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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國富論)을 발표한 이래 국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 일은 경제

학자들의 가장 요한 연구 주제 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국부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로 국

가의 제도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을 든다. 국가의 정책  제도  환경이 국민들의 기업

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결정하고, 기업가정신이 국부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즉 국부를 창출

하려면 국민들이 생산 인 기업가정신에 매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해선 생산 인 기업가

정신은 권장하고 비생산  기업가정신은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다. 한 제도의 질, 즉 어떤 국가의 제도  정책이 생산 인 신활동을 일으키는 데 얼마나 효

과 인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경제자유도 지수가 있다. 경제자유도 지수의 네 가지 구성요소는 

사유재산, 선택의 자유, 자발  교환,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진입이다. 
이 논문의 목 은 조선 말기의 정부 제도  정책을 경제자유도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1876년 조선의 개항을 후한 시 부터 일제 식민지 시 가 시작된 1910년 한일합방 시 까지 한

국 사회의 제도, 정책, 습을 고찰하고, 이 시  한국인들의 기업가정신의 수   형태를 연구한

다는 것이다. 한 이 논문은 당시의 제도와 기업가정신이 한국 경제 발 에 미친 향을 도출한

다는 부수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조선 말기의 제도, 기업가정신, 경제발 의 상

계를 도출하여, 한국 기업가정신의 역사에 한 이해를 확 하고 한국경 사에서 기업가정신 연구

의 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개항 당시 조선의 제도  기업가정신을 논의하고, 강화도조약과 함께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어떤 제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도 변화의 결과 기업자정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논의한다. 다음으로 개화  사상과 그들의 이론과 실의 괴리에 해 서술

한다. 한 조선 말기 최 의 제도  변화를 가져온 갑오개 의 내용, 그리고 그 향으로 근  

주식회사가 탄생한 배경에 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제국의 탄생과 함께 정부가 시행한 식

산흥업정책의 의미와 성과에 해 논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정책이 한국의 경제 발 에 어떤 향

을 미쳤는지 평가한다.

*본 연구는 서울 학교 경 학 경 연구소에서 지원한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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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가정신과 국부

2010년 IMF(국제통화기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04,390달러인 반면, 조사 상 182개국  가장 소득이 낮은 국

가는 아 리카에 치한 부룬디로 $177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국부(國富)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 일은 수 세기 부터 경제학자들의 가장 요한 연구 주제 다. 룩셈부르

크가 10만 달러가 넘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부룬디가 룩셈부

르크의 5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갖게 된 이유는 밝히는 일은 경제운

의 실무자에게도 매우 요할 것이다.

그 동안 경제학자들은 국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천연자원, 국토의 크기, 자본, 교육 수

, 지능지수, 인  자원, 기술이나 지식에의 근 용이성 등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다

(Olson 2008). 그러나 그 어떤 이론도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일 성 있게 설명하진 못했

다. 를 들어 천연자원이 국부를 결정한다는 이론은 미국과 한국의 국부 차이는 설명

하지만,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보다 높은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그 

어떤 이론으로도 한국과 북한의 한 경제력 격차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최근 경제학계에선 국부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로 제도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을 들고 있다. 국가의 정책  제도  환경이 국가 구성원들의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결정하고, 구성원의 기업가정신이 국부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즉 

국부를 창출하려면 국민 개개인들이 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매진해야 하고, 국

부를 창출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다. 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유능한 기업인이 사업을 하기에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부

자 나라가 고, 부룬디는 그 지 못해 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34년 슘페터(Schumpeter)는 기업가정신을 경제발 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업가정신 는 신의 종류로 (1) 신제품 개발, (2)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3) 신시

장 개척, (4) 새로운 원료 공 선 확보, (5) 산업 내 새로운 조직의 형성의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후 보몰(Baumol 2008)은 기업가정신의 유형을 생산 인 기업가정신과 비생

산 인 기업가정신으로 새롭게 분류함으로써 련 정책 개발에 큰 기여를 하 다. 생산

 기업가정신의 표 인 는 기술 신이다. 일반 으로 생산  신 활동은 보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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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반에 연쇄 인 신을 유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를 들어 고든 무어의 마이크

로 로세서 발명이 없었다면 스티  잡스의 개인용 컴퓨터 신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개인용 컴퓨터 신이 있었기에 마이크로소 트나 구 과 같은 웅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비생산  기업가정신은 진입장벽 구축을 통한 독 , 정부로

비를 통한 특혜 사업권 획득, 기업의 하청기업 착취 등 일종의 정치 인 지 추구

(rent-seeking) 행 라 할 수 있다. 건 한 상행 나 기술 신보다는 법이나 정치  환경

을 활용하여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있다. 

보몰은 국부를 창출하기 해선 생산 인 기업가정신은 권장하고 비생산  기업가정

신은 방지하도록 제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는 자신이 사업을 

하는 국가의 제도 즉 게임의 법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신활동에 투자할지를 결정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기업가가 생산 인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생산 인 신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란 구체 으로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즉 어떤 국가의 제도  정책이 생산 인 신활동을 통한 국

부 창출에 얼마나 효과 인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손(Lawson 2008)은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했는데, 이를 경제자유도 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라 한다. 경제  

자유는 (1) 사유재산, (2) 선택의 자유, (3) 자발  교환, (4) 자유로운 시장진입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개념들로 구성된다(Gwartney, Hall and Lawson, 2010). 그러므로 경제자

유도 지수는 각 국가의 제도  정책이 이 네 가지 핵심 개념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진 시장을 자유경쟁시장이라 한다. 아담 스미

스가 지 한 바와 같이,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제품  서비스 공 자가 자신의 개인  

이익을 극 화하기 해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의 제품  서비스를 정  가격으로 제공

한다. 고객에게는 유사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자유경쟁시장이란 무수한 매자와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극 화하기 해 

자발  교환을 하는 장소란 것이다. 

이 논문의 작성 의도는 조선 말기의 정부 제도  정책을 경제자유도 측면에서 평가

하는 데 있다. 1876년 조선의 개항을 후한 시 부터 일제 식민지 시 가 시작된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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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일합방 시 까지 한국 사회의 제도, 정책, 습을 고찰하고, 이 시  한국인들의 

기업가정신의 수   형태를 연구한다는 것이다. 한 이 논문은 당시의 제도와 기업

가정신이 한국 경제 발 에 미친 향을 도출한다는 부수  목표를 갖고 있다.   

자는 이 논문을 통해 한국 경제사 는 경 사 연구에 어떤 새로운 역사  사실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여를 하고자 함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 이 논문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  사건이나 기록은 선배 학자들의 연구로부터 얻은 이차  데이터로, 역사학자들 

사이에게는 잘 알려진 것들이다. 자는 단지 이들 역사  기록들로부터 조선 말기의 

제도, 기업가정신, 경제발 의 상 계를 도출하여, 한국 기업가정신의 역사에 한 이

해를 확 하고 한국경 사에서 기업가정신 연구의 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는 데 일부 

기여를 하고자 한다. 

II. 조선후기의 기업가정신

개항이 조선경제에 미친 향을 보다 정확히 악하기 해선 당시 경제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유재산권, 자발  선택  교환, 자유로운 시장진입 등 경제 자

유도 지표 측면에서 19세기 반 조선 정부의 경제정책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첫째, 개항 시기 조선은 토지의 사유화가 제도 으로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특권

층의 토지 사유화는 비공식 으로 이 지고 있었다. 

토지를 포함한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 의 필수요건

이다. 즉 모든 국민에게 토지 사유화를 허용하면 경제자유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경제

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반면 토지 사유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어떤 계층

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러나 조선은 일부 귀족이나 지주에게만 비공

식 으로 토지 사유화를 감아 으로써 비생산 인 기업가정신을 조장한 것이다. 

19세기 반 조선은 아직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가 가장 

요한 생산요소 다. 조선 정부는 체제의 유지  강화를 해 세원(稅源)의 부분을 

차지한 토지를 국유화한 것이다. 토지 공유(公有) 는 토지는 왕의 소유라는 개념은 

신라시 부터 내려온 통  정치 철학이다.1) 토지의 사  소유를 허용하면 귀족이나 

지주들이 권력과 자본을 동원해 소규모 농민의 토지를 흡수할 것이라 생각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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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私田)의 비율이 증 하면 일반 국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 질 것이고, 이는 체제 

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국유화를 제도화한 거의 모든 왕조에서 특권층에 의한 토지 사유화는 

공통 으로 나타나는 상이다. 부의 축 에 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 속성이기 

때문에 토지 사유화를 지하기 해선 강력한 국가권력이 필요하다. 고려 말 국가 권

력이 약화되자 토지겸병(土地兼倂)으로 사 이 확 되면서 결국 왕조가 멸망하게 된 

것이 그 이다. 이상 인 토지 국유화 논리와 실 인 토지 사유화 상과의 간극을 

조정하는 문제는 당시 지식인들의 최  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기, 유길 과 같은 개화  인사들은 토지 사유권을 제도 으로 인정한 최 의 인물

들이다.2) 이들은 실학 의 토지제도론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긴 했지만 정 제(井田

制)와 한 제(限田制)를 실성 없는 토지 제도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토

지 제도 역시 토지의 개인  매매는 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유권을 완 히 인정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 토지 매를 원하는 국민의 토지를 국가가 구매하여 공

화(公田化)하는 방향을 모색한 이 특이하다. 

둘째, 개항 시기 조선은 특권 상인에게만 제품 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

할 수 없었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은 사유재산권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요건이

다. 그러나 조선은 귀족  정부 고 료와 결탁한 상인에게만 독  매 지 를 부

여함으로써 비생산 인 기업가정신을 조장한 것이다. 

조선은 건국 부터 무본억말(務本抑末) 정책을 펴면서, 농업을 시하고 상업을 억

제하 다. 그러나 상업의 필요성만은 인정하여 태종 때부터 서울 심가에 시 ( 廛)

을 조성하 다.3) 정부는 각 시 에게 한 가지 제품만을 독 으로 매할 수 있는 권

한과 함께 다른 상인들이 해당 제품을 매하는 행 를 지할 수 있도록 한 ‘ 난 권

(禁亂廛權)’을 부여했다. 그 가로 시 은 정부에 일정 세 을 내고 국역의 형태로 정

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있었다. 즉 정부와 시 은 일종의 공생공존의 

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의 시 은 16세기 이후 비단을 취 하는 입 (立廛), 

무명을 취 하는 면포 (綿 廛), 명주를 취 하는 면주 (綿紬廛), 종이를 취 하는 

 1) 김병하(1977), 한국경제사상사, 일조각.
 2) 同書, pp. 150-155.
 3) 한 우(2009),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면개정 , 경세원,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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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紙廛), 모시를 취 하는 포 (紵 廛), 생선을 취 하는 내외어물 (內外魚物

廛)의 여섯 재 상 이 가장 번성하여 이를 육의 (六矣廛)이라 불 다.

1791년(정조 15)에 이른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육의 을 제외한 모든 시 의 

난 권을 철폐하 다. 이를 계기로 정부로부터 독 권을 부여 받지 않고도 상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사상(私商) 는 난 (亂廛)이 제도 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들 사상들은 18세기 후반 조선의 상업 발 에 큰 역할을 수행하 다. 이들은 독

권을 기반으로 안일하게 상업을 해온 시  상인과는 사업에 임하는 태도부터 달랐

다. 서울 시내 포 업에만 머물지 않고 국 각지에 지 을 설치하거나 지방 간 상

품 교역에도 참여하고 일부 외무역에도 참여하면서 거  상인으로 성장해 간 것이다. 

이 게 성장한 표 인 사상으로는 서울의 경강상인(京江商人), 개성의 송상(松商), 

동래의 내상(萊商), 의주의 만상(灣商), 평양의 유상(柳商)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상의 확 와 함께 조선에 근  상업조직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4) 물

론 신해통공은 근  상업의 성립 과정에서 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그러나 신해

통공의 결과 통 인 상업질서가 해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거  사

상들은 시  상인의 독 권은 무 뜨리면서 성장했지만, 그 성장 과정에서 건 료와 

결탁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특권 상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신해통공 이후 시 과 거

 사상과의 분쟁은 해소되었지만, 거  사상과 소규모 상인  생산자와의 갈등은 오

히려 심화되었다. 시 은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독 권을 바탕으로 부를 축 했다면, 

거  사상은 막강한 자본력과 상술을 바탕으로 매 매석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 한 것이다. 신해통공 이 에는 시 이라는 하나의 특권상인이 존재했다면, 그 이후

에는 시 과 거  사상이라는 두 종류의 특권 도고(都賈)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개항 시기 조선의 해외무역은 매우 폐쇄 이었다. 해외무역의 부분을 차지하

던 국과의 교역은 주로 조공무역(朝貢貿易)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고 원칙 으로 

외무역은 국가 독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일부 특권  사무역(私貿易)이 허용되거나 

무역(密貿易)이 성행하기도 했지만 그 규모가 미약해 조선 근 화를 지연시키는 원

인이 되었다. 한 폐쇄  해외무역의 결과 국내 수공업자들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벗

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공업의 기술  분화가 낮은 수 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5)

 4) 조기 (1977),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왕사, p. 36.
 5) 前揭書,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p. 40.



김병도  295

조선이 외무역에 있어 소극 인 조공무역에 머물 던 이유는 명의 향이 컸다. 조

선  명나라는 안정  체제 유지를 해 해상무역을 지했고 조선과는 육상으로 조공

무역만을 허용한 것이다. 조선은 은세공품, 종이, 특산품 등을 명에게 조공품으로 주

었고, 그 답례품으로 비단, 염료, 약재, 유황, 서  등을 받았다. 

넷째, 개항 당시 조선의 제조업은 세 수공업자 수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상

업  해외무역의 폐쇄성, 그리고 수공업자의 세성이 조선후기 제조업 발 을 해한 

요인으로 지 할 수 있다. 

청 심으로 운 되던 수공업(官匠制)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차 쇠퇴하고 독립자

수공업이 발달하 다. 특히 동법(大同法) 실시 후 공인(貢人)이 등장하면서 민  

수공업자의 수는 폭발 으로 늘어났다. 공인은 앙 청이 필요로 하는 수품(官 品)

을 민  수공업자들로부터 구매해 납부하는 어용상인이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이들 민  수공업자들 에서 자신의 공장에서 상품을 량으

로 제조하고 매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부분은 상인이 설립한 공장에 

임 노동자로 일하거나 상인의 선 자본(先貸資本)에 속되어 있었다.6) 특히 종이, 야

철, 자기 등과 같이 소비 규모가 크고 막 한 원료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거상의 자본

이 필요했다. 이들 거상 는 물주(物主)는 수공업자에게 원료를 공 하고 운  자본을 

빌려 주는 신 제품을 독 으로 공 받았다. 그 결과 부분 수공업자는 산업자본가

로 성장하지 못하고 상인의 선 자본에 속된 근 인 경 형태에 머물게 된 것이

다. 

다섯째, 개항 시기 조선은 사회  사상 반에서 근 인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

었다. 가장 개 이라는 실학자들조차도 재출어농(財出於農)의 농주의(重農主義)를 

주장하여 농업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으로 보았다. 즉 실학자들은 상공업의 

필요성은 역설했지만 상공업자의 이해 계를 극 으로 변하지는 못했다. 그들의 

사회 이 사농공상의 통  계 의식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7)

일부 상공업자들은 통 귀족  료와 결탁하면서 상당한 재화를 축척하 고 납속

수직(納粟受職)의 방법으로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수 으로까지 발 하지는 못하여, 상공업이란 직업에 해 일반 

 6) 前揭書,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p. 37.
 7) 前揭書,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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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갖고 있던 천시 풍조를 바꿀 수는 없었다. 

III. 강화도조약

조선은 1876년(고종 13) 일본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는 강화도조약과 함께 개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같은 해 일본은 강화도조약 체결의 

후속 작업으로 한일수호조약부록(韓日修好條約附 )과 한일무역장정규칙(韓日貿易章

程規則)을 체결하 다. 강화도조약의 결과 1876년 부산, 1880년 원산, 1883년 인천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이후 개항은 물살을 타게 되어, 1883년 양화진과 서울, 1888년 

함경북도 경흥, 1897년 동강 하류의 진남포와 목포, 1899년 평양, 군산, 마산, 함경북

도 성진, 1906년 평안북도 용암포, 1908년 함경북도 청진, 1910년 신의주가 추가로 개

방되었다.8)

1876년 일본에 의해 조선 개항이 추진된 데는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에 그 원인이 있

다. 메이지 유신 정부를 수립한 일본은 서구에서 받은 손실을 조선에서 보상 받고자 조

선 개항을 극 으로 추진한 것이다. 반면 조선은 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개화

사상에 입각해 외국과의 통상을 지지하는 명성황후 일족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다.  

서구 열강들이 조선에게 통상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반부터 다. 국, 

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의 군함이나 상선(商船)이 조선에 들어와 통상

을 타진했지만 당시 조선의 쇄국정책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 19세기 반 

이들 서구 제국들이 해외에 진출했던 가장 요한 이유는 자원과 귀 속을 확보하기 

함이었다. 조선은 국, 인도  동남아국가에 비해 자원과 귀 속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 인 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서구 제국들에게 조선은 극

으로 통상을 추진할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9)

강화도조약은 개항을 강요한 일본의 이해만을 주로 반 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당시 

국제  통상조약의 행에 한 지식이 부족했던 조선은 일본이 요구한 조건들을 부

분 받아 들 다. 특히 수출입 물품에 한 세 규정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은 표

 8) 최호진(1970), 한국경제사, 박 사, p. 205.
 9) 前揭書,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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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불평등 규정이었다. 즉 조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주권(關稅主權)을 박탈당

하게 되어 강화도조약 이후 7년 동안 무 세무역을 하게 된 것이다.10)

조선은 일본과의 통상조약 체결 후 세력균형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조선은 일본에만 독  통상 지 를 부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

고 여러 열강들이 서로 견제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1882년에는 미국과 청, 

1883년에는 국과 독일, 1884년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에는 랑스와 오스트

리아와도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개항이 조선 경제에 미친 효과에 한 한국 경제사학자들의 평가는 반 으로 부정

이다. 개항을 맞이할 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 불평

등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란 보통 무역에 참여하는 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비슷할 때 교역국 모두에게 혜택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일

본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19세기 반 

조선은 아직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수공업은 자본이 세하여 상인자본에 

속돼 있었다. 조선정부의 규제로 외무역 규모는 미미했고, 국내 상업활동은 귀족이나 

고 료와 결탁한 거 상인들의 유물이었던 실정이었다. 

일본은 강화도조약 직후부터 청국이 본격 으로 조선에 진출하기 까지 약 7~8년 

동안 조선 무역을 독 하 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수출입 실 은 약 30배 정도로 

신장하 다. , 콩, 쇠가죽, ․은 등을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는 국제 

섬유류를 주로 수입했다. 당시 일본은 산업화 수 이 낮아 주로 서구제품의 개무역에 

종사했던 것이다. 

일본은 자국 상인의 조선 진출을 돕기 해 은행 진출을 서둘 다. 일본과의 수출입 

화물에 해 일본 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강화도조약 규정이 일본 은행 의 조선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은 1878년 부산에 지 을 개설한 이후 

원산, 인천, 서울 등 요 개항장에 지 망을 확장하 다. 1889년에는 일본 제십팔은행

(第十八銀行)이 부산과 원산에 지 을 개설했고, 1891년에는 제오팔은행(第五八銀行)

은 부산에 진출하는 등 다수의 일본계 은행이 조선에 진출하여 일본 상인의 융을 지

원하 다.11)

10) 최호진(1996), 근 한국경제사 연구, 국민 학교 출 부, pp. 8-10.
11) 前揭書,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pp. 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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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기 일본 운수업체의 조선 진출 역시 치 한 계획 하에 이 졌다. 강화도조약

의 후속 작업으로 체결된 한일무역장정규칙으로 일본은 조선의 모든 항구에 물품을 운

송할 수 있는 되었고, 일본 선박에 해선 율의 항세(港稅)가 용되었다. 1885년 일

본 최  해운회사인 우선주식회사(郵船株式 社)가 부산에 지 을 개설했고, 1890년에

는 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 社)가 조선에 진출했다. 막 한 자본력과 함께 

식 기선(汽船)을 보유한 이들은 순식간에 조선 운송업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물론 개항의 결과 보다 자유로운 해외무역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일부 조선 상인들의 

사업 의욕을 증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개항 기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국내 

상인은 객주(客主)와 여각(旅閣)이었다.12) 이들은 원래 특권 시 에 항하면서 신해통

공 이후 성장한 상인계층이었다. 국의 요 포구(浦口)에서 숙박업, 융업, 창고

업, 운송업 등을 하면서 주로 도시로 운송되는 물품을 매 함으로써 재화를 축 하

다. 이들에게 개항은 기회 다. 객주와 여각은 자신이 이미 구축해 놓은 통 인 유

통망을 통해 수입품을 매하거나 수출품을 수집함으로써 부를 축 하 다. 강화도조

약에 따르면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사방 10리를 넘는 지역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

었다. 한 개항 기 일본인들은 언어 소통 문제도 있었고 조선의 상거래 행에도 익

숙하지 않았다는 도 객주와 여각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객주와 여각의 활동은 1883년 한 통상조약(韓英通商條約)이 체결

된 이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당  외국상인은 개항장 내에서만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한 통상조약에서 외국 상인의 지방 행상을 허용한 것이다. 일본과 청

나라 상인은 이 규정을 극 활용하여 객주나 여각의 개 업무를 자신이 직  수행하

기 시작하 다. 상업망을 지방까지 확 하여 수입품을 직  매하고 수출 물품을 직  

수집하자 객주나 여각과 같은 민족상인의 상권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개항 이  조선 경제발 의 최  제약 조건은 기업가정신을 해하는 근 인 규

제들이었다. 개항과 함께 이런 규제들이 일부 폐지되자 객주와 여각과 같은 상인계층은 

개항을 유리한 사업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무조건  개항을 맞

이할 비가 미비했기 때문에 개항은 조선 경제 발 을 오히려 해했다. 개항으로 

통  귀족  고 료의 특권은 었지만 일본 상인이라는  다른 특권층이 등장해 

12) 前揭書,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pp. 28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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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상인들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리기 어려웠다. 일본 상인들은 일본 정부의 강

력한 지원과 함께 자 력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상권을 순식간에 무 뜨린 

것이다.

IV. 개화정책

개항을 후해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개화론(開化論)과 이를 

반 하는 정척사(衛正斥邪) 사상 사이에서 갈등했다. 

정척사 사상은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주장했던 숭명반청(崇明反淸) 사상을 계

승한 것으로, 의리와 도덕성을 요시하는 우리의 유교문화를 정(正)으로 숭배하고, 힘

의 논리를 앞세우는 서구 열강과 일본을 사(邪)로 규정하여 배척했다.13) 정척사 사상

의 주축 세력은 이항로, 최익  등 서울 근교 유생들이었다. 이들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의도를 정확히 악했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역은 조선을 멸시킬 것이라 주장

했다. 이들의 주장은 원군의 쇄국정책에 큰 향을 주었다.

개화 는 임오군란을 겪으며 외세에 한 인식과 개 의 방식을 놓고 진 와 온건

로 나뉘었다. 

온건 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 입각한 개화 정책을 주장했다. 동도(東道), 즉 

조선의 통 인 제도와 사상은 지키고, 서기(西器), 즉 서양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이자

는 것이다. 이들은 18세기 후반 북학 (北學派)의 사상을 계승했는데, 박규수, 오경석, 

유 치, 이유원, 유길  등이 그 표  사상가들이었다. 이들은 청나라가 서구열강의 

침투를 막는 세력 균형자의 역할을 해  것으로 믿었고, 청나라의 체서용(中體西用)

이나 양무운동(洋務運動)과 유사한 근 화를 표방했다. 즉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기 

해 서구의 과학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서양식으로 바꾸는 것은 반 했

다. 

반면 진 의 개화론은 변법개화론(變法開化論)이라 한다. 이들은 온건 와는 달리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사상까지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법

13) 前揭書,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면개정 , 경세원, pp. 46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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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론을 주장하던 표  사상가로는 김옥균, 홍 식, 안경수, 김홍집, 서 범, 유치호, 

박 효, 서재필, 박 교 등이 있다. 이들은 청나라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신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을 표방해 입헌군주제의 도입 등 진  근 화를 주장했다. 후일 

갑신정변(甲申政變)을 통해 서구 근 시민국가로의 개 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들  일부는 지나치게 일본의 힘에 의존해 개 을 추진하려다 친일매국론자로 락하

기도 했다. 

1873년 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면서 조선 정부는 정척사운동을 르면서 외국의 

과학기술문명을 극 으로 수용하는 동도 개화정책을 추진하 다. 이런 조선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었다면 일본의 무력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조약 체결은 쉽사리 성

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항과 함께 조선은 외국에 한 견문을 넓히기 해 여러 개화

 인사들을 외국에 견하 다. 1876년에는 조참의 김기수를 포함한 76명을 일본에 

수신사(修信使) 일행으로 견했고, 1880년에는 김홍집 일행을 수신사로 견했다. 

1881년에는 박정양, 어윤 , 조  등 은 지도자들로 구성된 조선시찰단(朝鮮視察

團)을 4개월간 일본에 견하여 조선의 개화정책에 일조하도록 했다. 같은 해 김윤식 

등을 청나라에 견해 1년간 무기제조 기술을 배우게 했다. 1883년에는 민 익, 홍

식, 서 범 등을 미국에 견하기도 했다.14)

개화  인사들은 뒤떨어진 조선경제 근 화를 해 상공업 육성을 주장했다. 먼  공

업화를 통해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그 결과 국가는 부를 축 할 수 있다고 

제하고, 공업화의 선행 조건으로 정부 리의 부정부패가 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공업화를 진을 해 공업학교 설립, 외국 기술자 빙, 선진기술 보 , 모범

공장 설립 등과 같은 식산흥업정책(殖産 業政策)부터 정부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개화  인사들은 공업화가 가장 시 하게 이 져야 할 산업은 수입 체산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5)

개화  인사들의 상업진흥론은 당시 서구의 자유주의 상업사상을 표방했기 때문에 

통  특권 상업인 도고상업(都賈商業)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한 그들은 한성순

보(漢城旬報) 등의 매스컴을 통해 상업을 부국강병의 길이라고 역설하면서 자유로운 

주식회사 설립을 주장했다. 특히 한성순보에 발표된 김옥균의 회사설( 社說)이나 유길

14) 前揭書,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면개정 , 경세원, pp. 468-469.
15) 前揭書, 근 한국경제사 연구, 국민 학교 출 부, p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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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회규칙론(商 規則論)은 주식회사의 조직, 기능  운 방식 등을 구체 으로 

소개해 당시 조선 상계에 지 한 자극을 주었다.16) 서구사회가 발 한 가장 요한 이

유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 하는 주식회사에 있다고 보고, 정부가 주도하는 반

반민 (半官半民的) 주식회사 설립을 주장했다.17) 한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상업을 

발 시키려면 법이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화  인사들의 계몽활동에 자극을 받아, 1880년 부터 조선에 처음으로 상사(商

社), 공사(公司), 회사( 社) 등의 명칭을 갖는 새로운 회사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883년 서울 종로 2가 부근에 거주하던 인(中人)들이 장통사(長通社)를 설립했고, 평

양 상인들은 동상회(大同商 )를 설립했다. 1884년 서울에서 설립된 의신상회사(義

信商 社)와 평양 동상회는 개항 후 최 로 외무역을 시도했던 조선 최 의 무역

회사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천연두 백신을 매하는 보 사(保嬰社), 술을 제조․

매하던 장춘사(長春社), 서 을 출 하는 인사(廣印社), 사진을 촬 하는 촬 국(撮

影局) 등과 같은 민간회사가 설립되었다. 한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국(機器局), 화폐

를 주조하는 원국(典圜局), 담배를 제조하는 연무국(烟務局), 인쇄․출 을 하던 박

문국(博文局) 등과 같은 정부가 설립한 설회사(官設 社)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이

다. 

1883년부터 1894년 갑오경장 까지 40여 개의 민족계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 시

기에 설립된 회사는 설회사이든 민간회사이든 정부로부터 일종의 특권을 부여 받은 

허회사(官許 社) 다. 즉 회사 설립의 목 은 부분 정부에 업종에 따라 일정률의 

세 을 상납하는 신 특권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가로 당시 상행  일반에 부과

되었던 각종 무명잡세를 면제받거나 특정 산업에서 업 독 권을 취득하 다.18)

이 시기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은 부분 객주나 여각을 운 하던 상인들이나 일반 

상민들이었다. 객주나 여각이 설립한 회사는 일종의 동업조합(同業組合)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일반 상민들이 설립한 합자(合資)회사도 통 인 계(契)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출자의 책임한도도 불분명했다. 즉 이 시기 회사들은 허 특권조직으로, 주식

회사 제도를 채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에 근 인 주식회사 형태를 갖는 회사

16) 前揭書, 근 한국경제사 연구, 국민 학교 출 부, pp. 122-123.
17) 前揭書, 한국경제사상사, 일조각, pp. 164-167.
18) 황명수(1999), 한국기업가사 연구, 단국 학교출 부, pp.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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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장하는 것은 갑오개  이후이다.

개화  인사들의 활발한 계몽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선 경제는 더욱 피폐해 갔다. 개항 

이후 일본이 독 하던 외무역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향력이 성

장해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외무역을 양분하게 되었다.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개

항과 함께 단기 인 이득을 보던 개항장의 객주  여각 상인들도 한 수호통상조약으

로 외국인의 내지 업이 허용된 이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기를 직면한 객주, 여

각, 보부상 등 조선 상인들 간에는 상업조직을 근 화하고 경  방식을 신해,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에 맞서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조선 정부 역시 국내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해 근  회사 설립을 유도하고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민 기업들이 인  자원과 물  자

원의 결핍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근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업 경

 능력을 갖춘 종업원이 없었다. 민 기업의 자본 세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

업조차 정부 재정의 고갈로 충분한 물  지원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V. 근  주식회사의 등장
 

1894년 일본은 청일 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에 한 청나라와의 주도권 쟁탈 에서 

유리한 고지를 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 내 반일 (反日的)인 민비 

황후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이 요구하는 개 안을 통과시켰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갑

오개 (甲午改革)은 갑신정변 이래 진 변법개화 가 추진해 오던 노선을 확 한 것

으로, 조선의 모든 것들을 서양 근 국가와 같이 바꾸고자 했던 개 이었다. 

갑오개 은 한국 근 화 발  과정에서 요한 의의를 갖는다. 은본 (銀本位) 화폐

제도의 도입, 조세 납화(金納化), 과부의 재가 허용, 노비제  죄인연좌제 , 조세 

법정주의  산제도의 수립, 해외유학생 견을 통한 외국선진문물의 도입, 문벌폐지

와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등 갑오개 은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반을 아우르는 제도 

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오개 은 조선의 자주  개 이 아니라 일본의 강요에 

의해 이 졌다는 이 그 한계 다. 즉 일본은 조선 침투를 보다 용이하도록 갑오개

을 강요했던 것이다. 를 들어 왕권을 약화하고 일본의 조종을 받고 있는 내각에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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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몰아  이나 일본화폐의 유통을 허용한  등은 조선 경제 발 에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쳤다.

1890년  반은 근  민족기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갑오개 으로 육의 의 

난 권(禁亂廛權)이 폐지되자 다른 허회사들의 특권  성격도 약화되어 갔다. 반면 

은행업, 운수업, 업, 상업 등 범 한 부문에서 근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춘 민족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19)

1896년에는 안경수, 김종한, 심상훈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조선 최 의 은행인 조

선은행(1900년 한흥은행으로 개칭)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 다. 1897년에는 김종한, 

민 찬, 이승업 등이 한성은행을 설립했으며, 1899년에는 심상훈 등이 한천일은행을 

설립하 다. 그러나 한말에 설립된 부분 민족은행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기는 했

으나, 경 능력  자 부족으로 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되었다. 

갑오개  이후 은행 이외에도 철도, 해운, 운수, 업, 기타 상업분야에서 근  민

족회사가 다수 설립되었다. 철도회사로는 1898년 부산과 하단 간 철도 부설을 목 으

로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 社)가 설립 고, 1899년에는 한철도주식회사와 국내철도

회사가 설립되었다. 해운회사로는 1900년에 한 동우선회사와 인천우선회사가 설립

되었다. 운수 산업에서는 1897년 서울과 인천 간의 육상 운송을 해 마차회사(馬車

社)가 설립 고, 1899년에는 이운사(利運社)와 철도용달회사가, 그리고 1900년에는 경

부철도역부회사가 설립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1897년 조선 마제사회사(大朝鮮

苧麻製絲 社), 1899년 서상면연 공장(徐相冕煙草工場), 1900년 종로직조사(鍾路織

造社) 등 수입상품을 체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한말 근  기업을 설립한 사람은 부분 귀족이나 고 료들이었다. 를 들어 

1897년 설립된 마차회사의 자본주에는 군부 신 안경수, 학부 신 이완용, 무  구례

공, 농상공부 신 이윤용, 부사 김기 , 의  조진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서민 출신자

들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보통 귀족이나 고  료와 합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말 투자 재원을 가진 사회계층은 이들이었고, 회사 설립  운 에 있어 이들의 조

가 이었기 때문이었다.20)

19) 김두겸․이 훈․이한구 외(2008), 한민국 기업사, 앙북스, pp. 41-48; 前揭書, 한국기업가사 

연구, 단국 학교출 부, pp. 94-100.
20) 前揭書, 한국기업가사 연구, 단국 학교출 부, pp.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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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오개  이후에 설립된 근  민족기업들은 부분 한일합방을 후해 도

산했다. 그 원인으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민족기업에 한 압박

을 강화한 , 그리고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는 회사령( 社令)을 공표하여 조선인의 

회사설립을 극도로 억압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들 민족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설립자의 출신 성분을 들 수 있다. 한말 기업 설립자들의 부분은 지주 출

신, 귀족  고 료 출신으로, 이들은 기업가정신을 갖지 못했고 기업 경 에 필요한 

훈련도 받지 않아 경  능력이 부족하 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21)

한말의 민족 기업가들이 기업을 설립한 이유는 외국인 는 일본인에 한 경쟁의식 

때문이었다. 개항 후 서구 문명의 유입과 함께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오자 조선의 

신 인 료  지식인들은 이들과 항하기 해 국정을 쇄신하고, 근  교육을 보

하며, 서구 기술을 극 으로 도입하여 조선경제를 근 화하려 했다. 즉 이들은 이윤

을 내기보다는 개화운동의 일환으로 기업을 설립한 것이다. 한말 민족 기업가의 기업 

동기는 민족주의에 있었다는 것이다.22)

한일합방 이후까지 도산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했던 일부 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부

분 통 인 토착 상인에서 근  기업가로 변신한 서민 출신 기업가들이 운 하던 기업

이었다. 이들은 기업 설립의 동기가 이윤창출에 있었고, 근  기업가로 변신하기 오래 

부터 상업에 종사하면서 경 에 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산을 피할 수 

있었다. 

VI. 무개 과 식산흥업정책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와 갑오개  이후 일본이 주도한 진  제도 개 으로 조선 

국민의 반일감정은 극에 달하게 다. 이에 고종은 아 천(俄館播遷)을 계기로 러시

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도록 하는 세력균형 정책을 폈다.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균

형을 이루던 이 시기부터 1904년 러일 쟁이 발발할 때까지 조선은 비교  일본의 간

섭을 피해 자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1897년 한제국은 이런 정치  분 기 하

21) 김 모(1977), 조선지배층연구, 일조각.
22) 前揭書, 한국기업가사 연구, 단국 학교출 부, pp.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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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제국의 탄생과 함께 고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해 우선 친일  성격이 강한 

진 개화 는 정부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동도개화 를 복귀시켰다. 고종은 단발령, 내각

제 등 진  친일내각이 시행했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구본신참( 本新參)을 한제국

의 국가통치이념으로 삼았다.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참고한다

는 구본신참은 동도서기(東道西器) 사상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 시기 고종이 추진했던 

개 정책을 한제국 연호를 따 무개 (光武改革)이라 부른다. 

무개 의 핵심은 자주  한제국 건설을 해 국방과 재정을 강화하고 식산흥업

(殖産 業), 즉 산업발 에 주력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종은 한제국 정부의 재정을 

개선하기 해 우선 국 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 최 로 근

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다. 정부는 이를 해 1898년에 양지아문(量地衙門)을 

설치하여 두 차례 토지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소유권이 확인된 소유주에게는 근

인 토지증서에 해당하는 지계(地契)를 발 하 다. 정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

세 수입을 일부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23)

한 고종은 종래 탁지부( 支部)가 리하던 산, 철도, 인삼 등의 사업 인허가로

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황제직속의 궁내부 내장원(內藏院)으로 이 , 리하도록 했다. 

이는 고종이 직  열강으로부터 이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반 한 조치로, 한제국 정

부의 재정을 보다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다. 내장원 재원은 주로 학교건립, 공장

건설, 회사설립 등 식산흥업정책에 부합되는 일들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식산흥업, 즉 생산을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한제국의 경제정책은 

당시 시  상황에 부합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식산흥업의 구체  방법에 있어서는 이

견이 있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식산흥업이 민간으로부터 자연발생 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상공업 발 을 지원하기 해 

기술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교통, 통신 등 산업 인 라 구축에도 지 한 심을 기울

다. 필요에 따라 정부 부처 산하 조직 는 공기업의 형태로 기업을 운 하기도 하고, 

민간기업 설립을 간 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한제국이 설립한 표 인 기업으로는 국립 한은행, 철도원(鐵道院), 인삼

23) 前揭書,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면개정 , 경세원, pp. 48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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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업을 한 삼정사(蔘政社), 인쇄국(印刷局), 빈민구제를 한 혜민원(惠民院), 개척

이민을 담당하는 수민원(綏民院) 등이 있다. 한 1902년 궁내부 산하에 서북철도국(西

北鐵道局)을 설치하여 서울과 신의주간 철도 부설을 시도했지만 자 난으로 결실을 보

진 못했다. 1903년 한제국 황실의 직  투자로 조선의 산을 열강으로부터 보존하

기 해 설립된 용동상회(龍東商 )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체되었다.24) 즉 

한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식산흥업정책을 시행했지만 반 으로 성공 이지는 못

하여, 정부 주도 식산흥업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제국의 료는 자신이 민간 기

업가보다 기업경  는 산업부흥을 보다 잘 수행할 있을 것이라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식산흥업 정책은 민간 기업인들의 창업 의욕을 증진시키

는 역할을 했다.

1890년  후반에 이르자 민간 기업인들은 수입 체 효과가 있는 제조기업을 설립하

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인들은 불매운동(不買運動)과 소극 인 방법으로는 농  구석구

석까지 침투하기 시작한 선진 제품들에 맞설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유길 과 같

은 계몽운동가의 향이나 정부의 식산흥업정책이 민간 기업가의 사고 환에 요한 

역할을 했다. 

민간 기업인들이 가장 먼  심을 보인 제조업은 방직공업이었다. 면사  면직물은 

개항 후 조선에 가장 많이 수입되었던 품목이었다. 개항 기에는 주로 국제 면직물

이 수입되었으나, 청일 쟁 후 일본제 면직물이 국내 구석구석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897년 정부의 극 인 조와 함께 안경수가 주동이 되어 한직조공장(大韓織造工

場)과 조선 마제사회사(大朝鮮苧麻製絲 社) 설립을 추진했으나 국내정세 변화로 

실패했다. 1899년에는 종로백목 (鍾路白木廛)이 주동이 되어 종로직조사(鍾路織造社)

를 설립했으며, 1902년에는 서울 장사동에 김덕창직조공장(金德昌織造工場)이 설립되

었다.25)

한제국의 자주권 확보를 한 강력한 식산흥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시한 

열강의 조선 경제 침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모든 산업을 한제국 자체 으로 개발한

다는 것이 쉽지 않은 , 열강의 군사  압박, 개발권 이양에 따른 단기  재정 수익 증

 등을 이유로 철도, 산, 산림, 어장 등의 각종 개발권을 러시아, 미국, 국, 일본 등 

24) 前揭書, 한국기업가사 연구, 단국 학교출 부, pp. 90-91.
25) 前揭書,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pp. 3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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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에게 넘겨 주고 말았다. 러시아는 두만강, 압록강, 동해안 연안지 의 산, 산림, 

어업권을 양도 받았고, 미국, 국, 독일은 채굴권을 양도 받았다. 그러나 가장 많

은 이권을 획득한 국가는 일본으로 경부철도와 경인철도 부설권 등 철도 부설권, 여러 

지역의   어업권을 획득하 다.26)

한제국 시기 민족 기업가들의 기업 동기에 해 경제 사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

다. 민족주의나 애국심이 기업 동기라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세 을 상

납하는 신 특권을 얻으려는 리 목 으로 기업을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사학자도 있

다. 후자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제국 황실은 재정 수입을 늘리기 해 매

권이나 징세 청부권 매를 남발했으며, 열강에 사례 을 받고 이권을 매했다고 주장

한다.27) 한제국 정부는 만족스런 상납 조건만 갖춘다면 어떤 기업이든 계없이 설립 

허가를 해 주었다.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업권

을 매각하여 이득을 보려는 회사도 많았다. 한 독  사업권 획득 후 자신은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신 상납을 받는 수세청부 

회사도 있었다.

1906년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특권  민족 회사에 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

은 통감부 칙령에 따라, 사업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권은 박탈하고, 사업권을 취득한 기업이 주무 청의 승인 없이 사업권을 양

도하는 것을 지했다. 이 시기 많은 기업인들이 정부로부터 취득한 사업권을 이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통감부가 이와 같은 규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VI. 일본의 경제 침략

1905년 강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본은 경제마  식

민지체제로 개편했다. 즉 일본의 자본주의 발달을 해 한제국을 원료  식량 공

지와 일본제품 매시장으로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이후 일본은 경제 침탈은 다방면에

서 이 졌다.

26) 前揭書,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면개정 , 경세원, pp. 496-497.
27) 前揭書, 한민국 기업사, 앙북스, pp. 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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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908년 일본은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라는 국책회사를 설립하면서 토지 약탈

을 본격화했다. 동척은 철도 부설, 군용지 확보, 황무지 개발 등 다양한 명목으로 토지

를 약탈하여, 일본인 이주자들에게 헐값으로 양도하 다. 그 결과 1910년 한국에 진출

한 일본인 지주의 수는 무려 2,200여 명에 달했고,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7만여 정보에 

이르 다.28)

둘째, 일본은 한제국의 융을 지배하기 해 1904년 제1차 한일 약을 강제로 체

결하고 메가타쇼타로(目賀田種太郞)를 재정고문으로 견했다. 그는 이듬해 한제국

의 인 이션을 구실삼아 화폐개 을 단행하 다. 일반 으로 화폐개 에서는 구화(

貨)의 액면가를 액 인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일본은 일부 한국 화폐는 1/2 

는 1/5로 교환가를 정했고, 일부 한국 화폐는 교환 상에서 제외하 다. 화폐개 의 결

과 한국 정부는 화폐주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민족 융기   상공인들은 격히 몰락

하 다.29)

셋째, 일본은 국에 융조합을 설치해 고리 (高利貸)에 의한 수탈을 강화했다. 

한 한제국 정부로 하여  산업 발 을 해 일본으로부터 차 을 도입하도록 강요했

다. 그 결과 정부는 1905년에 300만 엔의 차 을 들여온 이후 정부 빚이 기하 수 으

로 늘어났다. 1907년 국 인 모 운동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은 바로 정부의 차

을 변제하자는 구국계몽운동이었다.30)

넷째,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는 민족회사의 설립을 제한하기 해 회사 설

립의 허가제를 규정한 회사령( 社令)을 공포했다. 회사령의 핵심 내용은 회사를 설립

하려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설립된 회사라도 조선총독부가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회사령이 실시된 약 9년 동안 일본회사 비 민족회사의 설

립 비율이 히 었다.

28) 前揭書,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면개정 , 경세원, p. 502.
29) 前揭書, 근 한국경제사 연구, 국민 학교 출 부, pp. 151-158.
30) 前揭書,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면개정 , 경세원, pp. 5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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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ate Lee Dynasty

31)Byung-Do Kim*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topics for economists to find the 

factor to determine the wealth of nation, since Adam Smith published his seminal 

book, “Wealth of Nations” in 1776. Recently, economists argue that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a n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influence the wealth of nation. 

The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a nation would influence the 

entrepreneurship of its people that, in turn, will have an effect on its output or wealth. 

For rich country, its people will allocate their time and effort more into the productive 

entrepreneurship, and its policy and institution will encourage the productive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discourage the unproductive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e index of the economic freedom measures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a nation 

that is how effective its policy and institution is in encouraging the productive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e four cornerstones of economic freedom are private 

ownership, personal choice, voluntary exchange, and free entry into market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valuate the institution and the policy of the late 

(Korean) Lee dynasty in terms of the economic freedom. The study covers from the 

Treaty of Gangwha in 1876 to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paper 

describes the institution, policy, and custom of Korean society during this period, and 

studies the types and the magnitude of their entrepreneurial activities. Moreover, the 

paper studies the effect of Korean institution and their entrepreneurship on its 

economic growth. Finally, the paper attempts to deriv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ofessor of Marke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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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the entrepreneurship,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n late Lee dynasty. In 

result, I hope to enhance the contents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studying Korean 

business history. 

The paper first describes the institution and the entrepreneurship of the late Lee 

dynasty just before the Treaty of Gangwha, and discusses the effect of the Treaty on 

changing Korean institution and their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en the paper 

explains the Enlightenment, and discusses the gap between its theory and it practical 

applications. The paper also describes the Gabo reform of 1884 that may be the most 

dramatic institutional change during the late Lee dynasty, and discusses how the 

modern corporation will appear with the Gabo reform. Finally, the paper evaluates the 

economic policy of Daehan Empire, and discusses how the Japanese annexation and 

its economic invasion will influence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Keywords: Entrepreneurship, Korean Business History, Econom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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