징세체제를 수
립하려고 기획했지만 이것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근대적 징세체
제는 일본의 통감부 식민체제에 이르러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오․광무시기 징세체제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관심은 중앙 실행
주체의 근대성 유무에 천착한 것으로서, 갑오정권과 대한제국의 근대
적 기획 및 통감부의 식민지적 수탈성에 집중되었다. 즉 갑오․광무시
기 징세체제의 변화는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거대담론으
로 논의되었으며, 여기에서 지역은 중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주체
에 따라 타자화되었다. 지역은 갑오정권과 대한제국의 근대화 정책의
대상 및 일본 식민주의적 기획의 대상으로서 균질화․동질화되어 선험
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갑오․광무시기 지역사회에 전개된 일련의 항세운동은 중
앙 실행 주체의 근대화 정책과 이에 대한 지역의 저항이라는 단선적인
인식의 구도에서 논의되어 왔다. 중앙의 헤게모니 주체에 따라 선험적
으로 상정된 지역이 아닌, 과세 대상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입장과 변
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1) 이 연구는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

1) 이와 같은 점에서 동래지역 이서와 무임들의 시점과 입장에서 갑오개혁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및 이들의 대응자세를 살펴본 다음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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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1894년 固城民擾2)를 시발점으로 하여 1907년까
지 고성 지역에서 지속되었던 조세저항의 그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하
고 그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다.
1894년 고성민요의 발생원인 및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향촌사회질서의 변화 및 농민
운동과 연관하여 고성민요는 주목할 만한 현상임이 드러났다.3) 그럼에
도 여전히 고성민요와 관련한 이 시기 지방재정운영과 의결과정 및 지
역사회의 징세수취체제에 대한 섬세한 논의는 부족하다. 또한 1894년
고성민요는 부세운영과 관련된 지역사회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광무
시기까지 지속된 고성지역 항세운동의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주목되지 못했던 것이다. 갑오․광무연간 고성지역 항세

가 주목된다. 이훈상, ｢갑오경장기 지방제도와 군사제도의 개혁 그리고 지
역사회의 대응: 동래 관찰부 문서들에 기초한 사례연구｣, 嶺南學 제20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2) 일반적으로 농민이 참여한 이 시기 항세운동을 농민운동 혹은 농민항쟁이
라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이서와 향인이 항세운동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고성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民狀草
慨의 사료적 용어인 ‘民優’로 표기하였다. 民狀草慨 1894년 8월 2일(규장
각, 奎古5125-87).
3) 金鉉九, ｢18～19세기 固城縣의 財政運營｣, 지역과 역사 제2호, 부경역사연
구소, 1996.
張泳敏, ｢1894년 固城民優硏究Ⅰ｣, 尹炳奭敎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論叢,
지식산업사, 1990 ; ｢1894년 固城民優硏究 Ⅱ｣, 논문집 제11집, 상지대,
1990.
김준형,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 慶尙史學 제7․
8합집, 경상대학교 사학회, 1992.
박진태, ｢1894년 경상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농민전쟁
의 전개과정 4, 역사비평사, 1995, 294∼301쪽.
배항섭, ｢19세기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공론의 대두: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새로운 정치질서｣, 朝鮮時代史學報 제71권, 조선시대사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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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연속성과 중앙의 징세변화에 따라 고성 지역사회에 새롭게 부
여되었던 과세 부담에 대한 저항과 그 의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
갑오․광무시기 고성지역 항세운동이 지속되는 두 중심축은 이향층
과 중앙권력기구의 변동으로서, 1894년 농민과 이향층 연대의 항세운
동 패턴은 1900년 초 조세저항에서도 그대로 지속된다. 그리고 1900년
이후부터 1907년까지 항세운동의 주요 요인은 중앙의 이원적 수세 대
상으로서 지역이 느꼈던 혼란과 부담감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갑
오․광무연간 중앙의 징세에 대한 태도와 징세체계의 변화에 따라 겪
게 되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부담을 1894년에서 1907년까지 고성 지역
에서 발생한 일련의 조세저항을 통해 미시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
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1894년 고성민요의 주도세력이었던 이향층 조직
내부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향회라는 공론기관을 통한 지방재정 의결의
참여와 결부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1894년 고성민요와 연루된
이향층의 행방을 1900년 초 조세저항과 관련하여 추적하는 과정을 통
해, 갑오․광무시기 중앙의 징세체제 변화로 지역사회가 느껴야 했던
조세 부담이 잡역세에서 왕실 관리하의 역․둔토 도조로 이동되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1907년 고성민요의 발생 원인을 검토함
으로써, 이 시기 지방의 財源은 대한제국의 경리원과 통감부 탁지부라
는 이중권력의 수세 경합대상이었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다.
이 연구는 1894년 갑오개혁 직전 구체제하 지역의 징세운영을 둘러
싼 지역사회 이해집단 간의 갈등 및 광무시기 중앙의 이원적 징세체제
의 과세 대상 주체로서 지역이 가진 부담감을 이야기하는 사례로서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의 헤게모니 장악 주체에 따라 선험적
으로 상정된 지역이 아닌, 과세 대상 주체로서 지역이 느낀 중앙의 징
세체계에 대한 태도 및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함으로써 지역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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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갑오시기 징세체계와 잡역세 운영
1. 잡역세 의결과 향회
1876년 개항 이후 새로운 국가건설 과정에서 많은 재정지출이 요구

되었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각
지역에서는 중앙의 부세운영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규모 농민운동이 일
어났지만, 중앙정부는 유교 이데올로기와 양반지주들의 반발로 인하여
부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중앙정
부는 급증하는 재정요구에 대해 기존의 田政․還政․軍政의 기본범주
외의 임시 세금 이른바 雜役稅4)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
려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방책은 이 시기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민
운동의 주요 요인을 제공해주었으며, 1894년 고성민요의 표면적 이유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1893년 3월 오횡묵이 고성 부사로 부임한 직후부터 應排錢 혹은 濫
排錢이라고 일컫는 잡역세가 과다 분급된 문제는 고성 지역의 고질적

병폐였다. 오횡묵은 부임하자마자 응배전과 관련된 鄕民의 等狀을 받
았고 곧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5) 그런데 1894년 7월 뜻밖에도 公兄6)
4) 잡역세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후기에 본격
적으로 등장했다. 잡역세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운영 기관에 대한 대표적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옥근, ｢科外雜稅｣, 朝鮮王朝財政硏究 3, 일조
각, 1988.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김현구, ｢18․9세기 巨濟府의 海稅 運營과 民庫｣, 부대사학 제19호, 부산
대학교 사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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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잡역세 문제로 고성민요가 발생할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받
는다. 오횡묵은 자신이 부임한 직후 부당한 잡역세 분급에 대한 사실조
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공형과 같은
이서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힐책한다.7)
오횡묵의 언급은 이서들이 잡역세 책정에 관여되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실제 이서들은 향회에 뇌물을 주어 잡역세 책정에 대한 판결을
받고 상부에서 뜻밖에 할당한 액수를 민에게 추가 분급한 역할을 담당
했다. 이것은 1894년 고성민요 당시 관아의 동대청에서 잡역세 조사를
위하여 열린 민회소에서 민들이 조사한 결과이다.8) 이 같은 민회소의
조사 내용은 고성지역의 잡역세 책정 및 그 의결과정과 관련하여 중요
한 사실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잡역세의 세목과 稅額을 정하고 운영하는 기구가 다름 아닌 ‘향
회’라는 점이다. 19세기 말 잡역세를 운영․심의한 기구는 ‘民庫’와 ‘紙
庫’로 알려져 있는데,9) 고성지역에서는 민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회에서 잡역세의 세목과 세액을 정하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였
다.10) 즉 고성지역에서 잡역세와 같은 지방재정의 책정은 향회라는 공
5) 固城叢瑣錄 1893년 3월 10일 ; 1893년 3월 13일 ; 1893년 3월 17일.
6) 公兄은 이서 직임 가운데 戶長과 吏房 그리고 지역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
지는 직임으로 구성된다. 이훈상, 朝鮮後期의 鄕吏, 一潮閣, 1990, 45쪽.
7) 고성총쇄록 1894년 7월 23일.
8) 고성총쇄록 1894년 7월 28일.
9) 김용섭, ｢조선후기의 民庫와 民庫田｣, 동방학지 제23․24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장동표, ｢조선후기 民庫運營의 성격과 운영권｣,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李佑成敎授 停年退職紀念論叢, 1990.
김덕진, ｢朝鮮後期 地方官廳의 民庫 設立과 運營｣, 역사학보 제133호, 역
사학회, 1992.
10) 고성지역의 사례를 보면, 조선후기 지방 관청에 설립된 민고는 향회에서 결
정된 잡역세를 관리하는 기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고성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 일반화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민고와 향회의 관계 및 각 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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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11) 이것의 단적인 예는 고성민요 발
생 한 해 전인 1893년 10월 관아 지출 예산안 목록 책정에서 예산안 항
목과 액수가 향회에서 먼저 논의된 다음 지방관에게 보고되는 사실에
서 잘 드러난다.12) 이 같은 이유로 고성민요 주모자와 피습자들은 향회
와 같은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기관에 참여하고자 경쟁하였던 것이다.13)
둘째 잡역세 세목의 상당수는 중앙상납과 관련된 것으로, 수시로 중
앙정부와 營은 공문을 통해 이것을 지역에 할당하였다.14) 민회소의 조
사 내용을 보면, 巡營主人錢․京主人錢․辛卯充補錢 그리고 壬辰區處
兵料錢․人吏復戶錢 등과 같은 항목들은 모두 京司 및 巡營 공문에 의

거하여 징수된 것이었다.15)
기능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추후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11) 민회소에서 오횡묵은 장두에게 지금 모임이 ‘향회’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말해보라고 한다(고성총쇄록 1894년 7월 28일). 이와 같은 오횡묵의 언
급으로 보아 평소 지방 관아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기관이 향
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향회에 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면, 고성
민요 당시 관아 동대청에서 열린 민회소에는 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민회와 향회의 차이점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송찬섭, ｢조선시
대의 여론과 정치: 농민항쟁과 민회｣, 역사비평 제37호, 역사비평사 1997.
배항섭, 앞의 논문.
12) 고성총쇄록 1893년 10월 5일.
13) 1893년 10월 5일 오횡묵이 관아 지출 예산안에 대한 향회의 보고 상황을
듣기 위해 부른 이서가 바로 피습당한 박진국이다. 고성민요 주모자와 피
습자가 향회와 민회소에 참여하는 현황은 2장 2절을 참고할 것.
14) 1893년 오횡묵이 부임한 직후 실시한 응배전 사실조사 결과를 보면, 잡역
세 항목은 중앙정부와 營, 그리고 지방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이 같은 잡역세의 구체적 항목은 營主人役價添補․進上加情․辛
卯退木情錢과 같은 급료(役價)와 수수료(情錢)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용
도 불확실’의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잡역세 항목을
관아의 편의에 따라 민에게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성총쇄록
1893년 10월 9일.
15) 1889년부터 1893년까지 잡역세 조사가 이루어졌다. 1889년 이후부터 넘치
게 징수된 돈은 총합 41,334양 6전 2푼이다. 이 가운데 官廳救弊錢 5,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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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역세는 국가 및 지방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것이 관행이며
이것을 의결하는 기관은 향회였다. 잡역세의 항목․액수 그리고 거두는
시기는 지방에 따라 유동적이며, 잡역세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수취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잡역세 운영
과 관련하여 지방관아의 운영집단 및 지방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1894년 고성민요에서 향회의 잡역세
운영 의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향층의 대치 구도 저변에 읍권 주도
와 향권 장악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이 작용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 1894년 固城民擾와 이향층
1894년 7월 28일 발생한 고성민요는 농민과 연대한 이향층이 이것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1900년 초 무렵까지 이들에 의한 조세저항이 지
속된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렇듯 1894년부터 1900
년 초 즈음까지 고성지역의 조세저항을 지속한 이향층의 실체가 궁금한
데, 이들에 접근하는 첫 실마리는 崔洛道와 許太淑라는 인물이다.
아마 이 사건은 崔洛道와 許太淑의 무리가 몰래 邑屬 金相憲,
朴奎信, 그리고 朴南斗와 鄕人 許明漢, 崔應七, 李應道, 鄭大權
등과 한마음을 가지고 鄕의 일을 도모한 것 같은데…16)

민요 발생 직전 公兄은 고성 부사 吳宖默(1834∼?)에게 농민운동의
조짐을 말하며 최낙도와 허태숙의 관여 여부를 전해준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하루 뒤인 1894년 7월 28일 고성의 북쪽 지역 배둔에 농민군 진
냥은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여 징수하였다. 또 1889년부터 1893년까지
매년 1,000냥씩 5년 동안 향회에서 판결을 받아 民들에게 징수하였다. 고
성총쇄록 1894년 8월 25일.
16) 고성총쇄록 1894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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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구축되었는데, 농민군을 지휘하는 세 장두 崔應七․李應道․鄭大
權과 함께 찾아지는 인물이 바로 최낙도와 허태숙이다.17) 최낙도와 허

태숙에 대해 경저리 崔鎭泰 또한 오횡묵에게 “鄕人 許太淑과 崔洛道가
대동색과 사창색에게 돈을 빌리기를 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
고 서로 욕하고 목침으로 폭행까지 했다.”18)는 정보를 전해준다. 즉 최
낙도와 허태숙 두 사람과 대동색․병방색과 같은 관아의 재정 담당 이
서들 사이의 불화가 농민운동 발단의 불씨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민요의 원인은 吏屬이 主이고 鄕員이 賓입니다. 吏胥 金
相憲과 朴奎信은 불량하고 흉험한 무리입니다. …… 요사이 金
相憲과 朴奎信의 무리가 要任을 맡아 공금을 유용하여 족속들
이 빚을 지게 되어 …… 許太淑과 崔洛道 두 사람은 돈을 청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을 못 이겨 金相憲 朴奎信 양 退吏에
게 은밀히 논의했습니다. …… 우리 무리(金相憲과 朴奎信)를
査色으로 천거해주면 …… 한편 李應道와 許明漢은 전에 座首
가 되기를 도모했으나 마음이 항상 흡족하지 못했는데, 許太淑
과 崔洛道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 당시 많은 백성들
이 배둔에 모여 있을 때 항간에 세 장두는 사실은 邑中에 있다
는 말이 오갔는데 이는 金(金相憲), 朴(朴奎信, 朴南斗) 세 吏胥
를 가리키는 것입니다.19)

최낙도와 허태숙과 함께 민요에 동참한 이서 김상헌․박규신․박남
두는 고성 지역에서 향리직을 세습한 가문인 고성 박씨와 김해 김씨
吏族들이다.20) 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공금을

유용한 이서들로서, 농민의 타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듯하다. 하지만
17)
18)
19)
20)

고성총쇄록 1894년 7월 28일.
고성총쇄록 1894년 7월 24일.
고성총쇄록 1894년 8월 18일.
고성지역의 鄕吏姓은 金海 金氏와 固城 朴氏이며, 假吏姓은 羅州 丁氏와 昌
原 黃氏이다. 향리와 가리의 구분은 이훈상, 앞의 책, 43～45쪽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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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예상과 달리 농민과 연대하여 민요를 주도하는 입장에 있다.
두 가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고성민요 주모 이서들이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공금을 유용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위 인용문
의 내용을 오횡묵에게 전한 某 이서는 이들과 이임을 두고 상호 경쟁
하던 위치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某 이서는 피습 당한 朴鎭國과 金秉鎔
일 것으로 추론되는데, 이 두 이서가 오횡묵에게 지속적으로 읍의 사정
을 전해주기 때문이다.21) 둘째 “이번 민요의 원인은 吏屬이 主이고 鄕
員이 賓입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1894년 고성민요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읍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했음을 말해준다.
[표 1] : 고성민요 주모․피습 이서
주
모
자

성명
金相憲
朴奎信
朴南斗
朴
氏

朴文機
朴鎭國

金秉鎔
金
피
습 氏 金祉順
金祗挾
자

직임 및 경력
주모한 목적 및 비리와 처벌사항
退吏, 執災書員, 邊將, 잡역세 査吏 대동색, 잡역세 査吏 원함
退吏, 잡역세 査吏
병방색, 잡역세 査吏 원함
退吏, 執災書員, 邊將
김상헌 박규신이 鄕薦吏房으로 유도
전 수령 재임시 탐학
戶長(1893)
하옥(1894)
戶籍色, 御營色, 陸軍器(1893)
부정부패 사건 연루
應排錢 査實色吏(1893)
人吏, 均役色(1893), 吏房
應排錢 査實色吏(1893)
읍리(1894)
통영 수감(1894)
人吏, 二番承發, 光二書員(1893)
부정부패 사건 연루
官廳色, 砲糧色(1893)
하옥(1894)
大同色, 都捧色(1893)
하옥(1894)
人吏, 作廳章務, 道善書員(1893)
통영 수감(1883)
都書員(1893)
부정부패 사건 연루

丁炳灝
丁 丁炳淑
氏
丁漢羽
丁炳乙
千 千世萬 兵房色, 官廳色(1893)
氏
崔 崔仲三 京主人
氏 崔應三 京邸吏

21) 고성총쇄록 1894년 8월 27일 ; 189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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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고성민요를 주모한 이서는 김상헌과 박규신 그리
고 박남두이다. 이들은 민요 발생 즈음 이미 현직에서 은퇴한 이서임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읍 운영에 관여하였는데, 이것은 이임을 고수
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상헌은 1893
년 8월 흉년 재해 조사 때 향론으로 조사 書員으로 차정되며, 1893년
12월에는 吏任․邊將에 천거되었다.22) 박남두 또한 김상헌과 함께 재

해 조사 서원으로 차정되거나 巡營의 변장에 천거된다. 박규신은 1893
년 3월 열린 잡역세 과다 분배에 대한 조사 때 향론으로 査吏에 선정
되었다.23) 또 1894년 고성민요 때 열린 민회소의 잡역세 과다 분배 사
실조사에서 김상헌과 함께 民願으로 査吏에 차출되었다.24)
한편 피습당한 박진국과 김병용 및 주모 이서 박규신의 이력을 보면,
兩者 모두 1893년 3월 잡역세 조사 사찰 이서로 뽑혔다. 그런데 민요를

주모한 박규신이 ‘민원’이라는 공론으로 뽑힌 사찰 이서였다면, 김병용
과 박진국은 지방관 오횡묵이 직접 잡역세 사찰 조사를 위해 선정한
이서들이었다.25) 이렇듯 향론이라는 공론과 지방관의 차출이라는 방식
에 의해 선정된 박규신과 김병용․박진국이 민요 주모이서와 피습이서
로 대치되는 상황은 읍권주도를 둘러싼 이서 집단 내부의 복잡한 갈등
관계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 박규신과 박남두 그리고 박진국 모두 고성 박씨 이족의 宗寧
系로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26) 민요 주모자와 피습자로서 상호 반목

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 후기 吏額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임직
22)
23)
24)
25)
26)

고성총쇄록 1893년 12월 21일.
고성총쇄록 1893년 3월 10일.
고성총쇄록 1894년 7월 28일.
고성총쇄록 1893년 3월 13일.
竹山 朴氏 忠質公派譜 乙, 1984. 족보에서 박남두와 규신은 종녕계로 확
인된다. 박문기와 박진국은 족보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박진국이 종녕계
의 항렬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녕계의 방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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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은 불가피하였다.27) 아마 종년계 동족 이족들의 불화 또한 이
와 같은 이임직 경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28) 박남두가 산송문제로
이서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향천 이방을
노리고 고성민요에 참여한 점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말해준다.29)
피습 이서 가운데 김지순은 1882년 통영에 수감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30) 1894년 고성민요 시기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고성 관아
의 주요 이임직을 역임하였다. 김지협의 경우도 경저리 최진태와 더불
어 한양을 왕래한 것으로 보아, 중앙상납과 관련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31) 마지막으로 고성의 가리 이족 가문인 나주 정씨 이족은 관청
색․포량색․대동색․도봉색․도서원 등 읍의 재정과 관련된 중요 직
임을 역임하였다. 정병호는 이방과 함께 공금횡령을 한 이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1894년 고성민요 직전까지 중요 이임직을 역임했다.32) 또
한 정씨 이족의 인척이라고 여겨지는 丁泰洙가 吳晉泳 수령 재임 때
均役廳에 바치는 海稅를 담당한 사실은 1894년 고성민요 발생 즈음 정

씨 이족들이 고성의 재정과 관련된 주요 이임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을
말해준다.33) 요컨대 피습 당한 이서들은 지방관의 신임 아래 이방․호
방 및 지방재정 의결과 관련된 요직을 역임하며, 고성의 읍권을 장악하
27) 장동표, ｢18․19세기 吏額增加의 현상에 대한 연구｣, 역사와 세계 제9호,
부산대사학회, 1985.
28) 고성 박씨 이족은 愛祥의 두 아들 宗孝系와 宗寧系로 분화되는데, 종녕계
가 지속적으로 이방이나 호장을 배출하는 등 이족 내 주도 가계의 위치를
점하였다. 최희정, ｢조선후기 固城地域 吏族家門의 古文書와 그 내용｣, 석
당논총 제27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8, 287∼291쪽.
29) 1900년 초 종녕계의 고성 박씨 이족들이 동족을 대상으로 산송을 지속적
으로 제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 동족 내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朴政斗 등이 올린 ｢所志｣와 ｢等狀｣, 1901.
30) 嶠繡集略 1882년 12월 22일.
31) 고성총쇄록 1893년 7월 13일.
32) 고성총쇄록 1893년 6월 14일.
33) 慶尙道固城都護府使書目(경상남도 고성군 丁君石 소장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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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던 것이다.
[표 2] : 피습당한 鄕人 ( ): 나이, 1894년 기준
성명
李彤碩
李鎭黙(62)
李孟奎(62)
李賢奎(67)

경력 및 경제력
憲長, 都監
좌수
外村에서 최고 부유
憲長, 講長

거주지
유․향임직 관련 행사 및 사건
西馬面 松溪洞
西馬面 松溪洞 부정부패 사건(1883), 기우제 주관
葡萄面 梅丁浦 부정부패 사건(1883)
九萬面 蓮洞 기우제 주관

피습 당한 향인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咸安 李氏들이다.34) 피습당한
함안 이씨들은 대부분 惺齊公派와 雲圖公派의 구성원으로서, 이 두 파
의 구성원들은 읍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유․향임직을 역임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력을 가진 것이 특징적이다. 함안 이씨는 全州 崔
氏, 金海 許氏와 더불어 고성 지역의 3대 향반 가문으로 손꼽히며, 이

들은 고성의 북쪽 지역인 마암면․구만면․회화면의 북3면에 주로 거
주하였다.35) 1894년 7월 고성민요에서 바로 이들 거주지의 북3면 농민
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고성의 3대 가문 가운데 함안 이씨만이 유독 피
습 당하였다. 이것은 함안 이씨들이 고성 지역의 유․향임직을 독점하
며 잡역세 책정과 같은 지방재정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시
사해준다.
함안 이씨 운동공파인 이진묵은 1883년경 좌수의 향임직을 역임하였
으며, 이 당시 支供 날짜에 맞추어 상납하지 못하여 통영에 수감된 적
34) 이동석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모두 咸安李氏族譜에서 찾아진다. 이
현규는 惺齊公派이고 이맹규와 이진묵은 雲圖公派이다. 咸安李氏大同譜,
葦溪書院, 1986.
35) 고성지역 현지 조사 문답. 朝鮮總督府, 昭和13年 朝鮮人口動態統計,
1940. 전주 최씨와 함안 이씨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장동표,
｢조선중기 고성지역 재지사족의 형성과 발전｣, 지역과 역사 제6호, 부경
역사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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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이맹규 또한 1883년 1월 5일 沙工 金潤澤이 上納할 돈 가운
데 400양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하옥된 이력이 있다.36) 이렇듯 피습당
한 함안 이씨들은 수세와 관련된 직임 또는 향임직을 역임하면서 중앙
상납과 관련된 읍의 재정에 관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함안 이씨들이 통
제사 교체에 따른 비용 논의나 기우제 주관과 같은 고성 관아의 주요
의례와 행사를 주관했던 것을 볼 때,37) 고성의 향반 전주 최씨나 김해
허씨에 비해 우월한 사회적 위세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38) 함안 이씨
들은 고성의 유․향임직을 독점하며39) 고성 지역의 향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함안 이씨 성제공파인 이현규는 이동석과 더불어 1893년 흉년
재해 조사 때 憲長으로 활동하였다. 이 당시 민요 주모 이서인 박남두
와 김상헌도 書員으로서 이들과 함께 차정되었는데, 이들 모두 향론으
로 선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아가 피습 향인인 이동석이 1894년
고성민요 당시 열린 민회소에서 民願으로 都監에 차출되었던 사실 또
한 공론에 의거한 읍 운영 참여 형태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듯 1894년 고성민요 주모 이서들과 피습당한 함안 이씨들 모두
36) 嶠繡集略 1883년 1월 2일.
37) 이진묵과 이현규는 1894년 고성민요 직전 기우제 의례를 주도했다. 또
1894년 3월 29일 좌수가 통제사 교체에 따른 교체 비용문제를 향인을 불
러 의논할 때, 여기에 피습 당한 함안 이씨가 모두 참석한다.
38) 1893년 5월 28일 피습 당한 이동석․맹규․현규를 비롯한 함안 이씨 운동
공파와 성제공파 구성원들이 咸安의 李元誠에게 기름부채를 선물 받는 것
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 부채선물에
대한 사회적 의미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혁,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
치와 부채｣, 嶺南學 제15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39) 이현규의 아들인 鎭璋과 사촌인 李應奎 및 이맹규의 칠촌인 李鍍奎가 향
교 講長과 掌議의 유임직을 맡았다. 그리고 이진묵의 팔촌인 李鎭球가 별
감의 향임직을 역임하였다. 고성총쇄록 ; 함안이씨대동보, 위계서원,
1986. 고성지역에서는 향임과 유임을 배출하는 집단들 사이의 사회적 구
분은 없으며, 오히려 이들 직임이 함안 이씨 가문에 의해 독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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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론이라는 공론의 방식으로 읍의 운영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고성
지역 이향층의 읍권과 향권을 둘러싼 갈등과 그 경쟁이 공론화된 것이
다. 그러므로 갑오개혁 직전 조선의 구체제가 운용되던 시기 중앙상납
과 관련한 잡역세가 과다 분급된 문제로 발생한 1894년 고성민요의 이
면에는 지역사회 이해집단인 이향층의 읍권과 향권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이 주요하게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광무시기 중앙의 징세경합과 이중과세
1. 중앙의 징세경합과 이향층의 조세저항
1894년 고성민요가 진행되었던 시기는 중앙정부의 갑오개혁과 동학

농민운동이 각 지역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던 때였다. 고성 지역 또한
중앙과 지방의 이 같은 변화에 연동되어 있었는데, 1894년 9월 13일 고
성에도 드디어 동학군이 입성하였다.
9월 13일 東學徒 수천 명이 固城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령은
본 營의 병정과 일본병을 함께 인솔 도착하여 東黨 鄭大權과 李
應道를 붙잡아왔습니다. 이들은 東徒를 불러들여 폐를 끼친 죄
가 드러나 진주로 잡아들였습니다. 아울러 崔應七을 총 쏘아 죽
였는데, 통영 官需代錢을 지체한 일로 통영에서 잡아가두었습니
다. 아마 狀頭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한편 巡營에서는 비밀리
에 지시를 내려, 下吏 丁炳灝, 丁炳淑, 그리고 朴文機, 鄕民인 三
狀頭, 吏胥 金相憲과 朴奎信 그리고 두 명은 이름을 잊어먹었는
데 이들을 晉州로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내려와 晉州에서 포교
가 왔습니다. 金相憲과 朴奎信 두 사람은 도망쳐 몸을 피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잡혀 下獄되었습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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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민요는 동학군의 수뇌에 의해 기획되고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
만, 장두였던 정대권․이응도가 동학도로 판명되어 처벌받았다. 장두
가운데 최응칠은 통영관수대전을 지체한 이유로 수감되었고 종국에는
죽음을 맞았다. 이렇듯 고성민요에서 장두의 주모자뿐만 아니라 이서
피습자들 또한 함께 처벌되었지만,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 연루 이향층
은 중앙과 지방이 새로운 관제로 운용되었던 1900년 이후에도 고성지
역에서 지속적으로 조세저항에 참여하였다.
[표 3] : 1894년 고성민요 연루 이향층의 처벌과 행방
성 명
鄭大權
李應道(淙奎)
향
崔應七
許明漢
인
許太淑(泰淑)
崔洛道
주 金相憲
모 朴奎信
이 자 朴南斗
丁炳淑
丁炳灝
피 丁炳乙
습 丁漢羽
서 자 千世萬
朴文機(文紀?)
金秉鎔(丙龍?)

농민운동 역할과 지위
장두
좌수되기 원함, 장두
首狀頭
좌수
농민운동 조직과 기획
농민운동 조직과 기획
허태숙 최낙도와 모의
허태숙 최낙도와 모의
향천이방 추천

처벌 사항 및 행방
동학 참여죄 진주수감
동학 참여죄 진주수감
통영 官需代錢지체 수감․죽음
屯民 선동(1901), 鎭南郡 訴狀(1904)
屯民 선동(1901)
감영 처벌 도망
감영 처벌 도망
동학군 진압 이후 이방
하옥
하옥
戶房書記(1902)
馬巖書員(1902)
하옥, 首書記 둔․역토 穀包作奸(1901)
허태숙, 최낙도와 함께 둔민선동(1901)

1894년 고성민요에 연루된 인물인 최낙도와 허태숙은 1900년 초 다

시 고성의 향리인 김병용, 박일중과 연대하여 둔토의 둔민을 선동한다.
즉 광무개혁에서 궁내부 내장원 산하 관리 대상이 된 둔토에 부과된
40) 고성총쇄록 189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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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세징수체계에 저항했던 것이다.
지금 경상남도 봉세관 金瀅達의 전보를 받았는데, 내장원에서
각 군에 捧稅하는데 固城郡 色吏 金丙龍(金秉鎔?) 朴一中과 狀
頭民 崔洛道 許泰(太)淑이가 通文하여 무리를 모아 屯民을 선동
하여, 막중한 공납의 收捧에 吏民輩가 이 같이 행패 부리니 巡
檢을 派送하여 행패를 부리는 4명을 府獄에 잡아 가두고 알리
라고 訓令함.41) ( )는 필자.

1901년 1월 19일 내장원에서 경상남도 관찰사 金永悳(1859∼1910)에

게 보내는 훈령을 보면, 내장원에서 공납 징수를 위해 파견한 봉세관의
업무가 이 지역 吏民輩의 여론조성과 난동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훈령의 주체 기관인 궁내부 내장원과
봉세관의 존재는 광무개혁기 중앙․지방 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방 財
源의 수세방식이 달라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성지역에 파견된 봉세관 김형달은 내장원에서 직접 파견한 세금
징수 관료로서, 고성의 둔토 財源에 대해 수세를 담당하였다. 잘 알려
져 있듯이, 여기에서 문제가 된 둔토를 관리하는 주체가 처음부터 궁내
부 내장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갑오개혁 때 탁지아문으로 이속되었다
가 1895년경 궁내부와 탁지부로 나뉘어 이속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
1899년 궁내부 내장원이 모든 둔토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내장원은

둔토에 이어 驛土와 牧場土까지 모두 관하로 귀속시켰고, 1899년 9월
에서 1900년 9월까지 光武査檢을 실시하여 賭租를 확정지었다. 내장원
은 산하 관리하는 각 지역의 역둔전과 목장토에 대해 사회에서 적용되
던 지주제 운영원리를 적용하여 도조를 거두어 들였으며, 또 이것의 원
활한 수취를 위해 직접 督刷官․捧稅官 같은 징수 관료를 파견하였던

41) 訓令照會存案 제15책, 1901년 1월 19일(규장각, 奎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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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42) 따라서 1901년 허태숙과 최낙도가 고성의 향리와 연대하여
둔민을 선동한 것은 1900년 이후 내장원이 새롭게 부과한 도조 징수에
대한 부담에서 발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43)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내장원의 도조 징수에 대한 지역의 저항은 항
조운동으로 연구되었다. 즉 1894년을 기점으로 이전 농민운동은 항세
운동으로, 1894년 이후 한말 광무연간 농민운동 및 일련의 조세저항은
항조운동으로 인식되었다.44) 내장원과 민을 지주-전호 관계로 보고,
이 시기 내장원의 지주제적 경영의 강화로 인한 민의 저항을 항조운동
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앙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지주-전호 관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지역의 입장에서 내장원이 새롭게 부여한 도조는 중
앙상납과 관련하여 새롭게 부과된 세금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존 중앙
상납 경로에 혼란만 초래하였다. 내장원의 도조는 1899년 이후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용된 중앙 관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 의정부
산하 탁지부에 상납할 둔세는 별도였기 때문에 지역민(作人)의 입장에
서는 一土兩稅 혹은 一土三稅45)의 중첩적 세금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42) 궁내부 내장원의 설치와 기능 및 역둔토․목장토 관리기관의 이관은 다음
을 참고하였다.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제체 변동과 궁내부｣, 한국
사론 제23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裵英淳, ｢韓末 驛屯土調査에 있어서의 所有權分爭: 光武査檢期의 分爭事例
에 대한 分析을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제25호, 한국사연구회, 1979.
박찬승, ｢韓末 驛土․屯土에서의 地主經營의 강화와 抗租｣, 한국사론 제
9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3.
43) 1894년부터 1899년까지 탁지부의 둔토 관리는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김기
성, ｢갑오개혁 이후 탁지부 파견 둔토감관연구｣, 대동문화연구 제89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44) 金洋植, 근대 권력과 토지: 역둔토 조사에서 불하까지, 해남, 2000, 212∼
288쪽.
박찬승, 앞의 논문.
45) 최원규, ｢한말 일제초기 공토 정책과 국유민유분쟁｣, 한국민족문화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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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1894년 고성민요에 연루된 허태숙과 최낙도
가 1901년 이서 및 둔토민과 함께 내장원의 도조 징수에 저항한 것은
중앙상납과 관련된 항세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46)
놀랍게도 1904년 허태숙은 鎭南郡 4驛 내 둔민을 대표한 몇몇 사람
과 더불어 내장원에 訴狀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과거에는 牧場土의
屯租(本租)를 牧官에게 주어 상납하게 하였는데, 1901년 牧場賭錢이 만

들어진 이후 屯結를 징수할 뿐 아니라, 이미 납부한 本租 즉 賭稅에 대
해 또 結賭를 징수하니 ‘一土三稅’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대
로 도조만 상납하고, 결세와 牧場錢으로 재차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청
원한다. 이에 대해 내장원은 公私土를 막론하고 도조 상납은 내장원으
로, 결세 상납은 탁지부로 하며 이것 역시 作人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린다.47)
한편 허태숙이 소장을 제출한 지역인 진남군은 1895년 갑오경장으로
폐지된 고성군 내 통제영 전역과 고성군의 道善面․光二面․光三面과
거제군의 加佐島․閑山島를 합쳐 1900년 5월 16일자로 새롭게 신설한
행정구역이다.48) 1904년 허태숙이 진남군 둔민의 자격으로 내장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은 대한제국기 변화된 지방행정제도를 반영해준다.
따라서 1901년 내장원 훈령에서 허태숙과 최낙도와 더불어 고성의 향
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14∼24쪽.
김양식, ｢대한제국기 驛屯土 소작농민층의 지향｣,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10호,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187∼188쪽.
46) 김양식은 1899년 이후 항조가 왕실의 지주경영에 대한 저항에만 집중되었
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19세기 농민운동이 지주-전호제의 모순보다
국가권력의 부세수탈에 치중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함을 언급했다. 김양식,
앞의 책, 269쪽. 이것은 광무개혁기 왕실의 지주경영에 대한 항조운동이
19세기 농민운동에서 항세운동과 동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47) 慶尙南道北道各郡訴狀 1904년 10월 20일(규장각, 奎19154).
48) 황성신문 1900년 5월 24일, ｢官報: 勅令19號｣.
鎭南郡誌(규장각, 想白古 915.152-J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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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김병용과 박일중이 선동한 둔민은 진남군 영역 내 편제된 고성민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900년 5월 진남군이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진남군의 행정체계가 1900년 말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
다.
1900년 12월 內部는 경상남도 관찰사에게 고성과 거제군에 있던 진

남군에 속한 田結과 戶口 문적을 옮겨서 갖추라고 훈칙한다.49) 즉
1900년 말까지 진남군은 징세의 토대가 되는 자료들을 고성과 거제에

서 아직 이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새롭게 진남군에
편입된 민들이 과거 고성의 행정체제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00년 11월 진남군민 李冕國 등이 “진남군의 結戶錢을 고성군의 이서

가 독촉하니 군수를 하루 바삐 파견 해내달라”고 내부에 호소한 사실
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50) 이처럼 고성의 이서가 진남군의 결호전을
독촉하는 상황을 볼 때, 최낙도와 허태숙과 더불어 고성의 향리인 김병
용과 박일중은 진남군 영역 내 과거 고성지역의 둔민을 선동했을 가능
성이 높다.
한편 1901년 최낙도와 허태숙과 더불어 둔민을 선동한 고성의 향리
‘金丙龍’은 1894년 고성민요 당시 피습당한 ‘金秉鎔’일 것으로 추측된

다.51) 1894년 고성민요에 연루된 이서들 가운데 감영의 처벌로 인해
이후 활동을 못하게 된 이서들도 있지만, 피습이서 가운데 정병을과 정
한우는 1902년 각각 戶房書記와 馬巖書記를 역임한다.52) 또 주모 이서
인 박남두의 두 아들 朴鎭驥와 鎭琡은 읍치에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활
동했는데,53)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1894년 고성민요가 이서조직의 위
49) 황성신문 1900년 12월 11일, ｢區畫結戶｣.
50) 황성신문 1900년 11월 15일, ｢鎭南民訴｣.
51) 許太淑도 ‘許泰淑’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한자의 단순 오기라고 판단된
다.
52) ｢1902년 파임기｣ ; 최희정, 앞의 논문, 313쪽.
53) 中外日報 1929년 10월 8일, ｢固城鄕校의 山板을 個人의 私有라 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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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질서에 미친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54)
또한 1894년 고성민요 당시 김병용과 함께 피습당한 이서 가운데,
1900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읍의 재정운영과 중앙상납에 관여한 이서로

는 朴文機(紀)를 손꼽을 수 있다. 1901년 7월 내장원은 박문기가 고성
군 소재 둔토․역토의 穀包를 가지고 作奸하였다고 그를 잡아가두고,
作奸한 穀包를 督捧하여 봉세관에게 교부하라는 훈령을 내린다.55) 이

렇듯 1900년 초 이서 김병용과 박문기의 처벌 사항을 보면, 1894년 고
성민요 당시 잡역세에서 1900년 이후 내장원 관리 하에 있는 역․둔토
의 도조 문제로 고성의 중앙상납과 관련한 지역의 부담 항목이 바뀌었
음을 알 수 있다.

2. 1907년 고성민요와 이중권력체제
1904년까지 내장원은 각 지역에 봉세관을 파견하여 지역 재원의 징

수에 대해 탁지부를 제치고 독점적 위치를 확보했다.56) 하지만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내장원은 종전의 이와 같은 위치
를 확보할 수 없었다.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지방제도도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며, 바로 이 시기 고성에서 중앙의 납세문제로 또 다시 민요가
발생한다.57)

54)

55)
56)

57)

大垣丈夫, 朝鮮紳士大同譜, 조선신사대동보 발행사무소, 1913, 440․444
쪽.
1902년 이서 파임기를 보면, 고성의 향리성과 가리성인 김해 김씨, 고성 박
씨, 나주 황씨, 창원 황씨 이외 千氏, 宋氏 등이 이임직을 역임한다. 이와
같은 이임직의 성씨 분포는 1894년 고성민요 시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
訓令照會存案 제21책, 1901년 7월 18일(규장각, 奎19143)
탁지부의 稅政은 매우 불안정하여 1898년부터는 중앙관리의 월급을 지불
하지 못할 정도였다. 김태웅,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지방재정의 개편
과 지방행정의 변경, 아카넷, 2012, 333쪽.
황성신문 1907년 6월 18일, ｢固郡擾魁의 押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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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觀察使 趙民煕氏가 內部로 報告하되…固城郡守(채범석)
는 稅務主事 한(韓)聲東을 符同하여 郵便取扱所로 納稅함을 嚴
禁고 稅전(錢)은 신(新)貨로 收納하여 交換差額을 利得하고자
하며 郡民 리(李)鎭柄이 人民을 불러 모아 納稅에 關한 일로 演
說하였다고 稱하고 嚴囚郡獄이다 하며….58) ( )은 필자.

위의 내용에서 고성군수 채범석과 탁지부 파견 세무주사 한성동이
결탁하여 납세하는 과정에서 엽전과 신화의 교환차액을 얻어갔고, 민
이 납세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9) 즉 고성
민들은 징세문제로 군수 채범석을 추궁하려 했던 것이다.60) 그런데 채
범석이 고성군수에 재임61)한 이 시기는 통감부가 새로운 지방제도를
시행하던 때이다. 통감부는 1906년 7월 ‘지방제도 개정하는 청의서’에
의거한 각종 칙령을 반포하고 이것을 1906년 10월 1일부로 시행하였
다.62)
무엇보다 이와 같은 행정구획의 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징세기구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54호로 ‘管稅官官制’
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채범석과 결탁한 한성동63)은 관세관관제에 의

58)
59)

60)
61)

62)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8일, ｢擾魁捕捉｣.
황성신문 1907년 6월 20일, ｢固城民擾査報訓飭｣.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20일, ｢固城民擾｣.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4일, ｢內訓晉察｣.
엽전과 신화의 차액과 엽전정리와 관련한 지역의 동향은 다음 논문을 참
고하였다. 김혜정, ｢舊韓末 日帝의 葉錢整理와 韓國民의 均稅運動｣, 동아
연구 제17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채범석의 불법적인 징세는 다
음에서도 확인된다. 황성신문 1907년 4월 15일, ｢纔出垓營에 又逢灌嬰｣.
황성신문 1906년 4월 15일, ｢纔出垓營에 又逢灌嬰｣.
황성신문 1906년 8월 27일, ｢官報: 敍任及辭令｣.
황성신문 1907년 8월 22일, ｢蔡氏處役｣ ; 1907년 8월 10일, ｢兩倅免官｣.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2일, ｢固守照律｣.
이정은, ｢日帝의 地方統治體制의 수립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249∼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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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 군에 파견된 세무주사이다. 통감부가 관세관관제를 실시한 목적
은 지방관과 이향층을 징수체계에서 배제시키는데 있다고 알려져 있
다.64) 고성의 사례는 이 제도의 실시 의도와는 달리 지방관과 탁지부
에서 파견한 세무주사가 결탁한 경우를 보여준다. 이처럼 통감부의 탁
지부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1853∼1926)의 기획아
래 새로운 징세체계가 지역에 운용되고 있던 시기, 내장원의 후신 경리
원의 둔토 도조 징수 또한 병행되고 있었다. 즉 지역은 통감부 산하 탁
지부와 대한제국의 경리원이라는 이중권력의 수세 경합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고성군 둔토세 상납이 1070석인데 토질이 좋지 않음에도 세
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민의 원망이 크게 일어났다. 이에 1905년
봄 經理院에서 진주 관찰부 주사 金翔昊씨를 사검위원으로 정
하여 상납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민의 원망도 없게 하라고
하니, 김상호가 고성군에 도착하여 사검하니 원래 둔토 가운데
비옥한 畓 몇 백 두락을 奸吏가 拔出하여 無稅로 耕食하고 또
원래 稅外에 4000두를 해마다 억지로 더하여 高捧하여 봉록(官
況)을 만든지라 김상호씨가 奸吏가 농락한 畓에 稅를 부여하고
더 징수한 租4000두는 민간에 덜어 나누고 斗子를 정하여 실시
하여 가을에 거두어들이니 上納의 감소가 없고, 민의 원망이 얼
음 녹듯이 녹았는데, 고성의 군수(채범석)가 收租官 李德泳과
한통속이 되어 옛날과 다름없이 4000두를 더 징수를 하고 또 深
斗로 高捧하였기 때문에 民擾가 일어났는데 모든 郡民이 김상
호씨의 현명한 사검대로 하라고 읍소 차 상경하였다더라.65)
63) 한성동으로 인한 고성민요 발생과 세금 미납분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황
성신문 1907년 8월 7일, ｢固城稅帳査訓｣.
64) 이윤상, ｢日帝에 의한 植民地 財政의 形成過程: 1894-1910년의 세입구조와 징
세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제14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6, 321쪽.
김혜정․이상찬․이계형․조성운․한명근, 통감부 설치와 한국식민지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99∼213쪽.
65)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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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통해, 1907년 고성민요 발생의 원인에 대해 추가로 새로
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성군수가 경리원 파견 收租
官 李德泳과 결탁하여 과다한 조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고성민요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앞서 검토한 세무주사와 고성군수의 결탁
으로 인한 부당한 세금 징수로 인해 고성민요가 발생한 이유를 든 것
과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고성민들은 통감부와 경리원의 이중 징수 대
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경리원의 둔토 도조를 의미하는 둔토세가 현물납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갑오개혁 이후 地稅의 金納이 제도적으로 정
착된 것과는 달리 역둔토의 도조는 현물납되면서 시대적 추세를 역행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6) 통감부는 재정정리사업과 관세관관제로 새로
운 징수체계 수립에 착수하였던 반면, 대한제국 경리원은 조선후기 이
래 이미 정착화된 조세의 금납화를 역행하는 현물납을 고수하고 있었
던 것이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중앙의 통감부와 대한제국의 이중권력
이 동시에 강요하는 다른 징수체계에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07년 말 경리원이 폐지되고 경리원 소관 역․
둔토의 수조는 탁지부로 위탁되었다.67) 이렇듯 탁지부로 지역의 재원
수세가 일원화되기 전까지, 지역은 통감부와 대한제국의 이중적 권력
이 행하는 서로 다른 징세체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07년 고성민요는 이와 같은 징세와 관련한 이중권력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부담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6) 이윤상,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황실재원 운영｣, 한국문화 제17호, 서울대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238쪽.
67) 관보 1907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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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연구는 1894년에서 1907년까지 갑오․광무연간 고성지역에서 발
생한 일련의 조세저항을 과세 대상의 주체인 지역의 입장에서 검토함
으로써, 갑오․광무연간 중앙의 징세에 대한 태도와 징세체계의 변화
에 따라 겪게 되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부담을 살펴본 것이다. 1894년
고성민요는 조선의 구체제 아래에서 발생한 항세운동으로서, 수세분배
를 둘러싼 지역사회 이해집단 간의 갈등 및 경쟁과 관련하여 검토하였
다. 한편 과세 대상의 주체로서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과세 부담 항
목이 구체제가 운용되었던 1894년 연간의 잡역세에서 1900년 초 변화
된 중앙의 징세체계 아래에서는 내장원의 역둔토 도조로 바뀌었음을
밝혔다. 또 1900년 이후부터 1907년 고성민요에 이르기까지 고성지역
은 내장원과 탁지부라는 중앙의 이원적 재정기구 및 대한제국과 통감
부라는 이중권력의 이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을 검토하였다.
1900년 초 고성지역에서는 내장원이 파견한 봉세관의 징수행위를 저

해하는 민과 이향층 연대의 선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저항을 주도한 이
향층은 1894년 고성민요와 연루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1894년 잡역
세 과다 징수의 부당함과 이것의 시정을 요구한 고성민요와 1900년 초
역둔토의 도조 징수의 거부를 중앙상납과 관련한 항세운동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즉 왕실재정 담당기구인 내장원이 사회에서 통용되던 지
주제를 역둔토에 적용하여 도조를 징수하였지만, 과세 대상의 주체인
지역의 입장에서 내장원이 부여하는 도조는 지주에게 지불하는 지대가
아닌 국가에 상납하는 세금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세 대상의 주체인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1905∼1907년 사이
고성지역은 대한제국 내장원의 후신 경리원과 통감부 탁지부의 이중적
징세 대상에 놓인 상태였다. 따라서 내장원의 수조관과 통감부 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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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세무주사와 고성군수의 결탁으로 인한 납세과정에서 부정으로
발생한 1907년 고성민요를 검토함으로써, 이중적 징세 대상이 되었던
고성지역의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렇듯 갑오․광무시기 고성지역에서
발생한 조세저항을 과세 대상의 주체인 지역의 입장에서 살펴본 이 연
구는 기존의 거대담론에서 상정한 선험적인 지역상을 벗어나려는 노력
의 일환으로서, 이 시기 징세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과 부담을 이야
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6년 9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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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ax Resistances of
Goseong(固城) County and Changing
of Tax Systems in Korea, 1894∼1907
Choi, Hee-J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nflicts of interest and tax
burdens in the Goseong local society according to attitud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changing of tax systems in Korea from
1894 to 1907.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is examined by micro
historical methodology focusing on perspective of the local about tax
resistances of Goseong county during Gabo and Gwangmu(甲午․光
武) reforms.
The central government appropriated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to increased financial demands by collecting miscellaneous
taxes since the opening of Korean ports. It was the cause of
peasant movements like The Peasant Uprising of 1894 which is
similar to the tax resistance movements. So it is examined a
peasant uprising of 1894 in Goseong related with conflicts of
interest group, local hereditary clerks and staff of local government
(吏胥․鄕任) who make up a budget of miscellaneous taxes in
Goseong local government under the Choson dynasty.
The financial institution of central government had been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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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dual system of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內藏院) and
The Office of Financial(度支部) during the Gabo and Gwangmu(甲午
․光武) reforms. And the ruling system of that had been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ve organ of The Great Han Empire and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統監府) since 1906.
I found out that the people of Goseong had been depressed due to
double taxation under the dual system in cental government from
1900 to 1907. People like local hereditary clerks and staff of the local
government in Goseong had resisted The Royal Lands(驛屯土) rent
managed by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in the early 1900s. At
that time, they also cooperated with ordinary people of Goseong
area just like in a peasant uprising of 1894. Tax burden item
changed from miscellaneous taxes in 1894 to The Royal Lands rent
in the early 1900s.
As mentioned above, this paper focuses on perspective of the local
and is examined by micro historical methodology. So I understand
that The Royal Lands rent was recognized as just a kind of tax by
the position of the local. As you know,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was regarded as a landowner who possessed The Royal
Lands as a private realestate.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insisted that tenant farmers who cultivated The Royal Lands have
to pay land rent, not a land tax. Therefore, I found that peasant
uprisings taken place in Goseong area were due to tax burden from
1894 to 1907. I believe that a case study of tax resistances in
Goseong area will be helpful to study local history.
Key Words : local hereditary clerks, staff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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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eous taxes,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The Royal Lands r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