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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淸末民初 遼河水運의 盛衰와 東北社

서울 학교 학원

동양사학과 김도진

본 연구의 목 은 淸末 遼河水運이 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고찰

해 보는 동시에 요하수운의 구체 인 운 방식을 살펴 으로써 그간 크게 시되

지 않았던 요하수운을 재조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한 민국 시기 요하수운이 쇠

락해 가는 와 에 보인 지방 정부와 상인계층의 처방식과 이로 인해 야기된 사

회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는 것을 통해 당시 동북 지역사회가 어떠한 특수성 

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19세기 엽 동북지역은 진 인 禁의 해제,移民의 증가,그리고 天津條 의 

체결로 인한 營口의 開港 등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의 해제와 이민의 증가는 동북지역의 농경지 면   농업생산량을 속히 증

가시켰다.특히 요하 상류 유역에 치한 요녕성과 길림성의 接境地域이 開放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동북지역의 새로운 농업 생산지역으로 부각되기 시작하 으며,

鐵嶺 등이 이러한 생산물의 집산지로 번성하게 되었다. 한 요하 河口에 치한 

營口는 1861년 개항한 이래 동북지역의 유일한 외무역항으로써 차 발 하

다.요하의 상류와 하류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 생겨난 변화,즉 상류의 농업생산물 

집산지의 형성과 하류의 외무역항의 발 은 자연히 요하수운이 동북지역의 표

인 운송로로써 자리 잡을 수 있게 하 다.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던 大豆  그 가공품인 콩깻묵이 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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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수출되기 시작하 던 1890년  이후 요하수운은 그 성기를 맞이한 것으

로 보인다.요하수운의 상ㆍ하류에 산재해 있던 각 나루터에는 여러 船店이 업

을 하고 있었다.이들은 주로 농산품의 구입ㆍ 장ㆍ 매,船戶를 통한 상품의 운

송,세  납부 행 등을 담당하 다.船店은 보통 상인과 船戶를 연결해주는 역할

을 수행하 으나,규모가 큰 곳에서는 자체 으로 선단을 조직하여 況에 따라 

자유로이 상품을 매매하기도 하 다.상류로부터 운송된 여러 상품들 (주로 大豆 

등의 穀類나 羊毛ㆍ牛馬皮)은 구에서 가공ㆍ 장된 뒤 선박에 실려 타지로 매

되었다.  구를 통해 수입된 상품(주로 소 , 匹,도자기,설탕, 가루,석유 

등 雜貨類)은 요하수운을 통해 천ㆍ철령 등의 인구 집지역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나 1906년 滿鐵이 업을 시작하고 大連이 개항하자 요하수운은 기를 맞

이하게 되었다.이에 지방정부와 구 상인,그리고 요하수운업자들은 요하수운의 

쇠락을 막기 한 自救策을 마련하는데 고심하 다.당시 요하수운의 쇠퇴는 滿鐵

과 大連이라는 외부의 요인 외에도 요하의 불량한 河道 상태로 인한 빈번한 閉塞

이라는 내부 인 요인으로 인한 도 있었다. 한 1889년의 홍수 이래 생겨난 

요하의 지류인 雙臺子河로 요하 河水가 흘러들어가는 정도가 차 심해져 遼河本

流의 水量이 계속 감소하 던 것도 큰 문제로 인식되었다.이에 구 상인을 심

으로 滿鐵에 항하기 해서는 우선 자하 입구에 둑을 설치하는 한편 요하본

류에 설공사를 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지방정부도 1906년 奉天將軍 

趙爾巽이 요하 설을 한 책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1907년 東三 總督 徐世

昌이 본격 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 다.그러나 청말의 이러

한 시도들은 재정의 부족과 정치  혼란으로 인해 가시 인 성과를 내지 못하

다.좀 더 본격 인 요하 설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1914년 遼河工程局이 설치된 

이후 으며 1928년에 이르러서야 자하 하구에 제방이 설치되고 기존의 요하하

도를 신하는 새로운 운하가 만들어지기는 등의 성과를 보게 되었다.

요하수운의 쇠락을 막기 해 상인조직 내부에서도 요하수운의 폐를 해소함으

로써 만철에 한 요하수운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고자 노력하 는데,그 표 인 

것으로 ‘水濕大豆’의 퇴치운동을 들 수 있다.당시 요하수운업자 사이에서는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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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운반되던 표 인 상품인 두에 고의로 물을 뿌려 그 무게를 늘림으로

써 이득을 취하고자 하 던 폐단이 만연해있었다.사실 당한 수분을 함유한 

두는 완 히 건조된 두에 비해 搾油에 더 용이하 기 때문에 구 근방에 자리

잡은 油房과 거래를 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외국으로 매될 

경우 ‘수습 두’는 운반도  선박 내에서 부패하기 쉬웠다.결국 ‘수습 두’의 폐단

은 營口發 大豆에 한 신용을 잃게 만들었다.이에 구의 상인들  요하수운업

자들은 자체 으로 규약을 정하고 ‘수습 두’를 비롯한 각종 폐단에 해 나름의 

처벌과 감시를 행함으로써 다시  신용을 회복하고자 노력하 다.

한편 요하수운의 쇠락을 막기 한 여러 시도들은 동북지역 내에서 이해 계를 

달리하는 집단간ㆍ지역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 다.우선 자하의 하구를 

막아 요하 본류의 수량을 유지하고자 했던 일련의 시도들은 자하 유역에 치

한 반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이미 약 십여 년 간 자하를 이용해

오던 반산  주민들은 자하 하구를 막을 경우 이 지역의 생업이 받을 뿐

만 아니라 홍수가 나면 강이 쉽게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반 하 다. 기야

는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을 모아 무력으로 둑을 괴하고 측량원을 폭행하기까

지 하 다.이처럼 거센 반 에 직면하자 서세창과 휴즈에 의해 계획된 공사는 거

의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1920년 요하공정국에 의해 다시 요하 설계획이 시작

되었을 때에도 반산 의 반 는 여 하 다.때문에 설공사를 맡은 岡崎文吉은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고 반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안을 마련하 다.그러나 그 결과 생겨난 이도교자- 심자 간 운하  

수문은 요하 수량의 감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불완 한 것이었다.

요하수운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발생한  다른 로 철령과 개원 사이에 벌어

진 철도 부설 경쟁을 들 수 있다.철령은 요하 상류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의 집

산지이자 요하의 주요 나루터가 치한 곳으로 요하수운의 발 과 더불어 성장한 

지역이었다.반면 개원은 ‘만철’의 주요역  하나로 철도의 향을 크게 받는 곳

이었다.즉 철령과 개원은 각각 요하수운과 ‘만철’이라는 상이한 운송체계 아래에

서 좀 더 많은 운송물량을 확보하기 해 서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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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34년(1908년)이래 海龍ㆍ西豊ㆍ東豊 일 에 부설될 철도를 철령과 개원  어

느 곳과 연결시킬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갈등은 이러한 두 지역간의 이해 계를 

좀 더 명확히 보여 다 할 수 있겠다.海龍ㆍ西豊ㆍ東豊 지역과 개원 사이에 철도

가 부설된다면,철령의 상업  향력이 크게 어들뿐 만 아니라 요하수운의 명

맥을 보존하는 데에도 큰 이 되었다.반면 철령에 이들 철도가 연결된다면 요

하수운의 향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때문에 철령의 상인

들  요하수운업자들은 이들 철도가 개원이 아닌 철령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요청하 다.그러나 철도부설을 둘러싼 철령과 개원의 요청은 지방정부에 

의해 모두 거부되었으며 더 이상의 분쟁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명이 내려졌다.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요하수운의 발 과 쇠락의 역사는 동북지역의 격했던 

정치 ,사회경제  변화와 깊은 련이 있다.요하수운의 발 은 청말 동북지역의 

농업  여러 산업이 발 하고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장거리 운송수단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자연히 요하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요

하수운의 속한 쇠락은 철도의 부설과 외국자본,특히 일본의 세력 확 에 

히 처하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요하수운의 쇠락을 막기 한 여러 노력

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청말민 의 정치  혼란과 재정 부

족,그리고 각 지역간의 이해 계의 충돌과 갈등 등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 다.

주요어 :요하수운, 구,만철, 두무역,요하 설,요하공정국  

학  번 :2005-2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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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말

明末淸初의 란으로 인해 한동안 황폐하 던 東北地域1)은 淸朝의 招民政策  

關內 漢人의 移住로 인해 차 인구  농경지가 증가하고 농업생산력이 회복되기 

시작하 다.청 엽에 이르면 동북지역은 大豆  그 가공품인 콩기름(豆油)ㆍ콩

깻묵(豆餠)2)의 주요 산지로 유명해졌으며,山東ㆍ上海ㆍ廣東ㆍ福建 등지에서 綿

ㆍ설탕ㆍ茶 등의 상품을 싣고 온 상선들이 동북지역의 각 항구에서 이를 매한 

뒤 大豆ㆍ콩깻묵ㆍ콩기름  米ㆍ高粱 등의 농산물과 교환해 가던 이른바 ‘大豆貿

易’이 성행하 다.특히 1861년 營口의 開港,그리고 청일 쟁 이후 두나 콩깻묵

의 일본ㆍ유럽시장 진출은 동북지역의 ‘大豆業’3)이 한층 더 발 할 수 있는 계기

1)본고에서 연구 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에 한 행정구역상의 명칭은 淸代,民國時期,

‘滿洲國’時期를 거치면서 몇 차례에 걸쳐 변화해 왔다.서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언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시의 행정구역명을 사용하여 서술할 테이지만,그 외에

는 편의상 ‘東北地域’이라 칭하도록 하겠다.한편 본고의 주제가 遼河水運  南滿洲鐵

道株式 社(이후 ‘滿鐵’이라 略稱)에 한 것이고,이들의 향력은 체로 ‘遼寧 ’일

에 미치기 때문에 본고에서 말하는 ‘동북지역’은 오늘날의 ‘요녕성’일 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吉林 이나 黑龍江  지역은 비교  게 언 됨을 미리 알려둔다.
2)大豆는 오늘날 보통 豆乳나 豆腐 등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는 표 인 콩과식물  하

나이다.콩깻묵(豆餠, 는 豆粕)은 두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본래는 콩기름(豆油)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불과했으나 비료  사료로서의 콩깻

묵의 가치가 알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콩기름보다 더 수요가 많은 두 가공품이 되었

다.이들 세 상품이 동북지역에서 수출되던 상품의 다수를 차지하 기 때문에 大豆

ㆍ豆餠ㆍ豆油을 합쳐 ‘大豆三品’이라 총칭하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1872년에서 1881

년에 이르는 시기의 營口의 연평균 輸出額  大豆三品( 두,콩깻묵,콩기름)이 차지

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했으며,1882년에서 1891년까지는 약 76%,1892년에서 1901

년까지는 약 81%를 차지하는 등 大豆三品이 동북지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 은 매

우 컸다(石田興平,  滿洲における植民地經濟の史的展開 , ミネルヴァ書房, 1964,

pp.289-290참조).
3)여기서 사용하는 ‘大豆業’이란 개념은 本稿에서 서술의 편의상 사용하는 것으로,大豆

를 생산하는 농업,이를 集散地까지 옮기는 輸 業,大豆에서 기름을 짜내는 搾油業,

그리고 각 과정  두 가공품의 최종 매에 개입하는 商業活動을 모두 아우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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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 다.

동북지역의 ‘大豆業’이 이와 같이 원활하게 발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륙의 産地

에서 생산된 大豆가 해안에 치한 무역항인 營口까지 좀 더 용이하게 운반되는 

데에 있어 요하수운의 존재가 큰 기여를 하 다는 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동북지역의 奉天 을 통하며 멀리는 東蒙古와 吉林 근방까지 그 세력권이 미치

던 遼河水運은 동북지역에 滿鐵이 등장하는 20세기  이 까지 이 지역의 주요 

운송로로 활발히 이용되었다.

그러나 遼河水運이 동북지역 경제에 있어 상당히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동북지역의 발 을 서술할 때에는 주로 滿鐵로 표되는 

규모 철도수송과 大連을 심으로 한 일본자본의 침투,즉 동북지역에서의 일본

세력 확 라는 외부  요인에 을 두고 서술하는 경향이 많았다.4)물론 20세기 

이후 동북지역의 경제가 속히 성장한 것에 외부의 향이 컸다는 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그 이 에 이미 동북지역 사회가 나름의 기반을 확립하

고 있지 않았다면 이에 한 일본의 향력 확  내지는 잠식이 이루어지기 어려

웠을 것이다.

한편 의 연구경향과는 다른 측면에 을 둔 연구,즉 동북지역의 경제발달

에 한 외부 인 시각에서 벗어나 내부 인 요소를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도 꾸

히 있어왔다.특히 淸代 이래 동북지역의 大豆貿易의 연원과 구조,변천과정 등에 

해서는 비교  상세한 연구가 여럿 존재하며 이와 더불어 동북지역의 표 인 

념이다.
4)滿史  編, 滿洲開發四十年史 ,滿州開發四十年史刊行 ,1964;滿洲史硏究  編, 日

本帝國主義下の滿洲 ,御茶の水書房,1972;淺田喬二ㆍ小林英夫 編, 日本帝國主義の滿

洲支配 ,時潮社,1986등은 ‘日本帝國主義’가 ‘滿洲’에서 그 세력을 확 하는 과정을 

심으로 동북지역의 경제사를 서술하고 있다.한편 宇田正,｢日本資本主義の滿州經營-南

滿州鐵道株式 社の役割を中心に｣, 社 經濟史學 39-2,1973;金子文夫, 近代日本に

おける對滿洲投資の硏究 ,近藤出版社,1991은 융ㆍ투자의 측면에 塚瀨進, 中國近代

東北經濟史硏究-鐵道敷設と中國東北の變化- ,東方書店,1993은 철도 부설로 인한 사

회변화의 측면에 을 두고 동북지역에 한 일본의 향력 확  과정을 논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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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인 營口의 발 과 營口商人의 거래 행 등에 한 연구도 활발하다.5)그러나 

동북지역의 무역로  운송방식에 해서는 당시 이 지역에서 보편 으로 이용되

었던 馬車 등을 이용한 陸運이나 沿海를 따라 이동한 海運이 다소 언 될 뿐 내륙

을 통하는 하천을 이용한 수송방식인 遼河水運에 해서는 거의 이야기 되지 않

거나 그 향력에 해 부정 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遼河水運을 다룬 몇 편

의 연구에서도 체로 그 연 이나 주요 부두,주요 화물의 운송량 등에 해 서

술하고 있는 정도라 遼河水運의 체상을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6)

5)동북지역의 두무역  ‘大豆業’에 해서는 雷慧児, 東北的豆貨貿易 (1907-1931年) ,

國立臺灣師範大學歷史硏究所,1981;佟靜,｢近代東北大豆業槪論｣, 遼寧師範大學學報 

(社科版),1993-3;胡赤軍,｢20世 初中國的大豆出口與 國 場｣, 東北師大學報 (哲學

社 科學版),1996-2;胡雪梅,｢東北大豆出口貿易與近代中國東北開發(1860~1931)｣, 北

方文物 ,2002-3;王國臣,｢近代東北地區大豆三品貿易硏究｣, 農業經濟 ,2006-9;足立

啓二,｢大豆粕流通と淸代の商業的農業｣, 東洋史硏究 第37卷 第3號,1978; 山本進,

｢淸末民初奉天における大豆交易-期糧と過爐銀｣,  名古屋大學東洋史硏究報告 31卷,

2007;손승희,｢만주국 이 시기 동북 두의 국내유통 네트워크｣, 中國近現代史硏究 

第61輯,2014;손승희,｢20세기  국동북의 두 거래 행과 일본 교역소의 설립｣,

 中國近現代史硏究 第62輯,2014등을 참조할 수 있다. 구의 개항과 구 상인에 

한 기존연구로는 王革生,｢淸代東北沿海通商口岸的演變｣, 社 科學戰線 ,1990-3;

呂秀蓮,｢論近代營口的開埠對東北地區的影響｣, 北華大學學報(社 科學版) ,1998-2;孫

福海ㆍ王金令, ｢晩淸營口民族商業資本與油坊業ㆍ銀爐業關係硏究｣,  遼寧師專學報 ,

2000-6;許檀,｢淸代前中期東北的沿海貿易與營口的興起｣, 福建師 大學學報 (哲學社

科學版) ,2004-1;佐々木正哉,｢營口商人の硏究｣, 近代中國硏究 第1輯,1957;小瀨一,

｢一九世 末中國開港場間流通の構造-營口を中心として｣,  社 經濟史學 54-5,1989

등이 있다.한편 孔經偉, (新編)中國東北地區經濟史 ,吉林敎育出版社,1994;佟冬, 中

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1998;加藤繁, 支那經濟史 証 ,東洋文庫,1965;江夏由樹 

外 編著, 近代中國東北地域史硏究の新視角 ,山川出版社,2005등도 동북지역 경제사

를 반 으로 악하는데 유용하다.
6)遼河水運에 한 기존 연구로는 董玉瑛,｢淸代遼河航運碼頭｣, 史學集刊 ,1987年-01;

陶炎,｢營口開港與遼河航運｣, 社 科學戰線 ,1989-01;張新淸ㆍ陳術石,｢近代遼河航運

及影響｣, 遼寧大學學報(哲學社 科學版) ,1993-03;侯峻,｢近代遼河航運與沿岸城鎭的

興起｣, 社 科學戰線 ,1998-06;曲曉 ㆍ周春英,｢近代遼河航運業的衰落與沿岸早期城

鎭帶的變遷｣, 東北師大學報(哲學社 科學版) ,1999-04;張大偉,｢營口開埠與晩淸遼河

流域城鎭的發展｣, 北方文物 ,2004-04;張博,｢營口開埠與晩淸東北商路—以遼河航運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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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동북지역의 경제사를 서술할 때에는 遼河水

運의 이용과 그것이 가지는 역사  의의에 해서는 그다지 심을 가지지 않아왔

다.그러나 철도의 부설 이 에는 遼河水運이 동북지역 내륙에 존재하던 거의 유

일한 장거리ㆍ 규모 수송방식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에 해서도 좀 더 주목하

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본고의 Ⅰ장에서는 우선 동북지역

의 경제에 큰 향을 미친 遼河水運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발 하 는지에 해 

營口의 開港과 遼河 上流 埠頭의 설치과정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이어 遼

河水運을 통한 화물 운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알아보려고 한다.Ⅱ장에서는 

‘滿鐵’과 大連의 등장 이후 요하수운이 쇠락하는 모습과 더불어,이러한 상황에 

기감을 느낀 遼河水運業界가 만철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 기울인 여러 가지 

노력들에 해 서술하도록 하겠다.마지막으로 Ⅲ장에서는 요하수운의 쇠락을 막

고자 했던 표 인 집단인 구 상인과 철령 상인의 활동이 다른 세력의 이해

계와 충돌하면서 어떠한 갈등을 빚었는지 살펴 으로써 요하수운의 존재가 동북지

역 사회에 미친 향에 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그 이해가 다소 미흡하 던 요하수운의 발 과 쇠락 

과정을 밝히고 동북지역에서의 요하수운의 역할과 향력을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한 遼河水運을 둘러싼 각 집단의 이해 계의 립과 그 해결

방식이 어떠하 는지 추 해보는 것을 통해 淸末民初 동북사회의 한 단면을 보다 

입체 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中心的 察｣, 社 科學輯刊 ,2006-1;張士尊,｢淸末遼河航運與東北經濟一體化的進程｣,

 學術交流 ,2008-6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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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淸末 遼河水運  발 과 운 체계  립

 1. 大豆貿易  과 營口  開港

遼河는 내몽고 지역에서 발원한 西遼河와 길림성 동남부에서 발원한 東遼河가 

三江口 부근에서 합쳐져 그 本流를 이룬 뒤 오늘날의 요녕성을 통하며 흘러가 

鐵嶺ㆍ新民ㆍ遼中ㆍ田庄臺 등을 거쳐 營口에 이르는 하천이다.본고에서 다루는 

遼河水運은 요하의 本流 외에도 太子河와 渾河 등 요하 支流의 수운까지 포함하고 

있다.요하수운은 요녕성 지역의 거의 부분을 그 향권 하에 두고 있었기 때문

에 이 지역의 物産이 집산되어 외부로 移出되거나 타 지역의 생산물이 流入됨에 

있어 상당한 편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국 역사상에서 요하는 군사 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용되곤 하 다.7)특히 

明代에는 遼東에 설치된 각 衛所에 軍糧과 木棉 등 군수물자를 공 하기 한 목

으로 요하수운을 활발히 이용하 다.8)明末 淸初의 란을 거치면서 한동안 보

이지 않던 요하수운에 한 기록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康熙 年間의 일이다.이 

시기 러시아가 국 동북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자 청조는 이를 막기 해 동북

지역에 한 방비를 강화하 는데,이 과정에서 遼河와 伊通河ㆍ松花江을 연결하

는 수송로를 개척하여 분쟁지역으로 군수품을 보냄에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9)

7)張新淸,｢明初遼河航運硏究｣, 遼寧大學學報 ,1996-4;李有升, 營口地方史硏究 ,遼寧

民族出版社,1997,pp.140-142;鄭炳喆,｢明末 山東과 遼東間의 交流와 그 性格｣, 明淸

史硏究 vol3,1994,p.25참조.
8) 萬曆  大明 典 (申時行 等勅撰,江蘇廣陵古籍刻印社,1989)卷28 計四 ｢邊糧｣,

p.546,“舊例取給山東歲糧 折 三十二萬疋,本色鈔一百八十萬錠,花絨一十三萬二千斤,

由海運自登州新河海口運至旅順口,再由遼河直抵開原.”
9)淸  聖祖仁皇帝實  卷108,康熙 22年 3月 庚戌條.한편 康熙  鐵嶺縣志 ( 遼海叢書 ,

1987)卷下 ｢田賦志｣ ｢徭役｣에는 강희 11년과 13년ㆍ14년에 縣民으로 하여  遼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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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 말에 이르면 이러한 군사 인 용도 외에 요하수운이 상업 으로도 활

발히 이용되기 시작하 다.본고에서는 요하수운이 본격 으로 발 하기 시작한 

요인에 해 ① 營口의 開港,② 禁의 해제  요하 상류 부두의 설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각기 요하의 상류와 하류에서 일어난 사회변화와 

이들 지역의 발 은 요하수운의 극 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 다.

요하수운이 발 할 수 있었던 요인  하나인 구의 개항에 한 내용을 서술

하기에 앞서 그 前史로써 청  동북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두무역과 그로 

인해 발달한 동북지역의 각 항구들에 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明末淸初의 

戰亂期를 거치면서 황폐해졌던 동북지역은10)청조의 ‘招民政策’의 시행과 關內 漢

人의 지속 인 유입  농경지 개간으로 인해 차 안정을 되찾았으며 식량생산량

도 지속 으로 증가하 다.11)이러한 추세는 청조의 동북지역에 한 穀物移出 

련 정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즉 淸初에는 동북지역의 식량부족

을 염려하여 糧穀의 海上移出을 지하 던 것에 비해,康熙 末葉에 이르면 화북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여 식량 수 에 어려움이 발생하 을 때에 일시 으로나마 

이러한 지조치를 해제하는 변화를 보인다.이어 乾隆 14年(1749년)에는 奉天에 

도착한 뒤 되돌아가는 商船에 한해 大船은 2백 石,小船은 1백 石의 糧穀을 移出

할 수 있도록 허가하 으며 乾隆 37年(1772년)에는 黃豆12)의 海上 移出이 정식으

그 支流의 水手로 徭役을 부과한 기록이 있다.趙鳴岐는 이 기록을 가지고 淸初부터 

鐵嶺에서 수운을 통한 활발한 무역이 행해졌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했으나 (趙鳴

岐, 中國東北史 卷4,吉林文史出版社,1998,pp.1634-1635),官에서 약 십 여 명의 水

手를 각 지역마다 할당한 사실을 통해 이를 유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

다.
10)明末淸初의 戰亂으로 인한 동북지역의 인구 감소에 해서는 葛劍雄 等 著, 中國移民

史 第6卷,福建人民出版社,1997,pp.23-29참조.
11)順治年間 시행된 각종 招民政策에 해서는 葛劍雄 等 著,1997,p.474; 書仁ㆍ高峯,

｢論淸初東北招民開墾政策與漢族民人對東北的開發｣, 史學集刊 第1期,2004; 立君ㆍ

譚玉秀,｢淸前中期東北移民政策評析｣, 東方文物 ,2013-2을 참조.
12)大豆는 그 색이나 크기에 따라 黑豆ㆍ黃豆ㆍ綠豆ㆍ蠶豆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청  

이루어진 두무역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 것은 바로 黃豆로,그 외의 豆類가 차

지하는 비 은 그리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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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락되고 이에 한 關稅를 부과하기 시작하 다.13)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동

북지역이 그간의 혼란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안정 인 식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 특히 大豆가 동북지역의 특산으로서 자리 잡고 두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음을 시사해 다.

청  활발히 이루어진 두무역은 강남ㆍ복건지역에서 두  콩깻묵의 수요가 

증가하 던 것과 큰 련이 있다.명  이래 搾油業이 발달하 던 上海 등 강남지

역은 본래 주로 華北 지역에서 생산된 大豆를 운하를 통해 공 받는 것을 통해 

그 수요를 충당하곤 하 다.그러나 화북지역의 인구증가와 농경지 부족은 상품작

물로써의 두 재배와 공 을 충분치 못하게 하 으며,이는 새로운 두생산지를 

모색해야 할 필요를 만들었다.당시 동북지역은 국 內地에 비해 인구가 희소하

고 농경지도 활하 기에 규모의 두 생산이 가능하 다.이러한 은 동북지

역이 화북지역과 더불어 차 표 인 大豆 생산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

다.14)한편 강남의 각 油房에서 생산된 콩깻묵은 주로 목화나 사탕수수 재배에 필

요한 비료로 이용되었는데,강남지역을 비롯하여 복건ㆍ 동 등지에서 이들 작물

이 범 하게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콩깻묵의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상해의 

뒤를 이어 동남 연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동북산 두  콩깻묵을 수입한 곳은 

바로 표 인 사탕수수 생산지이던 汕頭 다.15)이러한 당시 상황에 힘입어 동북

지역의 두무역은 지속 으로 발 하 으며 두의 생산과 그 가공이 동북지역의 

표 인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청 의 두무역은 동북지역의 여러 항구 즉 錦州,牛莊,蓋州,復州의 娘娘宮,

13)자세한 사례에 해서는 加藤繁, 支那經濟史 証 下,東洋文庫,1974,pp.595-602참

조.
14)강남지역의 窄油業  大豆 수입에 해서는 李伯重, 江南的早期工業化(1550-1850) ,

社 科學文獻出版社,2000,pp.126-143,pp.351-359참조.이에 따르면 건륭 42년ㆍ43

년ㆍ45년에 산해 에서 과세된 두  콩깻묵은 각각 약 122만 석ㆍ123만 석ㆍ128만 

석에 달하 다고 한다. 한 乾隆年間만 하더라도 강남지역으로 향하는 두  콩깻

묵은 화북산이 동북산보다 그 양이 더 많았으나 嘉慶年間을 거치면서 차 동북산 

두  콩깻묵의 비 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같은 책,pp.355-357참조).
15)足立啓二,｢大豆粕流通と淸代の商業的農業｣, 東洋史硏究 第37卷 第3號,197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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岫巖의 大孤山 등의 등장과 발 에 큰 향을 미쳤다.16)이  錦州,牛莊,蓋州는 

乾隆 年間에 이미 商船들이 몰려들어 여러 상품을 실어가던 곳으로 이름을 날렸으

며 그 에서도 錦州와 牛莊이 가장 번성하 던 것으로 보인다.17)이러한 형세는 

嘉慶 年間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嘉慶 2年(1797년)山海

關 소속 각 海口의 徵收稅銀 유액은 錦州 소속 海口가 35.57%로 가장 높았으며 

牛莊 소속 海口가 31.06%로 그 뒤를 이었고 그 밖의 지역은 각기 10% 내의 유

율을 보 다.각 항구에서의 선박 출입 수 비 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18)이

를 통해 볼 때 청  동북지역의 해상무역은 錦州가 다소 우 를 차지하는 와 에 

牛莊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소규모의 항구들도 어느 정도의 비 을 차지하고 

있던 형세 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청 엽 錦州가 해상무역의 심지로 부각되었던 것은 이곳이 北京과 盛京을 잇

는 線上에 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9)北京과 盛京 

간의 육로는 청의 首都와 陪都를 연결하는 요한 교통로로 정치 ㆍ군사 인 목

을 해 리되고 시되어 왔다.청조의 海禁과 穀物 移出 제한 정책으로 인해 

海運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에 이 육로는 국의 內地와 동북지역을 잇는 

무역로의 기능을 수행하 으며 이는 그 길목에 있던 錦州가 상업 으로 발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20)錦州의 주된 수출품은 雜穀으로 주로 

16)淸  宣宗成皇帝實  (中華書局,2008)卷316,道光 18年 11月 甲寅條에서는 천지방

에서 아편을 는 외국 상선들에 해 언 하면서 이들이 왕래한 沿海의 지명들을 나

열하고 있다.이를 통해 당시 천지역에서 상선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 어디 는지 가

늠할 수 있다.1831년 동북지역을 여행했던 Gutzlaff도 錦州府,蓋平縣,金州廳이 당시

의 大港이라고 한 바 있다 (南滿洲鐵道調査部 編, 營口開港前後 ,1941,p.3).
17)  淸朝文獻通  (新興書局,1958)卷37 糴 六,“(乾隆二十七年)錦州牛莊蓋州三城 

均係沿海商船積聚之地,而錦州尤屬衝要 應加貯粟米三萬石,牛莊蓋州 加貯粟米二萬石.”
18)張利民 等著, 近代環渤海地區經濟與社 硏究 ,天津社 科學院出版社,2003,pp.54-55.
19)그 밖에도 遼東지역에 비해 遼西지역이 보다 앞선 시기에 移住  開墾이 진행되었던 

도 청  주가 우장에 비해 좀 더 상업 인 측면에서 우 를 하고 있었던 이유 

 하나 것이다.
20)小越平陸 著, 満洲旅行記 (一名:白山黒水録),善隣書院,1901,pp.62-65;山海關-盛

京 간 육로를 이용한 상업 활동에 해서는 佟冬, 中國東北史 第4卷,吉林文史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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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遼西地域  몽고 남부에서 생산된 것이었다.21)錦州의 海港은 馬蹏溝와 天

橋廠 두 곳이 존재하 는데 각각 東海口와 西海口라 불렸다.이  馬蹏溝는 淸 乾

隆-嘉慶 年間 근방에서 생산된 雜穀을 주로 수출하며 번성하 는데 그 성기에는 

天津이나 山東에서 온 선박이 매년 천 여척에 달했다고 한다.한편 天橋廠은 주로 

大豆가 이출되던 항구로 유명하 으며 同治 年間 雜糧의 移出도 허락되면서 근방

의 馬蹏溝의 商圈까지 빼앗아 올 정도로 발 하 다.天橋廠의 성기는 아마도 

道光-咸豊 年間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2)

牛莊 역시 동북지역의 유명한 무역거   하나 다.牛莊이 번성했을 당시인 

嘉道 年間 이래 이곳에는 매년 福建이나 浙江 등에서 온 商船들이 즐비하 다고 

한다.이들 상선은 요하 하구를 지나 북상한 뒤 우장의 나루터인 梟姬廟(小姐廟)

에 이르러 정박하 다.상선에서 내린 화물은 牛莊城까지 마차를 이용하여 陸運되

었는데 이 때문에 나루터와 牛莊城을 잇는 도로 상에는 짐을 실은 마차가 길게 이

어져 있곤 했다고 한다.23)그러나 요하의 本流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 서쪽으로 

이동하고 牛莊 인근의 河道는 그 수심이 계속하여 낮아졌기 때문에 우장을 찾아온 

상선들의 정박지는 좀 더 하류에 치한 田庄臺로 바 게 되었으며,遼河 河道의 

이동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道光 初에 이르면 다시 장 에서 沒溝營으로 정박지

가 옮겨지게 된다.다만 이들 지역은 단지 상선의 정박지로써의 역할만 하 을 뿐 

상품의 거래는 여 히 우장에서 이루어졌다.24)

종래 錦州와 牛莊이 거의 비등하거나 錦州가 좀 더 우 를 가지고 있던 형세를 

社,1998,p.1632참조.
21)張利民 等著,2003,pp.55-56.
22)民國  奉天通志 ( 東北史志 第2部,2004)卷163交通三 航路下,｢錦縣｣,p.3870;한편 

張利民은 이미 乾隆年間에 馬蹏溝와 天橋廠 간의 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추론하고 

있으며,도 -함풍연간에 錦州에서 沒溝營 등 牛莊 인근 항구로 무역 심지가 이동하

다고 보고 있다 (張利民 等著,2003,p.57  pp.76-77).
23)滿洲事情案內所 編, 遼河-滿洲事情案內所報告(26) ,1935,p.53;民國  奉天通志 卷

162,交通二 航路上 ｢營口沿革｣,p.3855;董玉瑛,｢淸代遼河航運碼頭｣, 史學集刊 ,

1987-1;陶炎,｢營口開港與遼河航運｣, 社 科學戰線 ,1989-1.
24)佟冬, 中國東北史 第4卷,吉林文史出版社,1998,pp.1663-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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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던 것에서 벗어나 차 牛莊  沒溝營이 동북지역의 해상무역에서 두각을 나

타내기 시작한 것은 략 道光 末葉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道光 19年(1839

년)4월 盛京將軍 耆英이 올린 상주에 의하면 開河,즉 河口의 얼음이 녹아 선박

의 왕래가 가능하게 된 시 ( 략 음력 2월경)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沒溝營을 왕

래한 상선은 모두 859척으로 이는 같은 시기 기타 다른 동북지역의 항구를 왕래

한 선박이 백 척 이하 던 것을 휠씬 상회하는 수치이다.25)이러한 상황은 關稅의 

징수에도 향을 미쳐 咸豊 10年(1860년)에는 沒溝營에 한 增稅가 논의되기도 

하 다.26)

道光 年間 이후 동북지역 연해무역에서 우장이 지니고 있던 명성은 1858년 天

津條 이 체결될 당시 국이 이곳을 개항장으로 선택하는 것에 큰 향을 미쳤

다.그러나 1861년  국 사가 우장에 도착한 뒤에서야 汽船이 정박하기 어

려울 정도로 수심이 낮았던 우장의 상황을 인지한 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 하기 

해 우장보다 海港으로서 입지조건이 더 좋았던 營口(沒溝營의 改稱)에 사 을 

설치하 다.27)이 시기 구는 약간의 상인과 가옥이 존재하고 있을 뿐 헌이나 

군병도 주재하고 있지 않아 치안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그러다 同治 5年

(1866년)海防同知廳이 설치되고,종래 山海關道臺를 奉錦山海關兵備道로 改稱하

여 金州ㆍ岫巖ㆍ復州ㆍ海城ㆍ蓋平 등의 州縣까지 할하게 한 뒤 營口에 주재하도

25)耆英의 上奏에 따르면 沒溝營 외 기타 다른 항구에 들어온 상선은 약 10척에서 100여

척 정도 다고 한다.中國第一歷史檔案管編, 阿片戰爭檔案史料 第1冊,天津古籍出版

社,1992,p.557.
26)반면 錦州의 항구는 수심이  낮아져 선박의 왕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세수입이 正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張利民 等著,2003,

pp.76-77.
27) 국이 동북지역의 개항장으로 牛莊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당시 이 지역에서 우장이 

가장 유명한 항구 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없이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 

사의 부임 이후 구로 개항장을 옮긴 국은 이곳에 설치된 海關  領事館에 여

히 牛莊이라는 명칭을 붙 는데,이는 조약상 동북지역의 개항장이 우장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南滿洲鐵道調査部, 營口開港前後 ,1941,p.3).때문에 구의 개항 

이후 海關史料  英國領事館 련 史料 등에서 언 되는 ‘Newchwang’즉 牛莊은 사

실 모두 營口를 일컫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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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자 차 구의 치안은 안정되기 시작하 다.28)

구가 개항장이라는 특수한 지 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항 기 이곳이 

외무역항으로 순조롭게 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에서는 비 인 망이 많

았던 것으로 보인다.29)개항 기 구는 해 수입에 있어 국의 다른 개항장에 

비해 그 차지하는 비 이 낮은 편이었으며30),무역량의 증가 추세도 상당히 완만

한 모습을 보 다.하지만 1890년  이후 이러한 상황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다.

아래의 <그래 -1>을 살펴보면 개항 이후 완만히 증가하던 구의 수출액은 

1890년  이후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1900년  이후에는 구 개항 당

보다 약 10배 이상의 수출액에 도달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다만 1895년과 

1900년,그리고 1904년에는 수출액이 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청일 쟁31)

28)南滿洲鐵道調査課 編, 營口 南滿洲經濟調査資料 6,1910,p.2;淸  穆宗毅皇帝實  

卷192,同治 5年 12月 丁酉條;奉錦山海關兵備道는 奉天府ㆍ錦州府ㆍ山海關 지역의 외

교사무  山海常關의 리 업무를 담당하 으며,이 외에도 山海新關(山海洋關)의 감

독과 海防 업무도 담당하 다.1908년 이후 奉錦山海關兵備道는 錦新等處分巡兵備道로 

개칭되어 東三 總督의 할 하에 두어졌으며,民國時期 이후에는 다시 遼瀋道로 개칭

되었다.遼瀋道는 營口에 주재하 으며,  道尹은 榮厚이다 (李有升, 營口地方史硏

究 ,遼寧民族出版社,1997,pp.157-158참조).
29)다만 구에서 국 상인에 의한 국내 무역은 활발하 던 것으로 보인다.개항 이후 

구에는 산동 상인을 심으로 油房이 개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동 상인 등에 

의한 綿絲ㆍ綿  등의 수입  콩기름ㆍ콩깻묵 등의 수출도 성황을 이루었다. 한 銀

爐와 같은 융업자도 업을 시작하 다 (南滿洲鐵道調査課 編, 營口 南滿洲經濟調

査資料 6,1910,p.2).
30) 中國第二歷史檔案館ㆍ中國海關總署辨公廳 編, 中國舊海關史料 (京華出版社,2001)第8

冊,p.17의 표 참조 (이하 이 자료는  海關史料 로 약칭한다).이 표에 의하면 1871년 

牛莊(營口)의 해 수입은 185,942.9.8.8海關兩으로 국 총 해 수입의 약 1.6%를 차지

하고 있다.이는 같은 해 인근에 치한 해 인 天津이 약 3.9%,芝罘가 약 2.5%의 

비 을 차지하고 있던 것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31)특히 1985년의 수출량 하는 일본군이 쟁 당시 군사작 의 일환으로 田庄臺에 정박

되어 있던 1000여 척에 가까운 선박을 태워버리는 바람에 해당 해에 요하수운의 수송

에 큰 차질을 빚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NewchwangTradeReport,For

theYear1895”,ReturnsofTradeattheTreatyPorts,FortheYear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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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화단사건  러일 쟁의 여 로 발생한 일시 인 상이었다.이러한 쟁으

로 인한 수출량의 감소는 보통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며,정세가 안정된 이후에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 다.32)

<그래 -1>개항 이후 牛莊海關의 총 수출액  大豆三品의 수출액 추세 

(단 :海關兩)33)

PartⅡ.ReportsandStatisticsforEachPort( 海關史料 第23冊,p.666)참조.

이후  海關史料 에 수록된 각 해 의 무역보고서는 “Newchwang TradeReport,

1895”,ReturnsofTrade,1895,PartⅡ.와 같은 형식으로 약칭하도록 하겠다.
32) 구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시기는 이하 2 에서 언 할 요하수운의 상류 부두의 설치 

 지역의 개방 시기와 맞물린다.營口의 수출상품의 부분이 두  콩깻묵이

었던 만큼 요하 상류 지역의 발 이 곧 구의 수출무역액 증가와 직결되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이에 해서는 이후 다시 서술하도록 하겠다.
33)ReturnsofTrade,1864,PartⅠ.  PartⅡ.의 “ReturnsofTradeatthePort

ofNewchwang,1864”에 수록된 牛莊의 총 수출액  일본으로의 수출액 통계를 참

조한 것을 시작으로 각 해당 연도의 “Returns of Trade at the Port of

Newchwang”을 모두 참조하여 그래 로 정리하 음 ( 海關史料 각 해당 冊).  그

래 의 자세한 수치는 본고 말미에 첨부된 <표-1>을 참조할 것.



13

<그래 -1>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은 구 총 수출액의 증가

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으로의 수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청일

쟁 이후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던 두  콩깻묵의 시장성을 깨달은 일본은 이를 

활발히 國內로 수입하기 시작하 다.당시 일본에서는 동북지역의 콩깻묵이 그 

렴한 가격으로 인해 기존의 魚肥 등을 체하여 비료로 이용되었다.때문에 구

의 외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 은 차 커지게 되어 1903년에는 총 수출

량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기에 이르 다. 한 일본상인에 의해 유럽에도 동북지

역의 두  콩깻묵이 소개됨에 따라 구의 외무역액은 더욱 증가할 수 있었

다.34)이로 인해 구는 1890년  이후부터 명실상부한 동북지역의 유일한 외무

역항이자 두무역의 심지로서의 지 를 렸으며 이는 련의 등장 이 까지 

지속되었다. 구의 활발한 외무역은 자연히 구에 인 해 있던 요하의 요성

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로 들어오는 두를 비롯한 각종 산물의 부분

은 요하수운을 통해 운반되었으며, 구를 통해 수입된 상품 역시 요하수운을 통

해 요하 연안의 주요 도시에 공 되었다.35)

34)南滿洲鐵道調査課 編, 營口 ,1910,p.3.1890년  이후 구의 무역이 히 발 하

기 시작한 이유에 해  자료에서는 ① 청조의 동북지역에 한 移住 장려의 결과 

산동ㆍ직  등 지역의 농민들이 동북지역에서의 개간에 종사함으로써 이 지역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한 .② 동북지역의 철도 부설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수입  노동력의 

이입이 증가한 .③ 두  콩깻묵의 새로운 시장으로 일본이 등장한  등을 꼽고 

있다. 두  콩깻묵의 해외 시장 개척에 해서는 江夏由樹 外 編著, 近代中國東北

地域史硏究の新視角 ,山川出版社,2005;胡赤軍, 近代中國東北經濟開發的國際背景 ,

商務印書館,2011등 참조.
35)“NewchwangTradeReport,FortheYear1912”,ReturnsofTrade,1912,Part

Ⅱ.( 海關史料 第58冊,pp.204-205)에 따르면 구로 두가 운반되는 수단으로는 요

하수운,滿鐵과 京奉鐵路의  營口支線,馬車 운송의 총 4가지 방법이 있었으나,그 

 요하를 통해 부분의 두가 운송되었다고 한다.한편, 通商彙纂 에 따르면 요하

수운을 통해 일반 으로 운반되던 화물은 다음과 같다.① 上行貨物:소 , 匹,도자

기,설탕, 가루,석유 등 雜貨類.② 下行貨物 :大豆,高粱,콩깻묵,콩기름,粟,小麥,

大麥 등의 穀類,鄭家屯 일 에서 생산되던 羊毛,牛馬皮 등. 한 1909년 당시 요하수

운을 통해 운반되었던 大豆의 운송량은 매년 약 60萬 石 가량이었으며 잡화는 300餘萬 

圓 규모 다고 한다.外務 報告課,｢遼河水運事情｣, 通商彙纂 (外務 通商局 編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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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북지역 내륙으로부터 移入되는 大豆의 수량이 증가하게 되자 구에도 

많은 油房이 생겨나기 시작하 다.본래 油房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은 요하 상류 

지역의 두 집산지 던 鐵嶺이 표 이었다.철령에 유방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략 1840-50년  경인 것으로 생각된다.당시의 搾油法은 畜力을 사용하는 재래

의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소규모의 유방이 철령 이외에도 

동북지방의 각지에 산재해 있었다.그러다 1895년 국 자본의 太古洋行이 機械式 

착유법을 개발하고 구에 新式油房의 창립을 시도한 이래 구는 차 신식 는 

구식 油房의 집지역이 되었다.그 이후로 구의 搾油業은 속도로 성장하 으

며 기존에 동북지역 內地에 산재해 있던 소규모 油房들을 압도하기 이르 다.營

口가 새로운 搾油業 심지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요하수운의 발달로 인해 

원료인 大豆를 량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 두 가공품의 매에 용이하 던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況에 발 빠르게 처할 수 있었던  등을 꼽을 

수 있다.36)

通商彙纂 第132卷[復刻版],不二出版,1995)第42號,1909,pp.280-281참조.
36)西村駿次,山崎寛猛 著, 近調査滿韓の富源 ,內外興業社,1906,p.48. 한 1898에서 

1899년까지 동북 각지를 여행했던 小越平陸에 따르면 당시 구의 유방은 그 규모가 

큰 것만 해도 27戶에 달하 다고 한다 (小越平陸 著, 満洲旅行記 ,善隣書院,1901,

p.171).



15

2. 禁  해 와 遼河 上流 埠頭  

구의 개항  무역의 성황,그리고 搾油業의 발 은 요하수운업자에게 상품을 

매하고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을 제공해주었다는 측면에서 요하수

운의 번성에 큰 향을 미쳤다.37)그러나 요하 하구에 구라는 무역항이 등장하

다는 사실만으로는 요하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역에 걸친 수운망의 발

달을 야기하기 충분한 요소가 아닐 것이다.사실 청  牛莊이 오랫동안 흥성하

음에도 불구하고 요하를 왕래하던 선박은 주로 하류의 일부 구간에만 국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두 등 곡물의 산지가 기존의 천지역을 

벗어나 길림ㆍ동몽고 인근까지 확 되면서 요하 상류 지역이 새로운 곡물의 집산

지로서 등장한 이후부터 다.이하에서는 요하수운의  다른 발  요인으로 

의 해제 이후 요하상류 인근지역의 농업발 과 요하상류 부두의 설치  새로운 

집산지의 형성과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청조는 요하수운을 주로 군사 인 용도로 사용하 다.

그러나 이 외에 동북지역에서 거두어진 곡식을 북경이나 천진 등지로 운반할 때에

도 요하수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때의 요하수운은 奉天城 이남의 일

부 구간만 이용이 허가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제한은 咸豊 3年

(1853년)에 이르면 鐵嶺 이북까지 선박의 왕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38)

이 시기가 되어 요하수운에 한 제한조치가 완화되었던 것은 당시 청조의 조운체

제가 기를 맞이하 던 것과 련이 있다.청조는 태평천국운동  각지에서 일

어난 반란의 여 로 종래의 漕運路가 막  이에 향을 받지 않는 河北이나 東北

지역 등에서 보내오는 양식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39)때문에 청 조정은 기존 요

37)小越平陸 著, 満洲旅行記 ,善隣書院,1901,p.58에서도 요하수운의 발 과 구의 개

항이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8)淸  文宗顯皇帝實  卷89,咸豊 3年 3月 癸酉條.이 기록에 따르면 咸豊 3年 철령 이

북까지의 요하 항행이 허가되기 이 에는 奉天城 근방의 渾河 나루  그 서쪽의 巨流

河口까지가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경계 다고 한다.
39)李文治ㆍ江太新 著, 淸代漕運 ,中華書局,1995,pp.403-408  pp.468-47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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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운의 항행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의 양식을 신속히 수도로 운반해

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련하여 民國  鐵嶺縣志 에도 비슷한 시기 철령 근방의 나루터를 열어 하

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하 다는 기록이 있다.

청 함풍말엽 境內의 무역이 차 성행하 다.육지를 통해 매입하는 양식은 

錦州의 天橋廠에 모 는데 길이 멀고 험해 왕래가 쉽지 않을 때에 縣令 愷榕

과 路記防禦 雙成이 稟을 올려 城 서쪽 5리 (거리에 있는)馬蓬溝의 河運을 

열어주기를 청하 다.遼河를 통해 바로 營口로 운반하니 商務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40)

철령 인근 지역 요하의 항행이 허가되지 않았을 당시 철령의 양식은 육로를 통

해 錦州까지 운반되었다.그러나 遼河를 통한 운송이 허락되자 종래 불편하 던 

陸運 신 요하수운이 이용되기 시작하 으며 이로 인해 철령의 상업도 차 성행

하게 되었다.즉,기존의 요하수운 이용에 한 제한조치 해제가 요하 상류 지역의 

상업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요하수운의 북상 한계가 철령까지 연장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光緖 初葉,철령 

인근에 치한 海龍城41)ㆍ山城子ㆍ朝陽鎭과 같은 지역의 이 해제되자 이들 지

역은 동북지역의 새로운 농산물 생산지로써 부상하게 되었다.이곳에서 생산된 糧

穀은 주로 수 에 실려 철령으로 모여들었으며 이 게 모인 곡식은 요하수운을 통

해 河口의 구까지 운반되었다.光緖 20年(1894)이후 東豊ㆍ西豊ㆍ西安 지역까

지 개방되자 철령으로 집산되는 농업생산물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42)이러한 요

40)民國  鐵嶺縣志 (中國方志叢書,成文出版社,1970)卷2地理 ｢商務上之形勢｣,“淸咸豊

末葉 境內貿易漸盛,由陸地買糧 匯於錦州之天橋廠 道途修阻 往來匪易時,縣令愷榕與路

記防禦雙成稟請 開城西五里之馬蓬溝河運 由遼河直運營口,商務上之交通稱極便焉.”
41)佟冬, 中國東北史 第4卷,吉林文史出版社,1998,p.1572; 淸朝續文獻通  (新興書局,

1958)卷306輿地 二,｢光緒三十一年中日新 東三 條 開為商埠｣,“海龍府......天命閒

設盛京圍場協領守之 光緒五年以流民徙耕者衆 置海龍廳治海龍城 屬奉天府 二十八年升府 

並增置東平西豐西安柳河四縣隸之 凡領縣四.”
42)民國  鐵嶺縣志 卷2地理,｢商務上之形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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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류 인근 지역의  해제와 농업 생산물의 증가로 인해 光緖 年間의 철령은 

두무역의 심지이자 농산물 집산지로서의 성기를 맞이하 다.당시 철령에 

집산되었던 두의 양은 매년 백만 석에 달하 으며 곡물 개업소인 粮棧은 

7-80여 家가 있었다고 한다.43)

한편 光緖 4年(1878년)철령 이북 昌圖 인근에 치한 同江口 (通江口 혹은 通

江子로도 불렸다)가 개통되자44)요하수운의 향력이 미치는 지역은 더욱 확장되

었다.동강구에 집산되던 곡물은 주로 길림과 요녕의 경계 지역에 치한 長春ㆍ

昌圖ㆍ奉化ㆍ懷德ㆍ農安ㆍ康平ㆍ八面城 등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겨울철에 마차를 

이용하여 동강구까지 운반되었다가 開河 후 요하를 통해 구까지 운반되었다.45)

이들 곡물 생산지는 당시 동북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산출을 내던 곳으로 유명하

다.때문에 동강구의 개통 이후 종래 철령의 농산물 집산지로서의 지 는 상당한 

을 받았으며,철령에 이어 동강구가 새로운 요하 상류의 심 부두로 부상하

다.46)

동강구의 개통 이후에도 光緖 32年(1906년)에 三江口가,宣統 2年(1910년)에는 

鄭家屯이 속속 개통되면서 요하수운의 上限은 차 북쪽으로 연장되었다.47)삼강

43)張利民 等著,2003,p.202.
44) 光緖朝東華  (中華書局,1984)光緖 17年 4月 乙未條,“裕祿奏,奉天自光緖四年開通

同江子口岸以來 由昌圖ㆍ鐵嶺等處下達營口 水陸暢行 商民販載貨糧 多以河運爲便 每至

夏秋兩季 行船絡繹不絶.”
45)小越平陸 著, 満洲旅行記 ,善隣書院,1901,pp.60-61,p.111,pp.114-115.
46)南滿洲鐵道調査部, 營口開港前後 ,1941,pp.29-30;小越平陸 著, 満洲旅行記 ,善隣

書院,1901,pp.49-50.
47)그러나 일반 으로 요하 수운의 上限을 말할 때에는 동강구를 일컫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수심이 낮아지는 계로 건기에는 그 이용

이 불편하 기 때문이다.일반 으로 요하의 이용은 계 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우선 

음력 11월에서 2월까지는 河期로 강물이 얼어 수운의 이용이 불가능하 다.3월 開

河 이후 4월까지는 平水期로 요하수운의 이용이 원활하 으나 5-6월 경의 渴水期에는 

물이 말라 동강구 이상 상류의 이용에는 불편함을 겪었다.7-8월 경은 강수량이 많아 

상류의 이용이 가능하 으나 반면 홍수로 인한 水害도 빈번하 다.이후 9-10월은 다

시 平水期로 요하의 평균 인 수심을 유지하 다.外務 報告課,｢遼河水運事情｣, 通商

彙纂 第42號,1909,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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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개통 당시에는 거의 선박이 왕래하지 않았으나 차 그 수가 증가하여 光緖 

34年(1908년)에는 600여 척의 선박이 출입하 으며 船店도 3곳이 존재하 다.48)

한편 정가둔은 遼陽의 縣城이 치한 곳으로 정치 으로나 교통면에 있어서나 

요한 지역이었다.이미 咸豊-同治年間에 정가둔은 만 여 戶가 거주하는 集鎭으로 

성장하 으며49)동몽고와의 무역으로 번성했던 小庫輪ㆍ法庫門과 더불어 몽고지역

의 말 등 가축과 동북지역의 곡식을 교환하는 시장이 발달한 지역으로 일컬어졌

다.본래는 수 를 이용한 상품수송이 그 주를 이루었으나 요하가 이용가능하게 

된 이래 수운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 다.50)이처럼 요하 상류의 여러 부두가 발

함으로 인해 요하수운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었다.요하수운의 이용이 가장 활발

하 을 시기에는 삼강구  동강구를 왕래하는 선박이 약 2만 여 척에 달하 으며 

운반되던 양곡은 백 여만 석에 이르 다고 한다.51)이러한 기록을 통해 요하 항운

의 上限으로서 당시 이들 지역이 가졌던 요성  그 번화함을 가늠해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요하 상류 부두의 설치  이들 지역의 집산지로써의 발 은 요하수

운을 통해 운반되던 大豆 등 각종 상품의 수송량을 증가시켰으며,이는 곧 구의 

수출액 증가로 이어졌다. 한 구라는 무역항의 존재는 두 등을 싣고 내려온 

요하수운업자들이 回航할 때에 다시 선 할 만한 외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

장을 제공해 으로써 요하수운이 보다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 다.요컨 ,

요하와 구는 차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긴 한 계를 형성하게 되

었으며 이들의 장래 발  가능성은 모두 상 방의 盛衰 여하에 달려 있었다.52)

48)外務 報告課,｢遼河水運事情｣, 通商彙纂 第42號,1909,p.285.
49)徐宗亮, 黑龍江述略 (內藤虎次郞 編, 滿蒙叢書 第五卷,滿蒙叢書刊行 ,1919-1922)

卷6叢 ,p.135.“鄭家屯 蒙古科爾沁部所割.民戶滿餘 爲第一集鎭.旅寓之大 視內 數

倍.冬季之夕 每停車數百乘.宿人千餘輩 不覺其擾.其地産糧食甚多 皆蒙古傭漢民工作.”
50)滿洲事情案內所 編, 遼河-滿洲事情案內所報告(26) ,1935,p.52; 申報 1916年 1月 

24日 ｢字 林報述四鄭鐵路之關係｣.  기사에 따르면 鄭家屯 인근까지 民船이 왕래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鄭家屯이 더욱 발달하여 1916년 당시에는 居民이 약 4만 여 명에 달

했다고 한다.
51) 奉天通志 卷163交通三 航路下,p.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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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遼河水運  통한  운  방식

光緖 年間 무렵 그 성기를 맞이한 요하수운은 약 50여 개의 크고 작은 나루

터가 산재해 있었으며 이들 각 지역에는 船店,經 房,稅捐局,檢票所,造船所 등 

요하수운과 련된 각종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었다.1911년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船店은 三面船을 기 으로 상류 쪽 주요 부두에 1-2곳씩 두어졌으며 특별히 가장 

상류인 정가둔에는 다섯 곳이 업을 하고 있었다.53)반면 經 房은 철령 근방의 

馬蓬溝에서 하류쪽으로 약 8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치한 柳柏松에 다섯 곳이 있

었던 것을 시작으로 하류를 따라 약 40여 곳에 (즉 柳柏松 이하 구까지의 나루

터  거의 모든 곳에)설치되어 있었다.경기방이 가장 많은 곳은 요하수운의 종

착 인 구로 19곳이 성행하고 있었다.이 외에도 요하를 항행하는 선박으로부터 

세 을 거두기 해 설치된 稅捐局  檢票所가 각 주요 나루터마다 두어져 있어 

해당 구간의 선박들로부터 船捐을 거두고 檢票를 행하 다.54) 한 요하 연안에서 

造船所가 있는 곳은 通江口,馬蓬溝,馬廠,田庄臺,營口의 다섯 곳으로 그  田庄

臺와 구가 재료 공 의 편리함과 임 의 렴함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수가 가

장 많았다.55)이들 각 시설은 요하 수운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혹은 일정한 통제를 가함으로서 요하수운업 반에 큰 향력을 행사하 다.이하

52) 申報 1907年 6月 1日(光緖 33年 4月 21日)｢山海關道爲營口商 稟請疏濬遼河展築鐵

路事詳直督文｣.이 기사에서 營口商 는 遼河의 요성에 해 말하면서,동삼성에서 

생산이 많은 곳은 모두 요하 상류에 있으며 구는  의 咽喉라 하고 있다. 한 

요하유역은 천연의 운송로로 교통이 편리하니 마땅히 요하가 全  商務의 추를 장악

해야 할 것이며,요하가 商務의 盛衰에 미치는 향이 아주 크다고 말하고 있다.
53)그러나  遼河-滿洲事情案內所報告(26) 에서는 三面船 이하 각 지역에 있던 船店의 이

름이 나열되어 있어 그 기록에 차이를 보인다.여기에 따르면 1935년 당시에는 三面船

에 2곳,鐵嶺ㆍ柳柏松ㆍ英地에 각 1곳,田庄臺에 3곳,營口에 9곳의 船店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滿洲事情案內所 編, 遼河-滿洲事情案內所報告(26) ,1935,pp.18-19).
54)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p.3-14.이하 본 에 특별한 주석이 

없는 경우는 모두 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을 참고하 음을 밝 둔

다.
55)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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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러한 요하 수운 련 시설들  船店과 經 房이 수행한 역할에 해 좀 

더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요하수운을 이용한 화물운송 방식이 어떠하 는지에 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船店은 화물의 매자(貨主)가 요하를 통해 목 지까지 화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 가장 먼  거치는 곳으로 요하수운업에 있어 상당히 요한 치를 차지하

는 시설이었다.일반 으로 동북지역에서 大豆 등의 穀物을 수확한 뒤 이를 매매

하고자 하는 농민은 생산물을 마차 등의 수 에 싣고 해당 락 근처 鎭의 粮棧

을 찾아갔다.粮棧은 곡물 보 ㆍ매매 개ㆍ화물 수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으로 동북지역 곡물 유통에 있어 그 추에 자리 잡고 있는 업종이었다.56)船店

은 이러한 粮棧의 업무에 더해 船戶의 고용  河運 시 발생하는 여러 납세 수속

의 행 등 요하수운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이었다.이

른바 船店은 생산자 는 상인을 船主ㆍ船夫 등 운송업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다.船店은 貨主에게 당한 선박을 소개시켜주기도 하 지

만 때로는 이들이 자체 으로 구매한 화물을 장해 두었다가 況이 유리할 때에 

자신들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ㆍ 매함으로서 이익을 얻기도 하 다.때문에 선

에서는 자신들의 원을 요거래지에 견하여 각지의 況을 악하여 정기

으로 보고하게 하 다.57)선 은 넓은 內庭을 가진 건물을 짓고 별도로 客室을 설

치하여 거래 계에 있는 客商은 물론 船主,把頭58)등을 머무르게 하 다. 한 화

물의 濕潤이나 손실 등 운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비하기 해,거래가 성

립되면 우선 운송비의 6-7할만 지불한 뒤 목 지에 도착한 이후 잘못된 것이 없

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남은 액수를 마  정산하는 습이 있었다.

經 는 요하를 항행하는 선박들이 싣고 온 곡물  기타 잡화의 매매 개에 종

사하던 이들로, 업을 하기 해서는 官에서 발 한 업허가증과 官斗(官에서 

지정한 공식 도량형기)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經 는 開河 후 부근의 락에 가

56)糧棧에 해서는 滿鐵調査課, 滿洲における糧棧 ,1931참조.
57)자세한 내용은 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33참조.
58)把頭는 배에서 船長의 역할을 수행하 으며 船主를 신하여 선원들을 리하고 항행

에 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곤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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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자를 찾거나 혹은 나루터에서 구매자를 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 당사

자 방을 만나 양자의 거래를 연결해주었으며,거래 개의 가로 일정한 수수

료를 받아 이익을 거두었다.그러나 이들은 일반 으로 자본 이 그리 많지 않아 

한 번에 다량의 곡물을 매입하거나 축 해 두지는 못하 다고 한다.

그 다면 실제로 요하를 오가는 선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소

유하고 있었던 船主와 실질 인 운행의 책임자 던 把頭,그리고 일반 선원인 船

夫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아래에서는 이에 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하를 왕래하는 선박은 체로 牛船과 槽船의 두 종류가 있었다.이 외에 撥船

이라는 선박도 있었지만 牛船과 槽船에 비해 形狀이 크고 水가 깊어 비교  수

심이 깊은 장 - 구 간을 왕래하며 大貨物을 재하고 汽船과 연결해주는 仲介

船으로만 사용되었다.59)牛船은 고물과 이물이 모두 뾰족하며 槽船에 비해 크기가 

작은 배이다.비교  렴한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의 수명이 짧으며 船艙의 

分劃이 고 지붕이 없는 등 槽船에 비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조선비가 렴하고 배를 조종하기 간편한 장 이 있어 요하를 왕래하는 체 선박 

 약 3분의 2를 유하고 있었다. 재량은 최소 30石부터 최  90石까지인데 일

반 으로 60-70石을 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았다.槽船은 牛船에 비해 조  큰 

배로 배의 고물과 이물이 모두 方形이며 앙부는 다소 넓고 편평하 다. 앙부

는 화물의 재에 사용되었는데 여러 房으로 나 어서 화물의 濕潤을 방지하 으

며,선박의 前後는 보통 船夫의 침실  주방으로 사용되었다.구조는 牛船에 비해 

견고하 으며 재량은 50石부터 150石까지 고 그  80-90石의 재량을 가진 

것이 가장 많았다.60)牛船과 槽船의 數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해서는,평상시에

는 16,000여 척의 內河船舶이 구에 入港 등록을 했으나 의화단운동 등의 혼란

으로 인해 일만여 척으로 어들었다는 기록을 통해 그 략 인 규모를 악할 

수 있다.61)

59)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15.
60)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17.
61) 南滿洲鐵道調査部, 營口開港前後 ,1941,pp.36-37;“Newchwang TradeReport”,

ReturnsofTrade,1904,PartⅡ.p.27( 海關史料 第39冊,p.109)에도 요하항행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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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沙船 역시 요하에서 많이 보 던 선박 의 하나이다.사선은 江蘇  이북

에서 주로 쓰인 선박으로 崇明縣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沙船은 北洋

航路나 기타 해외항로 뿐만 아니라 국의 內陸水域에서도 이용되었다.이는 본래 

사선이 황해 항해용으로 개발되어 내륙의 비교  얕은 하천에도 잘 응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사선은 喫水가 얕다는 특징 외에도 크기에 비해 많은 돛 와 돛, 

직선으로 된 고물과 이물, 고물 뒤쪽까지 돌출해있는 선미루, 넓은 前部 갑  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62)동북지방에서 沙船은 요하 상류 깊숙한 곳까지는 왕래

하지 않았지만 牛船이나 槽船으로 운반된 화물을 요하 하류에서 재하여 천진,

산동,상해 등 국 각지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요하를 왕래하는 牛ㆍ槽船의 소유자는 요하 연안의 土民 는 天津人이 많았다.

船主는 보통 1척 혹은 2-3척을 소유하 으며,많으면 15-16척을 가진 자도 있었

다.63)이들의 부분은 船店  貨主의 의뢰에 응하여 화물 수송을 함으로서 이익

을 얻었다.선주 에는 직  각지의 시세를 조하여 수 척의 牛槽船으로 상류에

서 곡물을 사들여 구에서 매하는 자도 있었다.이들은 이익이 있을 경우 본래 

의뢰받았던 화물 외에 客荷를 수송함으로서 더 많은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이

러한 것은 오직 把頭의 수완에 따라 좌우되었다.把頭는 1척 혹은 1班의 선박에서

의 총지배인으로 선주의 리로서 일하며 선주에 해 모든 책임을 지고 여러 척

의 牛槽船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船夫의 선택  고용에서부터 선박의 

항행 정박ㆍ화물의 매매 등에 한 모든 권한이 그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船夫는 일반 으로 船主ㆍ把頭의 同鄕人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용된 船

夫는 출발하기 에 把頭로부터 旅費를 받아 요하의 해빙 까지 목 지에 도착하

가를 받은 선박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이에 따르면 총 선박 수는 16,591척이며 이  

牛船이 9,699척이고 槽船은 6,446척이었다.
62)沙船  沙船貿易에 해서는 松浦章, 淸代上海沙船航運業史の硏究 ,關西大學出版部,

2004참조.
63)일반 으로 東北 土着人은 天津 등 外地人의 비해 소유한 자본이나 운행 선박 등의 규

모가 더 은 세한 모습을 보인다.外務 報告課,｢遼河水運事情｣, 通商彙纂 第42

號,1909,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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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船夫가 도착하면 바로 船店 는 배 정박지에 묵으면서 開河를 기다렸다.목

지 도착 후 開河까지의 식비  숙박비ㆍ기타 자신이 사용한 비용 등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얻는 이윤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분배해 주곤 했다.船夫는 

보통 결빙 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음해 해빙 에 다시 돌아왔다.때로는 결빙 

 철령, 구 등 주요 부두에서 각종 노동을 하며 다음 해 해빙기를 기다리기도 

하 다.64)

요하의 開河 시기  수송업으로 얻은 이익  把頭의 수완으로 화물을 매매하

여 얻은 이익은 각 구성원이 일정한 비율로 나 어 가졌다.즉 일반 으로 船內 

비용을 제외한 순 이익을 12로 나 었을 때 선주는 7分을 가져갔으며 남은 5分을 

把頭 이하가 나 어 가졌다.다만 철도 부설 이후에는 노동력에 한 수요가 증가

하여 인건비가 높아짐에 따라 선주가 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把頭 이하의 구

성원이 분배하는 것으로 변화하 다.65)

요하를 통해 구에 도착한 大豆는 보통 구에 소재한 經 房을 통해 貨主와 

구매자 간의 매매계약이 맺어지게 되었다.經 는 貨主의 의뢰에 따라 선박에서 

두 견본을 받아 각 지를 다니며 구매당사자를 찾았다.거래가 성립한 이후 두

는 바로 구항에 정박된 汽船 등에 실어져 他港으로 운송되거나 구의 油房으로 

팔려갔으며,그 지 않으면 육지의 창고로 옮겨 당분간 장되곤 하 다.66)

한편 요하수운을 통해 두 등의 각종 화물이 운반될 때에는 여러 종류의 세

이 부과되곤 하 다.청말 동북지역은 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稅收만으로는 독립 인 재정운 이 힘들어 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

지 않으면 안 되었다.그러나 청조 앙정부의 재정도 풍족하지 않은 형편이었기 

64)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20.
65)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22.
66)한편 구에서 거래되는 두는 그 운송방법이나 거래방식 등에 따라 河侢,地侢,集

侢의 세 종류로 구분되었다.본고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요하수운을 이용하여 운송된 

두는 河侢라 불렸으며 구에서 거래되는 두의 다수를 차지하 다.이 외에 地

侢는 河侢를 뭍으로 옮겨 창고에 장했던 것이나 동 기 마차로 운반된 장 두를 

말하며,集 侢는 구 東南門口에 열리던 集 에 출하된 두를 말한다.西村駿次ㆍ山

崎寛猛 著, 近調査滿韓の富源 ,內外興業社,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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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분 만성 인 자상태에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1905년 盛京將軍으

로 부임한 趙爾巽은 직 에 戶部尙書로 있었던 경험을 살려 奉天 의 재정을 충실

 하기 한 각종 조치들을 시행하 다.그러한 일환으로 1906년 종래 천성의 

稅制가 복잡하고 통일된 규정이 없었던 것을 정리하고 出産稅와 銷場稅를 제정하

여 세제를 간명하게 만들었다.67)出産稅는 생산된 상품에 해 부과하는 세 으로 

出貨稅와 出糧稅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出貨稅는 從價68)의 1分5厘를,出糧稅는 

從價의 1分을 징수하 다.이에 따라 요하 수운업의 주요 상품이었던 大豆는 出糧

稅를 납부하 으며 콩깻묵ㆍ콩기름과 같은 가공품은 出貨稅를 납부하 다.銷場稅

는 생산된 糧穀이 매지에 도착하 을 때 그 지역의 稅局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

율이 從價의 2分이었으며 稅票에 붙는 수수료도 따로 내야했다.한편 1911년부터

는 콩깻묵ㆍ콩기름의 거래를 장려하기 해 이들 상품에 해서는 出産稅  銷場

稅를 폐지하 으며,그 신 두에 한 出産稅인 豆稅를 신설하여 從價의 3分을 

징수함으로써 稅收의 손실을 보충하 다.69)

요하수운에서 이러한 세 의 납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우선 

곡물 산지에서 농부가 船店에 두 등의 곡물을 매할 경우,먼  經 는 官斗를 

사용하여 그 數量을 재고 출산세의 액수를 정해주었다.그러면 船店은 매자(농

67) 南滿洲鐵道株式 社 庶務部調査課, 奉天 における財政 ,1928,pp.10-11;經濟學  

編,  奉天全 財政說明書 (財政部, 1914) 第3卷 正雜 稅 ｢出産稅｣ ｢銷場稅｣,

pp.14-16.
68)現物의 從價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通江口에서는 商務 와 稅局이 

날마다의 시세를 고려하여 10일마다 한번 정하 으며,철령에서는 매일의 시세에 따라 

납세하도록 하 는데 주로 후자의 방법이 많이 쓰 다.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

河水運 ,1911,p.41.
69)이 조치는 1911년 다시  東三 總督으로 부임한 趙爾巽이 상업의 진흥과 콩깻묵 거래

의 성황을 유도하기 해 시행한 것이다. 두가 오직 출하시 出糧稅 한 가지만 납부

하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콩깻묵은 두의 出糧稅,콩깻묵의 出貨稅  銷場稅 등 총 

세 가지 세 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그 생산과 거래에 향을 미쳤다.때문에 趙爾

巽은 콩깻묵과 콩기름의 세 을 면제하여 상업  두가공업을 진흥시키는 한편,이

로 말미암은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해 豆稅를 신설하 다 (南滿洲鐵道株式 社調

査課, 遼河水運 ,1911,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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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신하여 經 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 으며  매자로부터 세 을 수

령 한 뒤 稅局에 신 납부해 주었다.세 을 납부하고 발 받은 증표는 船戶에게 

주어 요하를 항행하면서 檢票를 받을 때에 이미 세 을 납부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 다.出産稅는 한번 납부하면 다른 곳에 가서 매하더라도 거듭 세

이 징수되지 않았으나,銷場稅는 매매 성립 시마다 매번 징수되는 것이 특징이

었다.따라서 매매 시에는 그 지역 稅局에 가 銷場稅를 납부하고 票를 발 받아 

각 稅局을 통과할 때 보여주어야 했으며 매번 檢票가 이루어질 때 마다 일정한 수

수료를 지불해야 했다.70)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청말 요하수운은 동북지역의 개발  무역확 와 함께 

성장하 으며 이 지역에 철도가 으로 부설되기 까지 동북지역의 거의 유

일한 장거리 운송수단으로써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그리고 이러한 요하

수운을 운 하기 해 각종 시설이 있었으며 요하수운에 종사하던 수운업자  요

하수운을 통해 이익을 얻는 상인층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 지방정부도 

요하를 왕래하던 선박  상품에 해 과세를 함으로써 稅收를 얻고 있었다.이후 

滿鐵이라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등장하고 차 요하수운이 쇠락하기 시작하자 기존

에 요하수운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던 집단,즉 동북의 지방 정부  구 상인ㆍ

요하수운업자들은 이를 막기 한 자구책을 마련함으로써 요하수운의 명맥을 유지

하고자 하 다.다음의 제 Ⅱ장에서는 滿鐵의 등장으로 동북지역의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에 요하수운이 어떻게 처하 는지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70)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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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遼河水運  기와 自救策 색

1. ‘滿鐵’ 및 大連  등 과 遼河水運  衰落

滿鐵은 러일 쟁을 勝戰으로 이끈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東淸鐵道의 南滿支線을 

양도받으면서 설립된 회사이다.71)러시아는 청일 쟁에서 승 을 거둔 일본이 요

동반도에 한 유권 행사를 시도하려던 것을 지한 가로 청조로부터 東淸鐵

道의 부설권을 얻었다.이어 1898년에는 여순과 련 일 의 조차권을 얻었으며 

하얼빈과 련ㆍ여순을 잇는 남만주철도의 부설권도 얻었다.동청철도는 1898년 

착공하여 1903년 개통되었는데,그 노선으로는 滿州里-하얼빈-綏芬河를 잇는 本線

과 하얼빈-長春-旅順을 연결하는 南滿支線이 있었다.72)

러시아는 동청철도의 종착지인 련에 규모의 항만 시설  시가지를 건설함

으로써 련을 세계 인 무역항으로 만들고자 하 다.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은 당

시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무모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컨  1903년 동북

지역을 여행하 던 국인 기자 헨리 그햄(H.J.Whigham)은 황량한 요동반도 

끝자락에 건설되고 있는 련이 인구가 조 하며 요하 어귀에 치한 우장( 구)

에 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들의 의견을 언 하고 있다.73) 한 1898년에서 

71)동청철도와 만철  기타 동북지방의 여러 철도노선이 건설되는 과정에 해서는 高成

鳳, 植民地鐵道と民衆生活 ,法政大學出版局,1999,pp.81-97참조.
72)이시기 러시아의 동북지역에 한 향력 확 와 동청철도의 경 에 해서는 김지환,

｢제정 러시아의 제국주의와 동방정책의 역사  고찰 -동청철도를 둘러싼 러 계의 

변화를 심으로-｣, 中國學報 vol.50,2004;崔悳圭,｢러시아의 만주정책과 동청철

도(1894-1904)｣, 만주연구 vol.1,2004등을 참조.
73)한편, 그햄은 이러한 견해와는 의견을 달리하며 말하기를 련은 그 입지조건으로 

인해 충분히 우장( 구)만큼 발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망도 밝다고 주장하 다.그

러나 련이 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곳 우장( 구)의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이라고 보았다.헨리 그햄 지음,이 옥 옮김, 국인 기자의 으로 본 근  만주

와 한제국 ,살림,2009,p.31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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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사이 동북지역을 여행한 일본인인 小越平陸도 그의 여행기에서 말하기를,

구는 동삼성의 유일한 개항장으로 오늘날 비록 련이 개항하 으나 구의 무

역상에서의 지 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평하 다.74)

그러나 러일 쟁 이후 寬城子 이남의 南滿支線의 운 권과 련ㆍ여순의 租借權

을 확보한 일본이 만철을 본격 으로 운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련과 구의 운

명에 한 종래의 망은 조 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 다.이는 만철이 동북지

역의 경제  주도권을 차지하기 해 펼친, 련을 심으로 하는 극 인 경

방침의 수립  시행에 따른 것이었다.1906년 1월 26일 정식으로 발족한 만철은 

'南滿洲에 있어서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75)고 말해질 만큼 보통의 철도회사

가 아닌 일종의 국책기 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76)따라서 만철의 경 방침은 경

진의 이익을 한 것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해 수립되곤 하 다.만철이 ‘南滿

洲’에서 담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이 지역에서 경제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서 ‘滿

洲’가 일본에 경제 으로 연결 내지는 종속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컨  당시 일본은 방직업을 필두로 속한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청일

쟁 이후에는 공업의 기 도 마련되어 가던 시기 다.때문에 일본은 일본에서 

생산된 각종 공산품을 매하고 여러 산업의 원료를 수입해올 시장이 필요했다.

동북지방과 일본의 무역 계에 있어 이러한 일본의 필요는 면직물의 수출과 두 

는 콩깻묵의 수입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77)이처럼 만철이 철도 운 을 기반으

로 그 이익을 도모하는 일반 인 기업의 모습이 아닌,국가 시책을 반 하여 경

략을 수립하고 실행하 으며 때로는 오히려 자를 감수하고 일본 정부  軍에 

동원되기까지 하 던 모습은 만철을 연구할 때 주목해야만 하는 가장 큰 특징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철의 철도 운 에 있어 그 수익이 가장 큰 것은 화물운송이었는데 그  가장 

74)다만 그도 구가 겨울철에 이용할 수 없는   요하의 설이 필요하다는 을 

구의 단 으로 지 하고 있다.小越平陸 著, 満洲旅行記 ,善隣書院,1901,p.135.
75)南滿洲鐵道株式 社 編, 南滿洲鐵道株式 社十年史 ,1919,pp.14-15.
76)高成鳳, 植民地鐵道と民衆生活 ,法政大學出版局,1999,p.87.
77)高成鳳, 植民地鐵道と民衆生活 ,法政大學出版局,1999,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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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 을 차지한 것은 석탄이었으며 그 다음이 바로 두 다.78)석탄은 러시

아로부터 만철을 양도받을 때 같이 획득한 무순 탄 에서 생산된 것이 부분으로 

이는 다른 세력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만철의 독 인 이권  하나 다.그러나 

두의 경우는 달랐다.만철이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를 확보하기 해서는 

우선 만철의 창립 이  이미 나름 로의 수송루트와 안정 인 두 생산지를 지니

고 있던 요하수운을 견제하고 그 세력권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

었다.이에 만철은 요하수운에 항하기 한 여러 가지 책을 세우고 만철만의 

장 을 부각하여 그 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 다.79)

이를 해서는 이 지역의 가장 표 인 특산물인 두의 매매  운송이 종래

의 통 인 행에서 벗어나 만철과 일본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수송ㆍ거래 방식

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었다.일본은 두의 수출항으로서 번 을 리던 구와 

그 동맥인 요하수운,그리고 粮棧 는 船店으로 표되는 ‘국 ’인 방식 신 

새로운 거래방식을 만들고자 하 다.즉 만철의 종착역인 련을 표 인 두무

역항으로 삼고 만철의 철도망을 통해 內地의 두를 련으로 운반하며 곡물 거래

의 개는 일본상인이 주도하는 ‘交易所’를 통해 한다는 방식이었다.이는 통

인 동북지역의 두거래체제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일본이 만들어낸 새로운 두 

거래방식이었다.80)

이와 같은 새로운 두 거래 방식을 동북지역에 제 로 정착시키기 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했다.우선 만철 할 하의 철도 노선을 複線化함으로

서 철도의 수송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러시아에 의해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78)昭和 기 만철 철도 수입의 90%는 화물 수송이었으며,그 의 9할은 석탄과 두의 

수송이었다.  實  滿鐵調査部 下,朝日新聞社,1979,p.110.
79)요하 수운의 세력권과 만철의 노선은 거의 겹쳐있는 모습을 보인다.이 때문에 창업 

기의 만철은 요하수운을 가장 먼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滿史  編, 滿洲開發

四十年史 上卷,滿州開發四十年史刊行 ,1964,p.190).
80)당시 구에서의 상업 활동은 商 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 상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당히 폐쇄 인 구조 다.때문에 일본인이 이 무역체제 안에 들어오기 해서는 

국인 리자를 두고 간 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었다. 구의 특수한 상업

행에 해서는 佐々木正,｢營口商人の硏究｣, 近代中國硏究 第1輯,195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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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마치지 못했던 련항의 건설을 마무리하고 국제 인 무역항에 걸 맞는 설비를 

갖추어 만철이 기존 동북지역의 다른 수송기 에 비해 우 를 할 필요가 있었

다.81)

만철은 한 국의 상인들이 종래의 거래 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거래방식에 

합류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펼쳤다.그 표 인 것인 바로 화물 운

임의 조정이다.만철은 철도의 부설 이후에도 국인들이 계속해서 요하수운을 통

해 두 등의 화물을 운반하 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운임의 차이에 있다고 보았

다. 컨  철령- 구 간 두 100石에 한 운임을 비교해보면,철도를 이용할 

때에는 그 운임이 銀 192元 07仙인데 비해 요하 수운을 이용할 경우는 銀139元 

70仙으로 수운이 철도에 비해 銀 52元 37仙이 렴하 다고 한다.82)이에 만철은 

이러한 요 격차를 이기 해 종래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  麻袋 사용과 련

된 부가비용들을 폭 할인 내지 면제하 다.그 결과 만철은 요하수운과의 운임 

차이를 상당히 따라 잡을 수 있었다.83)

이러한 일시 인 할인책 외에도 만철은 ‘大連中心主義’에 기반한 ‘海港發着特定

運賃制’를 시행함으로써 요하수운과의 운임경쟁에 우 를 하기 해 노력하 다.

만철은 철도의 종착역이자 일본으로 연결되는 해항인 련을 집 으로 육성하기 

해 련 심의 정책을 시행하 으며,이를 통해 구를 심으로 한 기존의 

두 유통로을 련 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 다.본래 이른바 ‘련 심주의’는 

동청철도 시  러시아에 의해 먼  시작되었다.동청철도는 북상하는 화물에 비해 

남하하는 화물의 운임을 낮게 책정함으로서 철도 沿線의 화물,특히 大豆와 콩깻

묵ㆍ콩기름을 련으로 집 시켜 수출을 독 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하 다.반

81)만철의 철도노선 정비와 련항 축항공사  시설 보완에 해서는 南滿洲鐵道株式

社 編, 南滿洲鐵道株式 社十年史 ,1919,p.11,pp.386-390,pp.405-409;滿史  編,

 滿洲開發四十年史 上卷,滿州開發四十年史刊行 ,1964,pp.195-196; 奉天通志 卷

162,交通二 航路上 ｢大連｣,p.3847  pp.3849-3853;이노우에 유이치 지음,석화정ㆍ

박양신 옮김, 동아시아 철도 국제 계사 – 일동맹의 성립과 변질 과정 ,지식산업사,

2005,pp.173-174등을 참조.
82)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p.30-31.
83)外務 報告課,｢遼河水運事情｣, 通商彙纂 第42號,1909,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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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련에서 북상하는 공업제품 심의 수입품에는 높은 운임을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함으로서 동청철도 沿線지역의 공업을 육성하고 러시아 제품을 보호하고자 하

다.84)

만철은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정책을 계승하여 련을 집 으로 성장시키기 

해 노력하 다.85)운임제도의 측면에서 만철은 개업 직후인 1906년 大石橋 이북 

각 역에서 련으로 운반되는 두ㆍ콩깻묵에 해 특별히 렴한 가격을 책정하

여 기존에 구로 향하던 화물의 상당량을 련으로 오도록 유도하 다.86)그 다

음해인 1907년 만철은 ‘海港發着特定運賃制’를 시행하여 련  구에서 發着하

는 화물의 경우 철령에서 각 항구까지의 운임을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기존의 운

임제에 수정을 가하 다.이 한 다른 해항에 비해 상 으로 그 수송거리가 긴 

련의 운임을 실질 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련은 타 항구에 비해 은행이

나 창고 등의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련에게 아

주 유리한 것이었다.87)

84)高成鳳, 植民地鐵道と民衆生活 ,法政大學出版局,1999,p.84;滿史  編, 滿洲開發四

十年史 上卷,滿州開發四十年史刊行 ,1964,pp.846-847.
85)일본 정부가 련을 어느 정도로 시하 는지에 해서는  申報 의 한 기사 내용을 

통해 잘 알 수 있다.이 기사에서 營口의 일본 상인이 일본 정부에 요하의 설  

구의 철도 운임을 좀 더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 는데,이에 해 일본 정부는 ‘滿洲

의 商務를 경 함에 있어 마땅히 련을 심으로 해야 하니, 희들은 정부가 련과 

구  어디를 히 여기고 어디를 가벼이 여기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

다 ( 申報 1907年 6月 1日(光緖 33年 4月 21日),｢山海關道爲營口商 稟請疏濬遼河

展築鐵路事詳直督文｣)
86)南滿洲鐵道株式 社 編, 南滿洲鐵道株式 社十年史 ,1919,p.322; 申報 에서도 이와 

같은 차별 인 운임정책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하 는지에 한 언 이 보인다.즉 

북방에서 구까지의 화물 운임은 每噸,每里 당 5分이어서 창도에서 구까지 165里

를 운반할 때에 1噸당 銀8元 2角 5分이 드는 반면, 련은 각 2分으로 책정되어 있어 

창도에서 련까지 335里를 운반할 때 1噸당 銀6元 7角이 필요하 다고 한다. 한 근

래 련을 출입하는 화물의 양을 조사해보니,1906년 9월에서 12월 동안 일본에서 수

입된 화물의 가치가 약 銀8百萬元이었으며,수출된 것은 12월 6일에서 26일 사이에 豆

穀類는 3294萬 5千斤이요,콩깻묵은 335만근 가량이었다고 한다 ( 申報 1907年 6月 1

日(光緖 33年 4月 21日),｢山海關道爲營口商 稟請疏濬遼河展築鐵路事詳直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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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철의 운임정책 만으로는 요하수운을 이용하는 이들을 만철로 끌어들이

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에서 언 하 듯이 만철의 운임을 상당부분 요하수운과 

비슷한 수 까지 낮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요하수운을 이용하는 이들

이 많이 있었다.이는 종래 두 거래 방식의 폐쇄성과 련이 있었다.요하수운을 

이용하여 두를 수송하게 되면, 구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河岸을 따라 

존재하던 두매매 개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그러나 만철 등의 

철도를 통해 운반된 화물은 요하수운을 통해 옮겼을 때만큼 편리하고 신속하게 거

래할 수 없었다.88) 한 구나 철령 등 두의 집산지에서 열리던 糧 에 일본 

상인이 직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만철은 만철의 각 주요 역마다 교역소를 설립하고 

이곳을 통해 매매를 개함으로써 기존의 요하수운을 통한 거래방식과는 별개의 

체제를 만들어나갔다.교역소는 1916년에 開原과 長春에,1919년에는 公主嶺ㆍ四

平街ㆍ鐵嶺에,1920년에는 遼陽ㆍ奉天ㆍ營口에 각기 설립되었다.만철의 각 주요역

에 집산된 두는 해당 역에 설치된 교역소에서 교역인의 개를 통해 거래되었으

며,보증 제도를 두어 거래가 정상 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 다.이러한 교역

소가 제 로 자리 잡기 해서는 국인 상인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 이었다.때

문에 각지의 교역소는 종래 국식의 거래 행을 인정해주는 한편 거래에 사용되

는 기 화폐도 국 상인의 利害에 맞게 결정되었다.즉 련 교역소의 경우 일본

에서 통용되는 조선은행 발행의 金票( 본 화폐)가 아닌 요코하마정 은행에서 

발행되는 鈔票(은본 화폐)가 사용되었으며 개원ㆍ사평가ㆍ공주령ㆍ 천 등에서는 

87)그러나 요하수운을 염두에 둔 만철의 운임 정책의 결과 조선철도나 安奉線(安東-奉

天)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되던 화물 역시 만철이 흡수하게 되었으며 조선총독부나 조

선 연안 항구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일본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해 조선철도를 만

철에 탁경 토록 했으나 요한 통치수단의 하나인 철도를 빼앗긴 조선총독부의 반

발로 탁경 은 수 년만에 취소되기에 이르 다.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만철이 무작

정 운임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었다.高成鳳, 植民地鐵道と民衆生活 ,

法政大學出版局,1999,p.102;滿史  編, 滿洲開發四十年史 上卷,滿洲開發四十年史

刊行 ,1964,pp.214-215.
88)外務 報告課,｢遼河水運事情｣, 通商彙纂 第42號,1909,p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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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의 지역화폐인 奉天票가 기 화폐로 사용되다가 1921년부터는 표가 사용되

었다.물론 일본 상인들은 체로 金票가 사용되기를 원하 으나 그리될 경우 

국상인들이 교역소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험을 감수해야 했다.89)

지 까지 만철이 구  요하수운을 견제하고 大豆 등의 동북 특산물을 만철을 

통해 련으로 수송하기 해 취한 여러 가지 략들에 해 살펴보았다.그 다

면 만철의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향을 미쳤으며,그로 인한 

구와 련의 무역액 수치는 어떠한 변화를 보 을까?

다음의 그래 를 살펴보면 련은 개항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구의 무역

액  수출액을 따라잡았으며 그 이후 략 1912년 정도까지는 거의 비등한 상태

를 유지하 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1913년을 기 으로 련은 구를 압도하기 

시작하 으며,이에 반해 구는 무역액의 감소 내지는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추이를 통해 당시 동북지역에서의 련과 구의 상 차이  ‘만철’이 펼

친 여러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89)孫承希,｢20세기  국 동북의 두 거래 행과 일본 교역소의 설립｣, 中國近現代史

硏究 第62輯,2014년 6月 참조;실제로 1921년 10월 14일부터 련시 거래소의 모든 

업무를 일률 으로 ‘본 ’화폐로 바꾸라는 명이 동청으로부터 내려지자 국 상인

들은 련에서의 거래를 거부하 으며 그 향으로 련의 특산물거래는 거의 정지되

기에 이르 다.이에 1923년 9월 14일, 동청은 약 2년 만에 다시 金銀 병용의 舊制

를 회복시킬 수 밖에 없었다 (郭鐵 ㆍ關捷 主編,신태갑 외 옮김, 일본의 련 식민

통치 40년史 제2권,선인,2012,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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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2>1907-1928년 구와 련의 총 무역액  총 수출액 

변화 추이 (단  :海關兩)90)

지 까지 살펴보았듯이 만철의 개업과 련의 등장 이후 구의 무역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종래에는 동북지역에서 생산된 두 등의 산물들이 주로 요

하수운을 이용해 구에 도달하 지만,만철의 극 인 유인책과 각종 시설의 정

비로 인해 차 많은 물량이 철도를 이용해 련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요하수운은 

상 으로 그 이용이 어들었으며 이것은 바로 구 무역액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에 가장 큰 기의식을 느낀 이들은 바로 구의 상인들이었으며,이

들의 기의식은 곧 요하의 설 공사를 통한 요하수운의 명맥 유지 노력으로 이

90) 이 그래 는 Returns ofTrade,1907,PartⅡ.( 海關史料 第45冊)에 수록된 

“Dairen TradeReport”와 “Newchwang TradeReport”의 총 수출액 통계  

1907~1928년도 각 해당 “TradeReport”의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하 다.단,1907년도 

련의 총 수출액은 하반기 6개월 간의 수출액만을 포함하고 있다.이 그래 에 한 

자세한 수치는 본고 말미에 수록된 <표-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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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다음 에서는 동북 지방정부  상인ㆍ수운업자들이 요하수운의 쇠락을 

막기 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는지에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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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遼河水運  自救策 색

1908년 말  申報 기사에 실린 滿鐵의 한 經理의 말에 따르면, 련은 날로 번

성하는 반면 우장(= 구)은 쇠락하기 시작했으나 다만 아직 우장의 商務가 완 히 

련에 흡수된 것은 아니며 요하 西岸의 두는 여 히 우장이 그 무역의 심지

라고 평가하고 있다.91)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철 창기의 구  요하

수운은 아직 어느 정도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철이 차 그 세력을 확 해 나가자 구의 상인  요하수운업자들은 

종래의 무역에서의 우 를 련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기감을 느끼기 시작하

으며,이를 막기 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모색하기에 이르 다.요하수운의 쇠락

은 앞 에서 설명하 듯이 만철과 련이라는 외부  요인이 차지하는 비 이 상

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외에도 요하수운의 내부  요인,즉 ① 土沙

의 지속 인 유입과 沙洲의 형성으로 인한 불량한 河道 상태 ② 요하수운업계에 

여러 폐해가 만연하 던  등의 요소도 무시할 수 없었다.때문에 이러한 내부

인 요인들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요하수운의 속한 쇠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와 련하여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 는지는 다음의 에서 잘 알 수 

있다.

91)이 기사에 따르면 련은 1906년에 日洋 1639萬 1911圓 가치의 화물이 유입되었던 것

에 비해 1907년에는 2947萬 3510圓 가치의 화물이 들어와 약 80%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 으며,1908년 상반기 (1월-6월)에는 이미 2157萬 9867圓에 도달하 다.반면 우장

( 구)은 1906년의 入口貨物이 日洋 6031萬 4734圓 어치 던 것에 비해 1907년에는 

3519萬 7746圓으로 약 40% 감소하 다.出口貨物의 경우 련은 1907年에는 1547萬 

5878圓,1908年 상반기에는 1556萬 2343圓으로 역시 증가 추세를 보 지만 우장은 

1906年의 약 2800萬圓,1907年의 약 2900萬圓으로 다소 증가한 것에 그쳤다 ( 申報 

1908年 12月 18日 ｢西報譯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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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요하는 진흙으로 인해 (그 흐름이)막  만약 에 5일에 1번 왕복

이 가능하 다면 지 은 혹 7-8일이나 10일이 걸리는 등 일정하지 않다......

(생략)......즉 선박 한 척이 왕복하는 횟수가 어들면 거두는 捐 한 어든

다.근래에 田庄臺를 설하자는 논의가 있는데,그러하면 진흙으로 막힌 것이 

차 소통될 수 있을 것이며 捐額도 혹 옛 수 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다

만 일본이 부설한 南滿鐵道와 우리나라의 營口-達溝帮子 간 철도가 모두 일찍

이 부설ㆍ완성되었으나 商民이 운송하는 것은 여 히 선박을 이용하는 자가 

많으니,이는 우리나라의 철도로 화물을 운반할 때의 규칙이 商民에게 매우 

불편하여 모두 이 방법으로 출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남만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규칙은 비록 商民에게 상당히 편리하지만 철도로 轉運하는 

것은 船運에 비해 (가격이)비싸다.때문에 요하가 비록 淤塞이 있으나 선박이 

여 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商民이 요하를 설하는 것이 急務라고 분분히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우려되는 은 일본 남만철도가 우리와 경쟁하여 

운임을 크게 낮추면 요하 선박은 필시 할 수 없을 것이니,종국에는 優勝

劣敗의 법칙으로 귀결될까 두렵다.92)

의 인용문을 통해서 볼 때,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만철과의 경쟁에서 살아남

기 해 요하수운이 취해야 할 조치  가장 선무가 바로 요하의 설이라는 사

실에 해 상당한 공감 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즉 요하수운이 여 히 

철도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 하에서 요하에 설작업이 속히 실시되어 

선박의 왕래에 어려움만 없게 한다면,상인들은 기존의 익숙한 운송 방식을 버리

고 굳이 낯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이라 여긴 것이다.

“NewchwangTradeReport”에서도 1914년 특히 두드러진 구의 수출액 감

소에 해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으로 요하 상류의 수량 감소  요하의 지류인 雙

臺子河로의 河水 유입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으며93),1918년의 보고서에서는 당시 

구의 융 혼란  만철의 련 주 정책,그리고 요하 설 문제를 구항의 

무역이 조했던 표 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94)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92)經濟學  編, 奉天全 財政說明書 (財政部,1914)第4卷 正雜 捐 ｢遼河船捐｣,p.12.
93)“NewchwangTradeReport”,ReturnsofTrade,1914,PartⅡ.( 海關史料 第64

冊,p.314).
94)“NewchwangTradeReport”,ReturnsofTrade,1918,PartⅡ.( 海關史料 第80

冊,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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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요하의 설이 상당히 시 한 문제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요하는 그 상류가 몽고의 沙地를 지나기 때문에95)상당량의 모래를 함유하

고 있어 河道가 彎曲이 되는 지 에서 유속이 느려지면 河岸에 지속 으로 沙土가 

되곤 하 다.96)이에 더해 정기 인 河道의 리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마침내는 선박의 왕래가 매우 불편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

류로부터 土沙가 흘러내려오는 문제 외에도 홍수로 인한 빈번한 河道의 이동과 分

流가 발생하 던 것도 요하의 항운을 방해하던 요소  하나 다.특히 1889년의 

홍수로 唐家窩舖 부근에서 요하가 범람하자 이 지역의 민들은 서쪽에 있는 바

다까지 운하를 개착하여 강물을 바다로 흐르게 하 는데97)이 게 인공 으로 만

들어진 雙臺子河에 요하 河水의 60%가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요하 본류의 수량이 

크게 어들었으며 이는 요하수운에 큰 방해가 되었다.98)

이처럼 요하 설의 필요성이 차 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해 구의 상인들

은 光緖 32年(1906년)당시 奉天將軍이었던 趙爾巽에게 河道의 정리 사업을 요청

하 다.99)이에 趙爾巽은 農工商局에 濬河公司의 설립을 명하고 요하의 항운을 원

활하게 하기 한 책을 강구하게 하 다.農工商局은 요하상류에 외국의 사례를 

95) 奉天通志 卷162交通二 航運上 ｢營口沿革ㆍ形勢｣,p.3856.
96)河水에 포함된 沙土의 측정과 그 함유량에 해서는 西山一穗, 營口 ,中日文化協 ,

1928,pp.122-126참조.
97)西山一穗, 營口 ,中日文化協 ,1928,p.107;滿洲事情案內所 編, 滿洲事情案內所報告

(26)-遼河 ,1935,p.34;前督辦佟兆元 編纂,｢修濬遼河總報告書草稿｣, 華北水利月刊 

第3卷 第7期,1930,p.96참조.
98)특히 문제가 된 곳은 요하가 자하로 分流되는 지 인 唐家窩舖부터 三叉河까지의 

약 20여 哩 구간으로 이 지역은 河床狀態가 매우 불량하 을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을 지경이라 선박의 항행이 어려웠다.다만 三叉河 지 은 태자하 

 혼하가 요하와 合流하는 곳이라 로부터 그 수량이 풍부하 기 때문에 그 이후부

터 구까지는 선박의 항해가 용이하 다.西山一穗, 營口 ,中日文化協 ,1928,

p.107.
99)官에 의한 요하 설이 시작되기 이  이미 요하 유역의 주민들은 자발 으로 자 을 

마련하여 요하의 설을 시도한 바 있었다. 奉天通志 卷163交通三 航路下 ｢修濬工

程｣,p.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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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하여 運河를 開鑿하여 伊通河와 송화강을 연결함으로서 요하와 송화강ㆍ흑룡

강을 하나로 통하게 만드는 안  遼河를 몽고와 통하게 하고 渾河도 興京까지 도

달하도록 만드는 안 등을 제안하 다.그러나 그 계획이 무 방 하 기 때문에 

먼  雙台子河口에 閘門을 건설하여 요하가 정한 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 한 趙爾巽은 營口道臺에게 全河의 修濬을 명

하는 한편 농공상국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委員을 견하여 水深ㆍ地勢ㆍ流

速ㆍ含泥의 多寡 등을 조사하게 하 다.

좀 더 본격 인 요하 설 계획이 세워진 것은 1907년 徐世昌이 東三 總督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다.이 당시에도 구의 商務總 는 山海關道에게 구  천

의 상업을 진흥시키기 한 방책으로 요하의 설을 제시하면서 이를 시행해  

것을 요청하 다.100)이에 서세창은 요하 설사업의 필요성을 감하고 1908년 

국인 기술자 휴즈(W.R.Hughes)101)로 하여  요하를 측량하게 하는 한편 이

를 바탕으로 요하의 치수계획을 세우도록 하 다.102)휴즈는 通江口(=同江口)에서 

구에 이르는 구간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각 지역의 황을 조사하 다.그는 

조사보고에서 요하에 淺灘이 무려 162곳에 달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

한 뒤,그 에서도 우선 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할 곳으로 통강자와 철령,그리고 

近馬場103)인근 지역을 거론하 다.이들 지역은 요하 수운에 있어 요한 치를 

차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淺灘이 많아 수심이 낮고 分流와 合流가 빈번하며,

100) 申報 1907년 6月 1日(光緖 33年 4月 21日),｢山海關道爲營口商 稟請疏濬遼河展築

鐵路事詳直督文｣.
101)그는 서세창이 동삼성총독으로 있을 당시 고용한 국인 기술자로 요하 설공사 외에

도 葫蘆島 築港 공사에도 참여했던 바가 있다.요하 설공사는 요하 본류의 설  

자하 축제 공사가 포함된 요하상류공사와 구항 부근의 설과 鴨島 護岸 공사가 

포함된 요하하류공사로 二分되어 진행되었으나 그 공사 총책임자는 모두 휴즈가 맡고 

있었다.｢修濬遼河總報告書草稿(續)｣, 華北水利月刊 第3卷 第8期,1930,p.95
102)이하 서세창 시기의 요하 설계획에 해서는 徐世昌, 東三 政略 ,卷11實業 奉天

,｢ 濬河計劃｣ㆍ｢附工程司秀思詳査遼河情形說｣ㆍ｢附工程司秀思擬築水隄情形說｣ㆍ｢附

工程司秀思擬闢新河情形說｣,pp.6457-6471; 奉天通志 卷163交通三 航路下 ｢濬河計

劃 ㆍ｢修濬遼河始末記畧｣,pp.3887-3888참조.
103)近馬場은 新民屯 근교의 나루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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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곧게 흐르지 않고 구불구불한 지 이 계속되어 선박이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한 책으로 휴즈는 강바닥에 쌓인 토사를 내어 수심을 깊게 만

들고 강이 分流되는 지 을 막아 본류의 수량을 풍부히 하는 등의 공사가 필요할 

것이라 보았다.

그는  요하 하류의 자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하 치수에 있어서 가장 

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 다.본래 요하의 본류인 

구 쪽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강물의 반 이상이 자하로 흘러가 요하 본류의 

수량이 격히 어든 것이 문제의 발생원인인 바,휴즈는 이를 해결하기 해 ① 

자하구를 완 히 막는 방법,② 자하구에 水堤를 修築하는 방법,③ 

자하구를 修窄하는 방법,④ 자하구에 閘門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이

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에 해 한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 으로 두 번째 방법인 자하구에 水堤를 만드는 방법이 받아들여졌다.

이와는 별개로 新河 계획도 수립되었다.이는 통강자에서 구에 이르는 구간의 

요하 河道를 직선화하는 한편 통강자에서 상류로 3-400리를 더 연결하여 몽고 

부지방까지 요하를 이용한 수운이 가능하도록 만들지는 계획이었다.요하의 직선

화가 성공하면 종 보다 河道의 길이가 4분의 1로 어들게 되며 선박을 통해 하

류까지 가는 시간도 기왕의 11일에서 3일로 폭 약할 수 있게 된다.  장래 

몽고 지역의 발 가능성을 생각할 때 이 지역을 요하수운권 내로 포함시키는 것도 

요하수운의 발 에 득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이 공사에 필요한 경비는 총 176

萬 3470元이 들 것이라 상되었다.공사비를 마련하기 해 요하를 왕래하는 선

박들로부터 船捐을 거두어 충당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이는 항행일수가 어든 

만큼 船夫의 임 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하수운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되었다.104)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徐世昌이 동삼성총독으로 있었던 

104)구체 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매 선박에 船夫가 6명일 때 각 사람은 매일 임 을 최

소 1角5分을 받았다.왕래하는 시간이 하루가 어들면 임 도 9角을 일 수 있는데,

총 항행일수가 8일이 어드니 임 은 7元 2角을 약할 수 있으며 요하를 한 번 왕복

하면 총 14元 4角이 된다.1년동안 요하를 왕래하는 선박을 1만 5천척으로 잡았을 때 

선박 한척 당 내는 船捐을 11元으로 계산하면 16萬 5千元이 된다.따라서 船捐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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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내에 실화되지는 못하 다.105)

서세창의 뒤를 이어서 동삼성총독으로 부임한 錫良도 요하 설문제의 시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1910년 8월 錫良은 요하 설공사를 시행하기 한 경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 상주를 올렸다.이 상주에서 그는 요하 설

공사의 총 필요 액 약 70萬元을 조달하기 해 海關 수입에서 매년 4萬 9千兩을,

鈔關 수입에서 매년 1萬 3-4千兩을 빼내어 충당하며 해  수입 은 하류의 설

에 사용하고  수입 은 상류 설에 사용  하자고 청하 다.  부족한 경비

에 해서는 본래 雙臺子河 제방 건설 비용 마련을 해 징수되었던 船捐을 반년 

더 연장하는 한편,청 조정  천성에 掘泥船 구입  상류공사 開辦費 명목으

로 20萬兩을 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다.이 상주를 통해 볼 때 당시 요하의 

치수문제를 다룸에 있어 河口 지역의 항만시설  護岸시설을 보완하는 공사와 요

하 本流의 설  築堤 공사를 각각 하류공사와 상류공사로 나 어 진행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하류공사는 체로 구에 사 을 둔 국 등 외국의 무역활

동과 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행 범 나 방법 등에 해 사단의 의견을 시

하 던 것으로 보인다.106)그러나 이 시기의 설공사 역시 이후 청조가 무 지고 

동안 징수한다면 공사비 약 170여 萬元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徐世昌, 東

三 政略 ,卷11實業 奉天 ,｢附工程司秀思擬闢新河情形說｣,pp.6469-6471;遼河 船

捐은 光緖 34年(1908년)에 처음 제정되어 항행거리의 遠近에 따라 매 선박마다 징수되

었다.즉,通江口(同江口)에서 營口까지 항행한 선박의 船捐은 洋1元 2角으로 책정되었

으며, 구에 가까워질수록 洋1角씩 액수를 감해주었다.錦新營口道(본래 명칭은 奉錦

山海關道 으나 宣統 元年 개칭)周長齡은 船捐의 징수가 利源을 보호하고 航業을 유

지하기 한 것임을 曉諭하는 등 船戶의 船捐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해 힘

썼다 (民國  奉天通志 卷 163,交通三 航路下 ｢遼河船捐｣,p.3885).
105)한편 이 당시 조이손  서세창의 각종 요하 치수 정책이 실제로는 거의 시행되지 않

았거나 극 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 흥미롭다 (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

課, 遼河水運 ,1911,p.58).이 기록에 따르면 서 32년 공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당시 자하구에 작은 설선 한척을 정박시켜 놓은 것을 목격한 것 외에 여타 공사

에 해서는 하등의 보여지는 것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이처럼 요하의 설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해 본서의 필자는 청 정부의 방침이 요하의 설보다는 連山灣의 

築港(葫蘆島港을 말함)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과 공사 경비의 부족을 그 원인으

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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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민국이 수립되는 정치  혼란과 맞물려 별다른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107)

요하의 설이 본격 으로 시행된 것은 民國 이후의 일로,1914년 遼河工程局이 

설치되면서부터 다시  요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요하공정

국 원회는 遼瀋道尹  關稅長,각국 사,상업회의소 표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그 회장은 해당 道尹이 맡았다.공사는 상류와 하류로 나 어 시행하 는데 하류

의 하구  항만에 한 공사는 국인 技師長을 임명하여 처리하 으며 상류는 

일본인 技師長에게 맡겨 실행하 다.요하 하류에 한 설공사는 구항을 이용

하는 각국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 기 때문에 공사비의 마련과 공사의 시행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 다.그러나 요하 상류의 설공사는 자하 

문제가 각 지역민 간의 이해 계 다툼으로 번지면서 난항에 빠지게 된다.108)

요하수운의 쇠락을 막기 한 자구책  하나로 요하의 설계획이 세워졌던 것

과는 별개로, 구  요하연안의 상인들은 요하수운업계에 자리 잡은 폐를 뿌

리 뽑음으로써 요하수운에 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 다.이러한 움직임은 

光緖 32年(1906년)이래 동북지역에 창설되기 시작한 商 에 의해 조직 으로 이

행되었다.본래 奉天 에는 직 ㆍ산동ㆍ산서ㆍ길림 등 각 지역별로 구성된 帮이

나 錢行ㆍ糧棧ㆍ絲房 등 업종별로 조직된 行이 존재하고 있었다.그러던 것이 光

緖 32年(1906)奉天將軍 趙爾巽이 商務局의 설립을 奏請하고 각지에 商 를 설립

할 것을 명한 이후 속속 奉天ㆍ營口ㆍ安東에 商務總 가 세워지고 38곳에 分 가,

16곳에 分所가 만들어지는 등 신속한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109)이들 상회는 

내부 규약을 제정하여 상인들의 공정한 거래를 장려하고 불공정 행 를 단속하

으며,상황이 심각할 시에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기도 하 다.아울러 산하의 

106)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p.58-60.
107)滿洲事情案內所 編, 滿洲事情案內所報告(26)-遼河 ,p.34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지

하고 있다.
108) 자하를 둘러싼 각 지역간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 해서는 이어지는 Ⅲ장 1 에서 

좀 더 서술하도록 하겠다.
109)徐世昌, 東三 政略 卷11實業 奉天  ｢ 商 成立｣,pp.6449-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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粮棧 조직이나 船戶 조직을 리하고 이들이 나름의 규약을 만들도록 하 으며 자

체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시에는 상회에서 나서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

다.

당시 요하수운업계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존재하 으나 그 에서도 가장 큰 

폐로 거론되던 것은 바로 船戶에 의한 ‘水濕大豆’문제 다.일반 으로 상류에서 

두를 싣고 이를 구까지 운반할 때에 도착지에서 두의 石數를 계량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船戶의 책임이었다.이때 종 에 의뢰받은 양보다 실제로 

운반한 화물의 양이 많을 경우 그 여분은 船戶가 착복하곤 하 다.그러나 보통 

船戶들은 大豆를 운반하는 와 에 이를 食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으며 운반과정

에서의 실수나 사고로 그 수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그럴 경우 船戶는 

두에 물을 뿌리거나 셔 무게를 늘림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 다. 한 

일부러 撒水를 하지 않더라도 水運의 특성 상 운반  大豆가 물에 젖는 경우는 

상당히 자주 발생하 다.110)

두의 해외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요하수운을 통해 운반된 두는 하구

에 치한 油房에 매매되어 착유에 사용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완 히 건조된 

두보다는 당히 습기를 품은 쪽이 착유에 좀 더 용이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습 두’의 폐단이 당시의 두무역에 치명 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의 해외수출이 성황을 이루고 이들 두가 선박에 실려 장기간에 걸쳐 

운송되기 시작하자 ‘수습 두’문제는 차 심각한 폐단으로 인식되기 이르 다.

즉 자신이 매입한 두가 ‘水濕大豆’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하 던 貿易商들이 이를 

몇 달이 족히 걸리는 海運으로 외국까지 운반할 경우 선창 내에서 두가 쉽게 부

패하여 극심한 경제  피해를 입히곤 했던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요하 수운  

營口 商界에 한 상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결과 으로 구와 요하수운을 

이용하는 이들의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 다.

이에 營口商務 는 宣統 元年(1909년)‘水濕大豆取締規則’  ‘河載大豆買入規

則’111)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水濕 大豆’의 폐단을 근 하고자 

110)外務 報告課,｢遼河水運事情｣, 通商彙纂 第42號,1909,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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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 다.‘水濕大豆取締規則’에 따르면 구항에서 ‘水濕大豆’의 문제가 이미 오

래되었으며 이것이 상업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고 논한 뒤 道臺가 차에 걸쳐 이

를 지하고 商 도 단속에 힘썼지만 여 히 船戶의 撒水가 계속되었다고 하고 있

다. 한 만약 이와 같은 推移가 계속된다면 夏季 두 거래의 盛時를 맞이하여 

汽船은 구에 도달하지 않고 모두 련으로 향할 것이며 이는 구의 상업에 큰 

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 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水濕大豆’를 막기 

한 순찰을 강화하고 발된 이는 商 에 인도하여 상당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다.

‘河載大豆買入規則’에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한 구체 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

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水濕大豆’임을 알고서도 가격이 렴

하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하거나 원래 건조 두를 매입하 어도 뭍으로 옮길 때에 

물에 젖어 버린 것을 가격이 싸다고 하여 매입한다면 매매 양자는 물론 船戶까지 

처벌하도록 하 다.  건조된 두를 매입하고 수운으로 운반하여 뭍으로 옮긴 

뒤 량  품질을 검사할 때 買主가 입회하지 않았다가 나 에 ‘水濕大豆’인 것을 

발견하 을 시에는 買主도 처벌하여 스스로의 실책을 경계하도록 하며 船戶 역시 

처벌하 다.반면 두의 검사 시 買主가 ‘水濕大豆’의 존재를 발견하고 거래를 

지하 을 때에는 그를 처벌하지 않으며 이를 즉시 상회에 보고하도록 하 다.만

약 거래하는 두  일부가 ‘水濕’된 것을 발견하면 ‘水濕大豆’를 제외한 건조두를 

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 다.마지막으로 船戶가 고의로 살수하여 상업을 방

해하고 규칙을 반하 음에도 처벌에 항의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상회는 船戶 등

을 官署로 보내어 처벌을 청할 수 있었다.

요하 연변의 船店ㆍ粮棧들도 자체 인 규칙을 정하여 客商에 한 지나친 호객

행 나 거래액을 속이는 행  등을 하고 이를 어긴 자는 엄한 처벌을 받도록 규

111)이 문건은 본래 宣統2年 9月 20日에 간행된  營口商務彙要 에 실린 것으로 그 일본어 

번역문이 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에서 편찬한  遼河水運 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때문에 원문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 의를 

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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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등 공정한 상행 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하 다.  牛ㆍ槽船을 운행하는 항

운업자들도 章程을 만들어 요하 설공사에 극 력할 것임과 화물의 密賣ㆍ撒水 

등을 엄 할 것,항행  물에 빠지거나 도 을 만나는 등의 험에 처했을 때에

는 동업자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할 것 등의 규칙을 제정하 다.112)

112)南滿洲鐵道株式 社調査課, 遼河水運 ,1911,pp.53-55; 한 항운업자들의 동업조직

으로 船 도 존재하고 있었다. 체로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업을 하 던 이들은 

상존하고 있던 재난  사고를 한 번 맞이하면 그 로 산하고 말 만큼 태로운 경

상태에 있었다.때문에 이들은 각 출신지에 따라 船 를 조직하여 이익의 일정부분

을 費로 납부하 으며 그 자 은 회원의 상호구제에 사용되었다. 奉天通志 卷163,

交通三 航路下 ｢船 ｣,p.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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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遼河水運  러싼 利害關係  충돌

  

1. 雙臺子河 와 營口-盤山縣 간 갈등

요하수운의 쇠락을 막기 해 행해진 여러 가지 시도들은 사실 요하수운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구  요하 연변의 상인들을 표로 하는 집단을 한 것

이었다. 한 요하를 왕래하는 선박으로 하여  각종 세 을 거두었던 지방정부와 

牛莊海關으로 표되는 외국 열강의 이익을 변하기도 하 다.그러나 이들 집단

의 이익추구는 종종 이와는 다른 이해 계를 가진 집단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

다.본 장에서는 그 표 인 로 자하 문제를 둘러싼 營口-盤山縣 간의 

갈등과 철도 부설 문제를 두고 벌어진 鐵嶺-開原 간의 다툼에 해 살펴보려고 

한다.

에서도 이미 언 하 듯이 자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하 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수 인 요소로 생각되었다.그러나 자하 문제를 둘러싸고 

구 상인과 자하 유역에 치한 盤山縣民 사이의 이해 계가 충돌하게 되자 요

하 설공사는 그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113) 구와 반산  간의 지역갈등

은 이미 서 말엽부터 그 단 를 보 다.즉,光緖 33年(1907년)한 구 상인이 

자하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그 해결을 해 冷家口(요하 본류가 자하

로 분류되는 지 )에 築堤를 할 것을 청하자 盤山縣의 紳民들은 이에 반 하는 의

견을 縣廳에 달하 던 것이다.盤山縣民이 자하 築堤 공사를 반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자하를 가로막는 둑이 설치된다면 홍수가 났을 때 河水가 역류하여 요

113)이 문제에 해서는 西山一穗, 營口 ,中日文化協 ,1928;前督辦佟兆元 編纂,｢修濬

遼河總報告書草稿｣, 華北水利月刊 第3卷 第7期,1930,p.97;｢ 修濬遼河建議緣起｣,

 河務季報 第2期ㆍ第3期,1920을 주로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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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인근 지역이 수해를 입게 된다.

② 제방이 설치되면 자하를 항행하던 선박은 더 이상 왕래할 수 없게 된

다.

③ 자하의 수량이 어들면 해당 지역의 給水源이 사라지며 인근 灌漑施

設에도 향을 주게 된다.114)

盤山縣民들은 자하로 인해 백여 리에 달하는 농지와 수만 家에 이르는 주민

이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니, 구의 상업  이익을 도모하기 해 민생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 한 요하의 설  築堤 공사가 행

해지지 못하여 구가 혹 쇠락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하의 수운으로 인해 盤山

이 ‘ 의 구’와 같은 지 에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말하기도 하

다.115)

이에 당시 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휴즈는 河水가 일정 수량 이상일 때 제방

을 넘어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된 이른바 ‘滾水石壩’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 다.奉

天 署에서도 각 지방 에게 명을 내려 제방의 설치가 결코 자하를 완 히 막

는 것은 아니며 水閘을 설치하여 수시로 開閉할 것임을 지방민들에게 명확히 알리

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설득하고자 하 다.116)그러나 盤山縣民들의 반 는 여 하

다.즉 이들은 일정 水位 이상이 되면 자하로도 강물이 흘러들어온다고 하

지만 그 지 않은 시기에는 여 히 자하 인근의 농토  거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주장하 다.

營口道臺와 盤山縣廳의 계속된 회유로 마침내 1910년 제방공사가 시작되기에 이

르 으나 이듬해인 1911년 여름 제방 공사가 반 이상 진행되었을 당시 홍수로 인

한 요하의 범람으로 수해가 발생하자 다시  자하 제방 공사에 한 반  여

론이 들끓게 되었다.수해를 입게 된 원인이 바로 자하의 제방 공사 때문이라

114)西山一穗, 營口 ,中日文化協 ,1928,p.108.
115)｢ 修濬遼河建議緣起｣, 河務季報 第2期,1920,pp.141-143.
116)｢ 修濬遼河建議緣起｣, 河務季報 第2期,1920,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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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1912년 10월에는 기야 반산 민 楊小亭 등 수

천 명이 모여 제방을 훼손하고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117)지방민의 반

를 더 이상 무마할 수도 없고 지방 헌의 태도도 극 이지 못한 상황에서 휴

즈는 마침내 공사의 진행을 포기하게 되었다.제방 건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휴즈는 요하 본류의 수량이 어드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나마 해결하기 해 매

년 唐家窩舖(요하와 雙臺子河가 나뉘는 지 )에서 삼차하에 이르는 약 24마일의 

구간에 浚渫 작업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118)

이후 民國 8年(1919년)휴즈가 병사한 이래 한동안 요하 상류 공사는 답보상태

에 빠져 있었다.휴즈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일본 사 과 국 사 은 각기 자

국인을 遼河工程司로 빙해  것을 요구하 다.이에 국 정부는 상류공사는 일

본인 기술자가 담당하고 하류공사는 국인 기술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타 안을 

제시한 뒤 각 工程司의 빙은 해당국 사에게 일임하기로 하 다.이에 국은 

천진 海河工程司 던 포셋(P.N.Fawcett)을 추천하 으며 일본은 內務  技師

던 荒井釣吉을 추천하 다.다만 荒井釣吉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철도사

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北海道廳 技師 출신으로 北海道 石狩川 治水 계획을 

담당하 던 岡崎文吉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다.119)

1920년 岡崎文吉이 부임하자 요하공정국 원회는 그에게 자하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새로운 방책을 제시해  것을 요구하 다.이에 岡崎文吉은 몇 가지 

시안을 제시하 으며 요하공정국은 그가 내놓은 방안  하나를 택하여 실행할 것

을 결의하 다.이때 선택된 방법이 바로 기존에 자하 입구 지 에 만들려던 

제방 신 그보다 좀 더 하류에 치한 二道橋子에 水門을 건설하고 이 지 부터 

117)前督辦佟兆元 編纂,｢修濬遼河總報告書草稿｣, 華北水利月刊 第3卷 第7期,1930,p.97;

｢ 修濬遼河建議緣起｣, 河務季報 第3期,1920,pp.115-116.
118)西山一穗, 營口 ,中日文化協 ,1928,pp.107-108.
119)前督辦佟兆元 編纂,｢修濬遼河總報告書草稿(續)｣, 華北水利月刊 第3卷 第8期,1930,

p.95;“NEWCHWANG TRADE REPORT”,RETURNS OF TRADE,1919.

PARTⅡ.p.187( 海關史料 第84冊,p.315);岡崎文吉에 해서는 淺田英祺 編, 岡

崎文吉年譜 ,北海道開發局石狩川開發建設部,199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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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 본류의 심자까지 새로 운하를 개착하여 新水道를 만드는 계획이었다.二道

橋子의 수문은 평상시에는 닫아두어 新水道로 河水가 흘러가도록 하고,홍수 험

이 있을 때에는 수문을 개방하여 수해를 방지하고자 하 다. 한 水門의 측면에

는 별도로 閘門을 설치하여 종래 자하를 왕래하던 선박들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하 다.120)즉 岡崎文吉의 계획은 휴즈의 案보다 

자하 이용에 불편이 덜하면서도 요하의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 한 

것이었다.

이후 水門과 運河가 만들어질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는 한편,121)1922년에는 공

사지역에 측량원을 견하여 실측을 시작하 다.그러나 측량이 시작된 이후 역시 

지역민들은 이 공사에 해 반  의견을 표하며 측량을 방해하고 기야 무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 다.이후 岡崎文吉은 道尹에게 측량원의 보호를 요청하고 여러 

차례 다시 해당 지역에 측량원을 견하 으나 잇따른 반 에 부딪  공사는 제

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결국 岡崎文吉은 기존의 이상 인 운하노선을 

포기하고 우회노선의 수정안을 내놓았으며 道尹의 재를 거쳐 마침내 지방민을 

납득시키는 데에 성공하게 되었다.그리하여 1928년이 되어서야 이도교자- 심자 

간 운하  수문의 설치가 완료되었다.122)

이는 그동안 계획의 수립 는 그 시도의 수 에만 그치던 요하 설사업에 있어 

드디어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을 보여주었다는 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이 공사

의 효과에 해 岡崎文吉이 스스로 평가한 것에 따르면,공사 이후 그간 자하

로 흘러가던 많은 양의 河水를 요하 본류로 보낼 수 있었으며 요하수운의 항로 

한 약 7.5마일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한 홍수로 인한 요하 범람 

방지,排水  灌漑에서의 편리 등도 이 으로 꼽았다.123)

120) 南滿洲鐵道株式 社 庶務部調査課 編, 北米に於ける灌漑事業 - 附 滿洲の灌漑 ,

1929,pp.78-80.
121)海城縣과 盤山縣 지역이 이에 해당되었다.
122)西山一穗, 營口 ,中日文化協 ,1928,pp.108-111.岡崎文吉에 의해 진행된 공사에 

해서는 본고 말미에 수록된 <지도-2>참조.
123)西山一穗, 營口 ,中日文化協 ,1928,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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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하의 수량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서 구까지 이르는 항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 을 얼마나 효과 으로 달성했는지를 기 으로 이 공사

를 평가한다면 미흡한 도 없지 않다.실제로 1935년의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二道橋子의 운하에 해 부정 인 평가를 내리면서 그것이 요하본류의 수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 다고 하고 있다.124)사실 가장 

효과 으로 요하의 수량을 유지하기 해서는 휴즈의 계획과 같이 요하와 자

하 分流 지 에 제방을 설치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자하 인근 지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해 선택한 충안은 휴즈의 계획에 비해 요하 본류의 수량을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 비효율 이었으며 별도의 운하 개착 역시 상당한 공사 비용

증가를 래했기 때문이다.

124)滿洲事情案內所 編, 滿洲事情案內所報告(26)-遼河 ,1935,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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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鐵嶺과 開原  철도부  경쟁

요하수운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발생한  다른 로 요하 상류지역에 치한 

철령과 개원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철령은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요하 상류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집산되던 표 인 지역으로 요하수운의 발 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 다.반면 철령 인근에 치한 개원은 요하수운의 향권 하에 있기

는 하 지만 만철의 부설 이후 철도의 향을 크게 받으며 장춘ㆍ공주령 등과 더

불어 만철 연선의 주요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다.이른 바 철령과 개원은 요하수

운과 만철이라는 각기 상이한 방식의 화물 운송 체제 하에서 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해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계 다.이러한 두 지역의 계는 光緖 34

年(1908년)이래 海龍ㆍ西豊ㆍ東豊 일 의 철도 부설을 두고 벌어진 갈등에서 보

다 극명하게 드러난다.125)

길림성과 천성 경계지역에 치한 海龍ㆍ西豊ㆍ東豊 일 는 당시 동북지역의 

요한 곡물 산지 으나 요하수운의 향권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도 부

설되지 않아 상품의 운송이 수월하지 않은 상태 다.때문에 이들 지역과 농산물 

집산지를 철도로 연결하자는 제의가 지속 으로 나오곤 하 다.이 철도의 기 을 

어디로 정하느냐하는 문제는 이후 동북지역에서 계속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질 만큼 요한 사안이었다.

이 지역에 한 철도부설 논의가 가장 먼  시작된 것은 바로 光緖 34年의 일

로 遼陽縣의 張春台와 北京의 倫昌 등이 西豊ㆍ東平(東豊)ㆍ海龍과 開原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자고 제의하면서부터 다.이 소식이 철령에도 해지자 鐵嶺商務

는 곧 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한 책을 마련하고자 하 다.이 자리에서 상무회

의 總理인 彭錫庚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 다.

125)이하 철도부설을 둘러싼 철령-개원 간 다툼에 해서는 民國  鐵嶺縣志 卷2地理 ｢

交通之形勢｣; 申報 1912년 5월 28일,｢創修鐵豊輕便鐵路之大 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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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령은 양곡이 취합되는 지역으로 이제까지 동북 각 城鎭이 의지하던 出産

地이며 매년 비축되는 양식이 일백여 만석입니다. 이 되어 (강의)얼음이 녹

으면 요하를 따라 牛船이 (곡식을)싣고 구까지 운반하여 매하니 무릇  

성의 商務는 營口가 그 요충지요,華商의 運權은 요하가 그 命脈이라 할 것입

니다......오늘날 철로가 만약 개원을 기 으로 한다면 하운이 큰 방해를 받을 

것이니,상업(의 이익)이 박탈됨이 심할 뿐 아니라 국가에 세 을 내는 것도 

큰 향을 받을 것입니다.利害를 분명하게 설명하여 (이 사안에 해)조사한 

뒤 지해  것을 청할 것이며,그 지 않으면 이 철로를 철령에서 출발하도

록 하여 開海鐵路를 鐵海鐵路로 바꾸어  것을 청함으로서 商務를 유지하고 

運權을 보호토록 할 것입니다.126)

  

이들의 주장은 동삼성총독에게도 해졌으며 결국 철로의 부설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한편 宣統 2年(1910년)  이번에는 철령을 기 으로 하는 鐵海鐵路를 부

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다시  철령과 개원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다.開海

鐵路나 鐵海鐵路를 부설하는 문제는 요하수운에 큰 향을 미치기에 천성 정부

는 이를 신 히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결국 같은 해 5월 우선 철령과 해룡 사이

에 輕便鐵道를 건설하여 이 지역에서 運粮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자는 奉天  勸

業道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그러나 이에 불복한 개원의 紳商들은 宣統 3年  다

시 천성 정부에 開海鐵路를 수축해달라는 청을 하 으며,鐵嶺의 農ㆍ工ㆍ自治

ㆍ敎育  의 紳商들 역시 요하수운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향을 역설하며 철

도의 기 을 철령으로 해달하고 요구하 다.철령과 개원 간의 다툼이 격해지자 

당시 동삼성총독이었던 錫良은 이 사안을 交涉司와 勸業道가 함께 논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지역의 紳商들이 더 이상 쟁론을 지속하며 문제를 일으키

는 것을 지하 다.

그러나 이 이후로도 철령과 개원의 갈등은 지속되었다.民國 元年 개원의 상인

들이 이번에는 개원과 서풍을 잇는 철로(즉 開豊鐵路)를 부설하자는 논의를 일으

키자 개원과 철령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게 된 것이다.이 다툼을 재하기 해 

臨時 議 는 개원에서 통강구까지 이르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서 철도와 하운이 이

어지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 으나 이는 오히려 요하 하류의 각 城鎭의 상회 

126)民國  鐵嶺縣志 卷2地理 ｢交通之形勢｣,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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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까지 극렬히 반 하고 나서는 결과를 래하 다.요하 沿河 일 의 新民ㆍ牛

莊ㆍ田庄臺ㆍ營口 각 城鎭의 표들은 성의회의 의견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이 철로127)가 개원까지 이르면 비록 항운이 단될 것이라 말하나 그 잃는 

것은 동북 각 城鎭에 불과할 것입니다.(그러나)통강구는 철령의 서쪽에 있으

니 橫貫하여 (철로가)통과하게 되면 그 폐해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통강은 요하 상류에 있어 일년  수량이 은 날

이 십 팔구이니128)항운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요하 서안의 각 

성 즉 遼原,法庫,康平,洮南 일 의 곡식들이 수없이 (철도로)흡수되어 항운

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沿河의 각 성진은 모두 廢地가 될 것이니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129)

이처럼 몇 년에 걸친 철령과 개원의 다툼은 결국 奉天都督 趙爾巽이 기존에 제

안되었던 開海ㆍ鐵海ㆍ開豊ㆍ鐵豊 각 철로 부설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신 

천을 기 으로 해룡까지 이르는 철도를 건설한 뒤 이를 경 철도와 속시키라고 

명하면서 일단락되었다.

1906년부터 1912년에 이르기까지 약 7여 년 간 지속된 철령과 개원 상인 간의 

利權 다툼을 통해 당시 철령의 商界에 있어 요하수운이 얼마나 요하 으며 이를 

지키기 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 는지 확인할 수 있다.철령의 商 를 심

으로 이들이 벌인 철도 부설 지 활동은 지방정부가 쉽사리 새로운 철도를 부설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하 으며 당분간이나마 요하수운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하 다.그러나 철령과 개원의 지나친 이익 다툼과 그 갈등을 합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의 부재는 결국 철령과 개원 두 지역 모두 어떠한 목  

127)開豊(開原-西豊)鐵路를 말한다.
128)이 시기에 이르면 요하 河床에 沙土가 되고 沙洲가 곳곳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설작업은 그 계획만 차에 걸쳐 세워질 뿐 진행은 더디어 요하항운이 부진하게 되

는 주요 원인  하나가 되었다.때문에 특히 요하 상류지역의 경우 선박의 왕래가 매

우 불편하 다.
129)民國  鐵嶺縣志 卷2地理 ｢交通之形勢｣,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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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천을 기 으로 하는 철도가 건설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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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말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하수운의 발 과 쇠락의 역사는 동북지역의 격

했던 사회변화와 깊은 련이 있었다. 국을 심으로 하는 서구 열강의 국에 

한 무역확  요구는 동북지역에까지 그 향을 미쳐 천진조약 이후 營口에 동북

지역 최 의 개항장이 설치되었다. 한 러시아의 동북지역에 한 진출과 關內 

漢人의 지속 인 流入은 청조가 그간 지탱해왔던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그리하여 동북지방의 주요 농경지는 본래 柳條邊 이내의 천지역

에 집 되어 있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동몽고ㆍ길림ㆍ흑룡강 등 동북의 내륙지역

까지 확 되기에 이르 다.주요 농산물 생산지의 변화는 운송로에도 향을 미쳤

으며 이는 요하 상류에 각기 부두가 설치되고 이들 지역이 새로운 집산지로 발

할 수 있도록 하 다.요하 상류 부두의 잇따른 설치와 요하 하구에 치한 구

의 무역항으로의 발 은 요하수운의 상류와 하류에 각기 새로운 상업 거 을 탄생

시킴으로써 요하가 동북지역의 상품이 운송되는 動脈으로써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

하는 요한 요인이 되었다.

요하 연안의 각 도시  나루터에 존재하고 있던 船店이나 經 房  船戶 등은  

요하수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 으며,이들의 활동을 

통해 요하수운은 청 말 이래 한동안 성기를 리게 되었다.이러한 요하수운의 

발 은 러시아에 의한 東淸鐵道의 건설과 련의 축항계획이 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이러한 변화가 구  요하수운의 번 을 빼앗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낙 인 망을 가능하게 하 다.그러나 러일 쟁 이후 일본이 만철과 련의 

경 을 시작하게 되면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 다.만철은 요하수운의 세력을 

빼앗기 해 철도의 보수  련항의 시설 확충에 힘쓰는 한편, 련으로 두 

등의 특정 화물을 운반할 시 운임을 폭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 다. 한 교역소

를 설치하여 일본과 만철을 심으로 하는 새로운 두 거래 방식을 만들었다.일

본정부  만철의 일 인 정책,즉 련과 만철의 발 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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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의 시행은 때로는 구나 조선의 일본 상인에게 경제 인 피해를 입  

이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 지만 이러한 반발이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는 

못하 다.이러한 일 인 정책의 시행과 극 인 투자는 곧 련의 속한 발

을 가져왔다.

만철의 경 략으로 인한 련의 성장과 만철 주요역으로의 두 물량 유입이 

차 실화되자 요하수운업계는 기감에 빠지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

기 해 가장 먼  행동에 나선 것은 商 를 심으로 한 상인 계층이었다.이들

은 지방정부에 요하수운을 보호하기 한 방책으로 요하의 설을 가장 우선 으

로 요구하 으며 곧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그러나 공

사의 진행은 재정 인 문제로 자주 난항에 부딪치곤 하 다.한편 商  조직은 官

에 요하 설 요구를 지속 으로 하 던 것과는 별개로 ‘水濕大豆’문제 등 자신들

의 폐를 해결하기 해 자체 인 노력을 하기도 하 다.

하지만 요하수운의 쇠락을 막기 한 요하수운업자  상인들의 노력은 이들과 

이해 계가 상이한 집단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 다.雙臺子河口에 제방을 설

치하는 것을 두고 雙臺子河 인근의 주민과 구 상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

나,철도의 부설을 둘러싸고 철령과 개원의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 그 

표 인 이다.이러한 사회갈등을 시에 히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되면서 요하수운의 쇠락을 막고자 했던 여러 시도들은 결국 지연되거나 무산

되고 말았다.

만철과 련이 1910년 반 이후 지속 인 성장을 거듭하여 동북지방의 새로운 

무역 거 이 되었던 것에 비해 요하수운과 구는 1890년  이래 보여주었던 성

장을 멈추고 상을 유지하는 정도에만 머무르게 되자, 국 정부는 동북지역에서 

구를 체할만한 새로운 海港을 건설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

로 葫蘆島 축항 계획이다.북경과 천을 잇는 京奉鐵道에 연결된 호로도항의 건

설은 동북지방에서 경제 인 패권을 장악해나가던 만철에 응하기 한 것이었

다. 한 국정부는 경 철도와 동북지역 북서부의 각 거  도시를 연결시키는 

철로를 계속 건설해 나감으로써 국의 여타 지방과 동북지역을 경제 으로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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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연결시키고자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만주’에 한 이권을 국에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일본의 불안감을 키웠고 기야는 ‘滿洲事變’이 발발하게 되는 배경  하나가 되

었다.사변 이후 동북지역은 일본에 의해 군사 으로 령되고 ‘만주국’이 세워지

게 되면서 그간 동북지역을 두고 벌어진 -일간의 세력 다툼은 일단락되기에 이

르 다.130)만주사변의 발발과 만주국의 건국 이후 동북지방은 결국 국으로부터 

완 히 분리되었으며 일본과의 경제  의존 계는 더욱 강고해졌다.131)

130)서세창에 의해 호로도 축항계획이 세워진 이후 그 첫 단계로 京奉鐵道에 이어지는 호

로도지선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10년의 일이다.滿史  編, 滿洲開發四十年史 上卷,

滿州開發四十年史刊行 ,1964,p.192.
131) 통 으로 關內와의 교역 계가 하 던 구는 ‘만주국’시기 이후 對關內貿易이 

축소되기 시작하 다.｢營口貿易年報(昭和10年)｣, 海外經濟事情 5號,1937;塚瀨進,

 中國近代東北經濟史硏究-鐵道敷設と中國東北の變化- ,東方書店,1993,p.90 재인용

(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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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도-1>遼河 沿岸 주요 정박지  인근 鐵道 路線

         처 : 滿洲事情案內所 編,  遼河-滿洲事情案內所報告(26) ,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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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2>雙臺子河 水門 설치 공사  二道橋-夾心子間 

運河 계획 圖面

출처 :南滿洲鐵道株式 社 庶務部調査課 編, 北米に於ける灌漑事業 -附 滿洲

の灌漑 ,1929,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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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 콩 콩깻묵 콩기름 총 수출액
大豆三品이
차지하는
비

일본으로
의 수출액

1864 877,044 542,509 79,284 1,710,398 87.63% ㆍ

1866 845,396 666,418 18,394 1,919,930 79.70% ㆍ

1867 1,079,895 941,127 92,647 2,404,584 87.90% ㆍ

1868 767,595 411,125 55,807 1,591,619 77.56% ㆍ

1869 1,319,893 615,221 111,383 2,240,439 91.34% 155,454

1870 973,742 559,563 530,754 2,259,249 91.36% 786,321

1871 936,863 278,490 51,072 1,452,309 87.20% 149,006

1872 1,151,359 433,799 154,582 2,000,502 86.97% 160,038

1873 832,428 357,774 63,976 1,582,464 79.25% 27,445

1874 843,937 471,970 58,530 1,753,543 78.38% 11,639

1875 1,506,649 681,431 27,025 2,687,680 82.42% 39,825

1876 1,513,647 557,909 18,447 2,639,324 79.19% 26,861

1877 1,657,499 712,067 19,367 3,130,449 76.31% ㆍ

1878 1,961,489 1,536,798 12,697 4,387,116 80.03% 30,733

1879 1,744,143 1,366,098 41,846 3,654,737 86.25% 137,893

1880 1,749,384 900,475 69,524 3,353,371 81.09% 158,198

1881 1,822,062 923,377 56,883 3,552,063 78.89% 17,172

1882 1,803,827 1,099,930 57,525 3,625,918 81.67% 59,588

1883 2,016,535 1,175,300 50,092 3,913,476 82.84% 46,713

1884 1,865,236 1,345,955 70,712 4,123,084 79.60% 11,625

1885 2,317,228 1,227,596 32,023 4,574,471 78.19% 26,734

1886 1,937,260 1,196,077 2,988 4,526,595 69.29% 117

1887 2,379,579 1,617,921 10,044 5,477,298 73.17% 48,564

1888 2,822,532 1,495,014 40,414 5,686,007 76.64% 34,195

1889 2,065,673 1,686,814 234,737 5,567,569 71.62% 98,007

1890 2,787,762 2,137,100 145,244 7,197,816 70.44% 179,090

1891 3,763,934 2,277,459 321,895 8,069,746 78.85% 460,354

1892 3,936,288 2,160,032 399,784 9,065,658 71.66% 1,172,027

1893 4,392,648 2,327,215 345,365 9,310,424 75.89% 1,731,601

1894 3,991,883 2,399,112 285,301 8,532,443 78.25% 1,129,326

<표-1>開港 이후 牛莊海關에서의 大豆三品 수출액  

일본으로의 수출액 (단 :海關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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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3,652,235 786,124 140,779 5,605,086 81.70% 942,051

1896 5,808,978 3,211,892 434,494 11,277,287 83.84% 3,087,234

1897 6,637,370 4,243,176 492,515 13,808,612 82.36% 5,074,624

1898 8,404,370 5,828,715 648,312 17,448,280 85.29% 6,630,828

1899 9,100,439 6,711,364 1,000,193 20,615,751 81.55% 8,089,920

1900 4,406,428 3,947,992 1,288,729 11,469,557 84.08% 3,388,072

1901 7,649,186 7,017,028 1,422,632 18,742,220 85.84% 6,561,600

1902 6,556,706 6,445,808 1,321,374 17,573,609 81.51% 7,994,801

1903 6,852,592 7,057,718 725,352 19,981,589 73.25% 9,371,861

1904 4,461,049 3,726,485 563,990 12,159,486 71.97% 1,0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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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 구 총수출액 련 총수출액 구 총무역액 련 총무역액

1907 15,711,583 3,231,145 32,294,663 13,837,739

1908 19,609,231 12,411,535 41,199,027 32,258,461

1909 26,082,358 26,744,359 55,018,080 43,562,814

1910 25,325,964 28,367,974 53,012,200 50,940,242

1911 26,722,737 33,730,976 58,082,531 62,062,096

1912 22,776,065 28,885,944 50,385,326 60,524,303

1913 24,480,087 39,047,743 50,064,454 72,346,891

1914 16,217,549 45,105,807 37,395,530 78,717,791

1915 20,393,833 48,885,640 40,395,539 83,834,162

1916 14,097,490 54,708,247 31,479,156 99,776,790

1917 10,813,877 63,187,210 28,829,499 135,945,180

1918 9,550,996 86,012,733 29,988,161 165,824,207

1919 18,225,449 105,010,867 41,341,286 210,748,036

1920 13,994,544 125,066,263 46,129,768 203,773,599

1921 20,964,288 121,603,422 57,364,464 210,431,265

1922 23,652,602 136,922,219 57,824,264 220,010,135

1923 26,393,509 145,406,214 71,589,985 230,549,253

1924 17,335,020 141,304,757 55,278,087 240,672,562

1925 25,815,469 165,713,659 78,890,212 273,709,962

1926 26,967,606 200,101,864 78,588,049 332,078,468

1927 28,581,209 205,724,754 71,175,375 336,372,493

1928 31,732,251 238,417,091 75,544,140 392,076,219

<표-2>1907-1928년 구와 련의 총 무역액  총 

수출액 변화 추이 (단  :海關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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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se and Decline of the Liao River Transportation 

and its Impact in Manchuria in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Dojin Kim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water transportation along the Liao River 遼

河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y centur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water transporta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st new light on the mostly neglected 

water transportation along the Liao River, usually dismissed as an 

inevitably declining form of transportation with the advent of South 

Manchuria Railway. In addition, through the close examination of the 

reactions, consequential conflicts and interactions that occurred with 

the decline of the Liao River in the Republican Era,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how the area in Manchuria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areas in Mainland China.

  Alread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Manchuria was in the middle 

of drastic social and economic changes due to the loosening of “the 

closing of Manchuria (fengjin 封禁),” increase of migrated population, 

and the opening of Yingkou 營口 following the Treaty of Tianjin. The 

opening of Manchuria and the increased population following the mass 

immigration drastically increased the available agricultural land and 

subsequent agricultural production. Especially as the former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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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round the boarder of Liaoning and Jilin became open to access, 

this place became the new center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new 

distributions centers such as Tieling 鐵嶺 rose to prominence. In 

addition, since its opening in 1861, Yingkou, conveniently located at 

the end of the Liao, also developed rapidly as it was the only 

international trade port in Manchuria. The consecutive development in 

both the upper and lower reaches of Liao River - Tieling being the 

new distribution center in the north and Yingkou being the new trade 

port in the south – naturally enabled the transportation along the Liao 

River to become the main means of transportation. 

  The importance of beans and beancake export, which met a huge 

international demand stemming from Japan and Europe, lead to the 

peek of the Liao River transportation in the 1890s. At each of the 

ferries alongside of the Liao River, there were riverside stores 

[Chuandian 船店] that oversaw the purchase, storage, transportation 

and sales of the goods, and even conducted duties of paying tax on 

behalf of the merchants. These transporters usually connected the 

merchants and boatmen, but some of the larger scale riverside stores 

even organized their own fleet and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purchase 

and sales of the goods depending on the market. Goods that were sent 

southwards along the Liao mostly consisted of beans, grains, wool and 

leather, and once these merchandise arrived at Yingkou they were 

processed and stored in preparation for export to other regions. Also, 

imports that arrived from Yingkou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alt, 

cloth, porcelain, sugar, flour, petroleum and household items – were 

transported to the highly populated areas of Fengtian 奉天.

  However, after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mpany (abbreviated 

as “Mantetsu” from now on) was established in 1906 and started its 

operation, including the new opening of Dalian 大連, transportation 

along Liao River faced a formidable challenge. In order to respo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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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new challenge, the local government, merchants of Yingkou, and 

the transporters working around Liao initiated plans to prevent the 

decline of the Liao River.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ecline of the Liao was not totally due to the external pressure from 

Mantetsu and Dalian, as internal factors such as the frequent blocking 

of the Liao River due to the unstable river flow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Also, since the great flood in 1889, water from Liao 

was redirected to the branch stream of Shuangtaizi 雙臺子 which 

caused the available amount of water at Liao River to decrease 

drastically. Merchants relying on the Liao River considered this to be a 

great problem, and in order to deal with this they insisted that building 

a weir at the entrance of Shuangtaizi stream and dredging the Liao 

was essential to compete against the Mantetsu challenge. In 1906, the 

local government initiated their own measures, as seen in the detailed 

survey ordered by the Fengtian General Zhao Erxun 趙爾巽 in 1906 

and the execution of a dredging project by the General Governor Xu 

Shichang 徐世昌 in 1907. However,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continuing political instability prevented these efforts from bearing fruit. 

A substantial dredging of the Liao River only happened in 1914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iao River Conservancy Board, and eventually 

in 1928 a weir at the entrance of Shuangtaizi stream was built. In 

addition, a new cannel that replaced the existing Liao stream was also 

built, indicating the efforts did eventually yield results. 

  Internally, the merchant organizations also tried to compete against 

the Mantetsu by initiating their own forms of reforms and thus revive 

the Liao transportation. Abolishing the custom of “Soaked Beans” wa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se reforms. At that time, many 

merchants would customary soak the beans with water to deliberately 

increase the weight of their goods and therefore attempt to gain more 

profits. Interestingly, beans that contain some moist actually we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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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t in extracting oil from the beans, and therefore when the 

merchant were trading with the soybean oil manufacturers around 

Yingkou this was not a issue. However, when exported overseas, these 

“Soaked Beans” often rotted during the long transportation, and 

eventually damaged the reputation of all beans exported from Yingkou. 

Merchants, together with the transporters along Liao River set their 

own set of rules and continued to rebuild their credibility by enforcing 

their own penalties against the “Soaked Beans” and conducting 

examinations. 

  At the same time, these efforts to prevent the decline of the Liao 

River also caused conflicts among the members of different groups and 

surrounding neighbors. The efforts to stop the flow of water from Liao 

River to Shuangtaizi 雙臺子 resented the locals of Panshan district  盤

山縣 which was located around Shuangtaizi. Locals of Panshan had 

already benefited from the new influx of water, and once the entrance 

was about to be blocked by the newly built weir, people from Panshan 

not only sensed that their lives would be threatened but also were 

rightfully concerned of the possibility of a flood that the new weir 

might cause. In an extreme case, the locals gathered around the 

construction site and destroyed the weir and even beat up the people 

measuring the area. Due to this fierce backlash, the construction plan 

backed by both Xu Shichang and W. R. Hughes was delayed. In 1920, 

when the Liao River Conservancy Board also tried to reinitiated the 

dredging of the Liao, the locals of Panshan again stood against this 

plan. Okazaki Bunkichi 岡崎文吉, who was in charge of the dredging, 

therefore was forced to adjust the earlier plans and proposed a 

compromise where the locals of Panshan could also use the 

Shuangtaizi. However, the resulting cannel built between Erdaojiaozi 二

道橋子 and Jiaxinzi  夾心子 and the accompanying lock could not 

sufficiently solve the problem of the reduced amount of wate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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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o River. 

  Another example of the social conflicts caused by the Liao River was 

evident in the competition between Tieling and Kaiyuan 開元 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railroad. Tieling rose as the distribution center of 

the newly farmed crops in the upstream of Liao, and with its own 

ferry alongside the Liao River its importance also ro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iao. In contrast, Kaiyuan, being one of the major 

stations over the Mantetsu line depended on the railroad for its 

development. In other words, Tieling and Kaiyuan were competing with 

each other over the same transportation of goods, but competing with 

different means of transportation. One of the examples that highlight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is the debate in 1908 on deciding the 

location of the new railroad station that would connect the railroad 

around Hailong 海龍, Xifeng 西豊 and Dongfeng 東豊. Responding to the 

initial plans to connect these areas with Kaiyuan, the merchants of 

Tieling opposed this as they were concerned that the new railroad 

connecting Kaiyuan and Hailong, Xifeng and Dongfeng would not only 

damage the role of Tieling as a commercial center but also diminish 

the use of Liao River. As an alternative, the Tieling merchants insisted 

that the new railroad should connect Tieling - not Kaiyuan - with 

Hailong, Xifeng and Dongfeng as this new route would even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of the Liao River as bringing new merchandise to 

Tieling that would be shipped to the south via the Liao. Therefore the 

merchants at Tieling and the transporters working around the Liao 

both persistently requested that the railroad be established at Tieling, 

not Kaiyuan. However, the requests from Tieling and Kaiyuan were 

both rejec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eventually the government 

prohibited any further request over this issue. 

  In sum, the rise and decline of the water transportation along the 

Liao River was closely related to the drastic polit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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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changes that occurred in Manchuria during the late 

nineteenth to early twentieth century. The rise of the importance of 

Liao resulted from the expansion of the new cultivated lands and the 

opening of ports which sparked a new demand of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On the other hand, the decline of the Liao was due to 

the inability to respond properly to the rise of railroad transport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 especially Japan. It 

was not the absent of efforts, but the inability to respond properly due 

to the political instability, financial limitations, and regional conflicts 

that plagued the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period that enable us 

to understand the short rise and decline of the Liao. 

Key words: Liao River, water transportation, Yingkou, South Manchuria 

Railway, soybean, The Liao River Conservanc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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