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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갑오개혁기에는 홍범(洪範) 14조에서, 구한말에는 회계법(會計法)에서, 일제강점기

에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朝鮮総督府特別会計ニ関スル件)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규칙(朝鮮総督府特別会計規則)에서 예산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시기 예산 법제

의 정립을 둘러싼 권력의 대립을 보면, 우선 조선시대에는 양입위출(量入爲出)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大典)에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이라는 양식을 규정하였지만, 

거기에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있었다. 갑오개혁의 홍범 14조에서 확인되는 조목들은 근대

적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궁부일체의 유교적 관념을 함께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구한말 회계법은 메이지 회계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재

무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대적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근대적 예산제도라면 갖추

었어야 할 의회의 예산 협찬권을 알지 못하였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예산에 대한 대군주의 

재가권을 규정하였던 한계를 지닌 예산 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는 예

산에 조선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는 없었고, 조선의 예산은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로 다루어졌

을 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제의 의회세력과 번벌세력의 권력투쟁이 자리잡고 있었다.

[주제어] 예산 권력, 양입위출(量入爲出), 궁부일체(宮府一體), 구한말 회계법,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Ⅰ. 서론

사회 여러 방면에서 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떠한 제

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심한 준비와 고찰이 있어야 한

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제도의 개혁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사적 측면에서 근대적 예산법제가 정립되어 

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제도 개혁의 원인(原

因)과 동인(動因)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사적 측면의 분석에 대해서는 전근대와 근대의 법

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늘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예산제도는 국가의 운영을 재정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

근대와 근대를 불문하고 국가통치의 근간으로 여겨진 제도였다. 따라서 그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역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의회나 행정부라는 명

칭만 달리 했지 각 시기마다 권력구조의 형태에 따라 예산을 둘러싼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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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각 시기마다 그 시기의 법제 속에 여지

없이 반영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후기부터 헌법제정 이전까지의 

예산 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법제사적 분석이 갖는 의의

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법조문의 해석이나 비교법적 고찰에 

밀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 왔던 예산 관련 법제의 정립 과정을 분석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는 근대적 예산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예산 관련 

법제의 정립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근대 예산 관련 규정

이 가져야 할 당위적 의미를 조명해 보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대전회통 : 양입위출(量入爲出)의 이상

1. 대전회통 예산제도 규정

재무행정의 기술적 의미에서의 국가재정을 보면 전근대국가에서도 일정한 

항식의 재정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경우에도 대전(大典)1)에서 세입

표에 해당하는 공안(貢案)과 세출표에 해당하는 횡간(橫看)의 양식을 두고 

있었다.2) 즉,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경비(經費)조에서는 국가의 모

든 경비는 공안과 횡간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대전회통(大典會通)

까지를 보면 속대전(續大典)에서는 그에 대동사목(大同事目)을 추가하였고,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탁지정례(度支定例)를 추가하여 각각 공간․횡간

1) 대전(大典)은 조선시대 법전 중 최상위의 법전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

(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순으로 제정되었다. 경국대전 이후의 대전은 조종성헌(祖宗成

憲) 존중의 원칙에 따라 경국대전의 조문에 개정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편찬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대전인 대전회통의 경우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의 모든 조문을 포함하고 있고, 그를 

각각 원(原)․속(續)․증(增)․보(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금폐(今廢)’의 표시가 없는 이상 이전 

대전의 조문도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었다. 

2) 공안과 횡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金玉根, ｢朝鮮 王朝財政史 硏究(四) : 貢案․橫看-豫算制度-｣, 

�論文集� vol.7(부산수산대학교, 1971), 83-96면 참조.



경국대전 호전 경비조

凡經費, 用橫看, 及貢案。 모든 경비는 횡간 및 공안을 사용한다.

속대전 호전 경비조

參用大同事目。 대동사목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대전통편 호전 경비조

參用度支定例。 탁지정례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표 1> 대전 호전 경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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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조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3) 경국대전 및 속대전, 대전통편 각 대

전에 규정된 호전 경비조의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2. 대전회통 예산제도 개요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은 각각 지금의 세입표와 세출표에 해당하는 것이

지만, 그 기원은 다르다. 우선 공안은 고려에서부터 그 연원이 확인되며, 조선

에서 제도가 확립된 것으로 전한다.5) 조선에서는 태조대에 공부상정도감(貢賦

詳定都監)에 지시하여 고려의 공안제도를 상고해서 세입의 다과와 세출의 경

비, 손익을 헤아리는 상법(常法)을 세우도록 하였다는 실록기사가 확인된다.6)

이에 반해 횡간은 조선 세조대에 제정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경비지출에 

있어 관리의 횡령이나 낭비를 막기 위한 규제는 있었으나, 경비지출의 전반

을 다루는 세출 관련 예산제도는 없었다. 세조대에 비로소 호조에 지시하여 

3) 호전 경비조의 경우 속대전과 대전통편에서는 개정이 있었지만, 대전회통에서는 개정이 없었다. 

대전회통에서 개정이 없었을 뿐, 경국대전의 본래 조문 및 속대전, 대전통편의 개정 조문 모두 대전

회통에서도 규범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회통의 예산제도로 다루기로 한다.

4) 각 대전의 원문 및 번역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웹사이트를 참조함 :

<http://db.history.go.kr/law/>(최종접속일: 2019년 3월 18일).

5) 고려사 84권, 지(志) 38권, 형법 1(刑法一), 직제(職制), 충숙왕(忠肅王) 5년 5월의 개혁교서에서 공

안(貢案)의 용어가 확인된다.

6)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1392) 10월 12일 경신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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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소(詳定所)와 함께 궐내로부터 여러 읍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경비에 

대해서 빠짐없이 규식을 정하도록 하였다는 실록기사가 확인된다.7) 이후에

는 호조판서 김국광이 법령의 조문[科條]에 익숙하니, 세조가 여러 관사의 

횡간을 상세히 정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실록기사가 확인된다.8)

세입표에 해당하는 공안에 대해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는 지방의 

공납 장부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9) 공안은 민호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종류

의 재화와 노역에 대한 세입표로, 국가의 경상세입에 대한 수입일람표에 해

당하는 것이다. 조선의 조세는 크게 토지에 대한 조세, 즉 전세와 개인에 대

한 강제노동, 즉 요역 및 토산품에 대한 공납, 즉 공물로 구분된다. 공안의 

공(貢)은 넓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안에는 전세, 공물, 

진상, 잡세 등과 군역을 제외한 요역이 포함되어 있다.10)

세출표에 해당하는 횡간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 기사는 ‘국계항수지부(國計

恒數之簿)’라는 주석을,11)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는 식례(式例), 즉 일정 

양식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12) 횡간에 기입되는 내용은 대부분 오늘날의 

경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횡간이라고 부른 것은 장부가 가로로 보게끔 기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명종대에는 세입을 헤아려 지출을 정하던 것이 선왕대

의 전례였는데, 지금은 횡간 이외에 더 지출되는 수가 매우 많으니, 국가에 

일이라도 생긴다면 수요에 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한 실록기사가 확인된다.13)

속대전(續大典)에 규정된 대동사목(大同事目)은 조선후기 대동법(大同法)

의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대동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물의 외방 상납과정에서 야기되는 점퇴(點退)14)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

7)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1456) 10월 30일 병인 1번째 기사.

8)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1464) 8월 3일 1번째 기사.

9) 經國大典註解(後集) 戶典 經費條 : 橫看, 卽式例也. 貢案, 外貢簿也.

10) 金玉根, ｢朝鮮 王朝財政史 硏究(四) : 貢案․橫看-豫算制度-｣, 앞의 논문, 83면.

11)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1566) 10월 12일 1번째 기사.

12) 經國大典註解(後集) 戶典 經費條 :橫看, 卽式例也. 貢案, 外貢簿也.

13)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1566) 10월 12일 1번째 기사.

14) 방납자와 관리가 결탁하여 공납의 물품을 수납할 때 그 규격을 검사하면서 품질이 맞지 않는다 

하여 되돌려 보내고 다시 바치게 하던 폐단을 말한다. 대전통편에서는 관리의 점퇴가 적발되면 엄

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大典通編 戶典 徭役 :京․外官, 逾越點退者, 隨現重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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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동법이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전세(田稅)화된 공물인 대동미(大同

米)의 상납규모 및 납입방식 등을 항식화한 것이었다.15) 실록에서는 대동법

(大同法)을 창설한 뒤에도 각 고을의 출역(出役)은 오히려 전과 같아서 법을 

세운 본의에 어긋나므로, 한결같이 사목(事目)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기사

가 확인된다.16)

대전통편(大典通編)에 규정된 탁지정례(度支定例)는 영조대에 제정된 것으

로, 당시 호조판서였던 박문수(朴文秀)가 영조의 명에 따라 국가 경비의 낭비를 

막도록 세출의 정례를 추진한 것이었다.17) 탁지정례에는 왕실 및 중앙각사에 

납입되는 공상(供上)․공물(貢物)의 수량 및 조달처, 소용처 등이 기재되었다. 

탁지정례는 중앙 경비의 항식을 정하여 공인에 대한 각관의 무리한 요구를 

막는 한편, 왕실 및 각사의 절용을 도모하도록 한 정책에서 입안된 것이었다.18)

3. 대전회통 예산제도 의의

조선시대의 재정은 양입위출(量入爲出), 즉 세입을 헤아려 세출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19) 재정담당 최고기관은 호조(戶曹)가 맡고 있었고, 

법전 상으로는 공안(貢案)과 대동사목(大同事目), 횡간(橫看)과 탁지정례(度

支定例)라는 항식을 취하고 있었다. 공안과 횡간은 각각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의 세입․세출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에도 이미 세입․세출의 재정

에 대해서 일정한 항식을 정하고 있었으며, 그를 법조문의 한 형태로 인식하

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동사목과 탁지정례는 각각 공안과 횡간을 

15) 대동법의 체계에 관해서는 이정철, ｢17세기 朝鮮의 貢納制 改革論議와 大同法의 成立｣(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70-203면 참조.

16)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1624) 1월 12일 3번째 기사.

17) 영조실록 69권, 영조 25년(1749) 2월 14일 1번째 기사 ; 영조실록 127권, 영조대왕 행장.

18) 탁지정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최주희, ｢18세기 중반 �탁지정례(度支定例)�류(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 �역사와 현실� no.81(한국역사연구회, 2011), 251-88면 참조.

19) 태조대의 실록기사에 주례(周禮)를 상고해 보면 사도(司徒)는 전곡(錢穀)의 수를 맡고, 총재(冢宰)

는 출납의 명을 맡아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여서[量入爲出] 함부로 낭비하는 데에 이르지 않았으

므로, 이를 모범으로 삼아 국용(國用)을 넉넉히 하고 불우(不虞)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다(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1397) 10월 13일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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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내지 대체하는 것으로, 조선후기 항산(恒産)과 절손(節損)이라는 재정

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20)

그렇지만 공안과 횡간은 호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매년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기 세입․세출 예산표로 기능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근대의 예산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공안과 횡간은 수지균형

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세입․세출 예산표였다고 할 수 있다.21) 또한 공안이나 

횡간의 편성과정에 있어 민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고, 왕권과 신권 

간의 상호견제 과정에서 하향식의 절제와 긍휼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 외에 조선의 재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는 구한말 재정문란의 원인이 되었다.22)

첫째, 중앙관사에서 세수총액을 결정하고 징세는 지방관사에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관사는 수납된 세수 중 중앙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수송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지방관

사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세수를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었고, 조세징

수에 있어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가 횡행하였다.

둘째, 호조가 재정담당 최고기관이었지만, 전세(田稅)는 호조에서, 대동미

(大同米)는 선혜청(宣惠廳)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이외에 중앙각사(中央各

司)나 영(營)에서도 독자적인 세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징세 실무의 대부분

은 지방수령이 관찰사의 감독을 받아 관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재정에 관

한 정책이나 감독이 일원화될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셋째,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재정구조의 복

잡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나 방만을 견제할 장치가 없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호조가 재정담당 최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20) 최주희, ｢18세기 중반 �탁지정례(度支定例)�류(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 앞의 논문, 

283-4면 ; 탁지정례는 영조대 당시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재정이 크게 절감되

었고, 재정운영의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김덕진, ｢영조대 정례서 편찬의 재정사적 의의｣, 

�장서각� no.27(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34-5면).

21) 金玉根, ｢朝鮮 王朝財政史 硏究(四) : 貢案․橫看-豫算制度-｣, 앞의 논문, 91면.

22) 黃夏鉉, ｢舊韓末(1894年~1904年)의 財政整理와 歲入歲出豫算｣, �재정논집� vol.1 no.1(한국재정

학회, 1987),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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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국왕의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재정운용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공안과 횡간이라는 재무행정의 항식적 요소는 갖추고 있었지만, 예외적

인 사항이 일상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횡간의 경우 그 명목화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있었는데, 탁지정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례(定例)가 아닌 

별례(別例)에 따른 지출이 상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원칙이었

던 양입위출이 지켜지지 못하고, 늘 적자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Ⅲ. 홍범 14조 :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이상

1. 홍범 14조 예산제도 규정

조선시대 국가재정의 여러 문제점은 후기․말기로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재정의 문란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갑

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일본세력을 배경으로 정권을 잡은 개화파 내각이 추

진한 근대적 제도개혁이었다. 그러한 갑오개혁의 핵심 정강을 담은 것이 홍

범(洪範)23) 14조인데, 최초의 흠정헌법(欽定憲法)적 성격을 지닌 근대적 법

령이라고 할 수 있다.24) 고종은 1895년(開國 504) 12월 12일 홍범 14조를 

서고(誓告)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5) 

23) 홍범(洪範)은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으로 중국 하(夏)나라 우(禹)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받은 낙서(洛書)를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 홍범구주(洪範九疇)가 전한다. 즉, 하늘이 우임

금에게 홍범 9가지 원칙을 내려 떳떳이 지킬 윤리가 베풀어지게 했다고 한다[天乃錫禹洪範九疇 

彛倫攸敍]. 홍범구주의 홍범은 세상의 큰 규범이라는 뜻이며, 구주는 9개의 조항으로 곧 9조목의 

큰 법, 또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기자(箕子)에게 선정(善政)의 방법을 물었을 

때, 기자가 홍범구주로 교시하였다고 전해진다. 9개의 조항은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

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과 육극(六極)이다. 홍범

의 개요에 관해서는 정재훈, ｢홍범연의洪範衍義와 제왕학帝王學｣, �국학연구� vol.35(한국국학진흥

원, 2018), 117-9면 참조.

24) 홍범 14조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장영수, ｢대한민국헌법의 전사(前史)－헌법제정 이전의 헌법사

－｣, �고려법학� vol.81(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138-41면 참조.

25)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12월 12일 갑인 2번째 기사.



홍범 14조

一, 割斷附依淸國慮念, 確建自主獨

立基礎。

一, 制定王室典範, 以昭大位繼承曁

宗戚分義。

一, 大君主御正殿視事, 政務親詢大

臣裁決, 后嬪宗戚, 不容干豫。 

一, 王室事務與國政事務, 須卽分離, 

毋相混合。

一, 議政府及各衙門職務權限, 明行

制定。

一, 人民出稅, 總由法令定率, 不可妄

加名目, 濫行徵收。

一, 租稅課稅及經費支出, 總由度支

衙門管轄。

一, 王室費用, 率先減節, 以爲各衙門

及地方官模範。

一, 王室費及各官府費用, 豫定一年

額算, 確立財政基礎。

一, 地方官制, 亟行改定, 以限節地方

官吏職權。

一, 國中聰俊子弟, 廣行派遣, 以傳習

外國學術技藝。

一, 敎育將官, 用徵兵法, 確定軍制基

礎。

一, 民法、刑法嚴明制定, 不可濫行

監禁懲罰, 以保全人民生命及財

産。

一, 用人不拘門地, 求士遍及朝野, 以

廣人才登庸。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

립의 기초를 확립한다.

1. 왕실의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과 

인척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1. 국왕은 정전의 정사를 주관하며, 정무는 대신

들과 직접 의논하여 재결하되, 왕비나 후궁, 

종친, 인척은 관여하지 못한다.

1. 왕실의 사무와 국정의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

키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

1.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

정한다.

1. 백성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령으로 정한 세율

에 의하고, 망령되이 명목을 추가하여 함부로 

징수할 수 없다.

1. 조세의 징수 및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

에서 관할한다.

1. 왕실의 비용을 솔선하여 줄이고 절약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1. 왕실의 비용과 각 관청의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 지방관제를 신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

을 제한한다.

1.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전습 받게 한다.

1. 지휘관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 민법, 형법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제정하여 함

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 인재를 등용할 때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조정

과 민간에서 널리 구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

을 넓힌다.

<표 2> 홍범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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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범 14조 예산제도 개요

홍범 14조는 일본공사(日本公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고종에게 제

출했던 개혁안 20개 조목을 기초로 한 것으로,26) 사실상 일본 측의 고문관 

의견에 따른 제도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청의 간섭 

배제와 자주 독립의 기초 확립, 왕실 및 국왕의 위상 강화, 의정부 및 각 아

문의 직무․권한 정립, 법령에 따른 조세의 징수, 민․형법 제정에 의한 인민

의 생명․재산 보호, 문벌타파에 의한 인재의 고른 등용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재정과 관련한 조목을 살펴보면, 우선 백성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

령으로 정한 세율에 의하고, 함부로 명목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법문에서 조세(租稅)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데, 이는 이전의 조세가 단순히 전세(田稅)의 의미로 사용되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홍범 14조에 규정된 조세는 전세를 포함하여 국가

에서 징수하는 모든 세목(稅目)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근대적 세제 개념의 출

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7)

둘째, 조세의 징수 및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度支衙門)28)에서 총괄

26)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10월 23일 병인 1번째 기사 ; 20개 조목은 다음과 같다 : 1. 政權

은 모두 한곳에서 나오게 하여야 한다. 2. 대군주(大君主)에게는 정무를 직접 결재할 권한이 있고 

또 법령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왕실의 사무는 나라의 정사와 분리시켜야 한다. 4. 왕실의 조직을 

정해야 한다. 5.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정해야 한다. 6. 조세는 탁지아문

(度支衙門)에서 통일하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일정한 비율로 하는 외에는 어떤 

명목과 방법을 물론하고 징수하지 않는다. 7. 왕실과 각 아문의 비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 8. 군사

에 관한 정무를 정해야 한다. 9. 모든 일에서 허식을 없애고 사치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10. 

형률(刑律)을 제정하여야 한다. 11. 경찰권은 한곳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12. 관리의 복무규율을 

세워 이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13.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하여 이것을 중앙 정부에서 장악하여

야 한다. 14. 관리를 등용하고 파면하는 규정을 만들어 개인의 의사로 등용하거나 파면시키지 못하

게 하여야 한다. 15. 권세를 다투거나 또는 남을 시기하거나 이간시키는 나쁜 폐단을 철저히 없애

고 정치상 복수하는 관념을 가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16. 공무아문(工務衙門)은 아직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17. 군국기무소(軍國機務所)의 기구와 권한을 개정하여야 한다. 18. 노련한 고문

관(顧問官)을 각 아문에 초빙하여 써야 한다. 19.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여야 한다. 20. 국시(國是)

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오기수, ｢조선시대 조세(租稅)와 세전(稅錢), 세김(稅金) 용어의 역사적 고찰｣, �세무학연구� vol.29 

no.2(한국세무학회, 2012), 211-2면.

28) 탁지(度支)는 중국 당(唐)․송(宋)의 재무관청 제도에 유래한 것이다. 한(漢)․위(魏) 이래 탁지상

서(度支尙書)가 있어 그 밑에 탁지시랑(度支侍郞)을 두고 국가의 재정을 관장하고 있었다.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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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갑오개혁 이전 재정담당의 최고기관은 호조였지만, 선혜청

(宣惠廳), 균역청(均役廳), 진휼청(賑恤廳), 상평청(常平廳) 등에서 각각 독자

적인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중앙각사 및 군문(軍門), 외방영진(外方營

鎭) 등에서도 자체 세원을 두고 있어서 재정의 운용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탁지아문을 설치하고 재정업무가 일관되도

록 추진하였다.

셋째, 왕실의 사무와 국정의 사무를 반드시 분리하고, 왕실의 비용을 솔선

하여 절감하도록 하였다.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분리한 것인데, 이는 조

선시대 양반관료들이 견지해 온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이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궁부일체는 종래 왕실재정의 사장(私藏)적 성격을 탈각시키고 

그 운용업무를 여타의 국가재정과 같이 호조에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합리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29) 홍범 14조에서는 탁지아

문에서 재정을 총괄하도록 함과 동시에 궁중과 부중의 사무를 분리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왕실의 비용과 각 관청의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였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업무는 탁지아문 관

할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의 1차적인 시도는 1895년 일본의 주도 하에 시

작되었다. 예산편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은 1년 6개월에 걸쳐서 

조선의 재정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30) 이와 같은 세입․세

출예산의 구체적인 편성을 위해서는 홍범 14조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체계

적인 정비가 필요하였고, 이는 후술한 회계법(會計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때에는 호부상서(戶部尙書)라고 하였으며 그 밑에 탁지낭중(度支郎中)이 있었다. 안사의 난 후, 경

제가 발달하여 재정이 복잡해지자, 탁지낭중의 지위는 향상하여 탁지사(度支使)라 하였고, 호부(戶

部)․염철(鹽鐵)과 함께 재정을 취급하는 3중요 기관이 되었다.

29) 궁부일체(宮府一體)는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그 의미에 관해서는 

송양섭, ｢정조(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궁부일체(宮府一體)”론(論)｣, �大東文化硏究� vol.76(성균

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119-21면 참조.

30) 黃夏鉉, ｢舊韓末(1894年~1904年)의 財政整理와 歲入歲出豫算｣, 앞의 논문, 11-2면 ; 구한말의 구

체적 세입․세출예산에 관해서는 黃夏鉉, ｢舊韓末(1894~1904년)의 財政改革과 國家財政의 實態｣, 

�경영연구� vol.3 no.1(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1987), 525-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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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범 14조 예산제도 의의

홍범 14조는 헌정사뿐만 아니라, 재정사의 측면에서도 여러 의미를 갖는

다. 우선 홍범 14조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즉, 의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의 근거를 의회

가 제정한 법률에 두도록 한 근대적 의미의 조세법률주의에는 미치지 못 하

지만, 적어도 근거 없이 부과되던 일체의 조세를 폐지하고, 반드시 법령(法

令)에 따른 조세의 부과만을 인정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홍범 14조에서는 탁지아문으로 징세기관을 일원화하여 이전의 

호조나 선혜청, 균역청에서 징수하던 조세는 물론 각 아문과 군문에서 독립

적으로 조달하던 세수를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탁지아문에

서 전국 재정의 양계․출납․조세․국채 및 화폐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총

괄하고, 각 지방재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전에 징세업무를 지방관

사에서 관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성

격도 갖는 것이었다.31)

홍범 14조는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의 분리, 즉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의 

분리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도 재정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 왕실에서는 

왕실 권위의 유지를 위해서는 왕실 비용의 지출을 위한 독자적인 재원의 확

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왕실에 반대하여 궁중과 부중을 분

리하도록 한 것은 국왕의 재정에 대한 관여를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그 실

질적 운용여부에 따라 통치권력의 구조까지 획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었다.32)

31) 홍범 14조에서는 지방관제를 신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

행정기구와 징세기구의 분리개혁을 시도했지만, 지방관리의 반발과 지방제도 개편의 정지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재은․이영희, ｢구한말 근대적 

지방재정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3 no.40(2014), 

79-87면 ; 李潤相, ｢日帝에 의한 植民地財政의 形成過程 : 1894~1910년의 歲入構造와 徵稅機構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vol.14(1986), 279-83면 참조.

32) 국왕에 대한 재정통제는 재정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국왕의 권력행사에 대한 제한과 정비

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구의 경우에도 절대권력에 대한 재정통제과정은 그대로 근대적 민

주주의의 수립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우권, ｢舊韓末 統治權力構造의 變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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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범 14조에서는 왕실의 재정과 국정의 재정을 분리하도록 하면서 

세출에 관한 모든 경비의 지출을 탁지아문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는 궁

부일체의 이념 하에 왕실재정의 관리를 정부재정의 관리와 통합하여 탁지아

문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의 관리통

합은 의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예산과 관련된 왕권

의 권력제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재정의 관리통합이 실시되면서 왕실이 독자적으로 징수하

던 수입들이 탁지부로 이관되고 그 지출도 탁지부에 의해서 관장되자, 왕실

의 반발이 커졌고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의 관리는 사실상 재분리되었다.33) 

홍범 14조의 반포에는 애초에 조선왕실의 재정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일본의 

순수치 않은 의도가 숨어 있었고, 고종 역시 재정의 관리통합이라는 개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 궁중과 부중의 분리에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Ⅳ. 구한말 회계법 : 근대적 예산제도의 시도

1. 구한말 회계법 예산제도 규정

갑오개혁의 핵심 정강을 담은 홍범 14조의 공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나 

예산제도와 같은 근대적 재정제도에 관한 내용이 도입되었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요구되었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회계

관한 硏究 :國際政勢의 變動과 官制․財政改革의 相關性을 中心으로｣, �全北行政學報� vol.12 

no.1(1998), 100면).

33) 갑오개혁 이후 왕실사무는 궁내부(宮內府)에서 관장하되, 궁내부 재정은 탁지아문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는 궁내부가 극적으로 팽창되었고, 탁지아문에 이속되었던 

수세권이나 전매권이 다시 궁내부로 이속되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우권, ｢舊韓末 統治

權力構造의 變動에 관한 硏究 :國際政勢의 變動과 官制․財政改革의 相關性을 中心으로｣, 앞의 

논문, 102-107면 ; 李潤相, ｢日帝에 의한 植民地財政의 形成過程 : 1894~1910년의 歲入構造와 徵

稅機構를 중심으로｣, 앞의 논문, 284-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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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會計法)이었다. 구한말 회계법은 1895년 3월 30일 법률 제2호로 반포되

고, 4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재정운용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전체 조문은 

총 11장 41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34)

34)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1895) 3월 30일 신축 1번째 기사.

회계법 (법률제2호)

第一章, 總則。

第一條, 租稅의 新課와 稅率의 變換은 一切法律

로 定홈。 法律로 定 바 外에 租稅의 

減免과 延納을 許을 得지 못홈。

第二條, 現行租稅로 法律、勅令及其他規程잇 

者의 賦課徵收 다시 法律로 改치 아닌 則

一切其舊에 依홈。

第三條, 政府의 歲入、歲出은 每年豫算을 定야 

經理이 可홈。

第四條, 豫算及決算竝國債其他豫算에 定 바 

外에 國庫負擔됨이 可 契約을 訂을 閣議

後에 大君主陛下의 裁可심을 經이 可홈。

第五條, 政府의 會計年度 每年正月一日에 始

야 其年十二月末日에 終홈。 會計年度에 屬

 歲入、歲出의 出納에 關 事務 翌年八

月末日을 限야 悉皆完結이 可홈。

第六條, 租稅及其他一切收納을 歲入으로 고 一

切經費 歲出로 니 歲入、歲出은 總豫算中

에 編入이 可홈。

第七條, 各官廳은 各年度에 決定 經費定額으

로 他年度에 屬 經費에 充을 得지 못

홈。

第八條, 各官廳은 法律、勅令으로 規定 外에

 特別 資金을 有을 得지 못홈。

 

제1장, 총 칙

제1조, 조세의 새로운 부과 및 세율의 조정은 일

체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 바 이외에는 조

세의 감면과 지연납입을 허가할 수 없다.

제2조, 현행 조세로 법률, 칙령 및 기타 규정이 있

는 것에 대한 부과 징수는 다시 법률로 개정하

지 않는 한 일체 구법에 따른다.

제3조, 정부의 세입, 세출은 매년예산을 정하여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 및 결산, 국채, 기타예산에 정한 바 

이외에 국고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내각회의 후에 대군주 폐하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정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서 그해 12월 말일에 끝난다. 회계년도에 속하

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해 8

월 말일까지 모두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세 및 기타 일체의 수납을 세입으로 하

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세입, 세출은 총

예산 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조, 각 관청은 각 연도에 결정하는 경비 정액

으로써 다른 연도에 속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없다.

제8조, 각 관청은 법률, 칙령으로써 규정한 것 이

외에는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없다.

 

<표 3> 구한말 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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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章, 豫算。

第九條, 各部大臣은 每年九月末日을 限야 其翌

年度에 關 所管經費의 需用額을 算定야 

豫算調書 調製야 度支部大臣에게 送付

이 可홈。

第十條, 度支部大臣은 每年十月末日을 限야 其

翌年度에 關 歲入의 情形을 調査며 及各

部所管總豫算을 編製야 閣議에 提出이 可

홈。

第十一條, 凡豫算은 經常과 臨時의 二部에 大別

야 各部中에서 款項을 區分이 可홈。 豫

算款項의 區分은 度支大臣이 定홈。

第十二條, 豫算各款金額은 彼此挪用을 得지 못

홈。 款中各項의 金額을 挪用 時 必度

支部大臣의 承認을 經이 可홈。

第十三條, 歲人、歲出總豫算中에 豫算의 不足

을 補을 爲며 或豫算外에 必要 費用

에 充을 爲야 豫備金을 設을 得홈。 豫

備金은 度支部大臣이 管理홈。

 

 

第三章, 收入。

第十四條, 各官廳은 何名目이든지 勿論고 法

律、勅令及其他規程이 無 租稅賦金、上納物

及情費、雜費類 賦課徵收을 得지 못홈。 

徭役及其他勞力의 徵發에 關 者도 上項과 

同홈。

第十五條, 租稅及其他歲入을 徵收 時 徵稅

命令 或納額告知 發이 可 者로 但左

開 諸項의 收入은 納額告知 發치 아니

고 立卽收納을 得홈。

  第一, 郵遞 其他事業으로 生 收入。

  第二, 公賣 其他處分으로 生 收入。

  第三, 罰金及沒收金의 類。

제2장, 예 산

제9조, 각부 대신은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에 관계되는 소관 경비의 필요 액수를 산정하고 

예산 조서를 작성하여서 탁지부대신에 송부하

여야 한다.

제10조, 탁지부대신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에 관한 세입의 정형을 조사하며, 각부 소

관 총예산을 편성하여 내각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일체 예산은 경상과 임시의 두 가지로 크

게 분류하여 각부에서 항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예산 항목의 구분은 탁지부대신이 정한다.

제12조, 예산 각항의 금액은 서로 유용할 수 없다. 

각항 중 각목의 금액을 유용하는 때는 반드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세입, 세출의 총예산 중에는 예산의 부족

을 보충하기 위하여 혹은 예산 이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금을 둘 수 있다. 

예비금은 탁지부대신이 관리한다.

 

제3장, 수 입

제14조, 각 관청은 어떠한 명목이든지 물론하고 

법률, 칙령 및 기타 규정에 없는 조세, 부금, 상

납물 및 정비, 잡비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 

요역 및 기타의 노동의 징발에 관한 것도 위의 

항과 같다.

제15조, 조세 및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는 징

세명령 혹은 납액고지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세입은 납액고지를 발부하지 않고 

즉시 수납할 수 있다.

  제1, 우체 기타 사업으로 발생하 수입.

  제2, 공매 기타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

  제3, 벌금 및 몰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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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 上項外에 法律과 勅令으로 特定 

者。

第十六條, 法律命令에 依야 正當 資格이 有

 者 아닌즉 租稅 徵收거나 其他歲入을 

收納을 得지 못홈。 法律命令에 依야 正

當 資格이 有 者라도 徵稅命令 或納額

告知 發치 아니 租稅及其他歲入을 徵收

을 得지 못나 但第十五條但書의 所定은 

此限에 在치 아니홈。

第十七條, 何人이든지 勿論고 第十五條但書에 

當 바 外에 徵稅命令 或納額告知 受

치 아니면 政府에 對야 金錢物件의 納入

을 拒을 得홈。

第四章, 支出。

第十八條, 每會計年度에 政府經費에 充 定額

은 其年度中에 納이 可 歲入으로 支辦

이 可홈。

第十九條, 各部大臣은 豫算에 定 名目外에 定

額을 使用을 得지 못홈。 各官廳은 其廳에 

收納 一切收入을 國庫에 納이 可니 

곳 使用을 得지못홈。

第二十條, 各部大臣은 其所管定額을 使用으로 

國庫에 對야 出給命令을 發이 可호 別

定規程에 從야 他官吏에게 委任야 出給命

令을 發케 을 得홈。

第二十一條, 各部大臣은 政府에 相關 正當債

主 或其代理人을 除 外에 出給命令을 發

을 得지 못홈。左項經費 限야 各部大臣

은 主任官吏에 委任며 或政府에서 命 

銀行及其他當務者에게 委任야 現金出給을 

行게 을 爲야 現金先授의 出給命令을 

發을 得홈。

  제4, 이외에 법률과 칙령으로 특정된 것.

 

제16조, 법률, 명령에 의하여 정당한 자격이 가진 

자가 아니면 조세를 징수하거나 기타 세입을 수

납할 수 없다. 법률, 명령에 의하여 정당한 자격

을 가진 자라도 징세명령 혹은 납액고지를 발부

하지 아니한 않은 조세 및 기타 세임을 징수할 

수 없다. 단, 제15조 단서에 규정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누구든지 물론하고 제15조 단서에 해당하

는 것 이외에는 징세명령 혹 납액고지를 받지 

아니하면 정부에 대하여 금전, 물건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지 출

제18조, 매 회계 연도에 정부경비에 충당하는 정

액은 그 연도 안에 수납이 가능한 세입으로 마

련하여야 한다.

제19조, 각부 대신은 예산에 정한 명목 이외의 정

액을 사용할 수 없다. 각 관청은 그 관청에서 수

납하는 일체의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각부 대신은 그 소관 정액을 사용하기 위

해서 국고에 대해 출납명령을 발부하여야 하되, 

별도 규정에 따라 다른 관리에 위임하여 출납명

령을 발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각부 대신은 정부와 서로 관계되는 정당

한 채권자 혹은 그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지급명

령을 발부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한해

서 각부 대신은 주임 관리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명하는 은행 및 기타 담당자에게 위임

하여 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현금선지급의 지

출명령을 발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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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一, 國債元利의 出給。

  第二, 軍隊行軍費及官船에 屬 經費。

  第三, 在外各官廳의 經費及其他外國에 在 

出給經費。

  第四, 各官廳에서 自營 工事의 經費。

  第五, 金庫未設 地方에서 出給 經費。

第二十二條, 國庫 出給命令의 發付 受치 아

닌 則其出給을 得지 못홈。 出給命令이 法

에 適지 아닌 者에 對야도 亦同홈。

第五章, 決算。

第二十三條, 各部大臣은 豫算調書와 同一 式樣

으로 其部所管經費決算報告書 調製야 度

支部大臣에게 送付이 可홈。

第二十四條, 度支部大臣은 歲入의 結末을 調査

며  各部所管經費決算報告書 檢査確定

야 歲入、歲出總決算을 調製이 可홈。 各部

所管經費決算報告書 檢査 規程은 法律

로 定홈。

 

第六章, 歲計剩餘와 定額推移와 豫算收入及定額

還入。
 

第二十五條, 各年度에서 歲計에 剩餘가 有 

時 其翌年度歲入中에 編入이 可홈。 

第二十六條, 豫算에서 特別히 明許 者 及一年

度內에서 竣功이 可 工事 或製造기로 

避치 못 事故 爲야 事業을 遲延야 

年度內에서 其經費支出을 終치 못 者 

翌年度에 推移使用을 得홈。

第二十七條, 數年을 期야 竣功 工事製造 及

其他事業의 繼續費로 야 其總額을 定 

  제1, 국채 원금․이자의 출급.

  제2, 군대의 행군비 및 관선에 속하는 경비.

  제3, 재외 각 관청의 경비 및 기타 외국에 소재

한 출급경비.

  제4, 각 관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공사의 경비.

  제5, 금고를 설치하지 못한 지방에서 출급하는 

경비.

제22조, 국고는 출급명령의 발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출급을 할 수 없다. 출급명령이 적법하

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같다.

 

 

제5장, 결 산

제23조, 각부 대신은 예산조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그 소관 경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탁지부대

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 탁지부대신은 세입의 결산을 조사하며, 

또한 각부 소관 경비결산보고서를 검사 확정하

여서 세입․세출총결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각

부 소관 경비결산보고서를 검사하는 규정은 법

률로 정한다.

제6장, 세계잉여․정액추이․예산수입 및 정액

환입

제25조, 각 연도에서 세계에 잉여가 있는 때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산에서 특별히 명백하게 허가한 것 및 

1년도 내에서 준공이 가능한 공사 혹은 제조하

기로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

되어 연도 내에 그 경비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다음 연도에 추이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수년을 기하여 준공할 공사, 제조 및 기타 

사업의 계속비로 해서 그 총액을 정한 것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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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每年度의 出給餘額을 竣功年度지 遞次

推移을 得홈。

第二十八條, 出給이 完結 年度에 屬 收

入及其他一切豫算外에 收入은 一切現年度歲入

中에 編入이 可호 但先金出給과 槪算出給

과 轉用出給을 行 境遇에 當 還納金 

及過給、誤給으로 回收 金額은 其年度定

額中에 還入을 得홈。

 

第七章, 期滿免除。

第二十九條, 政府負債로 其出給이 可 年度經

過後 滿三箇年內에 債主로서 支出或出給을 請

求치 아니 則期滿免除라 야 政府 其義

務 免호 但特別法律로 期滿免除의 期限

을 定 者 各其定 바에 依홈。

第三十條, 政府에 對야 租稅及其他歲入을 納上

이 可 義務가 有 者 其納上이 可

 年度가 經過後 滿三箇年內에 徵稅命令 或納

額告知 受치 아닌 則期滿免除라 야 其義

務 免호 但特別法律로 期限을 定 

者 各其定 바에 依홈。

 

第八章, 出納官吏。

第三十一條, 政府에 屬 現金或物品의 出納을 

掌 官吏 其現金或物品에 對야 一切責

任을 擔負 者로 홈。

第三十二條, 前條의 官吏가 水火、盜難 或其他事

故에 由야 其保管 現金或物品을 紛失毁

損 則其保管上에 避을 得지 못 事實

을 度支部大臣에게 證明야 責任免除의 判決

을 受치 아니면 其負擔의 責을 免을 得지 

못홈。

연도의 출급 잉여액을 준공 연도까지 순차로 추

이할 수 있다.

제28조, 출급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및 기

타 일체 예산 이외의 수입은 모두 당해 연도 세

입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단, 선금출급, 개

산출급, 전용출급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

납금 및 과지급, 오지급으로 회수하는 금액은 

그 연도 정액에 환입할 수 있다.

제7장, 만기면제

제29조, 정부 부채로 그 출급하여야 할 연도 경과 

후 만 3년 내에 채권자가 지출 혹은 출급을 청

구하지 아니하면 만기면제라고 하여 정부는 그 

의무를 면한다. 단, 특별법률로 만기면제의 기

한을 정한 것은 각각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30조, 정부에 대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을 납입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그 납입하여야 할 

연도 경과 후 만 3년 내에 징세명령 혹은 납액

고지를 받지 아니하면 만기면제라 하여 그 의무

를 면한다. 단, 특별법률로 기한을 정한 것은 각

각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8장, 출납관리

제31조, 정부에 속한 현금 혹은 물품의 출납을 담

당하는 관리는 그 현금 및 물품에 대하여 일체

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전조의 관리가 수재, 도난, 혹은 기타 사

고로 인하여 그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분

실, 훼손하면 그 보관 상 불가피한 사실을 탁지

부대신에게 증명하여 책임면제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그 부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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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 (법률제2호)

第三十三條, 現金或物品의 出納을 主掌기로 身

保金을 納入케 을 要 者 勅令으로 定

홈。

第三十四條, 徵稅命令 及出給命令의 職務와 現金

出納의 職務 兼任홈을 得지 못홈。

 

第九章, 罰則。

第三十五條, 第八條、第十四條、第十六條 及十九

條第二項의 規程에 違背 者 其命令者、或

執行者、或幫助者 勿論고 一切贓으로 照

律 바가 됨。

 

第十章, 雜則。

第三十六條, 一般歲計에 編入치 아니 特別資

金을 置야 別途整理 要 者가 有 則

特別會計 設置을 得홈。 特別會計 設置

홈은 法律로 定홈。

第三十七條, 王室經費 定額에 據야 每年國庫

로서 支出고 其會計 別定方法에 依케 

이 可홈。

第三十八條, 度支部大臣은 國庫의 帳簿 設備

야 歲入、歲出의 豫算 及收入、支出의 計算竝

其出納을 登記이 可홈。 各年度 經過 

後 八箇月末日에 度支部大臣은 國庫의 帳簿 

締結이 可홈。

第三十九條, 此法律에 各官廳이라 稱 者 

內閣各部 其他獨立官廳 及各其屬 部局竝監

營、各邑等 一切官務 掌 官廳을 指홈。

 

제33조,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을 주관하도록 신보

금을 납입케 함을 요하는 것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징세명령 혹은 출급명령의 직무와 현금출

납의 직무는 겸임할 수 없다.

제9장, 벌 칙

제35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그 명령자 혹은 집행

자 혹은 방조자를 물론하고 일체 장죄로 조율하

는 바가 된다.

 

 

제10장, 잡 칙

제36조, 일반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특별자금

을 두어 별도로 정리함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

는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왕실경비는 정액에 의거하여 매년 국고로 

지출하고 그 회계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야 한다.

제38조, 탁지부대신은 국고의 장부를 두어 세입, 

세출의 예산 및 수입, 지출의 계산과 그 출납을 

등기하여야 한다. 각 연도를 경과한 후 8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에 탁지부대신은 국고의 장부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39조, 이 법률에서 각 관청이라고 한 것은 내각

의 각부, 기타 독립 관청 및 각각 그 속한 부와 

국, 감영, 각 읍 등 일체 공무를 담당하는 관청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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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한말 회계법 예산제도 개요

구한말 회계법은 제1장 총칙(8개조), 제2장 예산(5개조), 제3장 수입(4개

조), 제4장 지출(5개조), 제5장 결산(2개조), 제6장 세계잉여․정액추이․예

산수입 및 정액환입(4개조), 제7장 만기면제(2개조), 제8장 출납관리(4개조), 

제9장 벌칙(1개조), 제10장 잡칙(4개조), 제11장 부칙(2개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세의 부과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

② 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정하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제5조)

③ 조세를 비롯한 일체의 수납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세입․세출을 총예산에 포함시킨다. (제6조)

④ 각부 대신은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경비 필요액을 산정하고, 

예산조서를 조정하여 탁지부대신에게 송부한다. (제9조)

⑤ 탁지부대신은 세입전망을 참조해서 각부의 소관 총예산을 편성하여 10월 

말일까지 각의에 제출한다. (제10조)

⑥ 매 회계연도의 정부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부 대신은 예산항목에 정한 경비 이외의 지출을 할 수 없고, 또한 

각 관청은 수납한 일체의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9조)

회계법 (법률제2호)

第十一章, 附則。

第四十條, 此法律施行前으로붓터 存在 政府의 

負債 及政府에 對 各納入의 義務 此法

律施行日로 一竝期滿免除起算點으로 홈。

第四十一條, 此法律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

터 施行홈。

제11장, 부 칙

제40조, 이 법률 시행 전부터 존재하는 정부의 부채 

및 정부에 대한 각 납입의 의무는 이 법률 시행일

로부터 일체 만기면제의 기산점으로 한다.

제41조, 이 법률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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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각부 대신은 예산조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소관 경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탁지부대신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탁지부대신은 세입결산을 조사하고, 또

한 각부의 결산보고서를 검사․확정하여 세입세출 총결산서를 작성한다. (제

23조, 제24조)

⑧ 왕실의 경비는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로서 지출하고, 그 회계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7조).

이와 같이 구한말 회계법은 홍범 14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세법

률주의, 예산단년제도,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연도, 총계예산주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몇몇 용어의 차이35)나 왕실에 관한 

내용36)을 제외하면 현행 국가재정법이나 국가회계법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한말 회계법에 의한 예산제도는 1895년 4월 1일부

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4월 1일~12월 말일의 예산에 관해서는 현재

로는 부분적 자료밖에 접할 수 없고, 완전한 세입․세출 예산서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1896년도 예산부터이다.37)

3. 메이지[明治] 회계법38)과 비교

구한말의 회계법은 기본적으로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의 회계법을 모델로 

35) 예를 들어 제6장의 정액추이(定額推移)는 예산이월(豫算移越)을, 제7장의 기만면제(期滿免除)는 소

멸시효(消滅時效)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36) 구한말 회계법 제37조는 왕실(王室)의 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

帝國憲法) 제66조를 참조한 것이다. 동조항에서는 황실경비(皇室經費)는 현재의 정액(定額)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지출하며, 장래 증액(增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37) 金玉根, �(新稿)韓國經濟史�(新知書院, 1997), 408-9면.

38) 구한말 회계법과 구분해서 메이지 회계법으로 표기한다. ‘회계법(会計法)’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대일

본제국헌법의 경우 ‘회계(会計)’의 장에서 국가재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일본국헌법

에서는 그를 ‘재정(財政)’의 장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따라서 메이지 회계법은 현대 재정법의 의미로 

명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계(會計)는 주례(周禮)와 맹자(孟子)에서 다음과 같이 유사한 용례가 

확인된다 : 周禮, 天官冢宰, 職歲, 掌邦之賦出 以貳官府都鄙之財出賜之數 以待會計而攷之 ; 孟子, 

萬章, 孔子嘗爲委吏矣 曰 會計當而已矣 嘗爲乘田矣 曰 牛羊茁壯長而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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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39) 일본에서는 1889년

(明治 22) 2월 회계법(会計法)이 법률 제4호로 공포되었고, 4월에는 시행규

칙으로서 회계규칙(会計規則)이 칙령 제60호로 공포되었다. 이들은 주로 프

랑스와 벨기에의 법령을 참고한 것이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회계검사원

법(会計検査院法)이 법률 제15호로 공포되었다. 이는 주로 프로이센의 제도

를 참고한 것이었다. 프랑스식의 대장성(大蔵省)에 프로이센식의 회계검사원

이 맞서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대일본제국헌법은 주로 프로이센식의 규범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해석에서는 대장성의 존재가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40)

메이지[明治] 회계법 및 회계규칙에 따른 예산편성의 절차는 다음과 같

다.41) 우선 각성(各省)의 대신(大臣)이 3월 31일까지 세입․세출 개산서(槪

算書)를 대장대신(大蔵大臣)에게 송부하면 대장대신은 그를 주계국장(主計局

長)에게 교부한다. 주계국장은 개산서를 검안하고 세입․세출 총개산서(総槪

算書)를 작성하여 대장대신에게 제출한다. 대장대신이 4월 15일까지 총개산

서를 내각에 제출하면 내각은 그를 각의(閣議)에 부쳐서 4월 30일까지 결정

한다.

이어 내각이 총개산서를 대장대신에게 환부하면 대장대신은 세출개산의 

결정액을 각성의 대신에게 통지한다. 각성의 대신은 통지서를 회계국장(会計

局長)에게 교부하고, 회계국장은 개산결정액의 범위 내에서 예정경비요구서

를 작성, 소속 대신에게 제출한다.

각성의 대신이 6월 30일까지 요구서를 대장대신에게 송부하면 대장대신

은 그를 주계국장에게 교부한다. 주계국장은 세입의 경황을 조사하여 각성의 

요구서에 근거한 세입․세출 총예산을 작성한다. 총예산에는 그 개요를 담은 

설명서가 첨부된다. 이외에 주계국장은 국내(局內)에 비치된 장부에 근거하

여 8월 31일의 회계 현개서(現計書)를 작성한다.

39) 메이지 회계법의 제정 과정 및 내용 전반에 관해서는 長山貴之, ｢明治22年会計法と予算制度｣, �研

究年報� vol.41(香川大学経済学部, 2001), 103-212頁 참조.

40) 長山貴之, ｢明治22年会計法と予算制度｣, 前揭論文, 167頁.

41) 長山貴之, ｢明治22年会計法と予算制度｣, 前揭論文, 167-7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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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국장이 세입․세출 총예산, 세계(歲計) 설명서, 각성 예정경비요구서, 

세입․세출 현개서를 대장대신에게 제출하면 대장대신은 그를 내각에 제출

하고, 내각은 각의에 부쳐 결정한다. 내각의 결정 후 통상의회(通常議会)가 

개회되면 바로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에서 그를 심의․가결하여 세입․세출 

총예산을 천황에 상주하면 천황은 그를 재가하고 공포한다.

통상의회에서 예산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내각은 전년도 예산을 시행한

다. 대장성의 주계국장은 전년도 예산의 시행안을 작성하고, 대장대신에게 

제출한다. 대장대신이 시행안을 내각에 제출하면 내각은 그를 각의에 부쳐서 

결정한 후, 천황에게 상주한다. 천황은 그를 친재(親裁)하고, 칙령(勅令)으로 

공포한다.

4. 구한말 회계법 예산제도 의의

구한말 회계법은 메이지 회계법을 모델로 한 것이었지만, 양자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다.42) 두 회계법의 각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 14조와 

대일본제국헌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홍범 14조의 조목은 갑오개혁의 핵심 

정강이 표현되어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구한말 회계법에는 재정과 관련한 헌

법 사항과 하위 법령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43) 그리고 무엇보다 홍범 

14조에는 대일본제국헌법과 달리 의회제도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구

한말 회계법은 의회제도를 전제로 한 예산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메이지 회계법에 있는 의회의 심의․가결과 관련한 조문이 구한말 회계법에

는 없었다.

42) 종래 연구에서는 구한말 회계법이 메이지 회계법을 모방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黃夏鉉, ｢舊韓末

(1894年~1904年)의 財政整理와 歲入歲出豫算｣, 앞의 논문, 15면 ; 이재은․이영희, ｢구한말 근대

적 지방재정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72면). 그렇지만 이는 재정사 측면에서의 분석

으로, 법제사 측면에서는 의회의 협찬권 유무에 따라 양자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3) 구한말 회계법과 대일본제국헌법, 메이지 회계법의 조문 비교는 金大濬, ｢日帝下 韓國의 豫算會計

制度의 硏究 : 1910年을 前後한 豫算會計制度의 變遷을 中心하여｣, �延世論叢� vol.11 no.1(1974), 

14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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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회계법에 의하면, 국가의 세출(歲出)과 세입(歲入)은 매년 예산으

로 제국의회의 협찬(協贊)을 거치도록 한 대일본제국헌법 제64조에 따라 대

장대신이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내각에 제출하면 각의에서 그를 결정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의회에서 총예산안을 심의․가

결하여 천황에게 상주하면 총예산안은 확정․공포되었다. 이는 탁지부대신

이 총예산안을 편성하여 각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한말 

회계법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오개혁에 의해 수립된 예산제도는 재무행정의 측면에서는 근대

적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제적 측면에서는 근대 예산제도의 중핵

을 이루는 인민협찬(人民協贊), 즉 의회에 의한 예산결산의 승인권이나 감독

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예산제도라고 할 수 없

었다.44) 근대 예산회계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세입․세출예산을 

승인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의 

승인과 감시 하에 수행될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제도를 의미한다. 갑오개

혁의 일환으로 성립된 구한말 회계법의 예산제도는 우리나라 재정사상 획기

적인 것이었지만, 의회의 승인권이나 감독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계

를 지닌 불완전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식민지 회계로의 전락

1.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예산제도 규정

1910년 한일병합조약 직후 일제는 칙령 제406호(明治43. 9. 30.) ‘조선총

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朝鮮総督府特別会計ニ関スル件)’ 및 칙령 제407호

(明治43. 9. 30.)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朝鮮総督府特別会計規則)’을 공

44) 金玉根, �(新稿)韓國經濟史�, 앞의 책, 4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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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였다. 이러한 법제의 정비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재정은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은 조선총

독부의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대강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은 그 시

행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 

및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 (칙령 제406호)45)

第一条　朝鮮総督府ノ会計ハ特別トシ其ノ歳入

及一般会計ノ補充金ヲ以テ其ノ歳出ニ充

ツ。

第二条　 前条ノ収入支出ニ関スル規定ハ勅令

ヲ以テ之ヲ定ム。

第三条　政府ハ毎年朝鮮総督府特別会計ノ歳入

歳出予算ヲ調製シ歳入歳出ノ総予算ト共ニ

帝国議会ニ提出スヘシ。

 

附 則

第四条　本令ハ明治四十三年十月一日ヨリ之ヲ

施行ス。

第五条　鉄道、森林、平壌鉱業所及公債金ノ特

別会計並通信ノ会計ニ付テハ明治四十三年

度分限リ仍従前ノ例ニ依ル。

第六条　 旧韓国政府ニ属シタル債権及債務ニ

シテ本令施行ノ際現存スルモノハ本会計ニ

移属ス。

第七条　明治四十三年勅令第三百二十六号ニ依

ル予算ニ関スル会計年度ハ明治四十三年九

月三十日ヲ以テ終結ス。

  前項ノ予算ニ計上シタル一時借入金ハ本会

計ノ負担ニ於テ之ヲ為スコトヲ得。

第八条　前条ノ歳入歳出並統監府及其ノ所属官

署ニ係ル歳入歳出ノ出納ニ関スル事務ハ明

제1조 조선총독부의 회계는 특별로 하고 그 세입 및 

일반회계의 보충금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전조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그를 정한다.

제3조 정부는 매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세입․세

출예산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의 총예산과 함께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4조 본령은 메이지 43년(1910) 10월 1일부터 그

를 시행한다.

제5조 철도, 삼림, 평양광업소 및 공채금의 특별회계

와 통신의 회계에 대해서는 메이지 43년도분에 한

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구한국정부에 속한 채권 및 채무이면서 본령 

시행 시에 현존하는 것은 본회계에 이속한다.

제7조 메이지 43년 칙령 제326호에 의한 예산에 관

한 회계연도는 메이지 43년 9월 30일로 종결한다.

  전항의 예산에 계상한 일시차입금은 그를 본회계

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8조 전조의 세입․세출과 통감부 및 그 소속관서

에 관련된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메이

<표 4>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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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당 칙령의 원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国立国会図書館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웹사

이트에서 확인함 : <http://dl.ndl.go.jp/info:ndljp/pid/788070/540>(최종접속일: 2019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 (칙령 제406호)45)

治四十三年十二月三十一日迄ニ悉皆完結ス

ヘシ。

第九条　第七条ノ経費並統監府及其ノ所属官署

ノ経費ノ支弁ニ属スル工事又ハ製造ニシテ

明治四十三年九月三十日迄ニ経費ノ支出ヲ

終ラサルモノハ其ノ支出未済ノ予算額ヲ本

会計ニ移シ之ヲ使用スルコトヲ得。

第十条　 前条ノ経費支弁ノ諸費ニシテ既ニ契

約ヲ為シ又ハ仕払義務ヲ生シ明治四十三年

九月三十日迄ニ支出ヲ終ラサルモノハ其ノ

支出未済ノ予算額ヲ本会計ニ移シ使用スル

モノトス。

第十一条　第七条ノ会計ノ過不足ハ之ヲ本会計

ニ移シ整理ス。

지 4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완결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의 경비와 통감부 및 그 소속관서의 경

비의 지불에 속한 공사 또는 제조이면서 메이지 

43년 9월 30일까지 경비의 지출을 종료하는 것은 

그 미결제 지출의 예산액을 본회계로 이속하여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0조 전조 경비지급의 제비용이면서 이미 계약을 

하거나 민간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메이지 

43년 9월 30일까지 지출을 종료하는 것은 그 미제 

지출의 예산액을 본회계에 이속하여 사용하는 것

으로 한다.

제11조 제7조 회계의 과부족은 그를 본회계에 이속

하여 정리한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 (칙령 제407호)46)

第一条 歳入歳出ノ豫定計算書ハ所管大臣之ヲ

調製シ前年度八月三十一日迄ニ大蔵大臣ニ送

付スヘシ。

第二条 所管大臣ハ朝鮮総督ヲ以テ仕拂命令官

トシ朝鮮総督府特別会計ニ属スル仕拂命令

ヲ発セシム。

  朝鮮総督ハ部下ノ官吏ニ分任シテ朝鮮総督府

特別会計ニ属スル仕拂命令ヲ発セシムルコ

トヲ得。

第三条 朝鮮総督ハ仕拂命令官毎ニ所要ノ費額

ヲ定メ仕拂計算書ヲ調製シ金庫ニ送付スヘ

シ。

제1조 세입․세출의 예정계산서는 소관 대신이 그

를 작성하여 전년도 8월 31일까지 대장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소관 대신은 조선총독으로써 사불사령관으로 

하여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속하는 사불명령을 

발하게 한다.

  조선총독은 부하의 관리에게 분임하여 조선총독

부 특별회계에 속하는 사불명령을 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총독은 사불명령관마다 소요의 비액을 

정하고 지불계산서를 작성하여 금고에 송부하여

야 한다.

<표 5>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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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해당 칙령의 원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国立国会図書館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웹사

이트에서 확인함 : <http://dl.ndl.go.jp/info:ndljp/pid/788070/541>(최종접속일: 2019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 (칙령 제407호)46)

  仕拂計算書ヲ更定シタルトキ亦同シ。

第四条 朝鮮総督ハ年度内一時収入金額ニ不足

ヲ生スルトキハ其ノ不足金額ヲ豫定シ所管

大臣ヲ経由シテ大蔵大臣ニ仕拂元金ノ繰替

ヲ請求スヘシ。

  大蔵大臣ハ前項ノ請求ナキトキハ仕拂元金

ニ超過シタル仕拂命令ノ仕拂ヲ停止スルコ

トアルヘシ。

第五条 朝鮮総督ハ会計規則第十八条ノ規定ニ

基キ發シタル勅令ニ依リ第一豫備金ノ支出

ヲ爲シタルトキハ其ノ金額理由ヲ示ス所ノ

計算書ヲ作リ所管大臣ヲ經由シテ大蔵大臣

ニ通知スヘシ。

第六条 大蔵大臣第一豫備金支出ノ通知ヲ受ケ

タルトキハ之ヲ会計檢査院ニ通知スヘシ。

第七条 朝鮮総督ハ土地ノ情況ニ依リ会計規則

第六十九条,第七十三条及第七十九条ノ期限ヲ

短縮シ又ハ第六十九条ノ保證金ヲ免除スル

コトヲ得。

第八条 歲入歲出ノ決定計算書ハ豫定計算書ト

同一ノ區分ニ據リ所管大臣之ヲ調製シ翌年度

十一月三十日迄ニ大蔵大臣ニ送付スヘシ。

第九条 本令ニ規定セサルモノハ会計規則ノ各

條項ヲ適用ス。

附 則

本令ハ明治四十三年十月一日コリ之ヲ施行ス。

  사불계산서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4조 조선총독은 연도 내 일시 수입금액에 부족이 

발생하면 그 부족금액을 예정하여 소관 대신을 

경유해서 대장대신에게 사불원금의 조체를 청구

하여야 한다.

  대장대신은 전항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불원

금을 초과하는 사불명령의 사불을 정지할 수 있

다.

제5조 조선총독은 회계규칙 제18조의 규정에 기하

여 발한 칙령에 의거하여 제일예비금의 지출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를 표시한 계산서를 작

성하여 소관 대신을 경유해서 대장대신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대신이 제일예비금 지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를 회계검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선총독은 토지의 정황에 의거하여 회계규

칙 제69조, 제73조 및 제79조의 기한을 단축하거

나 또는 제69조의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세입․세출의 결정계산서는 예정계산서와 동

일한 구분에 근거하여 소관 대신이 그를 작성해

서 익년도 11월 30일까지 대장대신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제9조 본령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회계규칙의 각 

조항을 적용한다.

부 칙

본령은 메이지 43년(1910) 10월 1일부터 그를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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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예산제도 개요

식민지 조선의 재정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었다. 우선 ‘조선총독부 특

별회계에 관한 건’ 제1조에서는 조선총독부의 회계는 특별로 하고 그 세입 

및 일반회계의 보충금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는 정부는 매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작성하여 세입․

세출의 총예산과 함께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 제1조에서는 세입․세출

의 예정계산서는 소관 대신이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대장대신(大蔵大臣)에

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소관 대신은 조선총독을 지출명령

관으로 하여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지출명령을 발하도록 규정하였다. 

제8조에서는 세입․세출의 결산계산서는 예산계산서와 동일한 구분에 근거

하여 소관 대신이 작성하고 11월 30일까지 대장대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회기년도의 수입금액에 부족이 발생하면 조선총독

은 소관 대신을 경유하여 대장대신에게 지출원금의 일시 전용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은 대일본제국헌법 제8조 및 70조에 근거하여 

긴급칙령의 형식으로 공포된 것이다.47)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과 ‘조선

총독부 특별회계규칙’의 관계는 대일본제국헌법 제6장 회계와 메이지 회계

법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에서 조선총독부 세

입․세출예산의 운영 및 제국의회 제출 의무에 대한 대강을 규정하였다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에서는 그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메이지 30년(1897) 대만총독부 특별

47) 대일본제국헌법 제8조는 긴급한 필요에 따른 법률에 대신하는 천황의 칙령 공포에 관한 내용을, 

제70조는 긴급의 수용이 있는 경우 칙령에 따른 재정상 필요한 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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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과 대만총독부 특별회계규칙에서 확인되는 내용과도 동일한 것이었다

고 할 수 있다.48)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에 따

라 조선총독부 회계는 특별로 하여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제국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였고, 결산에 있어 제국의회에 대하여 회계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

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 것은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용이나 보전이 가능하고 특별회계 상호간의 자금 전용도 가능하

기 때문인데, 일제가 내지(內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를 식민지 속령

에도 각각 이식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49)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운용은 대장대신의 감독과 소관 대신의 

관리를 받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소관 대신은 조선총독을 지출명령관으

로 하고, 조선총독은 지출계산서를 금고(金庫)에 송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금고대신(金庫大臣)인 대장대신의 감독을 받는 것임을 의미한다. 대장대신은 

조선총독의 요청이 없으면 지출원금을 초과하는 지출명령의 지출을 정지할 

수도 있었다. 소관 대신(所管大臣)은 먼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대만

의 경우 대만총독부 특별회계규칙에 척식무대신(拓殖務大臣)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메이지 30년(1897) 척식무성(拓植務省)이 폐지되고, 그 주요 사무

를 내무성(内務省)이 담당하게 되면서 소관 대신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에도 반영된 것이다.

48) 대만총독부 특별회계법(台湾総督府特別会計法 : 법률제2호, 明治30. 2. 26.) 및 대만총독부 특별회

계규칙(台湾総督府特別会計規則 : 칙령 제27호, 明治30. 3. 11.)의 원문은 다음 각각의 일본 ‘국립국

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国立国会図書館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웹사이트에서 확인함 :

<http://dl.ndl.go.jp/info:ndljp/pid/788003/7> ; <http://dl.ndl.go.jp/info:ndljp/pid/788003/196> 

(최종접속일: 2019년 3월 18일).

49) 禹明東, ｢日帝下의 우리나라 財政分析(其一)｣, �硏究論文集� vol.24(1986), 64-6면 : 일제강점기 

전반에 일제 일반회계로부터 조선총독부 특별회계로 보충금의 전입이 있었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로부터 일제 임시군사비 특별회계로 군사비의 전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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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예산제도 의의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제와 예산에 관한 정책은 서로 다른 양

상으로 전개되었다. 법제의 경우 일본은 합방 이전에 이미 조선에 대일본제

국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대권을 위임받은 총독이 통치한다는 방침을 확립하

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합방과 동시에 칙령 제324호(明治43. 8. 29.)로 ‘조선

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朝鮮ニ施行スヘキ法令ニ関スル件)’을 공포하여 

합방 당시의 법령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였다.

1911년에는 위 칙령과 같은 내용인 법률 제30호(明治44. 3. 25.)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朝鮮ニ施行スヘキ法令ニ関スル法律)’을 공포하여 법

령체계를 완비하였다.50)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은 조선총독에

게 독자적인 입법권인 제령(制令) 제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조선총독은 제국

의회의 협찬 없이 천황의 칙재(勅裁)만 있으면 법률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식민지에도 대일

본제국헌법이 적용된다는 표면상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헌법

정합성의 논쟁이 야기되었다.51) 일본 정부는 이를 법률위임의 법리로 설명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헌법이 과연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50)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법률 제30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조선에서는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2조 전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를 청하여야 한다.

제3조 ①임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조선총독은 즉시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

은 발포 후 즉시 칙재를 청하여야 한다. 만일, 칙재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장래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4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함을 요하는 것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하여 조선에 시행된 법률 및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

된 법률 및 칙령에 위배할 수 없다.

제6조 제1조의 명령은 제령이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법률제30호, 明治44. 3. 25.)의 원문은 다음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国立国会図書館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웹사이트에서 확인함 :

<http://dl.ndl.go.jp/info:ndljp/pid/788076/164>(최종접속일: 2019년 3월 18일).

5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창록, ｢일본제국주의의 헌법사상과 식민지 조선｣, �법사학연구� vol.14 

(한국법사학회, 1993), 137-74면 ; 정긍식, �한국근대법사고�(박영사, 2002), 19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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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결론은 외지영민도 제국의 통치

권에 복종하며, 헌법규범 가운데 기본적인 통치법, 즉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皇)의 통치(統治)’는 내지․외지를 가리 않고 공통하는 것으로 이는 

제국통치의 철칙이라는 것으로 내려졌다. 이에 의하면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

는 절대자인 천황에 관한 규정만이 식민지에 당연히 적용되며, 나머지는 전

적으로 천황의 자의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에서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법리논쟁의 이면에

는 일본에서의 번벌세력과 의회세력 간의 권력투쟁이 자리 잡고 있었다.52) 

1910년 한국병합을 진행하면서 번벌 내의 육군은 조선의 지배권을 확립하려 

하였는데, 그 중심고리가 제령권의 장악에 있었다. 번벌세력은 총독의 독자

적 제령권의 근거로 조선의 풍속과 인정이 내지와 달라 동일 법령을 가지고 

처리하기 어렵고, 또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당시 의회세력의 중심인 정우회는 의회로부터 분리된 식민

지 조선의 운영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식민지 조선의 총독에게 법률의 효력

을 가지는 제령의 독자적 제정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국의회의 입법 

협찬권과 충돌하는 정치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투쟁 가운데 정우회 수뇌부는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판단

에 따라 조선총독의 제령 제정권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를 천황의 칙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대신에 효력 기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타협하였다. 이

는 총독의 제령권에 효력 기한을 두어 제국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애초의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고, 5년의 효력 기한을 둔 대만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

는 것이었다.53)

이로써 번벌세력 내의 육군은 조선총독의 독자적 제령 제정권을 통하여 

5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종식, ｢1910년대 식민지 조선 관련 일본 국내 정치 논의의 한 양상

: 제국의회의 식민지 조선 제령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vol.38(한일관계사학회, 

2011), 302-31면 참조.

53) 대만의 경우는 법률 제50호(明治44. 3. 30.) ‘明治 39년 법률 제31호 중 개정법률’에서 법률 제31호

(明治39. 4. 11.) ‘대만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의 부칙을 “본법은 明治 49년 12월 31일까지 효

력을 유지한다”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 총독의 명령 제정권은 1911년부터 5년의 

효력 기간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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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회로부터 분리된 조선의 운영권을 장악한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식민

지 조선의 회계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이라는 칙령에 따라 그 승인에 

제국의회의의 협찬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지배를 위한 법규

의 제정과는 달리 재원의 확보에는 여전히 의회세력의 견제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54)

Ⅵ. 결론

지금까지 조선후기부터 헌법제정 이전까지의 예산 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경우 호전(戶典)

이 형전(刑典)과 함께 가장 먼저 편찬되었고, 그에는 예산에 관한 규정도 포

함되어 있었다. 조선후기 마지막 대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경우에도 경

국대전을 잇는 예산제도의 규정이 있었지만, 갑오개혁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갑오개혁의 이상을 담은 홍범(洪範) 14조에는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었고, 이어 구한말에는 근대적 예산제도의 도입을 시도

한 회계법(會計法)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의 특별회계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각 시기의 예산 법제의 정립 과정에는 예외 없이 권력의 대립이 

있었다. 우선 조선시대를 보면 양입위출(量入爲出)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大典)에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이라는 양식을 규정하였지

만, 거기에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한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궁부일체(宮府一體)라는 명분의 법제화를 시도하면서부터였다. 갑오개혁 홍

범 14조에서 확인되는 조목들이 그 출발로 왕실재정의 사장(私藏)적 성격을 

탈각시키고 그 운용을 탁지아문에서 총괄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근대

54) 총독의 독자적 제령 제정권과 제국의회의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협찬이라는 상반된 정책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 있었는가는 기존 연구에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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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혁을 지향하면서 궁부일체의 유교적 관념을 함께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

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홍범 14조에 규정된 재정 관련 조목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제정되었던 

구한말의 회계법 역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구한말 회계법은 

메이지 회계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재무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대적 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예산제도라면 갖추었어야 할 의회의 

예산 협찬권을 알지 못하였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예산에 대한 대군주의 재

가권을 규정하였던 한계를 지닌 예산 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는 예산에 조선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는 없었고, 조

선의 예산은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로 다루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는 일제의 의회세력과 번벌세력의 권력투쟁이 자리잡고 있었다. 입법에 있어

서는 조선총독의 제령 제정권을 인정함으로써, 번벌세력이 의회세력의 견제 

없이 조선의 운영권을 장한 듯 보였다.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제국의회

의 협찬을 받아야 했고, 결산에 있어서도 제국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

써 식민지 조선의 운영에 여전히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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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cal Review on Modern Budget-Related 

Legislation

Kim, Dae Hong*

55)

This paper examined the changes in the budget-related legislation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history. Since the budget system was the basis of national 

governance in both pre-modern and modern times, there were many changes 

around the budget system and such changes were reflected in the budget-related 

legislation of each perio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udget-related 

legislation of each period, there have been power conflicts without excep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we could find such conflict between the king and 

his subjects over the power to decide the state budget. During the Korean 

Empire, the state legislated the modern accounting act and pursued the reform 

of the modern budget system.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as it was partly 

based on Confucian ideolog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Korea was 

deprived of its independent budget power and reduced to the special account 

of th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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