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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都市 定期市場 機能짧究 

---옳山市內 定期市를 中心으로---

金 基 ifji* 

〈차 려1) 

1. 序

(1) 船究덤的 
(2) 짧究地域 

(3) 없究方法 몇 資料

2. 쏠山 定期市의 超源과 變化
(1) 朝解時代

1. 序

(1) 陽究目的

地域船究에서 그 對象이 되는 ‘地域’이 實體

로서의 單位인가 혹은 社會現象의 分析틀을 제 

공해 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地域性格의 普偏性과 個別性의 문제 와 함께 地

理學에 있어서 꾸준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1) 이 

의 문제는 ‘獨立科學으로서의 地理學인가’ 흑은 

‘方法論으로서， 즉分業으로서의 地理學인가’ 하 

는 論爭과 맥 략을 같이하며， 이는 科學으로서의 

존재이유와 독자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2) 

地理學을 독랩된 緣合科學으로서의 성격을 정 

립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러 近代地理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거의 백과사전적 記述의 대 

상으로 지표면의 일부로만 인식되었던 지역은 

內的인 統i性을 지 니 며 類型化를 가능케 하는 

대상으로서 인식되었￡며 그 개념을 여러 社會

現象들이 기능적 결합관계를 가지면서 地表上에 

* 쏠山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敎育科 專任講師

(2) 日帝時代

3. 大都市定期市場의 機能 및 性格

(1) 都市定期市場으로서 의 發達

(2) 取及品 덤 및 內部構造

(3) 市場의 利用行態

4. 結 論

냐타난 결과언 ‘地域景觀’이라는 맥락속에서 파 

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여러 현상의 

可視的 統-體인 景觀을 통해 地域性格을 파악 

하고자 하는 이 들 景觀論은 地域陽究 및 地理學

에 있어서 文化地域의 확인에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하였고3) 地域性과 文化性格의 총체성， 통 

시성에 기인된 이와같은 조류는 두분야의 방법 

폰에 상호교환을 가능하게 하였다.Å間에 依해 

形成되어 역사적내용을 담고있는 景觀에 대한 

船究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도 景觀生態學， 體系論，

A本主義 등 다양한 方法論으로 시도되고 었다. 

最近에 는 社會經濟構造의 變化와 景顧이 지 니 는 

象徵性간의 관련성 을 파악하려 는 노력 이 이 루어 

지고 있다. 

A文景觀의 흉흉素 중 中心地(central place)는 A 
間 및 財貨의 흐름의 結節地域에 形成되 어 地域

昭究에 서 基續개 념 인 等質地域과 對比되 는 機能

地域을 形成하는 역 할을 한다. 주로 自然環境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질지역과는 달리 A間에 의 

해 이루어지는 기능지역 4)에서 형성되는 中心地

1) Minshull, R., 1967, Regioηal Geography , Hutchison, London, pp.26-28. 
2) 崔基摩， 1977, “地域의 記述과 說明 地理學田究， 第 3 號， p. 101. 
3) 李 燦， 1983, “韓國文化 • 歷史地理學의 阿究動向과 謂問領 地理學論罷， 第10號， p.42, 
4) Minshull, R., op. cit.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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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地域構造 및 內部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용 

되 는 가시 적 인 景觀몇素로서 그의 分布， 규모 

및 체계등은 주로 中心地理論의 틀로써 설명되 

고 있다. 특히 中心地에서 成立되는 市場은 財

貨의 分配機能을 담당하면서 地域構造形成의 핵 

심 적 역 할을 하고， 규모， 취 급품목， 內部構造，

制度， 開市體系등 市場景觀의 構成흉흉素는 그 배 

후지역의 性格을 파악하는 중요한 指標로 사용 

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場市

는 地理學뿐 아니라 歷史學， 人類學分野에서 地

域性， 時代性， 휴은 文化的特徵을 파악하는데 

중요 主題로 연구되어 왔다. 

場市 景觀훨素 中 獅市에 서 특히 나타나는 開

市體系의 週期性은 常設化될 만큼 충분한 需훨훨 

求f直가 만족되 지 않는 社會經濟的 特性을 반영 

하는 時間的순환성과， λ、間의 地表컬間의 古有

過程을 나타내는 地理的 순환성을 반영하면서 

韓國地域의 중요한 文化要素로 存在하고 있다. 

이러한 定期市의 機能과 分布에 대한 빠究는 매 

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機能의 짧 

究에 서 이 들 市場이 財貨分配機能의 經濟的 기 

능외 에 生活情報의 求得， 對/\접 촉 등 共同體를 

結束하는 I社會·文化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기존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5) 

市場 定期性의 立地基盤이 最小需要要求{直의 

不足에 있기때문에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그 

수요가 충족이 되면 開市의 간격이 점차 줄어들 

면서 定期性이 상실되고 常設化가 되는 것이 理

論的으로 타당하며 또 실제세계에서 그러하게 

나타난다. 그러 나 째 로는 수요치 가 充分히 만족 

되더라도 開市日이 週期性을 계속 유지하는 경 

우가 나타나며 , 특히 現代市場經濟체 제 를 지 니 

는 大都市에서 존속되고 있는 定期市가 그 代表

的인 예이다. 부산地域에서는 北區와 金井區의 

5) 이에 대한 맑究事例는 다음과 같은 論文이 있다. 

두 곳에서 每 3.8 日과 2'7 日에 비교적 큰 규모 

로 자생적오로 週期的인 聞市가 이루어지면서 

주변지역과 밀접한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 6) 

大都市에서 나타나는 定期市場이 과거의 定期

市와는 다른 새 로운 立地基盤을 찾음으로써 형 

태가 변형된 결과로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수 

있는지， 흑은 단순히 地理的 잔존물로서 쇠퇴되 

어가는 定期性의 일부인지는 論難이 있지만 지 

금은 어쨌든 歷史的 누적물로써 市場景觀의 한 

짧素로서 그것이 文化복합에서 그 핵심부에 위 

치하여 주변부는 변하여도 심층부는 계속 존재， 

기 능한다는 通時性的인 性格에 의 해 담아 있는 

것임은 否認할 수 없는 사질이다. 

본 船究는 常設化가 충분히 가능한 대 도시 에 

서 나타나는 定期市의 形態가 어떠한 입지기반 

을 지니면서， 地域속에서 역할하는 機能과 이의 

地理的 意妹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定期市라는 렌 

즈(lens)를 통해서 기존의 지역연구와는 다른 측 

면에서 옳山地域이 지니는 地理的인 固有性을 

파악하여 地域理解를 돕고자 하는 것이 그 부차 

적인 目的이다. 

(2) 鼎究地域 ; 龜浦 • 오시게樓 

現在 行政區域上 北區 龜浦洞 589먼지에서 每

3, 8 日 開市되 는 龜浦場은7) 大部分의 都市定期

市가 그러 하듯이 常設市場과 同一한 場所에서 

형성되고 있다 8) ZP: S의 경우 常設店輔數 112 

개 , 路店商 110여 명 으로 비 교적 소규모로 운영 

되다가 開市日에는 路店商이 1 ， 500여명으로 늘 

어나면서 市場이 주변지역으로 확대된다. 利用

住民의 數도 平日에는 1 ， 000여명에 불과하나 場

日 에 는 15， 000여 명 이 이 용하는 大規模市場으로 

변한다. 市場商A들은 인근定期市場을 순회하며 

柳佑益， 1972, “韓國의 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陽究 騎山地理， 第 2 號. pp.1"'14. 
金成勳. 1977.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맑究， 國立農業經濟빠究所. 
Lee, J.H., 1987, “ Temporal and spatial analysis on the consumer’ s behaviour in periodic market of 

rural Korea," 10th PRESCO 發表論文.
6) 光州市에서도 良洞市場이 每 2. 7 日 큰 창날로 열리고 있다(韓國地誌， 1986, 地方篇 N , p.67). 
7) 龜浦場은 朝蘇時代에 는 梁~U那 左耳面， 日 帝市代에 는 東菜합ß 龜浦뭄에 屬해 있 다가 1963年 쏠~L1m로 편 입 
되었다. 

8) 1973年 4月 10 티 市揚民營化計·劃에 의거， 당시 龜浦 5日揚 권역내에 동규모의 常設市場이 開設되었다. 

(北區廳、 商工係1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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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하는 브부상， 쏠山市內의 路店商， 金海地域

의 農民， 龜浦 주변의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이루어진다. 이중 꽉부상들은 대개가 상인 15rv 

20명당 트럭 1대를 구입 혹은 엄대하여 市場間

의 移動에 利用하고 있다. 상인들은 1 日 100rv 

500원씩의 場脫블 市場運營費 名目으로 번영회에 

내고 있다. 장날에는 一般道路도 市場으로 이용 

됨에 따라 차량통행의 마바， 교통사고의 위험， 

무질서한 상행위등의 地域問題를 유발하고 있지 

만 區廳에서는 직접적인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1985년부터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바를 시도하고 있다. 

金井區 久瑞洞에서 開市되는 오시게장은 平日

에 는 久瑞綠合商街와 久瑞市場이 常設市場으로 

서의 기능을 하다가 每 2, 7 日이 되면 이들 주 

변지역에 商A 약 700여명이 모여들고， 12, 000rv 

13， 000여명의 住民이 利用하고 있다. 商人들은 

金海， 梁山 등지에서 오는 약 100여명과 쏠山市 

內 영세상인들로 구성되며， 배추 • 무우등의 채 

소류와 토산품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시장이 住펀地域內에 형성되어 주변의 睡車場，

道路用地등을 점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인 

들은 淸橋費 名目으로 100rv500원의 場鏡를 내 

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원래 이 場의 기원은 東薰몹場(2， 7 日)이었 

다‘ 東蘇場이 府內場으로 市場機能을 담당하다 

가 1930년대 에 常設化가 이 루어 지 면서 定期市

와 拉存하었고， 이후 市域據張으로 1969년도 이 

전에 온천동， 1972rv73년경에 부곡동 오시게로 

이전되었다가 1982년에 구서동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9) 현재의 場명칭은 쏠各洞에서 開市

되었을때의 地名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계속 존 

속되어 있는 것아다. 한펀 區廳、에서도 北區와 

마찬가지로 無許可市場이묘로 정비계획은 따로 

없으며， 이들 시장에 대해 무질서， 청소등에 대 

한 자율적 정비만을 계몽하고 있을 뿐이다. 

9) 쏠山 H 報. 1982년 6월 24일， 同年 11월…8일. 
10) r林園經濟志J (1830). f兒圭志， 卷 第四.

11) r東國文敵備考J (1770) , 卷之 165, 市羅考 三.
12) r港都쏠111J (1962) , 卷1 ， pp.95rv146에 收錄.

13) r港都쏠山J (1 969) ， 卷7， pp.89rv241에 收錄.
14) 越智唯之， 1916, 新舊對照 朝蘇全道 府觀面里洞名稱一魔.

黃性泰性， 1931, 朝蘇道府鄭面里田J洞名稱一賢.

(3) 隔究方法 및 資料

市場의 짝究에 있어 서 發達過程， 機能， 利用

行態 等의 파악은 多樣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都市定期市가 單純한 歷史的 殘存景觀인 

지 휴은 새로운 형태변형인가， 즉 그의 地理的언 

性格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연구대상시장 

들의 起源과 그 變化 및 인근시장과의 유기적순 

환성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時

代的 變化相을 파악함으로써 그 성걱의 확인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상을 예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화뜰 꽤廳時代， !3 

帝時代， 解放以後의 쏠山 大都市化時代로 區分

하여 文敵資料를 利用 파악하였다. 

朝縣時代의 文歡資料로는 「林댐經濟志j10) ， I東

國文歡備政Jll)와 「鎭南봅誌J ， I慶尙道봅誌J ， I東

菜府誌j12) (1740)등 各種 地方誌를 利用하였다. 

특히 당시 시장의 규모 및 기능은 市場의 位置，

開市 B 뿐 아니라 主훨市場의 取됐品目까지 수록 

되어 있는 「林、텀經濟志」를 利用하여 파악하었다. 

H帝時代의 자료로는 「在쏠UJS 本領事館內慶尙 

道事情j13) (1905); I朝縣η市場J (1924) ， I횡8廳φ 

市場經濟J (1929) , I市街地@商園J (1925) 등과 

후기 의 餐料로써 「東策합ß誌J (1937) , 文定쉽5;의 

「朝解@市場J (1941) 등을 利用하여 市場‘의 規模

變化 및 인근시장과의 관계플 분석하였다. 이외 

에 인근시 장들의 生成， 分布， 소멸등을 파악하 

는데 있어서 1 : 50 ， 000地形圖(1925) 및 古地圖

와 行政區域變휠內容을 담은 資料14) ， 地名 몇 붙 

誌등을 利用하여 市場의 당시 위치괄 확인하었 

다. 解放以後에 는 都市定期市가 市‘場法上 無許

可라는 이유로 統計등 調좁가 안되어 있어 資料

求得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變

化相은 統計年報， 新聞記事， 群誌， 市誌 등을 

通해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文歡上 구할수 없 

는 資料는 이플 市場의 事情에 비교적 소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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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먼영회장등의 유지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득 

하였다. 

이와같이 이들 시장의 生成으로부터 그 이후의 

성격， 규모 및 他시장과의 관계등의 변화를 살 

펀후 현재의 都市 定期市로서의 立地基盤， 機能

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現地調훌를 

실시하였다 15) 市場의 內部構造， 取됐財貨의 종 

류 및 규모， 時間別 利用行態 등이 調훌되 었고， 

배후지역과 어떠한 結合關係를 구체적으로 이루 

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市場을 利用하는 商

A 및 購買客들을 대 상으로 設問紙플 利用한 인 
터뷰조사가 行해졌다 16) 商人으로부터는 취급품 

목， 他市場 이용행태， 일일판매액 및 居住地域과 

性 • 年顧등에 關한 資料를 구득하였고， 購買客

들로부터 는 市場利用에 대 한 行態와 居住地域，

職業등의 社會 • 經濟的 特性에 關한 寶料를 수 

집하였다. 자료는 통계팩키지를 利用한 기술적 

통계와 地圖化를 통해 분석되었다. 

2. 옳山定期市場의 起源과 變化

本 章에 서 는 쏠山定期市場의 形成起源과 그 당 

시의 地理的 背景등을 잘펴보고 인근정기시와의 

순환척결합관계와 규모등의 변화등을 파악하였 

다. 오시 게 장은 이 시 장의 本山格인 東英뭄場을 

통해 變化를 設明하고자 한다. 

(1) 朝蘇時代

1) 市場의 形成

內陸水運에 重훨한 投害U을 했던 洛東江에 의 

해 地域構造기- 형성되었던 朝離時代에는 河川

流路등의 地形的要因이 東葉府， 梁山， 金海등지 

에 中心地를 形成하는 投害U을 하였다. 이 당시 

의 財貨의 集散地는 龜浦， 金海， 三郞律， 水山

律 등의 洛東江연변， 草梁， 쏠山鎭 水營등의 海

뿔地域， 東蘇， 梁山등의 내 륙평 야지 역 등에 형 성 

되어 있었다 17) 

CD 龜浦場
龜浦라는 地名이 거북이의 돗을지닌 ‘거빅게’ 

를 漢字로 적은 결과 이 地名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文歡上에 나타나기는 

H帝時代 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同浦로 불리 

웠다.뻐 東國購之勝覺에 i:t同律으로 命名되어 

나다나는 이 지 역 은19) 쏠山으로부터 慶尙 西北

南三面에 水路相通하는 燒點일뿐 아니 라 江河口

에 험난한 곳이 많아 東葉로부터 내륙에 운반되 

는 貨物은 먼저 陸送으로 이곳에 이르러 水運으 

로 三郞律， 守山律， 沙門律， 훌館등이 운반됨 에 

따라 구포는 이 일대의 교역中心機能을 담당하 

었다. 아에 따라 朝解仁宗(1682)때 南負이 설치 

되었으며 또한 三脫濟負이 있어 인근지역의 三

脫를 수납하여 내륙으로 운반하는 적환점의 구 

실을 하였다. 

이지역에 場市가 서는시기는 17세기경 전국에 

시장이 확대될때와 동일한 시기로 추측된다 20) 

그후 18세기에 람同場으로 나타나는 이시장은21) 

梁山의 물‘內場(1， 6) , 黃山場(5， 10) , 東泰붙‘ 

場(2. 7) , 金海場(2， 7)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었고 이는 「梁山後誌J (1809) 場市펀에 수록 

된 당시 군수의 「防報狀」에 잘 나타난다. 이 防

報狀은 1809년 東蘇府에서 大川場(位置未詳)과 

람同場이 너 무 가깡고 金井山城의 방어 에 도움 

이 된다는 理由로 임시로 廢市되었던 이 시장의 

復設을 反對， 大川里로 移設한다는 말을듣고 那

守 李遊夏가 使客의 支站方法， 겸홉홈守護(南옵) 

의 허술함， 住民生活의 쓸困해짐을 이유로 시장 

의 復設을 進達하는 내 용을 담고있다. 이 資料

中에는 市場의 規模， 주변시장과의 關係 및 순 

환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담고 있어 시장의 性格

을 파악할 수 있다. 中心地는 生計가 넉 넉 하고 

15) 本 現地調훌를 도와준 쏠山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敎育科 學生들에게 感謝드린다. 
16) 오시 게 장의 設問紙數는 商人 64放， 住民 164校이 었 으며 龜浦場은 各各 58校 151校였 다. 

17) 13 本領使館， 1905, 前揚書， pp.152"'154. 
18) r梁山鋼誌J 1986, p. 121. 
19) r新增東國團之勝廳」 卷之二十三， r납同浦在 東平縣、 西三十里」

20) r梁山後誌J (1809) (梁山郵誌， pp. 623"'630에 收錄)， r. ‘ .it同寫용 處在大江水口 臨江設揚 짧近百年之久 ... , J 
21) r東國文歡備考」 市鍵考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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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戶의 戶數가 三百戶이고 軍布가 二百이되어 

東南의 都會라하여 22) 市場의 크기 를 간접 적 으로 

표현하고 있고， 東菜， 金海， 梁山 등 三둠의 要

衝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各處의 財貨

供給으로 하루도 쉬는날이 없다라 하여 23) 이곳 

이 인근 三둠을 배후지로하는 市場園을 形成하 

였음을 알 수 있다. 特히 大川場과의 관계 에 있 

어서 同日 3, 8 日에 開市하면 大川場과 龜浦場

이 서 로다른 園域으로 동시 에 存在할 수 있으며 

또하냐의 代案으로 두場을 前者는 3, 8 日 , 後者

는 5, 10 日에 開市하면 市場간에 유기적인 순환 

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 하여 24) 당시에 이미 몸 

에서는 市場間의 關係에서 地理的配置， 開市日

의 간격 등에 대해 자연스러운 관련성을 이루도 

록 조정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 東策몹‘場 

東策는 水營江에 의해 形成된 저평한 침식분 

지로 新羅時代以前부터 부산지역일대의 地理的

中心地가 되 어 왔다. 新羅以前에 이 곳에 는 居業

山國이 위 치 하였으며 25) 高麗時代에 는 둠城이 形

成되 었 다 26) 東菜의 場市에 對한 記錄은 文敵上

1770年에 처음나타나나 形成時期는 훨씬 그 이 

전으로 추측되고 있다. 15'"'-'16세기 중엽下三道 

에서 開市되기 시작한 場市가 숙종조 전후로 하 

는 시기까지는 물治와 政治 • 軍事요충지를 中

心으로 시장이 개절되다가 山各間에까지 확대되 

는 시기가 17세기 末경인 것으로 미루어 볼때 27) 

본 봅場은 15세기경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18세기에 東菜府에서의 開市場으로는 물內 

(2, 7) , 左水營(5， 10) , 쏠山(4， 9; 현재 쏠山 

鎭)， 秀릅(1， 6; 현재 下端? ) 등이며 #同場(3，

8)까지 5개장이 개시일을 서로 달리하면서 순환 

관계 를 이 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당시 場市의 

규모는 東菜府의 場市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주 

로 海塵物， 食料品 및 섬유류등을 취급， 판매하 
고 있었다 28) 

2) 憐近市場과의 關係

東葉， 龜浦場은 東薰府內의 市場들 뿐아니 라 

주변의 梁山， 機長， 金海등지의 場市들과 서로 

순환적인 관계를 이루며 形成되고 있다. 1700년 

대 이들市場과 유기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는시 

장의 地理的 分布는 〈그림 1)과 같으며 , 生成，

소멸등의 변화에 기 인하거 나 흑은 記錄上의 차이 

에 서 나타난 場市의 變化는 〈표 1)과 같다. 分布

를 보면 東菜에 서 는 市場의 變化중 1830年의 資

料에서는 左水營場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기록상의 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다른 문헌에서는 전부 나타 

나는 秀답場(1， 6)대신 下端場(5， 10) 이 기록 

되어 있다. 秀답라는 지명은 현재 남아 있지 않 

으나 이 들 秀冒場과 下端場의 關係는 「東蘇府志」

의 記錄으로 보아29) 동일한 場을 지명상의 혼동 

과 개시일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분포를 보면 동래에서 4個所， 梁山 4個所， 金

海 5個所， 機長 2個所에서 開市되고 있었으며 

주로 지구대와 平野를 따라 形成된 交通路上에 

분포한다. 場市간의 개 시 일을 보면， 2, 713 개 

시되는 東菜場은 府內의 람同場， 쏠山， 秀답， 

물‘內場과는 서 로 다르며 金海붙‘과는 같이 하여 

나타나， 金海場과 東薰場은 同~계 층의 場市로 

써 서로 배타적인 상권을 유지하였음을 보여준 

다. 場市別 순환성에서는 梁山(1， 6)에서 鎭南

路를 따라 내 려 와 東棄(2， 7)場을 거 쳐 萬德고 

개를 념어 龜浦(3， 8)-쏠山(4， 9)-左水營(5，

10)과 梁山-金海(2， 7)-龜浦 - 쏠山-左水營 

등의 순환성 이 나타난다. 

22) r ... 民戶之據、 凡罵三百 軍布之出 凡至二百 廳협東南之都會 ... J 
23) r ... 居在泰金梁三뭄之衝 大小寶行之經過 出站各處 裡校之往來草料 짧無虛日…」 
24) f ... 藉使兩市 同一拜設 是良‘ .. 是以各~市兩存 無害 而況此間以十里 屬以二日 大川場則 以三日八H 設품 납 

同場則 以五日十日設뚫…互相往來 ... J 
25) 三國史記， 地理志， 卷 34. 
26) 원래의 中心地는 海雲浦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新增東園與之勝覺， 卷之二十三).
27) 韓相權; 1981 , 18세 기 말""'19세 기 초의 場市發達에 對한 基魔田究， 韓國史論， 7, p.182. 
28) 林園經濟志， 땐圭志， 卷第四

29) 이 자료에 의 하면 下端內에 新草梁里， 舊草梁里， 大ú양里， 救場里， i:t )11里， 秀릅里， 長林里， 西平里， 多

大里 등이 속해 있으며 이중 秀탑里의 위치는 「秀탑里 距官門四十四里， 長林里 距官門四十五里 .. 'J로 미루 
어볼때 長林위의 현재의 下端洞 일대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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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朝解時代 市場의 分布

표 1. 朝蘇時代 市場의 變化

---------~- 文 歡 | 東國文歡備考 1 林園觸濟志、 ! 慶尙道뭄誌 | 鎭 南 뭄 誌
場 市 __ 1 (1770) (1830年代 1832)1895)

| 左 水 營 l 左水營 (5, 10) 左水營 (3, 8) 左水營 (5, 10) 東 菜 .u.... e .!..L /J ..... t=:a '''''' .J.. V ,I !...L/.J'" t=r 'ù, U/ 

l 秀 탑 l 秀탑 (1, 6) 下端 (5, 10 秀탑 (1, 6 秀릅 (1, 6) 

梁 山 | 龍 一옳1-꿇잃도궁-) 1-꿇필 (4, 9) I• 龍堂 ~~I~꿇싫고-피 -

| 新 門 l 新門 (3, 8) 新文 (3, 8) 新門 (3, 8) 新門 (3, 8) 金 海 ""1 1 J ""11 J , .... , V .l ""~.-^- , .... , V .I ""11 J 'U , V .I 

| 省 法 | 省法 (5, 10) 館場 (5, 10) 省法 (5, 10) 省法 (5, 10) 

(2) 日帝時代

日帝時代의 쏠山地域構造는 日本이 大陸을 古

據하는데 據點역할을 함에 따라 慶館 설치와 京

좋線鐵道의 建設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形成되 

었다. 朝蘇時代부터 形成펀 慶짧은 開港이후 日

人들에 의해 본격적언 개발이 시작되면서 1876 

30) 韓國地誌， 1985, 地方篇 m, p.72. 

년 開港당시 朝蘇港民의 數가 100여 호에 불과하 

던 쏠山浦는 1905년에 草梁에 400호， 古館에 200 

여 호， 좋山鎭에 300여 호로 급증하였고30) 새 로운 

中心地가 이 일대를 중선으로 이루어졌다. 쫓山 

海뿜地域에서 內陸으로는 平野가 있으냐 따、협海 

뿜의 말달로 港口에 부적합한 水營灣쪽보다- 붉 

石海뿔이 發達한 쫓山浦가 交通結節地로써 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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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임이 판단되면서 H人들은 이곳 草梁을 京쏠 

線의 起點으로 결정하고 1908년 바다룹 메우는 

착평공사를 실시하여 現 쏠山本繹 일대에 新市

街地를 형성하였다 31) 이로인해 쏠山地域의 中

心機能은 과거 中心地인 東짧로 부터 이 곳으로 

옮겨오띤서 地域構造는 크게 變化하기 시작하 

였다. 

1) 市場의 變化

φ 짧浦場 

日帝時代의 龜浦場에 對한 직접적인 記錄온 

남아있지 않아 本鎬에서는 당시의 繼浦市場經濟

에 대한資料로場의 규모및 그變化를추적하 

고자 하였다. s 帝초기 H 人들에 의한 物動量이 

많아지 면서 龜浦는 쏠山으로부터 陸送의 終點이 

되고 또한 江뿜의 都몹‘에 발송할 水運의 起點01

되어 積換點의 位置를 점하면서 곡물등의 中介

商業이 활발하었다 32) 이에 따라 負庫 1개동이 

있는 적막한 寒村으로 장날에만 먼잡하던 이곳 
의 인구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33) 이와 같은 

증가추세 는 1905년 京쏠線鐵道가 開通되 기 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함께 구포는 금융의 중심 기 

능을 담당하게 되 면서 1904년 쏠山， 東菜 다음 

으로 우체국이 설립되고， 1909년에는 전국에서 

3번째로 龜浦銀行(現 商業銀行 前身)이 설립되 

었다. 이후 금융엽이 딸달되면서 慶南銀行 龜浦

支店과 짧浦金廳組合이 設立되었고， 이틀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하는 商人들은 옳山과 金海， 慶

北 大邱의 상인플로 이곳은 영남일대에서도 중 

요한 금융중삼지였다 34) 

鐵道의 부설로 龜浦는 경과지역이 되면서 다 

소 침체되었으나 水運貨物의 集散地역할은 계속 

하게 되었다. 1925년 이 지역과 水運에 의한 쏠 

山과의 關係35) 를 보면 〈표 2>와 같으며 이때 특 

묘 2. 71<運에 의한 龜浦-옳山間 物動훌 

品 目 朝 縣 盧 | 日本 ·外國塵

方 向 圓 | 따 | 圖 | 띤 
쏠山 • 龜浦 1 35， 46이 3191 354, 8921 3, 193 

龜浦 • 짧山 1 484, 2501 4, 4581 4, 3261 39 

資料 : r市街地m商圖J (1925) , p. 249 맞 p.259에 의 
거 펀자작성 

산불의 住出합는 500여만원으로 당시 全國의 91 

개 中心地중에서 11位를 차지하는 비교적 큰 규 

모괄 지니고 있었다 36) 이러한 짧浦地域의 變化

와 함께 龜浦場도 그 變化를 같이 해 오면서 1940 

년대에는 년매출액이 336， 650원으로 이지역 일 

대에서는 東策場(596， 027원) 다음으로 큰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37) 

@東策場

東策는 開港期부터 草梁에 中心機能을 빼 앗겼 

으나 市場은 주변농업지역에 서비스 기능을 제 

공하면서 꾸준히 存續할 수 있었다. 朝蘇時代 海

塵物이 主要취 급품목이 었던 이 시 장은 1901년에 

는 좁木， 支那木線， 폼布， 白米， 大豆 등 農塵

物중심으로 기능상의 변화를 하였으며 거래액은 

연 198， 200원이었다 38) 당시의 財貨集散地域은 

府內， 梁山， 機長， 慶州， 京城， 安東， 宜寧 등 

으로 매우 다양하였으며 특산물로써는 담배， 大

口魚， 좁魚， 魔 등이 거래되고 있었다 그 후 

1924년에는 一號 公設市場으로 지정받아 현재의 

壽安洞， 福果i同， 校洞의 3개 동에 켈 쳐 每 陰 2, 

7 日에 개시되면서 곡류， 어류， 짧牛， 烏뽑類， 

果實， 誠菜， 幕벚 등을 취급하였고 日거래액 약 

4， 000원 , 出市商人數 1 ， 000여 명 , 구매 자수 4, 000 

여명으로 이 일대 지역에서 상위계층의 중심기 

등을 담당하였다 39) 특히 家좁시장은 좋山鎭牛 

31) 金鍾遠， 1975, 옳山의 都市成長에 對한 歷史地理學的 考察，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p.18-19. 
32) 日帝初期에 이곳은 水深이 5m나 되었고 싼 300여석을 적재한 商船이 往來할 수 있었다(r北區誌↓ 1980, 

pp.97-98). 
33) 日 本領事館， 1905, 前揚書， p.153. 
34) 朝蘇總督府， 1925, 市街地@ 商園， p.272. 
35) 1914年 行政區域改編에 의 해 쏠山府로부터 東葉鄭에 펀 엽 되 었 다. 
36) 朝蘇總督府， 192'5, 市街地@ 商團， p.331. 
37) 당시의 金海場의 현거래액은 230, 785원이었다. (文定昌， 朝廳φ市場， p.277). 
38) 朝蘇總督府， 1924, 朝健φ市場， p.24. 
39) 텅-시 언근시 장플의 상인 및 구매 자수는 松훔場이 200, 1 ， 000명 , 機長場이 150, 300名， 住川場이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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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과 함께 이 지역 일대에 넓은 市場園을 형 

성하고 있었다 40) 1930년대에는 東葉第一高普의 

호地에 노점 에 의 해 장이 서 다가41) 1937년 총부 

지면적 2， 434헬， 建첼 1， 603헬， 店觸數 392개소 

로 東策公設市場으로 昇格하였다. 원래 場은 東

菜府使가 行政事務를 관장하던 東輕周圍의 골목 

걸에서 열렸으며 現훈의 商業銀行東葉支店과 수 

안파출소 사이 의 도로가 特塵物과 生必品을 거 

래 하던 장터 었으며 가축시 장은 지 금의 明倫國民

學校와 우체국부근에서 개시되었다 42) 주변지역 

S훌훌 

t ‘ 

R훌r 

에서 集散하는 品自은 機長의 마역， 갈치， 鐵馬

의 산나물， 龜浦의 배， 삼베， 連山洞의 참외， 과 

일， 인성문의 담배， 金沙洞의 죽제품， 海雲臺의 

멸치， 梁山의 참외， 金海의 채소， 彦陽의 미나 

라 등이 었다 43) 1940년에 는 연거 래 액 596， 027원 

으로 일대의 정기시로서는 가장 상위계층의 場

으로서 44) 1942년 부산부에 편입될때까지 東蘇群

의 中心기능을 담당하였다가 이후에는 부산의 

일개중심지로 변화하였다. 

2) 憐近市場과의 關係

o OKM 

그림 2. 日帝時代 市場의 階홈 및 分布

600名이었다(朝解@市場. p.596). 한펀 비슷한 연도의 資料인 「市街地η 商園J (1925)에는 出市商A數
400명， 연거래액 163.300원으로 비교적 축소기록되어 있다. 

40) 당시 牛一頭의 中介手數料는 쌍방이 五十錢이상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朝解φ 市場經濟， p.227) 
41) 쏠山地域의 市場의 문제로 쓰레기의 방치， 복개의 불량， 혼장성， 교통의 혼잡등이 지적되어 있다. (朝蘇η

市場짧濟， p.270) 
42) 東來市場 번영 회 장과의 面談內容엄 (1987.10). 
43) r東業와 海雲臺誌J (1980) , pp.639"'640. 
44) 文定昌， 1941, 朝蘇@市場，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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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日帝時代 市樓의 變化

꿇~굶드한~뺑: __ 1朝뽑없없場| 형짧뿔량 |朝뺨없없場 
松 훔 -100, 6)1 

龍 -) -100, 6) 
-1 0(1, 6)1 00 , 6) 

長 1 0(5, 10시 키 0(5, 10) 

海 | 德 斗 | -| | 0 (5 10) 
輪 林 훔 -1 1 0(5, 10) 

日帝時代 옳山地域일대의 市場의 分布를 수록 

한 資料로는 朝蘇總督府가 發行한 「朝蘇@市場j ，

「朝蘇@市場經濟j ， r市街地@商園j ， 文鎔周의 

「東菜那誌J ， 文定昌의 「朝解@市場」 등이 있으 

며 이 들 文敵間의 市場分布內容의 차이 는 〈표 3) 

과 같다. 記錄이 같은 앞의 세 문헌에 서 냐타나 

는 시 장의 분포를 보면 1937, 1941년에 비 해 八

松훔(1， 6) , 責龍(1， 6) , 海雲臺가 안나타나며 

또한 朝解時代의 기 록에 서 나타나는 左水營(5，

10)場이 소멸되 어 나타난다. 1940년의 資料에 

쏠山鎭市場이 안나타나는 것은 이때 이미 이시 

장이 常設化가 된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펀 八松훔(1， 6)場은 東菜那誌 이외의 문 

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현재의 八松이란 지명이 

좁龍洞 일대를 일걷는 것으로 보아 좁龍場과 동 

일한 場인 것으로 사료된다. 梁山지역의 場에서 

는 이들 문헌간에는 차이가 전혀없으며 金海지 

역의 경우 1940년에 德、斗場(5， 10)과 輪林훔場 

(5, 10)이 나타난다. 

이들 場의 分布와 당시의 거래액 45)을 지표로 

한 市場계 층은 〈그림 2>와 같다. 分布는 대 체 로 

地形에 영향을 받은 交通路의 分布와 밀접한 관 

련을 지니며 나타난다. 1차계층의 場으로 거래 

액이 20만원이상의 市場은 東蘇場(596， 027) ， 金

海場(230， 785) ， 龜浦(336， 650) ， 進永(209， 760)

場오로서 동래 에 서 과거 의 慶南中心地였던 普州

에 로의 交通路上에 分布한다. 특히 구포가 김 해 

보다 오히려 높고， 쏠山鎭市場이 常設化되었음 

45) 文定昌 , 1941, 前據書 pp. 274"'279. 

을 볼때 定期市場의 계 층구조는， 水運 및 I뿔上 

交通이 日 帝時代의 上位계 층의 中心地分布를 결 

정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大洛， 永康과 梁山

地構帶上의 交通路를 따라 梁山， 新햄， 佳川場

등의 中間계층의 市場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 

치 하여 最小需흉흉요구치 를 만족시 키 는 地理的 分

布패턴을 보이고 있다. 京쏠線鐵道가 通過하는 

地域은 쏠山鎭市場과 龜浦場만을 제 외 하고는 찌 

禁， 院洞場등의 소규모의 場만이 발달하고 있 

다. 分布에 서 냐타나는 시 장간의 순환성 은 朝蘇

시대의 그것과 일치하여 龜浦場은 金海， 東寒，

梁山， 쏠山鎭， 三郞律場등과， 東菜場은 龜浦，

松훔， 住) 11, 金海 및 쏠山鎭場과 유기적인 관계 

를 이루면서 존속됨을 보여준다. 

3. 大都市 定期市場의 機能 및 性格

(1) 都市定期市場으로서의 發達

해 방이 후 쏠山의 地域構造는 한반도의 歷史와 

함께 크게 변화하였다. 1949년 쏠山府로부터 市

制개펀에 의해 옳山市가 된 직후 6.25와 함게 

임시수도가 되면서 北韓出身住民 등의 피난민들 

에 의해 住居地의 무질서한 확산과 함께 옳山의 

量的인 팽 창이 유발되 었다 46) 그후 1960년대 부 

터 수출을 기반으로하는 경제개발정책이 이루어 

지면서 韓半島의 經濟가 日本을 中心으로 하는 

外國과의 質易經濟體制로 속함에 따라 서 울-外 

國을 잇는 交通路上의 결절지에 위치한 쏠山은 

자연스럽게 적환점으로서의 위치를 담당하게 되 

었다. 이와함께 A口數가 급증하고 시역확장이 

이루어 지면서 47) 부산은 大都市化 過程을 겪게되 

고 지역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종래 市廳을 

中心으로 형성되었던 쏠山地域은 시역확장이 주 

로 京쏠高速道路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축으로 

이루어 지면서 西面을 중심으로하는 지역구조로 

재펀되었다 48) 이에 따라 옳山의 상업지역구조 

는 〈그림 3)에서 볼수있듯이 西面의 쏠山鎭市場， 

46) 1949년 470， 750명 에 불과하건 부산시 인구수는 1951년 에 844， 134명 으로 79.3%의 인구증가율을 보였 다. 
47) 1963년 직할시로의 승격과 동시에 동래군 구포읍， 사상면， 북면， 가장면 일부를， 1978년 김해군 대저읍과 

가락면， 명지면 일부를 편입하였다. (地方行政區域 훨寶， 1987, pp.177"'179). 
48) 쏠山의 고급주거지구인 大型아파트 單地의 分布가 西面을 중심으로 20"'30分의 시카거리상에 同心圖으로 

일정한 帶(zone)를 형성하는 것이 서면의 중심지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시사하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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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 옳山市場의 分布(1986)

(資料 : 쏠山商工名鍵， 1986, pp.343~347) 

自由市場등을 中心으로 제 1 계층이 형성되고 간 

선도로를 따라 溫寂 및 구서종합시장과 日帝時

代의 中心地었던 南浦洞地域에 次下의 계 층이 

分布하여 大都市의 다핵체제적인 市場經濟체제 

임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現代的인 商街 및 市

場이 쏠山大都市全域을 商園으로하여 이 루어 지 

는 市場經濟體制內에서 傳統的 自給自足經濟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5 日定期市場이 시가지화된 

지역에서 끈끈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짧浦場의 경우 地形的훨因에 

의하여 옳山中心地와의 地理的 차단성， 인접한 

金海平野의 농엽지역의 배후권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오시게場의 경우는 異質的인 現代

常設市場과 계 속 相衝하면서 도 地理的位置를 변 

화시키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즉 대도시화과 

정 을 겪 는 1960년대 중반까지 常設市場과 定期

市場이 東葉물‘場의 자리 에 서 계 속 拉存되 다가 

시가지확장이 이루어 지면서 기능상의 分離가 

이루어져 明倫國民學校에서 형성되었던 소전거 

리는 石治洞으로 이전되었고 定期市의 形態는 

온천동 비석꼴로 이전되었다. 이후 1970년대 초 

반 다시 시가지化에 빌려 쏠各洞 오시게로 이전 

하였고 그후 1982년에 현채의 위치로 이전하면 

서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들 정기시장이 이와 같은 大都市

市場經濟體制에서도 存在할 수 있는 立地基盤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도시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市場의 構成要素인 團人， 利

用住民 및 취급재화와 景觀 등을 통해 밝혀보고 

자하였다. 

(2) 取投品 目 및 內部構造

이들 정기시장의 취급품목과 기능수는 〈표 4) 

와 같다. 오시 게 장의 기 능수는 825개 , 구포장은 

1 ， 447개 로 位置變動을 하지 않은 구포장의 規模

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취급재화의 종류에 있 

어서는 두시장 모두 藥材 및 家薦類의 비율이 

.-般市場보다 비중이 훨씬 높게나타나는것이 특 

이하다. 품목별 비율을 보면 식료품이 가장 높 

고(53.2 ， 54.0%) 그중 채소류와 건어물， 곡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의류 및 신발류는 각각 22.7, 18.7%로 대부 

분 일반시장보다 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 

한 품목들이다. 이외에 주방 및 생활용품이 각 

각 11. 4, 7.7%를 차지 하고 약재 류는 각각 4.0, 
5.4%로써 일반시 장보다 높이 차지 한다. 특히 

龜浦場의 경 우 가금류가 7.0%로 매 우 높다. 가 

금류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동물이 개(黃 

大)， 닭으로 각각 51, 23개 소이 며 漢醫學에 서 

신경 통에 효과가 있다는 염 소， 고양이 및 토끼 

를 각각 15, 4, 3개소에서 산채로 취급하고 있 

었다. 이외에 간이음식점이 각각 2.5, 2.3%로 

나타난다. 

표 4. 정기시장 취급품목 ( )은 % 

|오시게장|구포장 
식 .li. 걷 iIr 439 (53.2) 781 (54.0) 

의류·신발류 187 (22.7) 271 (18.7) 

챔 구 T E「 17 (2. 1) 33 (2.3) 

주방생 활용품 94 (11. 4) 112 (7.7) 

약 33 (4.0) 78 (5.4) 

가 二p그- 류 6 (0.7) 102 (7.0) 

간이음식정 21 (2.5) 33 (2.3) 

기 타 28 (3.4) 37 (2.6) 

計 I 825{100.0) I 1,44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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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시게장 內部構造

이와 같이 도시정기시의 취급품목은 農村定期

市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一般

都市市場과는 몇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재화의 경우는 품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낮은것을 주로 취급하고， 또한 약재， 가금류등 

에 서 볼수 있듯이 一般市場에 서 취 급하지 않는 

品目들을 판매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유 

지하고 있는 점이다. 

市場內部構造는 農村定期市와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기능수의 밀칩도에서는 훨 

씬 심 하다. 기 능간의 평 면적 分布는 〈그림 4)와 

〈그림 5)에서 알수 있듯이 일정한 地理的 分布패 

턴을 보인다. 대로변에는 생활용품， 주방기구등 

의 면적을 비교적 넓게 차지하는 품목이 위치하 

나 이면도로에는 곡물류， 의류 등 비교적 적은 

면적 을 차지 하는 기 능들이 특화되 어 나타난다. 

취 급품목중 가축 및 가금류의 분포는 다른 품목 

과는 달리 가능한한 시장외곽지역에 분포하여 他

品目과붐리되어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이들품 

목의 특수성과 가축을 취급하는 상인들에 대한 

신분적 인식이 경관상에 투영되어 잔존한 결과로 

브여진다. 한펀 오시게장에서 가금류의 취급이 

약한것은 시장변화과정에서 가축시장의 他지역 

에로의 분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 市場의 利用行態

1) 利用住民

이들 시장을 찾는 住民들의 性別 分布는 여성 

이 오시게， 구포장 각각 81. 2, 76.2%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연령충은 20rv40代의 고객이 많았 

다. 직 업은 대부분이 주부이며 (63. 8, 68. 2%) 이 

외에 직장인， 공무원들이었으며 주로 60代 연령 

층에 서 나타나는 무·직 이 각각 8.6, 8.6%를 차 

지 하었다. 農村定期市에 서 나타나는 地域共同體

의 情報交換， 對A접 촉등의 文化 • 社會的 기 능 

은 이시장들에서 매우 미약하게 나타난다. 상품 

구입외에 시장에서하는일은 ‘없다’가각각 66.4.， 

68.5%였으며， 있을경우에도대부분이 ‘식사’였 

고 이외에 시장가격정보의 획득 등이 약간 냐타 

난다. 한편 물건구입의 목적없이 시장에 나올때 

찌
 꾀 



그림 5. 龜浦場 內部構造

고7~도보 

@ 부석 

@ 채소청파 

@ 곡불 

@ 9] 류선발 

@ 침구포복 

@ 일용잡화 

@ 약재 
@ 가급류 

@ 간이사당 

@ 기t'-]-

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4.0, 34.5%에 이르 
며 그 내용은 대부분 상품구경 등을 이유로 하 

고 있다. 이들 시장이 이와같이 農村定期市에서 

나타나는 대면접촉 등의 기능이 약한것은 시장 

의 都市立地와 함께 一般定期市의 성 격 과는 상 

이하고 다른 文化的기능을 內存하고 있음을 시 

사해 주는 것이다. 

@ 시간별 이용행태 

都市定期市의 時間벌 이용행태는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農村定期市와는 피 크시 간대 에 서 큰 
$ 



(부백g 산 병2-) |; 

(군위) 

/\ 

JOI성 

」;/ \ 
~5 

\M 
12i / \ 

8 

o 
시각 8 10 11 1'2 2 !3 

그림 6. 時間別 利用行龍

차이를 보언다. 두시장 모두 피크시간은 정오가 

지난 오후 2""3시경에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는 

이용주민의 수가 셔서히 감소하고 5""6시가 되 

면 상인들도 빠져나가면서 철시되고 있다. 이는 

그림의 軍威那의 農村定期市와의 사례와는 큰 

차이 를 보여 준다 49) 즉 農村定期市의 경 우 오전 

10時부터 서서히 피크를 이루면서 11時代에 절 

정을 이루다가 正午가 지나면서 상품구입행위가 

급격히 감소하여 본정기시강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農村定期市의 피크타엄시간을 市場園에 

의해 決定된다라고 할때 都市定期市의 市場園이 

대부분 1시간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쏠山市內라 

는 측면이 이와같은 시간별 分布를 나타낸다라 

고 볼수 있다. 한편 남녀별 시간벌 이용에서 남 

자의 이 용행 태 는 두 시 장 모두 1시 간씩 앞당겨 져 

오후 1""2시 사이에 나타난다. 이는 이 場을 이 

용하는 男子들은 대 부분 부근에 직 장을 가진 사 

람들로 점섬시간中에 시장을 이용함을 보여준다. 

대부분 주부인 여자는 오후 2""4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 居住地別 利用行態

II~、
ç 

/\<'~1 , Yj/( @ 
JI J , " \\\\1’ 

-5 명 

--1 명 

0 4 8 km 

그림 7. 定期市場 利用團

都市定期市 利用住民의 居住地域分布는 〈그림 

7>과 같고， 市場과 인접 한 동리 에 거 주하는 地域

住民과 비교적 원거리에서 이용하는 都市住民의 

비율은 〈표 5>와 같다. 오시게場의 경우 地域住

民은 96명으로 전체의 58.8%이며 都市住民은 

41. 2%로 인접지역에서의 이용비율이 높다. 이에 

반해 구포는 각각 35.1 , 64.9%로 都市住民이 훨 

씬 높아 구포場의 이용권이 오시게장보다 다양함 

을 알수 있고 이는 〈그림 7)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와같은 차이는 오시게장이 위치한 곳의 久瑞

縮合商街가 비교적 활발한 기능을 지니는 이유 

도 있겠지 만 東菜場으로부터 移轉하면서 그 규 

모가 축소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이용주민의 구성비율에서 볼수 있듯이 이 

들 都市定期市는 都市內의 位置性으로 인해 약 

간의 비중차이는 보이지만 一般常設市場의 기능 

과 함께 都市全域에 定期市場으로서의 기 능을 

제 공한다. 따라서 利用住民들은 居住地域의 위 

치 즉 이들 市場과 인접한 住民언가 흑은 他市

場을 利用해도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住民언가 

에 따라 이들 시장에 대한 認識의 차이를 보일 

49) Lee, J.H. , 1987, oþ. cit. , p.13. 에 의거 펄자가 도표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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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월평균 시참이홍 횟수 

단위 : 명! ( )안은 % 

j 오시게 l 구 포 

i 도시주만 | 지역주민 | 도시주민 | 지역주민 
대목때만 

것이며 이들 두 지역집단은 定期市에 대한 이용 

행돼도 다를 것이다. 

본 자료의 分析에서는 각 시장에서 이용주민들 

의 거주지역에 따른 行態의 차이를 파악하여 이 

들 정기시장이 一般市場과 구별되는 차이성을 

分析함으로써 이들의 立地基盤 및 기능을 설명 

하고자 한다. 

이용빈도 ; 이용주민의 월평균이용횟수는 표 5 

과 같다. 월 1 1"'-' 2회 이용이 전체의 52.4, i2.3 

%블 차지 하여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오시 게 

장이 월 31"'-' 4회 , 구포장은 월 51"'-' 6회 로 나타난 

다. 지역주민과 도시주민의 비율은 각각 96: 68, 

53: 98로 구포장의 도시주민이용율이 훨씬높다. 

지역주민집단과 도시주민집단간의 이용횟수는 

뚜렷한 행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시게장이 

지역주민 이용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도시주민은 대목때만 이용하는 주민이 10.3%, 

월 1 1"'-' 2회 가 61. 8%로 높아 지 역 주민집 단과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구포장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 지역주민의 경우 각각 3.8， 28.3, 

26.4, 41. 5%로 이용횟수와 그 비율이 함께 증 

식료품 

의 류 
생활용품 

표 6. 주요 구입 품목 

단위 : 명， ( )안윤 % 

오 시 게 { 구 포 

도시주민 | 지역주민 | 도시주민 1 지역주민 

가하는데 바해 도시주민은 오히려 적어지면서 

두 지역집단간에 체류시간과 함께 이용반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구입품목 ; 이용주민이 도시정기시에서 주로 구 

입 하는 품목은 〈표 6)과 같다. 곡류， 채 소， 양 

념류 등의 식료품 구입목적이 지역주민의 경우 

66. 3, 58. 0% , 의 류 및 생 활용품이 32.6, 42.0% 

로 도시주민의 그것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약 및 민간요볍에서 이용되는 약재， 

가금류등에서는 오시게장의 경우 4 : 1, 구포장 

은 11 : 0으로 도시주민의 이용131 율이 높게 나타 

난다. 이들품목이 대도시의 근대적 유통체제에 

서 거래될 수 없는 품목임을 미루어 보아 도시 

주민들의 이들에 대한 높은수요는 정기시의 입 

지기반에 중요한 수요적언 바탕을 제공함을 시 

사한다. 

구입액수 ; 시장에 1회 出市하여 구입하는 액수 

는 〈표 7)과 같다. 오시게장의 경우 만원이하의 

경우 43.9 : 73.0%로 지역주민의 비율이 높으나 

3萬원이상의 경우에는 도시주면에J서 훨씬 높다. 

이와같은 경향은 구포장에서도 1만원 이하가이 

57.7: 60.8%이 나 3만원 이 상에 서 는 6.2: 5.9% 

로 反轉되어 나타난다. 이와같은 결과는 앞의 

이용빈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수요요구치 

의 충족은 인근주민보다 다른 일반시장에서도 

구입기회가 많은 도시주민들에게 주기성이 걸며， 

이는 또한 품목이 일반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시장에 대한 홉見 ; 이용주민들에게 이들 定期

市가 ‘般常設市와 다른점을 2가지씩 지적하여 

나온 결과는 〈표 8)과 같다. 대 부분의 주민이 거 

.주지역과는 관계 없이 종류가 풍부하며 다른 시 

표 7. 1회 구입 액수 

단위 : 명. ( )안은 % 

오 시 게 구 포 

도시주민 ! 지역주민 
^'1만원 I 29(43.9) I 65(73.0) I 56(57.7) I 31(60.8) 

24(24.7) I 13(25.5) 
11(11.3) I 4( 7.8) 

3만I'V I 4( 6. 1) I O( 뼈 I 6( 6. 2) I 3( 5.9) 

計 166(100.0)1 89 (100 메 97(100 씨 51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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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기시장의 특징적인 접 

단위 : 명， ( )안은 % 

오 시 게 | 구 포 

도시}지역 l 도시|지역 
종류가 풍부하다 ’46(60.5)[69(63.9)176(70.4)138(60.3) 
농촌분위 기 !18(23. 7)[25(23. 1)!19(17. 6)!17(27. 0) 
값이 싸다 ! 5( 6.6)! 5( 4.6)1 5( 4.6)! 4( 6.3) 
물건이 싱 싱하다 ! 6( 7.9)! 4( 3.7)! 3( 2.8)! l( 1. 6) 
우질서하다 | l( 1. 3)1 5( 4. 셰 5( 4. 때 3( 4.8) 

츠 76 I 108 I 108 I 63 
ii I ! (100.0)! (100.0)! (100.0)! (100.0) 

장에서 구입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가 60"-'70% 

로 매우 높았다. 또한 常設市場에서 느껄수 없 

는 農村的 분위기가 오시게장은 23.7% , 23.1% 

로 구포장은 17.6, 27.0%로 비 교적 높다. 이 와 

는 달리 값이 싸다， 물건이 싱싱하다는 의견은 

마약하게 나타나 이들 시장의 특징은 품목의 다 

양성， 농촌적분위기로 대별된다. 한펀 부정적인 

의 견으로서 무질서 하다는 의 견은 각각 1. 3 : 4.6 

%, 4.6: 4.8%로 비 교적 낮게 나타나고 지 역 주 

민에서 이와 같은 의견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 

타난다. 취급품목의 특이성과 농촌분위기가 이 

시장들의 특정으로 도시주민이 이들 정기시를 

찾은 중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대도시내에서 

의 定期市立地基盤이 경 제 적 기 능과 과거 農村

定期市에 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기 능등이 약화되 

어도 일반시장에서 취급되지 않고 한국문화속에 

서만 존속될 수 있는 재화만을 취급함으로써 定

期性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이 定期性이라는 

요소도 문화요소로써 튼튼하게 작용함을 브여 준 

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들의 定期性 유지에 대 

한 찬반의견을 분석하면 더욱 뚜렷해 진다. <표 

표 9. 시장 상필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안은 % 

오시 게 장 구 포 장 

도시주민 | 지역주민 | 도시주민 | 지역주민 

9)에 서 나타나듯이 오시 게 장은 전체 의 88.5%에 

해 당하는 139명 이 , 구포장은 121명 (82.3%)이 

定期性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 이들을 지역집단 

별로 구분하여 보면 定期性 유지에 대한 의견은 

도시주민은 90.8, 87.5%로 지역주민의 견해 

(87. 0, 72. 5%)보다 높고 반면 상설화에로의 의 

견은 각각 9. 5 : 13. 0, 12. 5 : 27. 5%로 지 역 주민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 지역주민에서의 이와 

같은 의견은 앞의 시장의 무질서와 함께 장날에 

의 교통혼장 등의 일상생활의 불편성과， 또한 이 

들 정기시에 기언한 인근 중심지 형성의 장애성 

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商A

都市定期市에 出市하는 상인들의 연령분포는 

오시 게 시 장의 경 우 20代 3명 (4.6%) , 30代 18명 

(27.7%) , 40代 21명 (32.3%), 50代 16명 (24.6 

%), 60代이 상이 5명 (7.7%)으로 40代가 가장 

많다. 구포장은 각각 5명 (8.8%) , 16명 (28.1%), 

11명 09.3%) , 14명 (24.6%) , 11명 09.3%)으로 

30代가 가장 많았으나 60代의 비율도 높아 비교 

적 골고른 분포를 보인다. 거주지역은 대부분 

좋山市內로써 오시채장은 시내， 시외의 비율이 

48: 11 , 구포장은 44 : 14이다. 시외거주 지 역은 

대 부분 梁山， 金海이 다. 

@ 지리적순환성 

定期市에 出市하는상인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常設市의 商Ä， 도시 내 非正規部門에 서 

취엽하는 영세상인 및 보부상들이 혼재되어 있 

어 農村定期市와는 구성 상의 차이 점 을 보여 준다. 

상인들의 구성에서 보부상이 각각 31명 (48.4) ， 

32명 (55.2%) ， 본 정기시장만 이용하는 상인이 

18명 (28. 1), 24명 (41. 4%) , 도시내 시 장과 정 기 

시 를 혼용하는 상인 이 13명 (20.4%) , 2명 (3.4%) 

표 10. 상인의 시장이용 

단위 : 명，( )안은 % 

l 오시게캉 ! 구포장 
본 시장만 출시 18(28. 1) 24(41. 4) 
부산시내他시장 15(23.5) 2( 3.4) 
보 부 상 31(48.4) 32(55.2) 

計 58 (100.0) 

짜
 
… 



표 13. 1일 판매맥 

단위 : 명， ( )안은 % 

표 11. 상인의 이용정기시장 

( )안은 응답 빈도수 

오시게장 | 구포 

보 부 상 l 도시 장인 | 보 부 상 l도시 장인 
2만원이하 1 5(18.5)1 10(34.5)1 7(22.6)1 6(27.3) 

2만^'5만 1 5(18.5)1 11(37.9)1 9(29.0)1 7(31. 8) 
5만'" 10만 1 9(33.3)1 6(20.7)1 7(22.6)1 7(31. 8) 

10만^' 1 8(29.6)1 2( 6.9)1 8(25. 8)1 2( 9. 1) 

計 \27(100 씨 29(100. 

장 장 

서 창 (2) ， 김 

충무， 송청， 

김 해 (16) , 오시게 (14) , 양산(11) ， 울산 (4) ， 

진영 (3) , 삼랑진 (3) ， 물금 (2) ， 하단 (2) ， 석 

계， 서창， 좌천， 청도 

요시게 장 | 구포(31)， 양산(7) ， 울산 (3) ， 
해， 좌천， 고성， 물금， 하단， 

창원， 경화 

시 회 순
 

구포장 

場

都市市場 定期性의 근간은 인근정기시를 순환 

하는 보부상들이 다. 이 들 보부상과 도시 내 상인 

들은 시장형성의 역할에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두 칩단간에는 취급품목과 판매액등의 이용행태 

에서 자연스러운 차이가 나타난다. 보부상은 〈표 

12)에서 보듯이 이동에 펀려하고 신선도를 요구 

하지 않는 의류및 생활용품을 주로 취곱하는반 

면 도시상인들은 신선도가 요구되는 식료품등을 

주로 취급하였다. 1일판매액도 〈표 13)에서 나타 

나듯이 보부상은 오시게장의 경우 5만원이하가 

37.0%, 5만"'10만원 이 33.3% , 10만원 이 상이 

29.6%로 도시 상인의 분포와는 역 상관관계 를 보 

이고 구포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결 

국 공간거리마찰을 극복하면서 존재하는 보부상 

집단은 그 판매액에 있어서 일정수준을 상회할 

때만이 비로소 시장순회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내 시장만 이용하는 상 

인은 오시게 2명 (3.1%) ， 구포에는 안나타나 상 

인들의 유형은 크게 〈표 10)에서 보듯이， 본시 

장만 출시하는 상인， 도시시장 및 인근정기시의 

이용상인 및 정기시만을 이용하는 보부상으로 

三分된다. 본 시 장만 出市하는 상언들은 대 부분 

명일에는 농업에 종사하거나 도시노점상을 하고 

本 짧究에서는 옳山大都市에서 나타나는 龜浦

및 오시 게 定期市場의 事例昭究를 통해 수요요 

구치가 충만된 現代의 市場經濟體制에서 自給自

足經濟의 象徵으로 인식 될 수 있는 景觀要素인 

市場의 定期性이 어떠한 立地基盤을 지니면서 

存在하는 가를 살펴 보았다. 

15"'17세기경 朝解時代 당시의 주로 자연환경 

적인 地理的 背景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들 두시 

장은 時代的 變化와 함께 그 기능을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交通上의 적환점에 

위 치 하여 성 장한 龜浦場과 內陸의 地域中心地로 

형 성 된 東葉물‘場을 本山으로 하는 오시 게 장은 

를.0. 
i빼 結4. 

있다. 

이들 정기시에 出市하는 상인들이 이용하는 他

定期市는 〈표 11)과 같다. 오시게장의 出市상인 

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場은 龜浦場이며 이외 

에 梁山， 薦山， 西홈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 장이 

梁山， 薦山으로 이어지는 시장권속에 펀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포장에서는 金海場이 가장 

높고 이 외 에 梁山， 薦山， 三浪律， 進永， 끼禁場 

등으로 다양하여 金海 및 주변지역의 시장체제 

속에 펀입되어 있음을보여준다. 한펀 구포장상 

인들의 요시게장 이용율이 오히려 낮은 것은 정 

기시의 계충에서 구포장이 次上의 계충엄에 기 

인된다. 

@ 이용행태 

표 12. 상인 취급품목 

단위 : 명， ( )안은 % 

식료품 

의류생활 
용 품 

약재및 
가금류 

計 I 31 (100 씨 33(10。 이 1 33 (100 떼 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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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10(40.0) 

포 

보 부 상 | 도시상인 
6(18.2)[ 10(40.0) 

15(45.5) 

12(36.4) 

구 

402. 1) 

게 

11(33.3) 



日帝時代 鐵道의 부설， 이에 따른 中心地의 移

動 등에 기 인한 쏠山地域構造의 변화에 따라 규 

모 및 성격을 달리하면서 定期性을 계속 유지하 

여 왔다. 

大都市化과정을 겪은 1960년대 이후 지역구조 

의 재면과 함께 이들 정기시는 大都市의 市街地

地域으로 펀입되면서 다른 정기시와는 달리 龜

浦場은 쏠山中心地와의 차단성에 기인한 지리적 

위치성으로， 오시게장은 異質的인 성격을 지니 

는 現代的인 시장과 계속 상총을 하면서 그 代

案으로， 地理的 位置를 3회씩이나 이동하여 定

期性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들만이 가질수 있는 

고유한 기 능을 쏠山市 地域에 제 공하여 왔다. 

이 들이 都市의 一般常設市場과는 다르게 , 現

代市場經濟의 유통체제내에서 판매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간요법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약재류 및 가금류 등의 취급을 특화시키 

고 있으며， 定期性에 기인한 市場의 農村的 분 

위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 이들 시장의 입지기반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都市定期市場이 대부분 

그러 하듯이 常設市場과 拉存하고 있음으로 인해 

市場에 인접한 地域住民에게는 常設市로서의 기 

능을， 전체의 도시주민에게는 定期市로서의 기 

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이용주민의 두 

地域集團사이에서는 이용빈도， 체류시간， 구입 

품목 및 액수 등의 이용행태와 시장에 대한 인식 

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시간별 이용행 

태에서는 오후 2시 전후가 場이 가장 활성화되 

는 피크다임이 나타나 대개 오전 11시 전후하여 

나타나는 農村의 一般定期市場과는 다른 득이 성 

을 보여준다. 또한 商A의 구성에서도 農村의 

市場과는 달리 常設店觸의 商Á， 도시 내 의 다른 

常設市場을 利用하는 商Á， 고용부문에서 비정 

규부문으로 포함되 는 노점 상 및 보부상들이 혼 

재하면서 나타난다. 또한 정기시장들은 주기적 

으로 순회하는 보부상들과 다른 상인들간에는 

공간거리의 극복에 기인하면서 취급품목， 판매 

액에서도 차별성을 보인다. 

대도시 정기시장이 소멸되어가는 定期市場景

觀의 잔존형태인가 혹은 文化的 형태변형인가 

하는 의문점에 있어서 본 사례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이는 새로운 형태변형의 결과로 인식될 수 

있다. 기능지역을 형성하는 주체인 市場의 景觀

構成 몇素인 개시체계는 초기에는 단순히 經濟

需要量에 의해서 週期가 결정되지만 이는 市場

배후권內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간이용행태를 

결정하는 하나의 愛素로써 작용한다. 이것이 時

間的으로 누적되면서 通時性을 지난 문화의 심 

층요소로 기 능함에 따라 外部의 部分的언 변화 

에도 불구하고 그 定期性은 유지될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속에서 都市市場의 定期性은 유지되지 

만 農村定期市에 서 나타나는 대 인접 촉등의 地域

社會의 結束기능은 사라지고， 대신 전통문화가 

묻어 있는 재화를 취급하고， 定期性 그 자체로 

써 現代의 常設市場과는 다른 특이 성 을 유지 하 

며 존속된다. 따라서 이들 정기시장은 외부의 

충격 즉 개발도상국의 도시지역에서 자주 이루 

어 지는 강제적인 철거 흑은 再開發事業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自生的인 기능을 지니면서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現代 都市塵業社會에 서 都市와 農村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수 있는 곳이 이들 都市定

期市場이며， 이들의 政策的인 유지는 현재 都 • 

農間二重構造를 보이 는 國士의 地域構造속에 서 

地域統合 (regional integration)을 이 루는데 조그 

만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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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unction of Periodic Markets in 
the Pusan Metropolitan Area. 

Summary; 

Periodicity of markets, originated from spatial 

insufficient threshold size, affect the residents' 

behaviour in the trade area. So this has become 

a cultural element in their decision making 

environments. Periodic markets tend to become 

permanent markets when demands are sufficient 

for their threshold size. But occasionally in 

metropolitan area where marketing system are 

in monetary economy, periodicity are main

tained. Whether periodicity of markets in urban 

'area is relict landscape of traditional economy 

or the product of self-sufficient change based 

on the ne￦ locational contexts, has become an 

important theme of geographical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locational 

basis, function, and unique character of periodic 

markets in urban area through the case study 

of Kupo(3, 8) and Osige(2, 7) markets in Pusan 

Metropolitan Area. 

Generated in 15rv17C, these markets have 

changed their roles and scales in Pusan regional 

structure and geographical circulation system. 

In metro-urbanisation process since 1960, Kupo 

market can preserve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the physical locational contexts, but Osige 

market has changed its location three times 

colliding with modern marketing system. 

Unique characters of these markets are in 

periodicity itself and goods. Goods are treated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 12, pp.381-398 

Ki-hyuk Kim* 

especially, such as Chinese and folk medicine 

material, poultry which can be found only in 

traditional folk society but cannot be dealt in 

modern marketing system. Periodicity itself 

offered customers rurality which come' from 

their native place but cannot be impressed in 

their urban residential areas. 

Peak hour when markets are most buzzing 

in a day are in p.m. 2: 00rv3 : 00. These 

temporal distribution of consumer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rural periodic markets which 

appear in a.m. 11: 00"'12 : 00 due to transpo

rtation system in marketing areas. Sellers vary 

in their composition, such as urban merchants, 
peddlers, stall keepers and farmers. 

In these contexts, those periodic markets 

differ from urban permanent markets and rural 

periodic markets on their locational basis. This 

shows that periodicity itself in Korean tradi

tional folk society still play an important cul

tural element. And due to durability of core of 

cultural complex, periodic market can be main

tained self-su퍼ciently in urban' market areas. 

If not external stimuli, e.g. redevelopment plan 

which can force those markets clear away on 

reason of disorder, these markets can keep up 

a positive role in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the linkage between rurality and urbanity.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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