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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借貸’활동을 둘러싼 국가와 불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
었다. 조선초 국가는 일관되게 억불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불교계의 처
지는 열악해졌고, 그 위상은 현저히 낮아졌다. 사찰이 운영하는 借貸인 寶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찾아진다.
조선초 보가 운영되는 사찰은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 국왕의 명복을 비는 것을
중요 소임으로 하였다. 보는 사원의 재정을 돕고, 설행되는 佛事를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민인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보는 불교색이 짙은 차대
활동이었다. 승려가 참여해 활약하고 있는 국가 기구인 별와요, 한증소, 온정, 귀
후소, 제생원 등에서도 보의 운영이 확인된다. 보는 기본적으로 存本取息하는 것
으로서 특정한 用處가 있으며, 이자율은 고려시기의 그것을 계승해 1/3이었을 것
으로 보인다.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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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세종말년부터 크게 위축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부터 국가
는 私債의 운영에 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무이자의 의창 곡식을 크게 증액하였
다. 의창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민간의 차대 행위는 자리할 공간을 크게 상실하였
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차대인 보의 입지도 축소되었다. 결국 국가의 공적 기능
확대 속에서 사찰이 운영하는 보는 축소 소멸된 것이다.
 주제어
寶, 借貸, 이자율, 義倉, 私債, 別瓦窯, 汗蒸所, 溫井, 歸厚所, 寺刹

―――――――――――――――――――――――――――――――――

Ⅰ. 序言

조선초 국가와 불교 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찰경제, 度牒制과 僧役, 僧科와 僧階 및 住持制, 佛敎儀禮, 사상계의 변
동을 중심으로 풍부한 내용이 밝혀졌다. 그 결과 사찰의 토지가 크게 축소
되었고, 노비가 몰수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1) 도첩제를 엄격하게 시
행함으로써 속인이 출가하는 것을 억제하였으며, 역에 동원됨으로써 승려
가 도첩을 받는 일이 많아졌음도 명확하게 해명되었다.2) 조선초에 고려를
1) 金甲周, ｢朝鮮前期 寺院田을 中心으로 한 佛敎界 動向의 一考｣, 東國史學 13,
1976; 金甲周, ｢朝鮮時代 寺院田의 性格｣,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
문화사상사 상, 1992; 宋洙煥, ｢朝鮮前期의 寺院田－특히 왕실관련 사원을 중심
으로｣, 한국사연구 79, 1992; 李炳熙, ｢朝鮮 初期 寺社田의 整理와 運營｣, 全南
史學 7, 1993; 河宗睦, ｢조선 초기의 사원경제｣, 대구사학 60, 2000; 林承禹,
｢조선전기 사원노비의 혁거와 처지 변화｣, 靑藍史學 7, 한국교원대 청람사학회,
2003; 有井智德, ｢李朝初期における收租地としての寺社田｣, 朝鮮學報 81, 1976;
有井智德, ｢李朝初期における私的土地所有としての寺社田｣, 旗田魏先生古稀記念
朝鮮歷史論集 上, 1979.
2) 車文燮, ｢朝鮮成宗朝의 王室佛敎와 役僧是非｣, 李弘稙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

朝鮮初期 佛敎界의 寶 運營과 그 意味 3

계승해서 일시적으로 승과가 실시되고 승계가 제수되었으며, 아울러 주지
제가 운영되었지만, 곧 중단됨에 이르렀던 사실도 분명해졌다.3) 고려시기
국가적 차원에서 설행된 많은 불교행사가 조선초 축소되면서 점차 사라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이 밝혀졌다.4) 대체의 내용은 조선초 국
가가 억불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으로 수렴되
고 있다.
이 글은 불교계의 ‘借貸’5)행위를 소재로 해서 국가와 불교의 관계를 파
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穀食이나 布를 빌리고 갚는 일은 어느
시기에나 있는 일이었다. 차대는 고율의 이자 때문에 문제되고, 강제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지만, 민인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면도 없지 않았다.6) 국가가 민인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
叢, 1969; 金煐泰, ｢朝鮮前期의 度僧 및 赴役僧 문제｣, 佛敎學報 32, 1995; 이승
준, ｢朝鮮初期 度牒制의 運營과 그 推移｣, 湖西史學 29, 2000; 全暎俊, ｢麗末鮮
初 度牒制 運用과 僧徒의 性格｣, 白山學報 70, 2004; 全暎俊, ｢麗末鮮初 國家
土木工事와 供役僧｣, 東國史學 40, 2004; 배명애, ｢조선전기의 승려통제책과 僧
役｣, 역사와 세계 30, 2006; 민순의, ｢조선전기 도첩제도의 내용과 성격－경제
육전 체제와 경국대전 체제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3, 2016.
3) 韓㳓劤, 儒敎政治와 佛敎, 一潮閣, 1993; 柳基貞, ｢朝鮮前期 僧政의 整備와 運營｣,
靑藍史學 5, 2002.
4) 李英華, ｢朝鮮初期 佛敎儀禮의 性格｣, 淸溪史學 10, 1993; 金熙俊,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湖西史學 30, 2001; 沈曉燮,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과 儀禮｣,
東國史學 40, 2004; 임호민, ｢朝鮮前期 水陸齋 設行目的과 法規整備｣, 嶺東文化
10, 2009; 최재복, ｢朝鮮初期 王室佛敎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1; 강호선, ｢조선 태조 4년 國行水陸濟 설행과 그 의미｣, 한국문화 62, 서울대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이봉춘, 조선시대불교사연구, 민족사, 2015.
5) 미곡이나 포, 화폐를 대여해 주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원본과 이자를 상환
하는 것을 ‘借貸’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실록 자료에서는 殖利, 取息, 取利,
存本取息 등으로 일컬어지며, 高麗史 食貨志에서는 借貸로 표현하고 있다. 長利
란 용어는 실록에서 세종대에 보이기 시작하여, 성종대부터 널리 사용된다. 차대
가운데 특별히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高利貸로 칭하고자 한다.
6) 사회경제상의 상하관계, 모순관계, 갈등관계가 자리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미봉적
이기는 하지만, 차대는 민인의 재생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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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일이 많았
는데, 특히 고려시기에 그러하였다. 조선초 국가의 민인에 대한 정책이 적
극적으로 변하면서 국가가 민인의 재생산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자,
사사로운 주체의 재생산 보장활동은 축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인의 재
생산을 둘러싸고 국가와 사적인 주체 사이에 拮抗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길항관계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민인의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차대에서 국가와 불교
계가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조선초 사찰과 승려의 寶 운영을 검토하고, 이어서 승려가 활약하
고 있는 여러 기구에서 보가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불교계의 보 운영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불교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와 배치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차대라는 특정 영역에서 양자의 관계를 밀도있게 천착하려는 것
이다. 민의 재생산 보장에서 불교계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국가의 기능
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명확히 해명하고자 한다.7)

Ⅱ. 寺刹·僧侶의 寶 운영

고려시기 사찰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寶는8) 기본적으로 存本取息하
7) 종전에도 조선초 사찰과 승려의 차대 활동을 언급한 글이 없지 않지만(河宗睦,
｢조선 초기의 사원경제｣), 그 내용이 소략할 뿐 아니라 불교식 차대제(=寶)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의 운영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으
며, 보 운영의 쇠퇴 과정이나 그 의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8) 高麗史節要 권1, 太祖 13年 12月, 21쪽(亞細亞文化社 影印本, 이하 같음). “寶者
方言也 以錢穀施納 存本取息 利於久遠 故謂之寶”; 世宗實錄 권36, 世宗 9年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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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
은 사찰의 재정수입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사찰은 보를 운영함으로써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9) 사찰의 재정 수입원으로서 토지와 노비가
중요하고, 상업을 통한 이윤도 무시할 수 없으며, 信者의 시납도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보를 매개로 한 수입도 그것들 못지 않게 중요하였다.10) 보
의 운영에서 이자율은 1/3이었기 때문에 고율이라고 할 수 있다.11) 고율의
이자를 걷는 보를 통해 사찰은 짧은 기간 안에 상당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 재정 수입에서 오히려 토지의 수입을 상회
하는 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12)
보의 수입은 사찰의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특정 불사를 설행하는 데
사용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었다. 보는 여러 명목의 用處를 표방하였다.
예컨대, 팔관회 행사를 위한 八關寶, 국왕의 무병장수를 위한 祝壽寶, 사망
한 특정 개인의 명복을 빌기 위한 忌日寶, 불교경전을 보급하기 위한 經寶
등이 있었는데, 이들 보의 운영에서 얻는 수익으로 보가 표방한 각종 의식

9)

10)

11)
12)

壬午(24), 3-69(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3冊, 69쪽을 의미함, 이하 같음). “凡置米
布 存本取息 以爲永久之用者 謂之寶”.
金三守, ｢‘寶’의 前期的 資本 機能에 관한 宗敎社會學的 硏究｣, 亞細亞學報 1,
1965; 韓基汶, ｢高麗時代 寺院寶의 設置와 運營｣, 歷史敎育論集 13·14합집,
1990(同,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재수록).
崔森燮, ｢高麗時代 寺院財政의 硏究｣, 白山學報 23, 1977; 李炳熙, ｢高麗時期
寺院의 財政運用｣, 大覺思想 4, 2001(同, 高麗時期 寺院經濟 硏究, 景仁文化
社, 2009 재수록).
고려시기 차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徐吉洙, ｢高麗時代의 借貸關係 및 利子에 관
한 硏究｣, 國際大學論文集 9, 1981 참조.
고려 무인집권기 修禪社의 경우, 차대를 통한 수입은 토지로부터의 수입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李炳熙, ｢高麗 武人執權期 修禪社의 農莊經營｣, 典農史論
1, 1995(同, 高麗後期 寺院經濟 硏究, 景仁文化社, 2008 재수록)). 고려시기 1천

석 이상의 원곡으로 보를 운영하는 수가 많았는데, 그것을 모두 대여한다면 1년에
333석과 1/3석의 이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만한 규모의 수입을 토지에서 확보하
려면, 수조지의 경우 160여 결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유지의 경우 30여 결 이상이
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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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베풀 수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더 들어 보면, 전주 普光寺는 高龍鳳이
자금을 희사해 存本用息해서, 轉藏法會의 비용을 충당하게 했으며,13) 개
경의 남쪽에 있던 報法寺에는 尹桓이 포 1,000疋을 제공해 존본취식해서
부인의 忌日과 본인의 誕日에 전장법회를 하도록 하였다.14) 청평 문수사
에는 원의 황실이 돈을 시주해 그 이자를 받아서 황태자와 황자를 위한
기복의 비용으로 삼도록 했다.15) 禪源寺에는 재상이 쌀 150석을 희사해 그
이자로 왕비 卞韓夫人 金氏의 제삿날(7월 3일)과 죽은 아들 讞部議郞 文
進의 제삿날(1월 1일)에 齋를 올려 冥福을 빌게 하고, 또 정월 19일에 자신

의 일생을 위하여 승려들에게 밥을 대접하여 복을 빌도록 하였다.16) 보가
운영 목적으로 표방한 명분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국왕의 무명장수를
기원하는 것도 있었고, 불교 본연의 의식을 설행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민인으로서는 보의 재원을 빌리고 이자를 붙여 납부할 때 보가 표방한
불사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말하자면 이자를 납부하는 행
위가 불사에의 보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 신앙 행위의
하나로 보의 차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민인을 경제적으로 돕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춘궁기라든지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인으로
서는 보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었다. 민의 생존을 돕는 기능을 사찰
의 보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에서 민인의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시기에 사찰의 보는 그러한 기능을
적극 담당할 수 있었다. 고려시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창이 충실하게 기
능하지 못하는 사정에서17) 사찰이 운영하는 보는 민인의 재생산을 보장하
13)
14)
15)
16)
17)

李穀, ｢重興大華嚴普光寺記｣, 稼亭集 권3.
李穡, ｢報法寺記｣, 牧隱文藁 권6.
李齊賢, ｢有元高麗國淸平山文殊寺施藏經碑｣, 益齋亂藁 권7.
崔瀣, ｢禪源寺齋僧記｣, 東文選 권68.
朴鍾進, ｢高麗前期 義倉制度의 構造와 性格｣, 高麗史의 諸問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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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고려시기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불교계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다.18)
고려시기 이래 사찰에서 빈민을 위해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이 많았으며,
궁핍한 이가 사찰의 불사에 참여함으로써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
찰에서 설행되는 각종 불교의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에
게 먹을 것을 제공하였다.
惠陰寺는 미곡을 축적해서 이자로써 行人에게 죽을 제공하였고,19) 충

렬왕이 중흥시킨 神孝寺는 齋 올리고 남은 여분의 음식으로 다수의 곤궁
한 이들을 먹여 살렸으며,20) 원간섭기 姜金剛이 금강산에서 종을 주조할
때 인근에 기근이 들었는데, 굶주린 이들이 공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다.21) 이렇듯이 사찰에서 먹거리를 확보함으로써 궁핍한
민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시기 매우 흔한 일이었다. 민인의 재생
산에 불교계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22)
조선초에도 굶주린 이들이 사찰의 齋에 참여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보인다. 왕실의 喪事에 즈음해 大慈庵·津寬寺·檜巖寺·莊義寺 등에서
齋가 베풀어졌는데 이때 굶주린 거지들이 항상 만여 명이나 몰려들었다는

것이다.23) 결국 불교의식이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구제는 원본의 상환이 필요없는 보시였
다. 조선시기의 개념으로는 賑濟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보는 원본은 물론
이자도 함께 상환해야 하는 것이었다.
18) 李炳熙, ｢高麗時期 佛敎界의 布施活動｣, 禪文化硏究 4, 2008(同, 高麗時期 寺
院經濟 硏究, 景仁文化社, 2009 재수록).
19) 金富軾, ｢惠陰寺新創記｣, 東文選 권64.
20) 李穀, ｢神孝寺新置常住記｣, 稼亭集 권5.
21) 李穀, ｢演福寺新鑄鍾銘 幷序｣, 稼亭集 권7.
22) 때때로 국가가 사찰에 곡식을 제공해서 사찰이 구휼을 대행하기도 하였다(李炳熙,
｢高麗時期 佛敎界의 布施活動｣).
23) 世宗實錄 권111, 世宗 28年 3月 丙申(29), 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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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기 다면적인 의미를 지닌 보가 조선초에는 일부의 사찰이나 승
려들에 의해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고려시기처럼 다수의 사찰이 보
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초 불교계에서 운영하던 보에 대해서는
몇 개의 사례가 전한다. 우선 慈恩宗과 摠南宗에서 운영하는 勸學寶를 들
수 있다.
세종 4년(1422) 10월, 자은종과 총남종 두 종파에 속한 권학보 노비가
타종파에는 없고 이 두 종파에 그대로 있으니 屬公토록 刑曹에서 요청하
자, 국왕이 이를 따랐다.24) 세종 4년까지 자은종과 총남종에 권학보가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권학보는 자은종·총남종 승려가 불학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권학보를 통해 취한 이식으로 학승의 공
부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다른 종파에서도 보가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5) 그리고 보의 운영을 담당한 것은 노비였다.26) 그리고
이때 속공된 것은 노비일 뿐 권학보에 속한 재원은 대상이 되지 않았다.
보는 여전히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에 속한 미포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두 종파 이외의 다른 종
파에도 권학보가 설치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권학보는 이후 당분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세종 6년 여러 종파가 선교 양종으로 축소
재편되면서27) 권학보는 선교 양종으로 이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권학’이라는 명목의 보가 조선초에 중앙의 종파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것이다.

24) 世宗實錄 권18, 世宗 4年 10月 丙午(22), 2-509.
25) 태종 6년과 7년 사찰의 토지를 정리할 때 확인되는 종파는 曹溪宗, 天台宗, 摠南宗,
華嚴宗, 慈恩宗, 中神宗, 始興宗이었다. 자은종과 총남종 이외의 다른 종파도 권학
보를 보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6) 사찰의 노비가 태종대와 세종초에 대거 속공된 사정에서 자은종·총남종에 속한
노비도 뒤늦게 속공되는 것이다.
27) 世宗實錄 권24, 世宗 6年 4月 庚戌(5),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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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종파만이 아니라 개별 사찰에서도 보를 운영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釋王寺·開慶寺·大慈庵에서 그것이 확인된다. 세종 7년 3월, 原從
功臣 領敦寧致仕 韓劒 등이 上言해서, 釋王寺에 태조가 시납한 곡식 및

원종공신 등이 立寶한 米穀이 있는데, 출납을 관할하는 이가 없으니 매년
官員을 보내 수납케 하고 監守奴를 정할 것을 청하자, 형조에 명해 衍慶寺

의 예에 따라 감수노 10명을 정하였다고 한다.28) 석왕사에 원종공신이 설
립한 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의 관리를 위해 관원과 노비를 둘
것을 청하였지만, 관원의 배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노비를 둔 것은 분명
하다. 그런데 그 제도는 衍慶寺의 예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연경사에도
보가 설치되어 있고, 그 보의 운영에 노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석왕사에는 태조가 시납한 곡식과 원종공신이 미곡을 제공해 설치한
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왕사는 보의 명목으로 차대행위를
활발하게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노비를 두기 전에는 아마 승려들이 그
보의 운영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 7년에 와서 노비를 통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태조가 시납한 곡식은 태조의 명복을 비는 재원으
로 사용되었으며, 원종공신이 설치한 보는 원종공신을 위한 기복의 재원으
로 사용되었고, 아마 태조의 명복을 비는 기능도 겸하였을 것이다. 연경사
에 설치된 보 역시 석왕사의 보와 비슷한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
다.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은 석왕사와 연경사에서 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왕실과 관계가 깊은 다른 사찰들도29) 보를 운영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개경사에도 보가 설치되어 있음이 보인다. 세종 29년(1447) 10월, 司業
少尹 鄭孝康의 상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경사의 태조 위판이
28) 世宗實錄 권27, 世宗 7年 3月 戊寅(8), 2-660.
29) 세종대 무렵 왕실과 관계가 깊은 사찰로는 석왕사·연경사 이외에도 覺林寺, 檜巖
寺, 津寬寺, 興天寺, 興德寺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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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殿의 앞 기둥에 안치되어 있으며, 날마다 施食하는데, 이곳에 僧俗의 무

리가 모여 神明을 褻狎하고 있어 편치 않다고 하면서 위판을 혁거할 것을
청하였다. 만약 오랫 동안 행해져 혁파할 수 없다면, 別殿에 위판을 봉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器皿과 床은 제조한 지 오래되어 파손되었으
며, 제공하는 미는 功臣寶米로 存本取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금 승
도들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供進하는 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30) 개경사 태조 신위에게 올리는 시식을
공신보 운영에서 얻어지는 이자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경사에 보가 설치 운영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공신보이고, 설치 목
적은 태조 신위에게 시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태조 명복을 비는 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신보의 원본인 米는 공신들이 보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자암에서도 보를 운영하고 있었다. 문종 즉위년(1450) 3월 그 내용
이 확인된다. 대자암은 세종 28년(1446) 국왕이 태종의 兩位를 위해 施食
하고 자신의 後事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미 300석으로 寶를 삼았다. 그
리고 조성한 불상과 경전을 모두 대자암에 안치하도록 하였으며, 병인년
(세종 28)에 追薦을 이미 대자암에서 하였다.31) 대자암에 300석의 미로
보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의 운영을 통해 확보한 이자로 태종
을 위해 시식하고 뒷날 세종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왕의
추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를 설치한 것이다.
조선초에도 일부의 사찰에는 이처럼 寶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그것
은 주로 국왕을 위한 불사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명목으로 하였다. 조선초
보는 국왕이나 왕실과 관련한 석왕사, 개경사, 연경사, 대자암에서 확인된
다. 조선초에 국왕이 각림사·회암사·해인사·흥천사 등 개별 사찰에 米
30) 世宗實錄 권118, 世宗 29年 10月 己巳(11), 5-40.
31) 文宗實錄 권1, 文宗 卽位年 3月 乙巳(1), 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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豆나 布를 사여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32) 그것은 사찰이 직접 소비하

는 수가 많았지만, 보의 명목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보의 원본 규모는 큰 편이 아니었다.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자
암의 보로서 300석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의 관리·운영은 석왕사의 예에
서 볼 수 있듯이 노비가 담당하는 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승려가 중심이
된 듯 하다. 이자율은 아마도 고려시기 이래의 관례에 따라 1/3이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 이자율을 명시한 자료는 없지만, 보를 칭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의 1/3 이자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외방의 사찰에서 운영하는 보도
없지 않겠지만, 활발하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조선초에도 사찰이 많은 곡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찰이 지
배하고 있던 토지라든지, 상업이나 차대활동, 혹은 신자의 시납 등으로 보
유하고 있던 곡식은 적지 않았다. 물론 사찰마다 보유한 곡식의 규모는
차이가 컸을 것이지만, 꽤 많은 곡식을 보유한 사례가 보인다. 陜州의 夢
溪寺의 경우 태종 1년(1401) 곡식을 최소한 300여 석 보유하고 있었다.

몽계사의 승려가 百種法席을 성대하게 베풀었는데, 知陜州事 尹穆이 그것
을 듣고 사람을 보내 몽계사가 축적한 곡식 300여 석을 탈취해 부족한 雜
貢을 보충하고 나머지를 鄕校에 준 일이 있었다.33) 많은 사찰들이 고려이

래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백 석에 달하는 곡식을 축적하고 있
던 것은 드문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찰로 보기 어려운 합주
의 몽계사가 300석을 넘는 곡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규모가 큰
다른 사찰은 이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00석에
32) 太祖實錄 권7, 太祖 4年 4月 庚辰(17), 1-77; 太祖實錄 권12, 太祖 6年 8月
丙午(27), 1-110; 定宗實錄 권1, 定宗 1年 1月 甲戌(3), 1-143; 定宗實錄 권1,
定宗 1年 1月 庚辰(9), 1-143; 太宗實錄 권3, 太宗 2年 4月 庚辰(28), 1-233;
太宗實錄 권24, 太宗 12年 10月 己巳(17), 1-652; 太宗實錄 권28, 太宗 14年
閏9月 甲寅(14), 2-39.
33) 太宗實錄 권2, 太宗 1年 12月 乙丑(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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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곡식을 몽계사는 보의 명목으로 운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원의
토지가 축소되고, 신자의 시주가 줄어들면서 축적한 곡식의 규모는 감소되
었을 것이다.34)
특정 개인이 시납해 운영하는 보의 예는 찾기 힘들다. 부분적으로 忌
日寶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李枝가 찾는 香林寺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領敦寧府事로 致仕한 이지의 경우, 모친의 기일, 부친의 기일
및 매해 초에 항상 부모를 위해 사찰을 찾아 飯佛齋僧하였으며, 향림사에
서 供佛하다가 세종 9년(1427) 1월 갑자기 卒하였다.35) 이지가 부모의 명
복을 빌기 위한 재원으로 보를 설치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우
독실한 신불자인 이지가 향림사에 보를 설치하고 얻은 이자로 반불재승의
비용을 충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기에 흔히 보이는 忌日寶를
이지도 향림사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초 특정 개인이 사사
로운 불사를 위해 사찰에 재물을 보시해 보를 운영토록 한 예는 흔치 않은
듯 하다.
조선초 보는 이처럼 고려시기의 보와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
다. 설치된 사례도 드물며, 보유한 米布의 규모도 적고, 보가 표방한 기능
도 다양하지 못하다. 축소되기는 했지만 보의 명목으로 운영되는 借貸가
존속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불사에의 열렬한 호응은 사찰의 보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었다. 조
선초 불사를 설행할 때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였다. 緣化僧이 願文을 가지
고 다니면 민인이 적극 호응하는 수가 많았다. 특정 佛事가 널리 알려지면
자발적으로 보시하는 일도 매우 흔하였다.

34) 몽계사의 경우처럼 조선초 지방관이 사찰의 재물을 탈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
다. 그리고 후술하듯이 차대에 대한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사찰이 보유한
보의 재원은 현저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35) 世宗實錄 권35, 世宗 9年 1月 壬辰(3),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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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 불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인의 열의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억불책을 취해 불교계를 축소시켜 나갔지만, 오랜
동안 신앙 생활을 해 오던 민인의 불교에 대한 종교적 열정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6년(1424) 3월, 集賢殿 提學 尹淮 등의 상소에서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忌晨의 追福으로, 또 誕日의 祝釐를 위해, 사찰에 분
주히 다니면서 飯佛齋僧하고 親友를 부르는데 매우 화려하게 함으로써 비용
의 소비가 적지 않으며, 부자는 재산을 고갈시키고, 가난한 자는 公私의 빚
을 내고 있다고 하였다.36) 기신과 탄일의 복을 위해 민인들이 다투어 시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사와 관련한 차원에서의 호응이었다.
불사 자체에 크게 호응하는 모습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세종 16년
(1434) 4월 회암사 보광전 보수와 관련해, 그 비용 마련을 위해 승려들이
중외에서 종횡으로 다니고, 公私에게 유혹하니 마을이 호응하고 군현이 뇌
동하였으며, 부자는 재산을 고갈시키면서 同願이라고 칭하고, 가난한 자는
빚을 내서 제공하는데 이를 隨喜라 한다는 것이다.37) 가난한 이들도 보광
전 공사에 빚을 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종 21년 4월, 흥천사 사리각의 중수 이후, 특별히 安居會를 설행하고
자 하였을 때 大小人民이 다투어 희사하였다는 언급이 있다.38) 당시에도
사찰에서 특정한 불교의식이 거행된다면 다투어 보시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세종 21년 10월에도 부녀들이 다투어 미포를 가지고 공공연히 사찰에
오른다는 지적이 보인다.39)
세종 23년 윤11월, 흥천사 사리각을 중수한 뒤 대장경 披覽의 慶讚 불
사가 성대하게 베풀어졌는데, 宗室貴戚에서 市井黎庶에 이르기까지 結緣

36)
37)
38)
39)

世宗實錄
世宗實錄
世宗實錄
世宗實錄

권23,
권64,
권85,
권87,

世宗
世宗
世宗
世宗

6年 3月 甲申(8), 2-584.
16年 4月 戊午(11), 3-555.
21年 4月 己亥(22), 4-207.
21年 10月 乙酉(10),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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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고자 해서 布帛을 시납하였고, 米粟을 바쳤다.40) 불사가 있을 경
우, 기꺼이 재물을 시납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다. 불사에의 열렬한 호응은
사찰의 보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사에의 참여라는 의미를 지닌 보를 이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3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이지만, 백성들은
이자를 납부한다는 것이 단순한 경제부담을 넘어서 불사에의 보시라고 생
각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운영하는 보에 관계하는 것을 매우 기꺼
워하였을 것이다.41)
강제 성격을 띤 反同이 성행할 수 있는 것도 불사를 표방하기 때문이
었다. 고려말의 反同이라는 것은 강제로 대여한 후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佛事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근래에 수재와 한재로 公私 모두 고갈되었다. 게다가 놀고 있는 승려들과 무
뢰한 이들이 佛事를 칭탁하고 권세가의 書狀을 멋대로 받아 주군에 요청해 민에
게 斗米·尺布를 빌려 주고 甔石·尋丈으로 거두면서 反同으로 부르고 있는
데 징수하는 것이 마치 빌린 채무처럼 하니 민이 굶주리고 빈한해지고 있다.42)

반동이 성행하는 여건에서 불사를 명분으로 이자를 확보하는 것은 용
이하였을 것이다.
불교와 관련한 용처를 명시한 보가 조선초에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것
은 왕실과 관련된 일부의 사찰에 그치고 있었다. 고려시기처럼 보편적이지
않았고, 보 원본의 규모도 크지 않았다. 1/3의 높은 이자율로 운영되는 보
는 민인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불사라는 명분이 있기
40) 世宗實錄 권94, 世宗 23年 閏11月 辛巳(18), 4-377.
41) 아마 불사에 보시하는 형식으로 寶의 원본과 이자를 상환하는 수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42) 高麗史節要 권32, 辛禑 9年 8月, 797쪽; 太祖實錄 권1, 太祖總序,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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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비교적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가 위축되고,
또 국가가 재생산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면 보의 운영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Ⅲ. 僧侶 參與 機構에서의 寶 운영

조선초기에는 사찰이나 승려만이 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승려
가 참여하고 있는 각종 慈善活動에서도43) 보가 중요한 재정 원천이었다.
조선초 승려들은 고려시기 이래의 전통을 계승해 국가의 여러 기구에서
각종 자선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기와를 제작 보급하는 別瓦窯, 환
자를 위한 汗蒸所와 溫井, 棺槨을 제작하는 귀후소 등의 운영에서 그러하
였다. 이들 기관들은 조선초 세종대까지 승려들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었는
데, 이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보를 통해 확보하였다.
별와요는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寶라는 제도를 활용하였다. 세종
6년(1424) 12월 別窯化主 都大師 海宣이 戶曹에 올린 내용에서 그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기와를 생산해 매매토록 하면 도성 내에 기와집이 늘어 화
재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와 생산의 비용 조달을 위해 寶를
세우자는 것이다. 해선은 기와를 보급하기 위해 별요의 기와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별요에서의 기와 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보를 세
워야 한다고 하였다. 燒木·供給·工役이라는 세 가지의 비용을 공급하기
위해 면포 3,000필을 얻어 三色의 보를 세우고, 감독하는 관원을 정해 승
도를 거느리고, 쌀 값이 낮으면 사들이고, 쌀이 귀할 때 판매함으로써, 원
43) 李炳熙, ｢조선전기 승려의 慈善活動｣, 사회과학연구 13,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
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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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유지시키고 이윤을 취해 기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넉넉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해선 본인이 평안도·황해도에 사적으로 미 1,000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두 도에 납부해 군수에 충당케 하고, 대신 충주 경
원창의 陳米를 받아 보의 원본으로 삼으면 국가에 해가 없고, 도성 사람에
게 이익을 될 것이라고 하였다.44) 이러한 해선의 건의에 대해 호조에서는
미곡의 경우 해선의 의견을 수용하되, 승도에게 별요를 전담으로 맡기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귀후소처럼 朝官 2명을 차정하고 다른 조치는 모두 그의
의견을 따르자고 계하였다. 국왕이 이를 수용하였다.45)
별(와)요의 비용 조달을 위해 면포와 미라는 두 계통의 보를 운영한
것이다. 면포 3,000필을 활용해 쌀 값이 낮을 때 사들이고 비쌀 때 팔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데, 그 이익으로 별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자
는 것이다. 직접적인 차대행위는 아니지만, 보를 설치해 원본을 유지하고
이윤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미 1,000석을 차대로 운영해 별요의 재
정을 돕자는 것이다. 모두 원본을 두고 이윤으로만 별요의 비용에 충당하
자는 것이다. 승려가 기와를 생산하고 있는 별요의 경비를 보를 운영함으
로써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의견이며, 이것이 수용되었으므로 두 계통의
보가 설치 운영된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기와 생산 원료를 구입하고 공역에 참여한 이
들에게 급여를 준 것이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는 별요에서의 지속적인
기와 생산을 가능케 하였을 것이다.46) 별와요의 보 설치를 주창한 이도,
1,000석에 달하는 미곡을 제공하는 이도, 또 별와요에서 기와 생산을 담당
한 이도 모두 승려였다. 기와를 생산하는 별와요의 재원이 보로써 마련되
44) 보를 도성에서 운영하려는 것이고, 그 운영이 도성 사람에게 큰 혜택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보의 운영이 민인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점이 주목을 끈다.
45) 世宗實錄 권26, 世宗 6年 12月 戊申(7), 2-639.
46) 李炳熙, ｢조선전기 別瓦窯의 기와생산과 승려｣, 靑藍史學 23, 2014; 전영준, ｢조
선 전기 別瓦窯의 설치와 財政 運營｣, 藏書閣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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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리고 보의 관리는 전적으로 승려에게 일임하지 말고, 조관
2명을 배치하여 돕도록 하였다.
한증소의 운영에도 승려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필
요한 재원을 寶를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세종 9년 4월 汗蒸僧 大禪師 天
祐·乙乳 등이 浴室을 추가로 만들고 汗蒸함으로써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

는데, 빈한한 환자가 柴炭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穈粥鹽醬을 갖추기 힘들
다고 하면서 국왕에게 寶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미 50석, 면
포 50필을 지급해 주면 보를 세워 存本取利해서 환자를 구료하고자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醫員 1인을 배치해 한마음으로 救療하게 해 달라고 청
하였다. 국왕이 이를 받아들였다.47) 한증소의 운영 경비를 위해 미 50석,
면포 50필을 마련해 보로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증소에서 땔나무와 먹거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보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 재원은 미 50석, 면포 50필이므로 규모가 크지 않았다.
보의 운영은 승려들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존본취식해 그 이자
로 비용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보의 운영인 것이다. 한증소 운영이라는 구
료사업의 비용을 보를 통해 조달한 것이다. 그 중심에 승려가 있었다.
한증소의 운영은 10여년 뒤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세종 27년
(1445) 11월, 墨寺의 승려가 환자의 汗蒸·沐浴하는 도구를 수리해 줄 것
을 청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예조의 견해를 근거로 묵사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東西活人院이 이미 설치되어 질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묵사
는 閭閻 사이에 있어 승려들이 거처하기에 마땅하지 않고, 또 한증목욕은
특별한 효험이 없으니, 묵사를 없애고 한증목욕의 기구와 立寶米穀은 東
西活人院에 나누어 주고, 소속의 노비는 형조에서 처분하며, 묵사의 材瓦

는 倭館을 수즙하는 데 사용토록 하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왕이 이를

47) 世宗實錄 권36, 世宗 9年 4月 壬午(24), 3-69.

18 동국사학 61집 (2016.12)

따랐다.48)
묵사에 설치되어 있던 보의 미포를 동서활인원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동안 묵사에 보를 설치해 그 이자로 환자의 한증과 목욕을 담당해 왔는데,
묵사가 폐지됨으로써 승려가 한증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중단되
었다.49)
병든 이를 치료하는 溫井에서도 비용 마련을 위해 보를 설치 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종 9년(1427) 8월, 외방의 온정에 목욕하고 병을 치료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糧餉의 부족으로 고통스러워 하니
의창 賑濟의 예에 의거해 환자가 많이 모인 온정의 부근에 곡식 200∼300
석을 쌓아놓고 구휼함이 어떤가라고 국왕이 말하자, 목욕인이 다수 모인
곳은 평산군과 온수현 두 곳의 온정만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이 법을 세워
궁핍한 이를 구휼하자고 孟思誠과 申商이 계하였다.50) 온정 부근에 쌓아
놓은 곡식은 구휼하는 곡식이지 차대로 운영하는 원본은 아닌 듯하다.
그렇지만 온정에서 구체적으로 보를 운영하는 예도 보인다. 세종 9년
9월, 예조가 중외의 온정에서 환자를 구료하는 내용을 아뢰자, 의정부와
諸曹에서 논의하여 모두 좋다고 하자, 국왕이 이를 따랐다. 예조에서 올린

내용을 보면, 온정 근처에 사는 자비심있는 한량인과 담당할 만한 승려가
있으면 監考로 정하여 온정을 수리하고 환자를 구호하게 할 것, 온정에
모인 환자의 다과에 따라 미두를 공급해 寶를 세우고 감고·색장으로 관장
케 하고 존본취식하며, 죽식을 제공해 飢困을 면케 할 것, 寶米를 나누어
주고 걷는 일, 환자를 구료하는 일은 수령이 수시로 고찰할 것, 매 온정에
설립한 보의 미두는 200석을 넘지 않게 할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다.51) 온
48) 世宗實錄 권110, 世宗 27年 11月 丁丑(6), 4-644.
49) 묵사가 폐지되면서 米穀이 동서활인원으로 이속되었으므로 동서활인원에서는 여
전히 보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50) 世宗實錄 권37, 世宗 9年 8月 甲申(29), 3-89.
51) 世宗實錄 권37, 世宗 9年 9月 壬子(27),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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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환자를 돌보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에서 승려가 중요한 몫을 담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 곳의 온정에 설치한 보는 200석을 넘지 않도록
했음도 주목된다. 보의 운영을 담당한 감고와 색장은 승려가 중심이겠지
만, 한량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승려가 참여해 환자를 구료하는 온정에서 보를 설치 운영해 비용을 확
보하고 있는 것이다. 존본취식, 즉 원본은 유지하고 거두어들인 이자로 비
용을 공급하는 것이다. 보의 기본곡이 미두 200석이므로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이자는 이자율 1/3을 적용할 경우 66석과 2/3석이 된다. 온정
은 여러 곳에 있었을 것이므로 전체 보의 규모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濟生院의 경비 마련을 위해서도 보가 운영되었다. 세종 14년 6월, 태조

6년(1397)에 태조가 제생원을 별도로 세우고, 仁濟徒로 이름짓고서 米布
를 납해 寶로 삼은 뒤 存本取利케 해서 약을 구입하는 비용을 삼도록 했다
는 언급이 보인다. 이때 노비 약간 명을 소속케 해 使喚으로 부리도록 하였
다고 한다.52) 제생원에서 승려들이 활약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생원의 약 구입 비용 확보를 위해 보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제생원 이외에 다른 의약 담당 부서에서도 운영 경비를 마련하려고 보
를 설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세종 19년, 醫藥은 至重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醫官을 두었고, 또 立寶取殖하고 있으며, 약을 조제해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급한 기관에 典醫, 惠民, 濟生의 부서가 보인
다.53) 이를 통해 본다면 제생원은 물론 전의, 혜민의 부서에서도 보를 설
치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생원, 전의감, 혜민국에도 승려들이 관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7년 生藥鋪·昭格殿·迎接都監·威儀色·忠扈衛·惠民局·濟生院·
東西活人院·歸厚所·東西窰·沈藏庫 등에는 전곡이 있고 겸대관이 배치
52) 世宗實錄 권56, 世宗 14年 6月 丙辰(29), 3-400.
53) 世宗實錄 권77, 世宗 19年 6月 癸酉(15),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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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음이 전한다.54) 여기서 언급된 기관 중에는 승려가 소속되어 활
동하고 있는 부서가 보인다. 동서활인원, 귀후소, 동서요가 그러하다. 그렇
다면 제생원, 혜민국, 전의감에서도 승려가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런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그밖의 기구에서도 승려들이 부분적으로 참여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결국 의약이나 자선의 기능을 담당한 부서는
불교식의 보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특정 용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의
운영은 불교에서 온 것임이 분명하다. 조선초까지도 보의 명목으로 존본취
리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승려들이 활동하는 기구
에서는 특히 보의 형식으로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승려가 참여하고 있기에 불교방식의 보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재
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려의 遺風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곽을 제조 보급하는 귀후소에도55) 寶가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棺槨의 제작을 위해 국가에서 특별히 歸厚所를 설치하고서 公私의 米布를

시납하고 存本取利해서 재목을 구입해 관곽을 만들어 팔도록 하였다. 그
런데 세종 25년 무렵 禮葬所用 및 諸處에 賜與하는 관곽을 모두 귀후소에
서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관곽을 사적으로 판매하는 일이 이전만 못하게
되었고, 미포의 원본을 잃어 설립한 뜻과 어긋난다고 하였다. 귀후소의 별
좌·간사로 그 일을 분장토록 하는데, 別坐 1인, 幹事 1인은 公用의 관곽
을 관장하고, 별좌 1인, 간사 1인은 사적으로 판매하는 관곽을 관장하도록
하라고 예조에서 계문하자, 국왕이 이를 따랐다.56) 귀후소에서 관곽을 제
조하는 데 승려들이 참여하고 있었음은 幹事僧이 배속되어 있는 데서57)
54) 世宗實錄 권28, 世宗 7年 6月 庚子(2), 2-672.
55) 한희숙, ｢조선전기 장례문화와 歸厚署｣, 朝鮮時代史學報 31, 2004; 李炳熙, ｢조
선전기 승려의 慈善活動｣.
56) 世宗實錄 권102, 世宗 25年 11月 甲寅(3), 4-521.
57) 世宗實錄 권109, 世宗 27年 8月 戊辰(27), 4-634; 成宗實錄 권130, 成宗 1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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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그 귀후소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存本取利하고 있었
다. 아마 보의 명목으로 운영하였을 것이다. 승려들이 참여한 영역이기에
불교식의 보를 설치해 재정수입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승려들이 참여한 기구에서는 보를 운영해 재원을 마련하였다.
별와요, 한증소, 온정이 대표적이고, 귀후소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
이나 자선활동의 기구에서도 보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아마 이들
기구에서도 승려들이 부분적으로 활약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이 세종대에는 불교 성격의 보가 비교적 널리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특정
기구의 재원을 뒷받침하였다. 이들 보는 이자의 용처가 분명한 것이었다.
보의 기금을 대여받은 이들은 그 이자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알았을 것
이며, 따라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보가 표방한 용처에 동참한다는 생각
을 갖지 않았을까 한다.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이자를 부담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이자의 상환이 여타 세속인이 운영하는 차대보다 원활하였을 것이
다. 곧 이자상환율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계와 거리가 있지만 보의 명칭을 쓰는 경우도 보인다. 常平寶가
대표적인 예였다. 상평보는 불교와는 무관하게 설치 운영되는 것이었지만,
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상평보는 태종 9년(1409)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문종 1년(1451)에 혁
파되었다. 태종 9년 1월, 전라도 都觀察使 尹向이 常平寶 설치를 요청하자
이를 따른 일이 있었다. 윤향이 救荒을 위한 방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축적해 얻은 면포 500필을 전라도 내의 여러 州에 나누어 주어 상평보라
이름하고, 추곡의 값이 쌀 때 포 1필을 지급해 값을 낮추어 2두를 사들여
민용을 편하게 하고, 봄에 곡식이 귀할 때 포 1필을 납부하게 하고 값을
올려 1두로 내어주면 백성의 기근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흉년에

6月 壬戌(19), 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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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곡식을 내어주되 들이지 말며, 풍년을 기다려 거두게 된다면 몇 년이
되지 않아 만 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백성이 이익을 얻고 국가에는
해로움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세월이 가면 감사 수령이 제대로 행하지
않을까 걱정이므로 감사에게 명령을 내려 춘추에 糶糴한 수를 계산해 정
부에 보고하고 회계한 뒤 시행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국왕이 이를 수
용하였다.58) 면포 500필로 가을에는 1,000두를 거두고, 봄에는 포 1필을
받고 1두를 내주게 되므로 포는 1,000필이 되며, 가을에는 곡식을 2,000두
확보할 수 있고, 다음해 봄에 다시 그것을 내서 2,000필을 확보하게 되며,
이어지는 가을에는 4,000두를 거두게 되고, 다음해에는 8,000두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그 다음해에는 16,000두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곡식이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팔면 이득이 배가 되고, 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 면포 500필을 원본으로서 해서 이렇게 운영해 간다면 매
해 2배의 곡식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백성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익을 늘려 가는 것을 상평보라 칭하는 것이다.
구황을 목적으로 원본을 두고서 그것을 활용해 수익을 늘려 가는 것인
데, 이자를 받는 보와 유사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이다. 결국 상평창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평보라고 일컬은 것이 주
목된다. 불교 방식의 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구황을 목적으로 태종대에 전라도에 설치 운영된 상평보는 40여 년이
흐른 뒤에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문종 1년
(1451) 10월 전라도 관찰사 成奉祖가 올린 내용 중에, 전라도에서 태종 9
년에 처음으로 常平寶를 설치하였는데, 그후 수령이 힘써 증식시키지 않
아, 혹은 겨우 본수만을 유지한 경우, 혹은 원본까지도 아울러 상실한 경우
가 있어 마땅히 추핵해야 하나 이미 사면을 경과해 治罪할 수 없다고 하면

58) 太宗實錄 권17, 太宗 9年 1月 辛酉(18),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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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평보를 혁파하고 상평보의 銅錢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米布는 의창
에 소속시키자고 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감사가 계한 대로 하자고 하였다.
그 내용을 국왕이 청종하였다.59)
보라는 명칭으로 존본취리해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세종대까기 확인
된다. 사찰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으며, 승려들이 활약하고 있는 일부 기구
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밖에 의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보인다. 상평보
는 매우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 명칭을 사용한 차대행위
는 세종대까지 보이고 이후 찾아지지 않는다. 결국 불교식의 借貸制인 寶
가 사라지는 것이다.

Ⅳ. 佛敎界 寶 운영의 쇠퇴와 그 의미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寶는 세종말부터 급격히 위축되었다. 보의 높은
이자율은 이자 및 원본상환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고려시기에도 존본취
식해 특정 용처에 사용토록 한 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차적으로는 채무자가 제때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
번하였고, 보의 원본을 잠식하는 일도 흔하였기 때문이다.
惠陰寺의 경우, 12세기 초 양곡을 비축해 놓고서 그 이자로 죽을 쑤어

여행자에게 공급하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곡식이 거의 없어지
게 되었다고 한다.60) 존본용식하면서 보를 유지해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려 준다. 불교가 성행하던 고려시기에도 이처럼 보의 운영은
원활한 것이 아니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민인으로서는 보의 재원을 빌
59) 文宗實錄 권10, 文宗 1年 10月 甲午(29), 6-499.
60) 金富軾, ｢惠陰寺新創記｣, 東文選 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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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사용하고 원본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았다.61)
조선초에 보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을 여러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종 말년부터 보 운영이 여의치 않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종
29년(1447) 무렵 개경사의 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62) 승려들이
개경사의 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한증소에 설치
된 보는 세종 27년 한증소가 폐지됨에 따라 사라지게 되며,63) 제생원의
보는 세종 19년 취식이 많지 않아 보를 통해 확보하는 이자가 날로 줄어들
고 있었다.64) 귀후소의 보는 세종 25년 원본인 米布를 잃어간다고 하였
다.65) 원본을 상실해 간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초 운영되어 오던 사찰의 보가 세종 말년에 제대
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태종대에 전라도에 설치한 상평보도 문종 1년(1451) 원본만을 겨우 유
지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지만 원본마저 상실한 곳도 있었다. 보의 곡식을
의창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결국 상평보는 운명을 다하고 사라져갔다.66)
보의 쇠퇴는 1/3의 이자율로 이자를 확보하고, 원본을 손상없이 유지
해 가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보 운영의 동요는 일차적
으로 사원의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고, 사찰에서 설행되는 각종
불교의식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아울러 민인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기능을 불교계가 수행해 가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민의 재
생산에서 불교계가 탈락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국가가 대신해서
61) 고려시기 사찰의 보 운영에는 지방관의 도움이 적지 않았는데, 조선초 억불정책이
추진되면서 지방관의 도움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물어졌다. 이러한 사정도 조선초
사찰의 보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62) 世宗實錄 권118, 世宗 29年 10月 己巳(11), 5-40.
63) 世宗實錄 권110, 世宗 27年 11月 丁丑(6), 4-644.
64) 世宗實錄 권77, 世宗 19年 6月 癸酉(15), 4-81.
65) 世宗實錄 권102, 世宗 25年 11月 甲寅(3), 4-521.
66) 文宗實錄 권10, 文宗 1年 10月 甲午(29), 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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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의 재생산 보장 기능을 적극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의 적극적인 還上
[환자] 운영이 사원의 보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국가가 공공
기능을 확대시켜 감에 따라 불교계의 역할이 크게 축소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축소도 하나의 요인이었을 것이다.
국가에서 민인의 재생산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조선초부터 많은
사례가 확인된다. 특히 義倉의 설치와 운영에 힘을 기울였다. 곳곳에 다수
의 의창을 설치하고 다량의 미곡을 보유하고서 전면적인 재생산 보장활동
을 펼치게 되었다. 차대의 이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태조 1년(1392) 9월, 도평의사사 裵克廉·趙浚 등이 올린 22개 조 가
운데, 의창의 설치는 궁핍한 이를 진휼하기 위한 것이며, 지금 농사철을
당해 궁한 민에게 먼저 糧種을 지급하고 반드시 斗量케 하고, 가을 추수철
에 다만 本數만을 거두며, 그 출납한 수는 매년 季月에 三司에 보고하는데
수령이 斗量을 행하지 않거나 부강한 자에게 지급하면 논죄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또 공사의 錢物은 子母停息하도록 함이 이미 정해진 제도인데, 무
식한 무리가 이자에서 이자를 낳게 해서 심히 이치에 어긋나므로 지금부터
는 연월이 오래되어도 一本一利하는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보
인다. 이러한 주장을 국왕이 모두 따랐다.67) 이미 조선 개국초에 민인의
구휼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복리로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된다
는 것, 연월이 오래되어도 이자가 원본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의창제를 통해 궁핍한 이를 진휼하되, 이자는 받지 않고 원본
만 상환하도록 하였고, 직접 곡식의 양을 재도록 할 것이며, 부강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조선 개국초 의창 및 이자와 관련해 명확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기
존의 차대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의창의 기능을 확

67) 太祖實錄 권2, 太祖 1年 9月 壬寅(2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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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함으로써 차대에 편입되지 않도록 민인의 안정에 힘쓰는 것이다. 조선이
라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이자율을 제한하는 한편,
무이자 의창의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고리대가 성행할 수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도평의사사가 두 달 뒤 태조 1년 11월에 계한 내용에서도 차대행위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양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노비가 되는
것은 이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부터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錢穀의
수를 노비역가의 수에 견주어 부채액을 채우면 免放토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일리를 하되 지나치게 사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압량
위천으로 논하자고 하였다.68) 실천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실천되
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초에 부채의 미상환으로 인해 노비가 되는 일
은 억제되었을 것이다. 사찰 보의 원본을 빌린 다음 이자를 덧붙여 상환하
지 못하는 경우, 사찰의 노비로 전락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조치로
인해 조선초 사찰이 채무자를 노비로 삼는 일은 어려워졌다.
의창의 곡식을 활용해 구휼하는 것은 이미 태조 2년부터 분명히 확인
된다. 태조 2년 4월, 의창의 곡식을 내서 궁민을 진휼케 한 내용이 확인된
다.69) 국초부터 궁핍한 민을 진휼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창은 기본적으로 이자는 면제하되 원본은 상환해야 하는
제도였다. 무이자의 의창곡이 크게 확대된다면 1/3에 달하는 이자를 납부
해야 하는 보는 그 운영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무이자로 운영되는 의창제를 확대하고 일반 차대에 대한 이자율을 제
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곤궁에 빠져 생존이 힘든 이들을 위한
賑恤에도 각별한 배려를 하였다. 태조 4년 7월, 국왕이 도평의사사에 명해

각도의 飢民을 구휼하게 하였는데, 수령에게 고을 내에 賑濟所를 나누어
68) 太祖實錄 권2, 太祖 1年 11月 甲午(17), 1-35.
69) 太祖實錄 권3, 太祖 2年 4月 辛丑(27),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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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되, 閑良 品官으로 慈祥廉潔한 자를 택해 감고로 삼고, 수령은 수시
로 이를 살피도록 하였다. 또 老病飢困으로 먹으러 갈 수 없는 자, 양반남
녀로서 부끄러워 먹을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분간해 살펴 별도의 진
제를 베풀도록 하였다. 수령이 마음을 써서 경내에 굶어죽은 자가 없으면
직명과 살린 사람의 수를 보고해 발탁 등용하되, 마음을 쓰지 않아 경내에
굶어죽은 자가 있으면 수령, 감고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였다.70) 진제소에
서 제공하는 먹거리에 대해 기민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진제소
에서 제공하는 것은 無償이며, 還上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진제소를
다수 설치하면 기민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며, 사찰이나 승려의 도움
을 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조선은 국초부터 민인의 재생산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인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 역할의 확대인 것이다. 사사로운 영역에
진제를 일임하는 일을 축소시키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크
게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공공 권능의 확대이다. 불교계를 비롯한
사사로운 영역에서 담당할 부분이 축소됨은 당연한 일이겠다.
사사로운 영역에서의 차대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한을 가하였다.
차대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자와 원본을 징수하는
것에 제한을 가하였다. 공사의 차대 행위에 대한 심대한 억제조치이다. 사
찰의 보 운영에도 적용되는 조치였을 것이다. 태조 4년, 민간에서 公私의
물품을 빌린 뒤에 빌린 자가 이미 죽었으면 그 族에게 징수하는 것을 금단
토록 하라고 하였다.71) 채무자가 죽었으면 가족에게 부채를 징수하지 말
라는 조치인 것이다.
태조 7년 12월, 빈핍한 민이 富家의 곡식을 차대하는데, 부유한 집에서
농사철에 임해 채무 백성을 모아 사역시키니,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
70) 太祖實錄 권8, 太祖 4年 7月 辛酉(30), 1-81.
71) 太祖實錄 권8, 太祖 4年 10月 乙未(5),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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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데, 이들을 논죄하라는 조치도 있었다.72) 채권
자가 채무자를 농사철에 사역시켜 이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태
가 있었는데 이를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민간의 차대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정
종 2년(1400) 7월 민간의 부채는 빌린 자와 빌려 준 자가 모두 죽은 경우,
자손이 문계를 빙자해 추징하는 일이 있는데 모두 엄히 금한다고 하였다.
빈궁한 소민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자녀를 인질로 삼아 여러 해 役使시
키는 일이 있고, 혹은 영원히 노비로 삼는 일이 있는데, 소재관사는 살펴
이를 통렬히 다스리도록 조치하였다.73) 빌린 자와 빌려 준 자가 모두 생존
해야 상환하는 것이지만, 죽으면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채
무자의 자녀를 오랫동안 사역시키거나 노비로 삼는 것을 엄히 금지하는
것이다. 차대에 대해서는 이처럼 이자율을 제한하고, 채무자를 채권자가
사역시키거나 노비로 삼는 것을 금하며, 채무자가 사망 시에 다른 이에게
채무이행을 강요하는 것을 제한시켜 갔다.
밀린 이자에 대한 적극적인 탕감조치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태종 1년
(1401) 5월, 금년 이전 빌린 公私의 宿債는 다만 본전만을 받게 하였다.74)
태종 1년 정월 이전에 빌린 공사의 묵은 빚에 대해 다만 원본만을 걷고
이자를 추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과거 빚은 원본
만 갚으면 되고, 이자는 모두 탕감받게 되는 것이다. 묵은 빚의 탕감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채에 시달리던 다수의 민
인이 이자를 탕감받고 원본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었다. 채무자의 부채 부
담은 크게 경감되는 것이며, 반면 채권자의 손실은 막대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손실을 입은 주체의 하나가 사찰과 승려였을 것이다. 이러한
72) 太祖實錄 권15, 太祖 7年 12月 辛未(29), 1-142.
73) 定宗實錄 권5, 定宗 2年 7月 乙丑(2), 1-180.
74) 太宗實錄 권1, 太宗 1年 5月 甲寅(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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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 인해 보 명목으로 엄청난 米布를 민인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를 상
환받지 못했던 불교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전
은 회수할 수 있지만, 사찰이 경제적으로 입은 타격은 매우 컸을 것이다.
사채로 고통받는 민인에 대한 정책은 태종 7년에도 확인된다. 궁민이
빌린 것을 상환하지 못해 자녀를 저당잡힌 경우, 그 日月을 상고해 고용의
값을 계산해 모두 방면하도록 하였다.75) 빚을 상환하지 못해 자녀를 저당
잡혀 사역시키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부채 상환을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태종 14년 다시 과감한 조치가 취
해졌다. 공사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을유년(태종 5) 이전 의창의
還上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수를 면하도록 하였다.76) 공사의 부채로 상환

하지 못한 것은 을유년 이전 것은 환상을 제외하고 일체 징수하지 못하도
록 하였다.77) 의창의 환상은 징수하도록 하되, 나머지 공사의 부채는 징수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에서 개인의 채권 행사를 중지시키는 조치
인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부채를 빌려준 채권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찰의 경우에도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
로 추측된다.
이자 상환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복해 취해졌다. 세종 21년(1439) 7월,
비가 제때에 오지 않아 민생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公私의 負債 및 관리의
虧欠을 임시 징수하지 말도록 호조에 전지하였다.78)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한 제한 조치인 것이다. 사채를 빌린 채무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가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경제적 손실은 매우 컸을 것이다. 채무자의 부담은 가벼워지고,
75) 太宗實錄 권14, 太宗 7年 7月 癸丑(2), 1-402.
76) 太宗實錄 권27, 太宗 14年 6月 庚戌(9), 2-21.
77) 아마 이때 태종 5년 이전의 공사부채에 대해서는 원본 및 이자를 모두 탕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8) 世宗實錄 권86, 世宗 21年 7月 庚戌(4),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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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는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공사의 차대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으로, 진휼에 대해서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해 갔다. 국가에서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賑濟와 還上이 그것이었다. 원본과 이자 모두 상환이 필요없는
것이 전자이고, 원본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후자였다. 의탁할 바가 없는 이
들, 즉 환과고독, 폐질자, 구걸인에게는 원본 상환이 면제되는 진제를 실시
하고, 농지와 친척이 있고, 力農할 수 있는 壯實한 이들에게는 還上을 지급
하는 것이다.79) 국가에서 진제와 환상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민인의 재생
산을 보장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태종 5년 12월, 제주의 기민
진휼을 위해 敬承府 少尹 李慤을 보내 미두 1,000석으로 진휼케 하고, 또
미두 1,500석으로 말[馬]을 사게 하였다.80) 결국 제주에 2,500석의 미두를
제공한 것이다. 직접적인 진휼곡으로 1,000석이 사용되었지만, 1,500석도
제주에서 소비된 것이다.
鄭道傳은 의창이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만약 흉년이 들면 의창의 곡식을 모두 풀어서 진휼하고, 풍년이 든 다음에
원본만을 회수하여 장기간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축해 둔다. 이렇게
하면 기근이 들어도 백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풍년이 들어도 농민을 해치지
않으며, 곡식은 항상 비축되어 있으며 백성들은 굶어 죽는 일이 없게 된다.81)

흉년에 곡식을 제공하고 풍년이 들면 이자 없이 원본만을 회수하는 것
이 의창제였다. 조선초 의창제의 운영에 대해 국가는 각별히 배려하였다.
의창의 운영에서 물의를 일으킨 지방관원을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79) 世宗實錄 권19, 世宗 5年 2月 乙卯(4), 2-524; 世宗實錄 권74, 世宗 18年 9月
丁酉(5), 4-27∼28.
80) 太宗實錄 권10, 太宗 5年 12月 己丑(27), 1-345.
81) 鄭道傳, 三峰集 권13, 朝鮮經國典上, 賦典 義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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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태종 14년 4월, 卓思俊이 撫山縣令이었을 때 의창의 곡식을 大斗로
써 거두니 넘치는 것이 심히 많았으며, 林謨 역시 탁사준의 뒤를 이어 무
산현 판사가 되어 그 곡식의 반을 결손에 대비하고, 반은 사적으로 사용한
일이 있었다. 일이 발각되자 탁사준과 임모를 巡禁司에 하옥해서 치죄하
였다.82) 말[斗]을 크게 만들어 의창곡을 회수하게 되니 빌려 준 것보다 많
은 양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원본만 상환하면 되는 것인데, 원본 이상으로
추가 징수해 처벌받는 것이다.
세종대에 이르러 의창의 기능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83) 무
엇보다 의창에서 지급하는 곡식의 양을 크게 늘려갔다. 100만 석 이상의
곡식으로 진휼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입는 민인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의창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고율의 借貸가 운
영될 수 있는 공간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세종 즉위년(1418) 9월, 사헌부가 啓한 내용에서, 수령이 義倉의 곡식
을 징수할 때 親監하지 않고 監考 1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납부하는 것
이 數石에 이르러도 斛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斗升을 사용해 원본 이상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燒木과 蓋草도 거둠으로써 민이 원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수령이 친히 감독하고 납부하는 자가 自量
토록 하고, 만일 넘침이 있으면 즉시 바치는 자에게 돌려 주자고 하자, 국
왕이 이를 청종하였다.84) 납하는 자가 자량토록 해서 원본을 넘지 않게
하며, 수령이 이를 친히 감독하라는 것이다.
의창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진제곡, 환상곡의 규모를
82) 太宗實錄 권27, 太宗 14年 4月 乙丑(22), 2-13.
83) 조선 초기 의창제 전반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朴廣成, ｢朝鮮 初期의
義倉制度에 對하여｣, 史叢 7, 1962; 김훈식, ｢朝鮮初期 義倉制度硏究｣, 서울대학
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菅野修一, ｢朝鮮朝初期における義倉制の開始－
國家の賑恤政策と烟戶米法｣, 朝鮮學報 153, 1994.
84) 世宗實錄 권1, 世宗 卽位年 9月 壬申(25),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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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확대시켜 갔다.

<표 1> 세종 1년, 賑濟의 규모85)
飢民

賑濟米豆·雜穀 合

醬

경기우도

11,124명

936석

215석

황해도

4,891명

363석

89석

경기좌도

5,661명

378석

101석

강원도

4,139명

2,284석

262석

85)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 1년의 경우, 진제로 소비한 미곡이 수백
석에서 2천 석에 이르고 있다. 진제로 제공한 것은 원본의 상환이 필요없
는 구휼이었다. 세종 6년 구체적인 진제 곡식과 환상 곡식의 양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 세종 6년, 기민의 수 및 진제와 환상용 곡식의 규모86)
도명

기민의 수

賑濟 米豆

賑濟 醬

還上分給 米豆 雜穀

경상도(42官)

1,853명

176석 14두

25석 3두

58,062석 12두

충청도(55관)

3,103명

331석 2두

37석 14두

40,079석 7두

함길도(8관)

399명

32석 1두

4석 5두

강원도(23관)

2,212명

268석 14두

35석 5두

576명

81석 11두

12석 4두

2,379석 2두

평안도(33관)

1,086명

170석 6두

22석 10두

26,228석 3두

황해도(24관)

589명

63석 14두

9석 2두

89,091석 10두

개성유후사

86)

황해도의 경우, 환상으로 분급한 곡식이 8만 석을 상회하고, 경상도도
5만 석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반면 진제로 소비하는 곡식의 양은 많지
85) 世宗實錄 권4, 世宗 1年 5月 壬申(28), 2-319.
86) 世宗實錄 권24, 世宗 6年 5月 戊子(14),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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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대체로 진제로 제공한 곡식보다는 환상으로 분급한 곡식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세종 28년에는 의창에서 분급한 곡식이 엄청난 양에 달하였다.

<표 3> 세종 28년 2월, 의창곡 분급의 규모87)
도명

호수

분급 의창곡

경기

2만 5천여 호

63만 7천여 석

경상도

4만 2천여 호

37만 2천여 석

전라도

2만 9천여 호

43만 4천여 석

충청도

2만 5천여 호

80만 1천여 석

황해도

2만 5천여 호

21만여 석

강원도

1만 3천여 호

11만 5천여 석

함길도

1만 4천여 호

4만 4천여 석

평안도

4만 4천여 호

12만 5천여 석

총계

21만 7천여 호

273만 8천여 석

87)

<표 3>의 자료에 보이는 수치는 세종 27년의 것인데, 의창곡으로 분급
한 규모는 전국 273만 석을 상회하였다. 엄청난 규모의 곡식을 제공한 것
이다. 여기에는 일부의 진제곡도 포함되겠지만 대부분은 환상으로 분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만한 규모의 곡식을 제공한다면 私債를 이용할 필요
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인 차대가 성행할 조건이 축소
됨을 알 수 있다. 세종 30년에는 의창곡을 보충함으로써 원본을 크게 증액
하였다.88) 의창에서 제공하는 곡식을 크게 늘림으로써, 민인의 재생산을
돕고 있었다. 환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1/3 이자율로 운영되는 보를 유지하
는 것은 힘들어졌다. 결국 국가의 공공기능 확대가 보의 입지를 크게 축소

87) 世宗實錄 권111, 世宗 28年 2月 丁卯(29), 4-657.
88) <표> 세종 30년 4월, 加給한 義倉穀(世宗實錄 권120, 世宗 30年 4月 丁丑(22),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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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창곡을 환상으로 분급받은 민인은 원본을 상환해야 했다. 곤
궁한 처지에 있는 민인으로서는 원본의 상환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원본의 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창 운영의 어려움은
일차적으로 곤궁한 민인이 원본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며, 관리자인 수령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결손
이 생기는 의창곡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의창 곡식의 감소해 갈 추세임은, 세종 27년 2월, 국가에서
의창을 설립한 것은 민에게 이익됨이 심히 크지만, 유한한 곡식으로 받는
자는 많고 납부하는 자는 줄어드니 장차 본곡을 잃는 데 이를 것이라는
염려에서 확인할 수 있다.89) 문종 즉위 초부터 의창곡의 부족이 종종 지적
되고 있다.90)
다른 한편, 불교계의 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특정 승려나 사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 공물의 代納權을 부여하는 방법을 택하
게 되었다. 공물의 대납은 엄청난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찰이
나 승려는 짧은 기간 안에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찰과 승려
소속
本
今加
총액
7,812석 9두
2,187석 6두
1만 석
군자감 의창
12,134석 5두
12,134석 5두
개성부 의창
그대로
138,839석 7두
211,160석 8두
35만 석
경기 의창
180,030석 2두
169,969석 13두
35만 석
충청도 의창
107,691석 13두
242,308석 2두
35만 석
전라도 의창
256,891석 8두
143,108석 7두
40만 석
경상도 의창
86,911석 12두
113,088석 3두
20만 석
강원도 의창
136,048석 2두
63,951석 13두
20만 석
황해도 의창
186,006석 5두
163,993석 10두
35만 석
평안도 의창
52,720석
147,280석
20만 석
함길도 의창
89) 世宗實錄 권107, 世宗 27年 2月 癸酉(29), 4 609.
90) 文宗實錄 권5, 文宗 卽位年 12月 壬申(2), 6-323; 成宗實錄 권22, 成宗 3年
9月 壬寅(9), 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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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防納 성행은 이러한 사정에서 출현한 것이었다. 승려의 방납은 세종
말년, 문종, 단종대에 성행하다가 예종대에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91) 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자, 필요한 재원을 방납을 통해 해소케 하는 것이다.

Ⅴ. 結語

조선초 국가는 일관되게 억불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불교계
의 처지는 열악해졌고, 그 위상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처럼 조선초는 국가
와 불교계 양자의 길항관계가 잘 드러나는 시기였다.92) 차대를 둘러싸고
서도 길항관계를 추적할 수 있었다.
조선초 보가 운영되는 사찰로서 석왕사·개경사·연경사·대자암 등
이 확인되는데 모두 국왕의 명복을 비는 것을 중요 소임으로 하였다. 보의
원본으로 마련한 米布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승려와 노비가 관리운영을

91) 世宗實錄 권85, 世宗 21年 6月 庚辰(4), 4-217; 世宗實錄 권124, 世宗 31年
5月 癸未(4), 5-128; 文宗實錄 권1, 文宗 卽位年 5月 己未(16), 6-236; 文宗實
錄 권4, 文宗 卽位年 10月 庚子(30), 6-311; 文宗實錄 권4, 文宗 卽位年 10月
庚子(30), 6-311; 文宗實錄 권4, 文宗 卽位年 11月 甲辰(4), 6-314; 文宗實錄
권4, 文宗 卽位年 11月 辛丑(1), 6-313; 文宗實錄 권6, 文宗 1年 3月 癸卯(4),
6-364; 文宗實錄 권6, 文宗 1年 3月 甲辰(5), 6-364; 端宗實錄 권6, 端宗 1年
6月 己酉(24), 6-801; 睿宗實錄 권1, 睿宗 卽位年 10月 壬寅(16), 8-282; 睿宗
實錄 권1, 睿宗 卽位年 10月 丁未(21), 8-283; 睿宗實錄 권3, 睿宗 1年 1月
壬午(27), 8-322.
92) 고려시기에는 양자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다. 국가는 불교의 역할을
권장하고 제도 장치를 통해 운영을 뒷받침하였으며, 불교는 사회의 긴장·갈등을
완화하고 국가체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양자의 조화로운 관계
는 고려말부터 도전받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국가 주도로 억불
정책이 추진되면서 불교와 국가의 관계는 종전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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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 보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는 이자를 특정 용처에 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의 이자를 납부하는 이는 그 用處인 善業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
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보는 사원의 재정을 돕고, 설행되는 불사를 풍부
하게 함과 동시에 민인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었다.
보는 불교색이 짙은 차대활동이었다.
승려가 참여해 활약하고 있는 국가 기구에서도 보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별와요, 한증소, 온정, 귀후소, 제생원 등 자선활동을 하는 기구
라든지, 의료활동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보를 운영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었
다. 불교의 보를 모방한 상평보는 매우 이색적인 보라고 할 수 있다. 보는
기본적으로 존본취식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용처가 있으며, 이자율은 고려
시기의 그것을 계승해 1/3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까지 확인되는 보는 세종말년부터 크게 위축되어 사라지는 것으
로 보인다.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보는 국가의 구휼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운영의 공간을 잃어갔다. 조선초부터 국가는 공적 기능을 확대함으로
써 민인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역할을 증대시켜 갔다. 사채의 운영에 대해
여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자율을 제한한다든지, 이자의 상환을
중지시킨다든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혹한 지배를 금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국가가 의창 곡식을 증액함으로써 민인 재생산의
보장 기능을 크게 확대하였다. 진제를 실시하고, 무이자의 還上으로 분급
하는 곡식의 양을 크게 늘림으로써 민인이 사채에 편입될 소지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의창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사로운 차대 행위가 자리할 공간
을 크게 상실한 것이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차대인 보의 입지도 축소되었
다. 세종 말년 보 운영의 곤란을 언급하는 일련의 내용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 운영의 동요로 승려나 사찰은 防納權을 보장함으로써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지만 그것 역시 곧 중단되었다. 성종초부터 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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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역에서의 차대 이른바 長利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장리는 보와 달리
종교적 명분을 갖는 차대가 아니었다. 순수한 경제활동으로서의 차대였다.93)
국가의 공적 기능 확대 속에서 사찰이 운영하는 보는 축소 소멸하여
갔다. 借貸를 둘러싸고 국가와 불교계는 길항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보면 국가가 우위에 서 가는 관계이며, 공적 영역의 확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야를 좀더 확대해 본다면 세속 사회 영향력의 증대 과정이며,
불교라는 종교 영역의 축소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6.11.12 투고 / 2016.12.17 심사완료 / 2016.12.18 게재확정)

93) 국가가 운영하는 義倉의 기능 축소와 사사로운 長利의 성행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시기 장리가 성행함에 따라 사찰이나 승려도 장리에 참여한 예가 보인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교 명분의 寶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보 용어의
소멸은 불교적 가치관과 경제관의 퇴색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차후의 숙제로 남긴다.

38 동국사학 61집 (2016.12)

[Abstract]

The Management and Meanings of Bo by the Buddhist
Community in Early Joseon
Lee, Byung-hee

This paper focused on investigating relations between a state and
Buddhism around “Chadae[loan, 借貸]” activities. In early Joseon, the
government was consistent with its policies to suppress Buddhism, in
which process the Buddhist community was put in a poor circumstance
with its status lowered considerably. Also this phenomenon appeared
in the Bo that was Chadae managed by Buddhist temples.
Only a small number of Buddhist temples managed Bo in early
Joseon, and their important mission was to pray for the repose of kings’
souls. Bo had several meanings including contributing to the finance
of temples, enriching the Buddhist service being held, and guaranteeing
the reproduction of People[民人]. Bo was a Chadae activity deeply
inclined toward Buddhism. Records confirm its operation at national
agencies in which Buddhist priests were participating and active such
as Byeolwayo[別瓦窯], Hanjeungso[汗蒸所], Onjeong[溫井], Guihuso[歸
厚所], and Jesaengwon[濟生院]. The basic principle of Bo was to keep

the principal and collect interest. Bo had its particular uses and set an
interest rate that was a third of the interest rate from Goryeo.
Bo started to shrink to a great extent at the end of King Sej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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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gn, ending up disappearing eventually. In early Joseon, the government
imposed restrictions on the operation of private loans and increased the
grain of Uichang with no interest significantly. As the functions of
Uichang expanded, the private Chadae activities lost a huge ground.
The position of Bo that was Chadae run by Buddhist temples was also
reduced. In the end, Bo managed by Buddhist temples was reduced
and abolished in the expansion of public functions of the government.

 Keyword
Bo(寶), Chadae(借貸), interest rate, Uichang(義倉), private loan, Byeolwayo(別瓦
窯), Hanjeungso(汗蒸所), Onjeong(溫井), Guihuso(歸厚所), Buddhist te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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