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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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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Suryo Railroad’ 

Todoroki, Hiroshi 

요약 : 한국에서 철도사 연구는 역사학계를 포함해도 아직 미미한 실정이며， 그나마 그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사의 설명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철도교통이 특정 지역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 

거꾸로 그 철도가 지역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제기 아래 1972년까지 폰재하던 지역철도인 수려선(수원-여주)를 대상으로 미시적 연구 

를 수행한 것이다. 

그 결과 수려선 주변에서는 시대 배경에 따라 교통결절구조가 변화해 왔으며， 담당하는 수송 역할도 시대를 반 

영해서 달라져 왔음이 밝혀졌다. 

주요어 : 지역철도， 수송기능， 이용행태， 중심지체계， 교통결절구조， 미시적 사례연구 

Abstract : In Korea, the railroad 하rstem was the impor없nt traffic matter from the h:필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at most the 1970s, which connected the age of Korean 없dition외 tran얄lOrtation system and the m여em one 

represented by automo비le and 려m녀ne. 

Nevertheless, m∞t of the historical tran얄lOrtation studies had avoided or underestimated about the importanæ of 

the r메road esr없ally by micro-scaled point of view, but treated as one of the meth여 toan외yze ]apanese 

Im야띠뼈n or whole modem 비story of the Far-않st. 

so this study heads to view the role of Kor얹n railroad in some region through the case of Suryo Line which 

locates between Suwon 없d Yeoju ooth in Kyonggi Provinæ. 

There are different traffic systems in four periods around Suryo R밍lroa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development of traffic system. 

It 앉:emed that we are required to do more and more r맹ional 없rveys so that we ∞uld ac∞mplish appropriate 

generalization aoout the 얄빼al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Korean local railroads in the history. 

Key words local railroad, transporting function , customer behavior, central place order, traffic network system, 

micro-scaled case study 

1 . 서 론 미흡이 문제시되어 왔다 (그림1) 이같은 학계의 

현상을 고려할 때， 미시적 시야에 서서 철도교통 

한국의 철도 교통사 연구에서는 공간론적 접 이 수행한 역할을 공간론적으로 분석하는 사례 

근의 부재와 미시적 시야에 선 사례연구 축적의 연구의 축적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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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이 논문에서는 특정 지역철도가 지역 공간에 위 

치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것이 지 

역의 교통 질서 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노선으로서는 경부선 수원역을 기점으 

로 용인 이천을 거쳐 경기도 여주까지 통했던 수 

려선을 선정하였다 .. 

연구 대상 구역은 통계 참조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수려선 노선이 지나가는 기초자치단체 

즉 경기도 수원시， 용인군(현 용인시) , 이천군(현 

이천시) , 여주군을 설정했다. 다만 지역내 중심도 

시로 간주되는 대 수원 동향을 살펴볼 경우 수원 

시를 제외하였고， 지역의 교통망 결절의 전체상을 

살펴볼 때에 한하여 남한강 유역 전체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암흑〉 

·시기의 치우힘(일제시대 특히 초기) 
*스캐밑의 치우힘(간선철도 중심의 얘크로 시야) 

·영사지리학계의 판심 부족 
·전통교룡(도보/수운)과현대교룡(자동차/횡공}애 
앙극화되어과도기 

그림 1. 이 연구의 문제제기 과정 

1. 효백 철도교통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 

2.1. 한국 철도교통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 

한국의 철도교통사를 다룬 논고들은 주로 국사 

학자들이 주도하여 왔으며， 지리학자가 철도 교통 

을 중심에 두고 한국 교통사를 연구한 사례는 드 

물다. 

1. 한국 국사학계에서 철도사에 관한 논의 

먼저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철도사 연구가 구한 

말에서 해방 전까지의 시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식민지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해명하는 실마리로서 철도를 사례로 삼았기 때문 

이다. 

식민지시대의 철도에 대한 논고 중에서 대부분 

을 차지하는 것은 철도망 형성기에 있어서의 국내 

및 열강의 부설권 획득과정，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갈등， 경영， 고용 구조 둥이다. 따라서 식민지시대 

에 있어서도 간선철도 형성기에 해당하는 초반기 

부분에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한제국의 국가로서 여러 권리가 박탈당 

해 가는 과정에서 침략자와 피 침략자 사이의 갈 

동(침략과 저항， 지배와 타협， 발전과 수탈， 억압과 

성장 둥)을 드러내는 사례로서 철도 부설권을 다 

루거나 일제의 군사적 지배， 경제적 수탈의 수단 

으로서 철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다루는 

것이 주류가 되어서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 단 최 

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바탕으 

로 둔 논고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의 타파를 부분적으로 시도한 사람이 

정재정이다. 그는 근대사 연구에 있어서 철도사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간 

주， 철도를 중심으로 한 근대사 풀이를 실천하여 

왔다. 간선철도망 형성기에 대한 논고도 많지만 

구한말부터 일제시대의 철도 발전 과정을 5가지로 

시기 구분하여 각 시대에서 철도가 지닌 역할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는 또 정치 경제사적 관점 

에 머물고 있었던 철도 연구를 한국 일반인 관점 

으로 그려냉으로써 사회사적 의미를 검토한 데에 

있어서 획기적이었다 t) 

다만 역시 철도를 일제시대사를 풀이하는 재료 

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방 후의 상황에 대해서 

는 언급이 없는 등 문제는 남았다. 정재정의 목적 

1) 정재정， 1992, ‘일제의 한국철도 침략과 한국인의 대웅’， 서울대학교 학사학위논문. 

정재정， 1991, ‘대한제국기 철도건설노동자의 동원과 연선주민의 저항운동， 한국사연구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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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제시대만 대상으로하여 충분하기 때문에 그 

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으며， 철도 교통사 그 

자체를 연구하려는 새로운 착안，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기적인 문제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공백은 스케일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논고는 한 

국의 철도망 전체 혹은 경부선， 경의선 둥 몇 개 

간선철도를 주제로 하여， 그것이 한반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논고가 대부분 

이었다. 바꿔 말하면 거시적인 연구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이다. 

정재정 스스로가 인정하듯이2) ‘지금까지의 (한 

국 철도사)연구는 주로 몇 개 국유 간선철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철도사의 대체적 

인 윤곽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며， ‘현 단 

계에서는 국유철도와 사설철도의 각 노선을 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는 형펀’ 

이다. 

따라서 사회과학 연구의 또 한 가지 바퀴라 할 

수 있는 미시적 사례연구가 앞으로 많이 축적되어 

야 한국 철도사의 전체상을 보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철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앞에서 말했듯이 국내 역사지리학계에서 교통사 

관련 연구는 전통적인 육로와 수운에 집중되어 있 

으며， 근대 교통을 특히 철도를 주제로 삼은 것은 

많지 않다. 다만 철도가 아니라 궤도를 가지고 도 

시계획이나 도시 성장에 미친 영향 둥을 살펴본 

地理學論輩 第37號 (200 1. 2. ), 43-65. 

논고는 몇 개 있다. 이은숙3)과 이혜은4)은 서울을 

사례로 주로 전차를 가지고 그것이 자동차교통이 

우세해지기 전 일정 시점까지는 도시 형성과 확장 

방향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특히 이혜은은 전차를 기축으로 한 선형이론으 

로 서울시의 확장 형태를 살폈는데， 그 지표를 주 

로 행정 경계 변화에 의존한 점과， 버스 둥 경쟁 

교통기관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못하였던 점이 아 

쉽다. 이은숙5)은 또 서울~수원간 회랑지역에 있 

어서 선적인 교통로 집적이 구로， 시홍， 안양， 군포 

등 연속된 도시화를 추진했음을 주장했다. 

강영주6)와 이은세7)는 경인선 연선 구역을 사례 

로 각각 교통 시스댐의 변천과 경관 변화의 시각 

으로 철도교통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 

였다.이처럼 도시지역과 도시간， 도시권의 成長史

를 재는 잣대로서 철도 연구는 일정한 집적을 보 

였다. 

그러나 ‘도시교통’ 이란 틀에서 벗어나 보면， 먼 

저 한반도 전체 철도 교통사를 주제로 한 논고는 

취락지리학의 입장에서 남한의 購前聚落을 종전 

취락과 관련시겨 격리형， 연합형 집중형 동으로 

분류 시도하며， 철도역의 입지 형태와 도시와의 

연결 구조가 도시의 성장， 기능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밝힌 공환영의 연구8)외에는 없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사학계에서 주류 

를 이루고 있는 철도망 형성사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경부선 개통에 따른 연선 공간구조 변화를 시 

론한 주경식의 논고9)가 있을 뿐이다. 그는 주로 

철도와 도시 형성과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군사 노선으로서 종래 도시망 연계를 무시한 경부 

1) 정재정， 1992， ‘일제의 한국철도 침략과 한국인의 대웅’， 서울대학교 학사학위논문. 

정재정， 1991, ‘대한제국기 철도건설노동자의 동원과 연선주민의 저항운동， 한국사연구73. 

2) 鄭在貞， ‘韓國鐵道史冊究m現況 ε課題-日本帝國主義 k 關聯Lτ-’， 日本植民地冊究5， 1993. 
3) 이은숙， ‘도시교통 발달과 도시성장 -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지리총서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pp. 1-88. 
4) 이 혜 은， ‘대중교통수단이 서 울시 발달에 미 친 영 향: 1899-1968’ , 지 리 학37， 대 한지 리 학회， 1987, pp.l7-32. 
5) 이은숙， 1990, ‘교통발달과 서울-수원 회랑지역의 도시화，’ 사회과학연구4， 상명여자대학교 

6) 강영주， 1966, ‘京仁간 交通의 地理學的 考察，’ 사대학보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7-115. 
7) 이은세， ‘경인간 지역경관 변화에 대한 연구: 철도 및 도로교통의 발달을 중심으로’ 응용지리5， 한국지리연구소， 

pp.l45-172. 
8) 孔煥永， 1971, ‘鐵道購前聚落에 관한 鼎究’， 八域 李智浩 敎授 停年退任紀念論集 ‘韓國의 A口와 聚落’， 서울대학교 사 

범대학 지리교육과， pp. 137-151. 
9) 朱景植， 1994, 京옳線 鐵道建設에 따른 韓半島 호間組織의 雙化， 대한지리학회회지29，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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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선 노선형태가 도시 계충 및 홍間編成에 많은 영 

향을 미쳤다고 했다. 

류제헌10)은 호남평야를 사례로 해서， 중심지이 

론， 교통발달 4단계론 동 외국의 이론을 한국의 

지역구조 변화에 적용해서 검토하면서， 전통도시 

인 전주와 군산의 기능 대립을 기축으로 해명하 

였다. 

어쨌든 한일간의 시간， 주제상의 동일한 경향은 

뜻하지 않게도 양쪽 연구자의 입장 차이를 대조적 

으로 나타내는 결과가 되었다. 한쪽은 식민지 경 

영론， 한쪽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내국인의 저항이 

라는 식으로 같은 시기의 같은 재료로 판이한 내 

용을 지니게 된 것이다. 

경제면에서는 특히 대한제국에서 철도부설권을 

또 사학 쪽과 비슷한 문제로서 도시부 관련을 얻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을 계기로 관 

빼고는 특정 노선과 특정 지역 공간과의 관계를 계， 정계， 재계가 결탁된 일본식 제국주의 경제의 

다룬 사례연구는 거의 없다. 이 분야는 사학보다 원형이 생겼다는 石井13)의 주장은 일본 경제사학 

오히려 지리학의 영역이라 사려되는데， 아직까지 계에서 정설이 되어 있다. 

는 윤옥경 11)의 수인선의 기능변화에 관한 고찰 하 또 정치면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노리고 

나에 그치고 있다. 이 논고는 수인선이 여객 화물 있었던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구도를 설 

양면에서 시계열적으로 어떤 기능을 맡아 왔는지 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철도를 사용하는 경우 

를 해명한 것이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철 가 눈에 띈다. 특히 스스로도 외무성 자료조사원 

도의 기능을 밝힌 논고로서 주목할 수 있으며， 앞 인 井上14)은 제국주의시대 당시 군사적 우열을 결 

으로 수인선 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연구가 지역적 정지었던 철도 부설권 다툼을 철도 궤간을 키워드 

시기적， 주제적 다양성을 가지면서 축적되어 갈 로 하여 정리하였다. 

필요가 있다. 식민지 경영 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을 그린 것 

본 논문은 이 같은 지역철도 사례연구의 보다 도 몇 가지 있지만 개중 高橋15)는 한국철도의 건 

많은 축적을 노림과 함께 철도의 기능 자체와 지 설， 개량， 운전， 경영 동 시기별로， 대만이나 만주 

역 공간편성의 변화와의 관련성 해석까지도 시도 와 비교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군사목 

하는 것이다. 적으로 노선이 설계된 대가로서 경영상 만성적인 

3. 일본의 한국철도사에 대한 연구 동향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 철도사 연구는 간선 철도 

형성사라는 대상의 치우침과 구한말에서 총독 정 

치기까지라는 시간적인 치우침이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국사학계와 같은 경향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 원인은 다른 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식민지에 

있어서의 자본 투하， 자본가나 정치가들의 합종연 

횡， 철도이권 쟁탈 둥 주로 경제사， 정치사적인 측 

면에서 일본 국내 답론의 연장선에 서서 언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12) 

부진상태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 한국철도 연구는 피 지배자로 

서의 한국측의 입장을 거의 간과하고 있다. 유일 

하게 高16)는 高橋와 비슷한 소스를 쓰면서 다른 

일본 식민지에 비해서도 한국의 철도가 한국인들 

에게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식민지철도 성향이 컸 

음을 밝혔다. 

시점의 치우침과 시기의 치우침을 바로 세웅과 

동시에 양국 학자의 상호 교류 및 상호 대상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유제헌， 1990, ‘호남평야에 있어서 지역구조의 식민지적 변용과정’， 지리학갱， 대한지리학회， pp.35-48. 
11) 尹玉몇， 1993， ‘水仁線 鐵道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범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28P. 

12) 住藏豊彦， ‘’ 朝離鐵道史O)if究動向’ , 鐵道史學3， 1986, pp.63-66. 
13) 石井常雄， ‘京仁鐵道創設史 t:關才ξ一覺書-朝雖鐵道創始期m一節’， 明治大學商學論業37， 1953. 

l호훌훌豊彦植民地支配確立期η朝蘇鐵道φ形成’， 鐵道史學6， 鐵道史學會， 1988, pp.25-30. 둥도 비슷한 논지. 
14) 井上勇--， 1990，’鐵道7 - :J ll變 it:現代史’， 中央公論社， 219p.

15) 高橋泰隆， ‘ 日 本植民地鐵道史論’ , 日 本經濟評論社， 1995, PP.57-117. 
16) 高成鳳植民地鐵道ε民聚生活-朝雖 · 臺灣 · 中國東北-’， 法政大學出版局， 1999, p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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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흐름의 평가와 방향성 

지금까지 살펴 본 한국철도에 관한 기존의 지리 

학 및 역사학적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그림1 

처럼 된다. 

먼저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 학회와 일본 

학회에서 공통된 시기와 스케일의 치우침이다. 즉 

연구의 주제로서 선정된 시기가 815 해방 이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구한말과 일제시대 초기의 

기간 노선 형성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철도가 있어 온 시기를 통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 

는 것은 물론이고 근 현대의 사회사 전반을 연구 

하는데 있어서도 지장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는 연구 스케일의 치우침으로서， 간선 

철도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전체 혹은 동북아 

전체를 틀로 설정한 연구들이며， 지역 단위의 미 

시적 사례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다. 따라서 철도교통과 특정 지역과의 관계에서 

철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많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것은 오히려 역사지리학의 분야에서 마땅히 

수행되어야 하는데， 역사지리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운， 역참 둥 전통적 교통수단과 근대 도시교통 

에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철도 교통에 대하여 

많은 주의가 기울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는 I 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듯이 
지역 생활권 단위의 사례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 단계라고 본다. 

HI. 효택 지역철도의 공간적 형성과정 

한국의 지역철도망은 해방전 시기에 있어서는 

주로 사설철도가 담당하였다. 사설철도는 초창기 

에는 원래 간션이나 아간선의 후보가 될 만한 노 

선 건설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았다가 조선철도12 

년 계획으로 간선， 아간선급 철도의 국유화 방침 

수립과 일본의 대륙정책에 연동된 한반도내 산업 

개발의 활발화로 인하여 경제 철도가 우후죽순처 

럼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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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방 당시의 한반도 사설철도망 

특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군수산업 관련 노 

선에 중점이 놓였다. 

해방후에는 남한의 사설철도는 모두 국철에 흡 

수되어 이후 지역철도 건설도 국가에서 일원적으 

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제 부흥 시기나 개발독 

재 정권 아래서는 산업화를 위한 자재 개발 노선 

이 주류가 되었고， 철도가 수송의 중추를 오래 맡 

았다가， 70년대 이후 도로교통의 대두로 철도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한마디로 한국의 지역철도는 지역교통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었으며， 해방 전 해방 

후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의 특정 목적을 지닌 노선 

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방 전에는 식민지 통치하라는 특수 사정 

때문에， 해방후는 개방독재 체재로 인하여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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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제시대 사설철도 각 노선의 개요와 부설목적 분류 

회사명 주요구간 (km) 영업기간 유형 특기사항 
全北鐵道 이리-전주 24.8 1914-1않7 CD@ 전주 동산농장이 주동 
1ft}11鐵道 신안주-천동 36.6 1916-1933 @ 광산회사(鐵鍵)의 직영 
朝離中央 대구-포항 

147.4 1917-1928 CD@ 경주지역 관광수송도 도모 
鐵道 경주-울산 
朝解鐵道 토성-사리원 

278.5 1919-1없4 @ 재령평야와 해주항 일대 
黃海線 /용진/장연 교통확충 
동忠北線 조치원-충주 93.4 1921-1946 @ 남한강 유역과 경부선 연결 
南朝離 송정리-담양 

105.9 1않2-1931 @ 호남-영남 종관철도를 계획 
鐵道 마산-진주 
圖門鐵道 회령-동관진 57.9 1920-1잃9 @ 만주 간도지방과의 국경 연락 
朝解 장호원-천안- 남한강 유역과 경부선 및 항구 
京南鐵道 장항 214.0 1922-1946 @ 를 연결 

新興鐵道 서호리-함홍-
사수/부전호 

16.5 1923-1없5 @ 부전산맥 수력 전력개발 

金圖j山 수력발전사업의 부업으로서 
電氣鐵道 철원-내금강 116.6 1924-1잃5 @@ 전철로 둥산객 수송 
朝雖鐵道 김천- 118.1 1924-1940 @ 점촌-안동 l없4 철거 
慶北線 경북안동 
朝解鐵道 고무산-무산 60.0 l않7-1944 @ 임업자원 및 철광석 개발 
I옳北線 
朝i￥ 여주-수원 125.4 19:J)-1'뼈 @ 남한강 유역과 경부선 및 
京東홉훌遭 -인천항 인천항 연결 
朝雖 鎭南浦-

35.7 1938-1945 @ 광량만 소금수송 
平安鐵道 龍間溫束
西離中央 승호리-성천 

108.9 1939-1없5 @ 평양 탄광 개발 鐵道 -북창 
多獅島 신의주-남시 

58.0 1939-1없5 @ 부동항인 다사도와 연결 
鐵道 /다사도 

平北鐵道 정-1「-「A-걷 효「 115.1 1939-1없5 CD@ 압록강댐 건설 및 만주 연결 

端豊鐵道 단천-홍군 80.3 1939-1잃5 @ 장진강 수력 전력개발 
Jj'，春鐵道 성동-춘천 93.5 1939-1946 @ 강원도청 소재 춘천과 연결 
二除鐵道 묵호-도계 41.4 1940-1946 @ 삼척 탄광개발 

朝雖마그 
여해진-용양 59.7 l없3-1없5 @ 함경북도 자원 개발 

네사이트 
」

출처: 離交會， ‘朝離交通史’. 1986(밑줄은 국철매수， 이탈릭은 북한귀속분과 연도임) 

의 자유로운 자본 축적과 철도 건설이 거의 불가 

능했던 것에 기인한다 17) 그리고 그런 정치적 특수 

사정이 사라진 후에는 철도는 이미 육상교통의 독 

접적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N. 수려선 연변 지역구조에 미친 영향 

4.1. 수려선 연변지역의 지역개관 

수려션은 창립 당시의 ‘경동(京東)철도’라는 이 

름이 말해주듯 경기도 동남부 지방을 동서로 횡단 

17) 유일한 예외로서는 威平뼈L道(호남선 題橋-成平둠 6.lkm} 이다. 이 노선은 호남선 철도가 빗나가 버린 함평 재주 양반 
계급 유력자들이 호남선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설한 노선이다. 일본에서 지역철도는 이같이 지방 유력자들 
이 ‘我田引鐵’ 식으로 부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햄L道’를 제외하고 있지만 이 노선이 사실상 ‘鐵道’나 
다름없는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참고로 인용한다. 財團法A 離交會， ‘朝蘇交通史’.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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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지나가는 행정구역은 수원시， 용인군(현 

용인시) , 이천군(현 이천시) , 여주군이다. 노선의 

대부분은 남한강 수계에 속하며， 완만한 구릉지가 

이어진다(그림3). 

* 

팎
 
… 

그림 3. 수려선 연선지역과 주변 지역 계관도 

(관도와 수로는 구한말， 철도는 1944년 기준임) 

地理學論輩 第37號 (2001. 2.) , 43-65. 

그림4는 인구센서스에 나타나는 사례지역 중 수 

원을 제외한 부분의 연도별 인구 분포이다.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 중반인 

1930년과 1935년에서는 군청 소재지든 기타 면 지 

역이든 인구에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44년 이후를 보면 인구 증가는 역시 

전역에서 진행되지만 특히 군청 소재지와 외사면 

(백암)이나 장호원 둥 지역 중심지에서 급격히 나 

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1966년 이후는 면부의 인구 

가 정체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 1970년 이후는 군 

청소재지 아닌 지역 중심지도 정체하기 시작하였 

고， 결국 크게 볼 때 인구 집중도는 군청 소재지 그림 4. 수려선 연선 농촌지역(용인， 이천， 여주)의 
와 기타 면부로 이분화되었다. 인구변화 

더욱 그림5처럼 수원은 인구 집중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진행되어， 앞 절에서 본 것처럼 경기 남 

부지역의 광역 중심도시로서 자리잡게 된다. 

인구면으로 볼 때 이처럼 연선 도시의 계층구조 

가 3단계로 분리된다. 본 논고에서는 수원을 제1 

차 중심지， 용인， 이천， 여주， (장호원)를 2차 중심 

지， 기타 면부 소재지를 3차 중심지로 편의상 호 

칭한다. 

그림 5. 수려선 연선 농촌지역(수원)의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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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려선 노선도 

4.2. 수려선과 연변 지역의 교통 결절 구조 변화 

1. 제1기. 수운과 도보교통의 시대 ( -1930) 

조선경동철도 개통 전까지는 연선 지역의 화물 

교통수단은 남한강 수운이 주류였다. 

조선시대에는 남한강 유역과 경북 지역에서 조 

정에 상납하는 전세(田鏡)를 역시 남한강의 조운 

(濟運)을 이용하여 한양까지 올렸다. 

1465년 이후 남한강변의 세곡(鏡뤘) 집적지로서 

조정은 현재 충주시 가금면 가홍리에 가홍창(可興 

슐)， 현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에 홍원창(興原옵) 

을 개설， 운용하였다 18) 

가홍창은 충청도 북서부에서， 홍원창은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운반되는 미곡을 분담해서 수용하 

였다. 

그런데 양 지역 혹은 인접 지역에서는 세곡이라 

는 국가적 물류거점이 생김에 따라 민간 포구 시 

장도 생겼다. 특히 가홍창 대안에 위치하는 목계 

(收漢)는 조선 5대 하항 중 하나였으며， 1930년대 

까지만 해도 40호에 달하는 객주(客主)가 존재하 

고， 1948년까지 하항으로서 기능하였다. 

또 흥원창이 있었던 홍호리 역시 강원도 영서지 

방의 농림산물과 하류에서 올라오는 어염(魚睡)이 

나 생필품 둥이 교역되는 포구시장이 있었으며， 

중앙선 개통 전까지는 300호가 넘는 부촌이었다. 

홍호리는 서서히 그 기능 권역을 좁히면서 존재하 

였으나 625동란 때 폭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완전 

히 사라졌다. 

수여선 개통 이전에 있어서 수려선 연선 지역에 

서는 여객은 도보(일부버스) 교통 중심으로， 화물 

은 남한강 수운을 간선으로， 그 지류 수운과 육상 

교통을 지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상 

황을 도시하면 그림7A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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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3기 (1940-1950년대) 

18) 崔永俊， ‘남한강 수운 연구’， 지리학35， 대한지리학회，1987， pp.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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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기 (1950년경-1972) 

서옳 

그림 7. 수려선을 중심으로 한 교통결절구조의 변천 

그러나 수운은 그 수송능력과 속도가 수량에 좌 

우되는데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결빙되어서 항행 

(械行)이 불가능해지는 동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 

고 있었다. 

2 제2기. 수려선의 남한강 침투 시대 

(1930-1않0) 

수려선의 부설 목적은 풍부한 농， 임산자원이 

존재하는데도 위와 같은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어 

서 개발이 뒤진 이 지역과 간선 철도인 경부선 철 

도를 연결하는데 있었다. 

수려선을 건설한 朝蘇京東鐵道가 일단 종점을 

여주로 삼은 것도 기폰의 남한강 수운과의 연락 

때문이었다. 

조선경동철도는 여주까지의 철도노선 개통 이듬 

해인 1932년 여주 하항에서 원주군 부론면 홍호리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선박 노선을 개설하였다. 

조선경동철도가 철도 노선 종점인 여주에서 이 

홍호리를 겨냥했던 사실은 당시에도 여전히 홍호 

리가 영서지방의 물자집산지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는 반증이 된다. 경동철도는 여주 흥호리 사이에 

하루 4왕복의 기선을 직접 운행해서까지 홍호리 

시장과 하류지역 사이를 출입하는 교역품을 자기 

철도에 끌어들이려고 애썼다. 

경동철도는 나아가 홍호리와 철도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35년7월5일 여주~퍼東面(흥호 

리 대안)까지 16.0krn의 부설면허를 얻었다 19) 

당초 이 시책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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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장이 경쟁 교통기관 때문에 제 기능을 잃어 

감에 따라 표2처럼 1930년대 후반에는 급속히 수 

송량이 줄어들고， 37년에 드디어 그 사업을 포기하 

고 말았다. 개업으로부터 불과 5년만의 일이었다. 

표 2. 조선경동철도 직용 남한강 수운 성적(1932-1936) 

연도 수송량 기사 

1932 불명 
4월 선박 3척으로 개업. 
6월 없州繹-河港間 철도노선 延長

1933 568톤 

1934 2f1J1톤 
1935 1죄69톤 

1936 145톤 ‘원주오지의 재화 회박 때문에 수송 감소’ 
1937수해와 구매력감퇴로 선박 
이용 거의 없어짐. 田股夏에게 선박매도 

자료:조선철도렵회회지 

경쟁 교통 수단이란 다름 아닌 같은 경동철도가 

직영하는 화물자동차였다. 

경동철도는 강원도 영서지방 일대의 농， 임산자 

원 수송 경로로서 자기 노선을 이용시키기 위해 

철도 종점인 여주에서 신작로 따라 원주까지 정기 

화물자동차(트럭)노선을 개설하였고， 원주시내에 

화물 자동차 영업소(트럭 터미널)을 설치하였다. 

원주에서는 영업 위탁 방식으로 횡성， 펑창， 영월， 

제천 동 영서지방 중핵도시로 화물 노선을 방사상 

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집화를 겨냥하였다. 

원주는 조선시대 강원감영이 있었던 행정 중심 

지였으며， 도로가 주변 지역으로 방사상으로 발달 

된 관계로 자연 물자 집산거점이 되었다. 경동철 

도는 이같은 원주의 입지조건을 집화활동에 이용 

한것이다. 

이밖에도 수여선을 간선으로 삼아서 양평， 장호 

원， 충주 둥지에도 화물 노선을 확장하였으며， 나아 

가 이천과 신갈(1933년6월 )æ)에서 서울로 직행하는 

트럭 노선도 운행 개시하였다. 그 결과 경동철도의 

화물수송은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다(그림8). 

한편 여객수송에 있어서도 연선 버스회사를 직 

영화 혹은 계열화함으로써 주변 버스 노선을 철도 

선의 배양선으로 재편시켰다21) 

이로서 철도선 주변 교통은 경동철도가 장악하 
게 되었다 22) 



수려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그림 8. 경동철도 화물수송 분기별 성적( 1었3-1936) 

이로서 일부 타 회사 노선망을 합해서 수인선을 

축으로 한 여객 및 물자 수송망이 확립되었다(그 

림9). 남한강 유역 북반부에 있어서 종전에 홍호 

리 포구와 남한강 수운이 맡았던 역할을 그대로 

수려선이 대체하게 된 것이다. 다만 남한강 유역 

에서는 수려선 뿐 아니라 장호원을 수륙 접점으로 

하는 조선경남철도 경기선(안성선)과 충주를 접점 

으로 하는 충북선 둥이 역시 남한강 유역과 경부 

션 및 항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건설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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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조선경동철도의 최대 영업범위 

위치에 따라 물자의 흐름이 분산되는 현상을 보이 

게 되었다. 

조선경동철도는 이같은 영업 네트워크를 보다 

확고한 것으로 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여주-점 

동(홍호리)간과 함께 여주-원주간의 자동차운수까 

지도 철도로 대체시키려고 이 구간의 철도부설을 

총독부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구간은 장호원

원주간 연장을 도모하는 朝蘇京南鐵道의 면허 신 

청과 경합되어， 결국 1937년7월， 경부선 및 중앙선 

(건설중)과 직통 가능한 표준궤(궤간 1435mm)라 

는 이유와， 경남철도 종점인 장항(長項)에 신설된 

제철소로 원자재 수송 편의 목적으로 경남철도쪽 

에 면허가 내려졌다.갱 

경남철도는 수려선 개통 전에 장호원-여주 사이 

노선 연장 면허를 받았다가 수려선 개통으로 사실 

상 포기한 경위도 있어 자본 제휴 관계에 있으면 

서도 근접한 영업 세력권에서 서로 이권 쟁탈이 

심했던 것을 짐작케 한다.찌) 

또한 두 가지 철도회사의 이권 다툼의 대상이 

될 만큼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반증할 수 

있다. 

수인선과의 연계 

경동철도의 이러한 수송 체계를 보강， 완결시킨 

것은 바로 수인선이다. 

수여선과는 뒤에서 언급하듯이 화물 수송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수송 경로가 조선시대처럼 

대 서울을 주력으로 한 국내 이동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 식민지 통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물자를 일본으로 이출하기 위하여 외항과의 관계 

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경남철도가 충남 장항(군산항 대안)을 외항으로 

서 설정한 것처럼， 경동철도는 당시 부산이나 목 

포에 비해 침체 상황에 있었으며 활성화 길을 찾 

19) 財團法A 離交會 ‘朝離交通史’ , 1986, 벼44. 
20) 경동철도는 선로 도상(道皮) 자갈 공급용으로 신갈천에서 자갈을 채취했었는데， 이 노선으로 자칼을 서울까지도 수송 

하였다. 
제보: 용인시 기홍읍 구갈리 김인석씨(남81세/전 조선철도주식회사 保線係)

21) ‘본기(1931년도 하반기) 초두 철도선과 평행선인 합자회사 중앙자동차와의 제휴가 성립되어， 그 주력을 당사 배양선 
으로 시키게 만든 결과 9월이후 여객은 점증(漸增)함’. 
朝離鐵道協會， ‘朝蘇鐵道協會會誌’ , 1932年4月 號，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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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인천항을 골랐다까) 

당시 영업보고에서도 ‘水羅線으로부터 들어온 

뤘類 많으므로 상당한 업적을 올혔’던 것을 강조 

하고 있으며， 수인선 개통 석 달 후 (1937년 11원) 

부터 仁川-大版 사이 를 운항하는 尼~짧汽船과 화물 

연대운수를 시작했던 것에서도 곡물의 일본 이출 

수요 유치에 회사가 애썼음을 알 수 있다26) 

간선철도의 사례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마찬가 

지로 수려선과 같은 지역철도의 경우도 철도가 교 

통체제의 근대화와 식민지형 경제체제로의 편입이 

란 현상을 동시에 현출시켰다는 점을 교통망 구성 

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동철도의 노선형태 자체가 일반 주체국가형이 

아니라 Rimmer m여el에서 설명되고 있는 ‘(항만 

을 기점으로) 전체 교통망의 통합정도가 높아지고 

철도둥이 발달’ 하는 단계 (High Colonia1ism Peri여) 

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 노 

선이 식민지 지배하라는 특수 상황이었기에 우선 

적으로 형성된 철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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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었다. 

이는 비단 朝解京東鐵道(여주-수원-인천항) 뿐 

아니라 같은 한강 유역을 다니는 朝解京南鐵道(장 

호원-천안-장항) . 朝雖鐵道妹式會社(충주-조치원， 

항구노선 없음) 둥 복수 노선들이 병행될 만큼 일 

반화된 형식이었다. 나아가 낙동강 유역이지만 慶

北線(경북안동-점촌-김천， 항구노선 없음)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오지지방과 교통결절지 연결이라는 자신 

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강화하느라고 더 

오지지방으로 노선 연장을 시도하였다.낀) 

그러나 중앙선의 개통은 영서지방에서 이러한 

교통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꿨었다. 

중앙선(당시 경경선/京慶線)은 경원선 청량리에 

서 양평， 원주， 제천， 안동을 거쳐 영천까지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선(구 조선철도 경동선/慶東線) 영 

천-경주 사이를 협궤로부터 표준궤로 개축한 다음 

편입시킨 연장 387.2km의 노선이며. 1936년 착공 

되었다. 

수려선은 용인， 이천， 여주， 그리고 강원도 영서 당시 일본이 만주사변에 이어 중국대륙과 동남 

남부지방을 세력권으로 전통 교통기관을 대체하는 아 지방으로 군사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는 시기였 

지역 간선 교통수단으로서 기능하였으며， 또 수인 는데， 선박수와 석유연료 공급에 한계가 있어서 

션을 매개로 해서 항구(인천)와 최단거리로 직결 이들 지역과 일본과의 물자 유동을 한반도를 거치 

됨으로 식민지형 경제수탈 노선으로서의 기능을 는 철도수송에 의존하는 소위 ‘대륙 전가(轉據)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송’ 방침에 따라 그 동맥이 될 한반도 남북 종 

이 시기의 수려선 연선 교통결절 체계를 정리하 관(維實)철도의 기능을 강화해가는 시기였다. 

면 그림7B과 같다. 그래서 기존의 대륙 연락 간선인 경부선 및 경 

3. 제3기. 중앙선과의 이분화 시대 

(1없0-1950년대 ) 

위에서 본 것처럼 종전의 강원도 영서지방의 교 

통체제는 항구 및 간선철도(경부선)와 오지를 최 

단거리로 직결하는 지역 간선철도가 주축을 이루 

의선의 복선화 공사와 병행하여， 만일의 경우 우 

회노선이 될 수 있는 중앙선 건설과 이에 접속할 

동해남부선(경주-울산-부산진)의 수송력 증강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꺼 

그 군사적 긴급성으로 인해서 이미 조선철도12 

년계획 시점에서 착공한 동해선이나 경전선보다 

22) 당시 지방 신문은 지역 철도 및 버스를 경동철도가 독점하게 되면서 오히려 서비스가 악화되었던 면도 지적하고 있 
다. ‘(전략)…乘客의 便宜를 圖諸키 짧하야 自動車라도 連結케 하는 것이 當然치 않하랴.龍仁， 水原， 利川間은 自動車
運빼이 運絡不總되어 乘客들의 萬般便宜가 自在케 되든 것을 線路 獨古한 以後로는 突然 運뺑回數를 短縮하여 노고 

(놓고) 鐵道連結까지도 不自由케 하는 것은 어쩌 予眉된 事寶이 아니냐. 郞 地方住民을 無視하는 意味라 볼 수 있는 
것이니 홈社의 反省을 뾰하고 藍홉當局의 藍督을 바란다.’수원일보 1932.7.29. (용인군지로부터 전재) 

23) 蘇交會， 전게서. p864. 
조선철도협회회， 전게서. 1937년 11월호. p121. 그때 경동철도는 횡성 방명으로 노선 연장을 검토하게 되었지만 실현하 
지 않았다. 

24) 조선경남철도는 경동철도의 거점인 이천 읍내에서 온천 여관(현 설성 호텔의 천신)을 경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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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앞서 6년이란 속성공사로 완성되게 된다. 

따라서 원래 이 노선의 부설목적은 일차적으로 

강원도 영서지방의 교통여건 개선은 아니었는데， 

목적이 어떻든 간에 오지지방에 동장한 국영 고 

(高)규격 철도는 이 지역의 교통상황을 또다시 바 

꾸게 되었다. 

중앙선은 표3처럼 공사구간 양단에서 단계적으 

로 개통되었으며， 경동철도의 오지 화물 취급 거 

점지인 원주로는 1940년에 도달하였다. 

표 3. 국철 중앙선 연원별 개업상황 

연월 구간 연장km 비고 
1938.12 영천(永)11)-우보(友保) 40.1 
1939.4 청량리(淸浪里)-양평(楊平) 52.5 
1939.6 영천-경주(慶州) 37.5 협궤선 표준궤 개축 
1940.3 우보-안동(安東) 48.9 
1940.4 양평-원주(原州) 55.9 
1942.2 원주-단양(升陽)-안동 147.8 전선개통 

자료: 韓園鐵道80年略史

영업권의 절반 가량을 상실한 경동철도는 1942 

년 경영난으로 인하여 충북선을 경영하던 조선철 

도(주)에게 인수당하고， 동사(同社) 경동선이 되 
었다 32) 

때마침 심화한 전시 통제 경제체제의 영향도 받 

게 된다. 

전시체제의 장기화로 인하여 수송경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에서도 자동차 수송의 통제 

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정) 태평양전쟁의 전 

황이 악화된 1943년3월， 총독부는 ‘조선 육상운송 

통제령(統制令)’을 발포하여 화물자동차는 전국 

일원화된 ‘조선 화물자동차 통제 주식회사’ 로， 여 

객은 각 도(道)마다 1개회사로 강제 통합되어， 노 

선과 운행이 국도로 제한되었다연) 

더구나 해방을 맞고 식민지형 유동이 없어진 다 

음에는 원래 식민지형 경제에 맞게 만들어지며， 

수도 서울 근교에 위치하면서 서울을 지향하지 않 

는 수려선의 역할은 극히 한정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중앙선의 사명이 대륙 연결에 비중을 두었 교통망 구축이 거의 연선 근접 부분에 한정되 

다 하더라도 영서지방 물자집산의 중심지인 원주 긴 했으나， 그 한정된 지역 안에서는 수려선은 여 

를 그대로 지나갈 리가 없었다. 이 지역의 화물자 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차 운송업체들은 중앙선 개통에 앞서 ‘중앙선 후에 언급하듯이 주로 연선 인구의 급격한 증가 

트럭 합동조합’을 공동 창설하여 주앙선과의 화물 로 인해서 승객이나 화물수송 자체는 증가세를 

연계수송에 주력하게 되었다'!l) 보인다. 

이로 인하여 강원도 영서지방은 중앙선이라는 새 결국 이 시기에는 수려선이 가졌던 오지와 항구 

로운 수송 간션을 얻게 되어， 지역내 교통 결절 구 및 간선철도와의 연결이라는 기능이 중앙선이라는 

조는 중앙선 중심으로 특히 원주 중심으로 재편성 오지 관통형 간선철도의 출현으로 그 기능을 상실 

된 채 영동고속국도 개통(1971년)까지 이어진다면) 하고， 국가 독립으로 인하여 식민지형 노선선정을 

따라서 중간에 나룻배찌)와 비포장 신작로를 통 보이던 이 노선의 중요성이 저하하여， 지역 간선 

과하는 자동차 수송이 개재하는 경동철도의 수송 철도로부터 배후지가 좁은 순전한 지역 ‘Loc머’철 

네트워크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앙 도로 변모했었다. 

선 개통으로 영서지방의 여객 및 물자는 굳이 수 이 시기의 교통경절구조롤 도식화하면 그림7C 

려션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경동철도의 수 과 같다. 

비 범위는 경기도 부분으로 한정되게 된다. 

25) 仁川府， ‘仁川府史’ , 1933. 
26) 朝雖京東鐵道의 最近業績’ 朝離鐵道協會會誌 1938年4月 號， p122. 
27) 경동철도는 여주-원주， 경남철도는 장호원-원주， 조선철도는 충주-제천-영월， 경북선은 예천-영주-춘양 사이에서 철도 

연장을 계획 혹은 면허 취득 신청을 하였다. 그중 해방전에 영주-춘양(영동선)이， 해방후에 충주-제천-영월(충북/태 
백선)이 산업선 목적으로 개통되었다. 

28) 朝雖總督府鐵道局， 1940， ‘朝蘇鐵道四十年略史’ ,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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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기. 자동차 교통과의 병립 시대 

(1950년대 -1972) 

한반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버스 교통의 전국적 

인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는데 35) 본격적 

으로 대중화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수려선의 영업권에 들어가 있는 경기도 납부지 

방에서도 해방후 버스교통이 대두하기 시작한 것 

은 60년대의 일이다. 그 전에는 버스가 존재하긴 

했으나 철도로 갈 수 있는 한 다소 불편해도 철도 

를 사용하는 게 보통이었으며 36) 이 시기의 경기도 

여객 자동차 둥록대수를 보면 그림10과 같다. 

그림 10. 1960년대 경기도 영업자동차 등록대수 

그림11은 수여선 연선지역에서 버스의 운행 회 

수를 시기별로 도시한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하루 

2， 3번만 다니던 버스가 1958년에는 대폭 증가하였 

다. 그러나 그 증가 경향을 보면 구간마다 구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버스 

들이 다니던 구간은 서울(동대문)-광주(경안)-이 

29) 朝蘇運送妹式會社， 1940， ‘朝蘇運送珠式會社十年史’ , 여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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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曺壽鉉， 1975, ‘原州市의 都市地理學的 考察 : 發達過程과 機能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p. 

31) 현 42번 국도인 여주-원주 구간의 남한강 도하지점에는 다리가 없었고， 625사변 전까지는 이호(젖湖)나루(여주읍 연 
양리-강천면 이호리)를， 사변후에는 학동나루(여주 군청 앞)를 사용했었다. 버스나 트럭은 철선(鐵船)으로 운반되어， 
여주대교가 완성될 1964년까지 이 체제가 계속되었다. 
여주군， 1989, ‘여주군지’ , pp776-777. 

32) 蘇交會， 1986년， 전게서， 뼈69. 
33) 大平鐵 , 1930, ‘朝蘇陸上運送統制構要’ , 鐵道圖書出版協會， pp.109-118. 
다만 이 당시의 논조는 국가 군사 정책에 대한 공헌은 명분에 머물고，철도경영자 입장에서 자동차와 무용한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아직 천황(戰況)이 심각한 시기는 아니었다. 

34) 歸屬 旅客 범動車 企業體의 現勢’， 韓國멈動車評論社， 1959, ‘韓國自動車年鍵’， ppl66-167. 
‘여객의 경우 일도 일사 체제는 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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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려선 주변에서 시기별 버스 운행횟수의 추이 

천-장홍원을 연결하는 노선， 즉 3번국도를 따라 

가는 노선이 눈에 띈다.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전국적으로 버스 운전 

이 늘어난 이 시기에도 열차 이용객이 계속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도 수려선이 충분히 버스에 대항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버스 경영업체측도 수여션 평행노선은 장거리면 

벅차고， 안성， 서울 방면 둥 경합하지 않은 구간의 

수입에 의존하였다고 한다.떼 

열차는 수송력은 버스보다 훨씬 많았지만 개업 

이래 운행 횟수는 하루 5~6 왕복에 머물고 결코 

편리하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도 이 시기 열차 

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이유를 총합하면 

@신작로가 아직까지 비포장이었으며， 속도를 못 

냈다는 점과 @비포장 가산금도 있어서 버스 요금 

이 철도의 2배 정도나 비썼다는 점에 요약된다 38) 

그래서 연선 주민들은 경제 여건이나 이용 목 

적， 또는 집(사업처)과 기차역 및 버스 승강 위치 

와의 접근성 관계 동을 감안하여 열차와 버스를 

나눠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격이 비슷한 양 

교통 기관에 공존 관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평행적인 공존관계와 함께 수직적인 공 

존관계도 존재하였다. 수려선 동쪽 구간인 여주

이천사이의 각역에서 서울로 나갈 경우 수원에서 

경부선을 이용해서 가려면 상당한 우회길이 되어， 

이천에서 3번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거리 단 

축이 된다. 

버스편이 드물던 일제시대 때만 해도 당시 경동 

철도는 3번 국도상을 다니는 버스편과의 경쟁을 

의식해서 해당 구간에 할인 운임을 설정했을 정도 
였다39) 

버스교통이 일반화된 해방후에는 그 루트가 거 

의 정착하였다. 인터뷰 결과에도 이천-여주 사이 

주민의 경우 이천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상경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뼈 

즉 동서로 다니는 수려선과 서울에서 이천을 거 

쳐 충주 쪽으로 가는 3번국도 버스가 서로 갈아타 

고 이용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상호보완관계를 구 

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천은 그 십(十)자형 노 

선망의 핵심으로서 교통 결절지 Ounction) 의 역할 

을 맡고 있었던 셈이다(그림 12). 

이러한 체제도 버스의 운행 체계가 현대화되어 

가면서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완행이 아닌 

정류장 수를 제한한 직행버스의 등장이다. 처음 

직행버스가 동장한 것은 1966년5월이었다. 1959년 

창립되어，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려선 연선 시외버 

스 운영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京南旅客運輪가 버 

35) 滿鐵經濟調흉會 편， 1933, ‘朝離~=ßlt~ 自動車運送事業~=就℃’， 南滿洲鐵道珠式會社， 451p. 
36) 오천역전의 국민학교로 다니던 학생(남72세)의 ‘우리 고장의 철도교통’ 이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수학여행) 
5학년 때였습니다. 서울로 5β학년 약 100여명이 여러 선생님 인솔하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버스여행은 생각할 수도 없어 오천역에서 통통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려보니 기차가 그리 클 수가 없었습니 

다. 모두가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후략)’ 
마장국민학교， 1992, ‘마장국민학교70년기념문집’， pl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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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려선과 관련된 도로교통망 

스 3대로 수원-여주 사이에 직행버스 운행을 시작 

한것이다. 

당초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수원을 중심으 

로 도로의 포장구간이 늘어나고， 버스의 증차와 

구간 연장이 반복됨에 따라(표4) ， 본격적으로 수 

려션의 지위를 잠식하기 시작하였다카) 

표 4. 경남여객운수의 42번국도 구간 직행버스 운행상황 

일자 운행상황 구간 
1細.5.30 직행버스 3대 운행개시 수원-여주 
1966.7.18 1대 증차 수원-원주 
1972.4.24 완행버스 3대 6회 증강 수원-이천 
1972.5.17 이천-여주 10회 연장운전(5대 체제) (수려선 폐지 대체)i 
1972.8.30 수원-이천 직행 2대 6회 증강 

자료: 경남여객운수합자회사 ‘연혁지’ , 경기도 자동차사업 
인가증등 

이러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간선과 똑같은 낮은 

정책적 운임체계 적용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었던 터에 이용객이 점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객은 그나마 아주 줄지는 않았으나 화물수송 

이 트럭에 밀려서 196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 

37) ‘용인시민의 발 경남여객’ , 용인연합신문 1999년7월 14일자 

地理學論輩 第37號 (2001. 2. ), 43-65. 

소하게 되어， 1970년에는 연간 적자가 1억 7，900만 

원에 이루게 되었고， 철도로서 존속하기가 어려워 
졌다 42) 

수려션은 1972년3월31일자로 폐지되었다. 

그 대체로서 경남여객의 완행 및 직행버스가 증 

발되었는데， 처음에는 수려선으로부터의 전이객으 

로 사람을 다 못 태 웠다고 한다43) 

경남여객은 . 이에 대웅해서 직행 및 완행 버스 

를 잇따라 증강하여， 74년8월에는 완행 14왕복， 직행 

12왕복 즉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결국 625사변 이후 수려선은 화물 운송에서는 

트럭에 그 지위를 빼앗겼으며， 여객 수송에서는 

버스와 공존，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계속 지 

역철도로서 기능을 했었다. 이 시기의 수려선 연 

선의 교통 결절구조를 도시하면 9D와 같다. 

4.3. 수려선 이용자의 이용행태 

앞 절에서는 주로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여객， 

화물의 양면으로부터 수려선의 수송기능 동향을 

파악해 보았다. 이 절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경향 

들을 좀더 구채적인 사례를 사용하면서 실증하여 

보기로 한다. 

1. 연변 주민들의 수려선 이용목적 

지역철도로서 수려선은 연선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던 것인가. 수려선 전구간 연선 주 

민 47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경향올 살펴본 

다(표5). 

단 현존 생증인들의 연령 관계상 인터뷰에서 나 

타나는 내용， 결과들은 주로 시대구분 제4기에 집 

중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증언 내용 

이 다른 시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석 

38) 이 점은 특히 수려선과 42번 국도가 병행하는 신갈~이천 사이에서 많이 들렸다. 이구동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 
셨는데， 다음 두 증언으로 대표하겠다. 

‘뻐-스도 탱기긴 탱겼지. 근데 비싸서 자주는 못 타고， 거의 기차 탔었지. 열차 15원이었을 적에 %원이나 나갔는데 ... 
합승이라고， 지금 말하면 봉고차 같은 것도 있었는데，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 ’ 
(용인시 마펑동 신펑마을， 남75세/대상번호35) 

‘기차가 싸서 빨랐는데 역(어정역)이 좀 머니까 짐 많을 땐 뻐스 타고， 빈옴이은 컬어서 어정에서 기차 타고… 한 15 
분이문 가거든 ... ’ 
(용인시 구성면 중리 외촌마을， 남62세/대상번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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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표 5. 수려선 이용주민의 주된 행선지 

목적역 인수 비고 
화성역(본수원역) 16 
이천역 11 
여주역 11 
용인역 7 
수원역 2 
수원역에서 환숭 4 서울2， 안양1， 인천1 
오천역 
미응답 2 
안탔다 l 

표본수 47명， 복수웅답 허용. 

하고， 특별히 시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경우에 

는 모두 제4기에 해당하는 증언이다.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수려선 안을 넘어서 국철선으로 갈아탄 사람은 4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3명은 친척방 

문이나 결혼식 둥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었으며， 

일상적인 이용자는 동대문시장으로 판매용 의료품 

을 사틀이는 행상인 1명뿐이었다.뼈)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려션의 여객 

유동이 거의 지역 내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선철도(경부선)의 배양선 몫을 충분이 하는 것 

도 아니며， 거의 자기 노선 안에서 수송이 완결되 

는 순전한 지역철도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수려선이 순 지역철도가 되기 전인 시대구분 

제271(1930-1940) 에 이용 경험이 있는 연령층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여객 수송에 있 

어서는 전부터 지역화가 친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다. 

다만 이천을 목적지로 팝은 사람 중 5명은 앞에 

서 지적했듯이 3번국도를 운행하는 버스에 갈아타 

서 서울로 향하였다. 이 경우 3번 국도를 간선 교 

통으로서 간주하면 수려션을 3번 국도에 대한 배 

양선으로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목적으로 하는 역 중에서 탁월하게 많은 것은 

기점 수원 다음 역인 화성역(일제시대에는 本水原

購)이다. 정조의 화성 축성 이후 수원의 중심지는 

화성 성곽 안 지역이고， 경부선 수원역은 선형 관 

계상 2km 정도 서남쪽으로 떨어진 당시로서는 변 

두리 위치에 개설되었다. 

일제시대 시가도를 보면 시가지는 화성 주변에 

만 있고， 나머지는 화성과 수원역을 연결하는 가 

도상에 가촌(街村) 형식으로 시가지가 존재하는 

데 불과하다45) 수려선 화성역은 수려선 노선과 화 

성이 가장 접근하는 지점46)에 개설되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화성 지구는 수원 CBD중 

하나이며， 수도권 전철이 수원까지 개통되는 1974 

년까지는 유일한 CBD였다. 

따라서 해방 후 순 지역철도로서 선내 유동이 

대부분이었고 환승객이 많지 않았던 수려선의 경 

우 교통 결절지인 수원보다 상업지역에 가까운 

화성역에 대한 유동이 많은 결과를 일으키게 되 

었다. 

화성역 외에는 군청 소재지인 이천， 여주， 용인 

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대체로 철도청 통계와 비 

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천의 경우 서울로의 

환승객이 폰재하는 것을 빼고는 행정， 상업 중심 

지로의 유동이 많음을 재확인할 수 었다. 

그렇다면 그 이용객들은 지역내 시/군 단위 중 

심지로， 주로 어떤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했던 것 

인가(표6). 

이용목적 중에서 탁월한 것은 첫째 장보러 가는 

일， 둘째 학교 등 하교이다. 이 두 가지로 전체 웅 

답자수(47명) 중 실로 85.1%를 차지한다. 

39) 조선철도협회， 전게서 1931년4월호， p49. 및 1932년4월호， p90. 이천역， 매류역， 여주역과 국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특정운임’을 설정하였다. 

40) 제보: 여주군 여주융 연라리 이천거리마을 박종량씨(남67세) 
여주군 능서면 매류리 역촌마을 이철규씨(남56세)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죽골마을 임영우씨(남66세) 
‘서울 갈라은 이천에서 뻐스 갈아타고 마장동(서울시 동대문구) 가는 게 가장 빨랐지. 예서(매류역) 수원까지 기차 
타고 3시간이고， 뻐스 타은 같은 시간으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었거든 ... ’ (이철규씨) 

41) 경 남여 객 운수합자회사， 1992, ‘핍單誌’ (내부문서 ). 
42) 연합신문 1972년4월 1일자 ‘水훌線이 없어지던 날-다시 못들 기적-’ 
43) 경남여객운수합자회사 營業企劃課 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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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려선 이용주민의 주된 이용목적 

목적 인수 비고 
장보러 24 
통학(초교) 2 l명은 고둥국민학교 
통학(중교) 6 
통학(고교) 4 용인태성고2， 이천농고1， 수원농고1 
통근/출장 4 공무원1， 철도종업원3 
놀러，여가 5 여주 신륙사/세종왕릉4， 수원 원천유원지1 
일보러/기타 6 모임， 친척방문 둥 
안탔음 l 

표본수 47명. 복수회답 허용 

다음에 비교적 많은 웅답은 ‘놀러 갔다’ 는 답이 

었다. 웅답자의 ‘놀로 갔지 뭐’ 라는 말뜻에는 ‘주 

말 나들이’ 정도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하다. 행선지 

로서 월둥히 많았던 장소는 여주군 능서면의 세종 

대왕롱과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신륙사였다. 그 이 

유로서는 따로 서민들이 갈만한 휴양지나 볼만한 

유적지가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웅답자가 회답한 

주목할 만한 증언으로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학생 수학여행 초둥학생 소풍 행선지로 

서 많이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지금으로 보면 소 

풍 같은 거리지만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안 다녔 

던 당시로서는 상당한 ‘여행’ 이었을 것이다. 

용인， 이천 둥지에서는 수학여행 장소가 서울 

아니면 여주 지구였으니 자연 안 가본 사람들에게 

도 지명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세종왕릉과 신륙사 

중 한 군데만 가면 하루， 양쪽 가면 1박2일 일정이 

되었다고 한다47) 

둘째， 되도록 수려선 하나로 도달할 수 있는 범 

위에서 여가활동을 하려는 사상이 이었다는 점이 

다. 이천시 교외 농촌에 사는 동네 구판장 주인뼈) 

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버스는 드물고 비싸고 그랬는데 젊은 처지에 기차 

44)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월곡마을(여%세) 

地理學論義 第37號 (200 1. 2.). 43-65. 

안 타고 어디든 갈 수야 없잖아. 그래서 (중I학교 친구 

데리고 기껏 거기(신룩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지.’ 

교통이 사통팔달하지 못하고 자가용차동차도 드 

물었던 시기에는 이동이 여의치 않았으며， 철도교 

통의 존재 여부가 사람의 행동범위를 규정하는 경 

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수려선과 연변 시장과의 관계 

인터뷰한 이용자 중에서 이용 목적으로서 절반 

이상이 꼽은 것이 시장 보러 가는 일이었다. 먼저 

구매 유동의 경 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서울시내 상설시장 

대상들의 주로 가던 시장들을 정리하면 표7처럼 

되는데， 역시 구매 여객 유동이 거의 수려선 선내 

에 수렴되어 있으며， 시장 매매로 인한 이동에 한 

해서 보면 수려선이 지역철도로서의 임무를 담당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수려선 연선에는 그림13처럼 상설 및 정기 시장 

이 고루 분포했는데도 웅답자의 과반수가 수원(화 

성)을 자주 가는 시장 중 하나로 들었다. 주민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뷰 대상자 거주지가 전구간에 걸쳐 거의 고루 

... 에.e()o 

• ’“ '---••-' 

그림 13. 수려선 연변에서 정기시장의 시기 및 규모별 분포 

‘평소는 수원장(영동시장)까지 참께나 콩， 팔 같은 걸 파로 갔는데， 보따리(보부상) 하니까 한 달에 두어 번이나 동 
대문 가서 한복 따위 가지고， 맨날 조금씩 마을 돌아서 팔았지.’ 

45) 1 :10，때 水原둠地圖 水原商工會議所.
46) 현 뉴코아 백화점 앞. 이 지역은 지금도 통칭 ‘화성역’ 이고， 병행하는 경남여객 버스의 정거장 이름도 아직까지 ‘화 

성역’ 이다. 이처럼 수려선 역이 지역의 상징으로서 인식되어 있는 지역으로서는 따로 이천 역전이 었다. 양쪽 수려선 
안에서는 숭강객이 많은 부류에 속하는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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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표7의 수치가 전체 

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표 7. 수려선 이용주민의 주된 목적 시장 

시장소재지 인수 5일장 
명칭 개시양 비고 

%끼 E.. 

수원(화성) 15 있었음 성내장 9일 일제 때 성외시장으로 통합 
성외장 4일 60년대상셜화 

용인 4 있음 김량장 5/10 
오천 1 있었음 오천장 4/9 70년대 휴시(休市)상태로 
이천 8 있음 이천장 ν7 

여주 3 있음 읍내장 5/10 
동대문 1 없음 서울시내 상설시장 

따라서 전체의 6할 이상을 차지하는 수원 시장 

은 연선 주민에 있어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 시장이란 화 

성 남문 바깥에 있는 영동시장 일대를 가리킨다49) 

수원에는 정조의 화성 축조 무렵부터 시장이 생 

겼다. 화성 안 성내 시장과 남문(팔달문) 외의 성 

외 시장이 한 짝이 되어， 전자는 4일， 후자는 9일 

을 개시일로 했었으며， 주로 축산물과 곡물을 취 

급하였다50) 

1919년 성외시장은 공설 법인화되어 ‘榮메市場’ 

이 되었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수원을 지역 소비 

도시로서 성장시키는 견인차 몫을 해 왔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일제시대 때 수원은 수려선 

이나 수인선 개통 전에는 해방 후와 같은 경기도 

남부지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미미했었다. 시장 

상권도 마찬가지여서 수원시장의 매출규모는 이천 

의 장호원장이나 여주의 읍내장하고 큰 차이는 없 

었다51) 

한마디로 수원장은 수원군내를 상권으로 삼은 

군내시장에 불과했던 것이다.않) 수원장이 경기도 

남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수원시 

자체가 지역 1차 중심지로서 성장하게 될 6.25 후 

까지 기다려야 한다. 

해방후 특히 6.25때 수원이 심하게 폭격을 받은 

터에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수원천 일대를 점거하 

면서 무점포 시장 지대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수 

원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확대， 고정 

화되었다. 

이런 상황을 정상화하려고 수원시에서는 수원천 

을 끼고 영동시장 맞은편에 지동(池洞)시장을 조 

성했고 이들을 수용했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노상 

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정) 

수려선을 타고 일상적으로 영동시장을 오가던 

주민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일상 생활권을 크게 

넘어가서 거의 수려선 전구간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선의 다른 시장 영향권이 거의 각 

군내에 머물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면 어 

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인가. 

인터뷰 내용으로부터 짐작하면 이는 주민들 입 

장에서 본 시장의 성격이 수원 영동시장과 연선의 

기타 시장과 차이가 났던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분석하는 데 앞서 먼저 지적해야하는 것은， 연 

선 주민， 특히 농민의 경우 ‘장보러 간다’ 는 행위 

가 ‘구입’과 ‘판매’라는 상반된 행위를 한 세트로 

묶은 행동으로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영동 시장을 오가던 사람들의 증언을 한 

둘 들어본다. 

‘옛 곳에서는 쌀 농사 잘 못해서 O때， 참오1. 고구 

마， 그런 것들을 심었었지. 팔 때는 영동까지 갔다 놨 

는데， 거기가 부피도 크고 잘 필렸으니까 물건은 짐칸 

(화물차햄에다 싣고 몸은 객칸뻐차)에 가서.-^I효뻐|서 

하루 앉아 파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나도 회성 내리면 

E낼 시장상인에게 맡겼어(도매했다는 뜻). 

그 몸으로 생필품율 사고.‘해 

1왜 일부러 멀리 영동시 장까지 갔는가 물음에 대 

47) 제보: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보름다리마을 검용수씨(남56세) 
‘거기(신륙사， 세종왕릉)는 원족도 가고， 남촌(중학교) 때 수학여행도 다니고 ... 이툴 만에 갔다 오는데， 아침 동차(動 
車) 타면 신록사에는 낮에야 도착했지 ... ’ 

48) 이천시 갈산동 아랫갈미 마을 정연광씨(남50세) 
49) 실제로는 섬유 제품 중심의 영동시장(주) , 식량품 중심의 지동(池洞)시장， 그리고 양 시장 사이 수원천변 일대의 노 

천시장 둥 몇 갈래로 나눠지는데， 주민들은 이플을 포팔적으로 ‘영동시장’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다. 
50) 이창식， 1995, ‘한말의 수원군 시장’， 月궤 水原商議9， 수원상공회의소， ppl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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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원이 더 A사니까. 시료베야 마찬가지지만 그 때 

용인(김료똥H과 수원으로는 많이 차이가 뇨댔지. 일용 

품이고 식량이고 많이 살 때는 수원 갔지.’핵 

잠깐 물건 사러 갈 때는 이천장이나 오천장 가고， 

큰 장 볼 때는 영동까지 갔지. 오전장은 조그닿고 금 

방 업어졌므니까， 이전 많이 갔어. 이천 갈 땐 기차 안 

타고 장승이 고개(구 이천읍과 마효변 경계) 그냥 넘어 

서 갔지. 토끼길인데 국도보다 지름길이거든.5야 

각 군내 시장들이 주로 일상적인 소용품을 소량 

살 때 이용했던 데 비해 대량 판매를 기대해서 상 

업적 동기로 물건 팔러 나갈 때나 싼 물건을 대량 

사들일 때 멀리 영동시장까지 나갔던 것이다. 같은 

대 소비도시더라도 서울로 간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량 수송에 적합한 철도의 존재가 

영동 시장의 수요권 및 공급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57) 시장 장사처럼 대량의 물 

건 이동이 수반할 경우 화물차가 연결된 수려선 

열차는 자동차보다도 이용이 편리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영동시장 상인들 역시 물건 팔러 수려 

선 연선 각 정기시장을 순회할 경우가 있었다. 

‘놀러는 세종왕릉， 신록사까지도 갔는데 , 주로 물건 

파로 갔지， 수여선 쪽 뿐 아니라 오ιK> I 나 안성， 회성 

(군) 쪽에도， 수여선 타고서는 김료t장(용인) 오천장， 이 

천장， 백암장， 경안장(광주) 등등 돌았지. 여주는 멀고 

용인하고 ~날이)겹치고 잘 안 갔어 .Of첨 차로 신발 

이나 일용품 지고-’ 51 

또 수원 외 수려선 연선 시장 분포는 그림 18과 

같은데，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군청소재지 외의 

정기시장은 경기도/수도권의 전체적 경향과 같이 

도태되는 경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9) 

일정 지역에서 시장권 형성에 있어서 교통수단 

地理學論義 第37號 (200 1. 2.) , 43-65. 

의 발달이 하위시장의 쇠퇴와 상위시장으로의 수 

렴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확인되어 왔는데60) 바 

로 수려션이 상인과 여객의 이동을 장거리화시킴 

으로서 이같은 경향을 조장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원 영동시정과 기타 

군청소재지에 위치하는 시장， 그리고 마장면 소재 

지인 오천장 동 시장을 3가지로 계충화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 계층은 앞 절에서 정리한 것처럼 

수려선 연선 각 도시의 중심지 체계와 일치한다. 

적은 인터뷰 대상자만 가지고 속단하기는 어렵지 

만 일반적 경향으로서 수려선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되는 시장 이용객의 행동에 중심 

지 계충체계와의 일치가 보인다는 것은 수려선이 

한 중심지 체계의 안의 지역적 동맥으로서 이용되 

었고， 또 그러한 권역 조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결국 연선 주민의 수려선 이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장 매매 활동은 수원이라는 지 

역 상위 시장으로의 유동과 용인， 이천， 여주 둥， 

군 단위 중핵시장으로의 두 가지 계충 이동으로 

이분화되었고， 그 밑에 있는 면내 시장을 쇠퇴시 

켰다. 

그들 이용객 중 수원과 기타 시장들의 합계는 

거의 같아서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원 영동시장의 상권 확대 

에 수려션이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VI. 결론 

개화기 이전에 있어서 한국의 주요 교통수단은 

여객이 주로 도보와 마배， 화물이 수운이었다. 그 

것은 중세로부터 19세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는 

데， 국내에서 상업의 어느 정도의 신장은 있어도 

대외 무역의 활발화나 산업구조의 근대화 둥 전통 

51) 조선총독부， 1929, ‘朝雖η市場經濟’， 부록지도’전국 대시장 분포도’ 
52) 朝離總督府， 1924, ‘朝離m市場’ , 朝離總督府調훌資料 제9찬， 며08. 

‘(시장이용의 범위는) 부근 무려 5리 정도 자가 출점하며 또한 매출(구입) 둥을 위해 집합함’ 
53) 수원상공회의소， 1986, ‘수원상의사’. 
54)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교동， 최순희씨(여64세/ 철물점 경영) 
55) 용인시 마평동 신평 마을， (남63세/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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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식의 혁신이 간절히 필요하게 될 만한 요소 

들이 오래 동안 출현하지 않았고， 기존 방식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그런 필요성의 발생이란 외세의 국내 

졌다. 철도망이 조밀하지 못하였던 초창기에는 지 

역철도의 영업 세력권은 기타 종속적 교통기관으 

로 연계되는 배후 지역이 아주 컸을 수도 있었지 

만 철도 노선 건설이 진전됨에 따라 지역철도는 

주권 잠식과 거의 동의어였다. 먼저 기초 수송을 주로 자신의 연션지역만을 세력권으로 둔 순 지역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선철도가 형성되었으 노선으로 규정되어 갔었다. 

며， 거점간의 수송이나 대외 수송을 맡았다. 즉 필 남한에 있어서는 해방 후 중심지 체계가 면 소 

요에 의해 철도는 대량수송 교통기관으로서 탄생 재지 단위→군 소재지 단위→관역 중심지로 축이 

했지만 그것은 한국인의 필요성과 아니라 외세들 이행해감에 따라 고차 중심지로의 이동수단으로서 

의 경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이용되게 되었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버스와 

한발 늦게 건설이 시작된 지역철도 역시 교통이 트럭 수송의 확충에 따라 그와의 경쟁 혹은 공존， 

불편한 오지의 교통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상호보완 시대로 들어갔다. 

산업개발에 인한 수송수요 충족을 위하여 건설되 위의 상황하인 1972년에 폐지된 수려선의 사례 

었으면서 외세의 요청에 맞는 형태로 건설되었다. 로는 수렴하지 못하였으나 국도나 지방도가 포장 

구체적으로는 외세가 필요로 하는 수요발생지와 되고， 자동차교통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80년대 이 

교통 결절지， 측 항구나 간선철도와 최단거리로 후에는 안성선이나 수인선 예로 볼 수 있듯이 자 

연결시키는 노선 선정이 많았다. 동차 교통의 우위성으로 인하여 지역철도의 존재 

따라서 간선과 마찬가지로 지역철도의 노선이나 의의는 거의 사라졌다. 여객， 화물 공히 지역철도 

정거장 입지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꼭 편리하게 되 가 가지고 있었던 애로(속도， 노선의 한계， 낮은 

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철도가 건설된 지역에서 

는 그때까지 대로， 중로나 하천을 기축으로 하던 

교통망을 여객 화물을 막론하고 철도 중심으로 바 

꿨으며， 종전의 교통수단을 그에 종속시켰다. 사람 

이나 물자의 흐름은 철도 노선으로 1차적으로 규 

정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게 왜곡되기도 

하였다. 이는 자동차 등 대안이 될 만한 교통수단 

이 없었던 당시， 그래도 철도가 종전의 교통수단 

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외세가 간섭하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지역철도는 

장거리 연계 수송보다 연선 지역에 존재하는 생활 

권을 단위로 해서 그 지역내 수송에 중점이 두어 

frequency 둥)를 감당해서까지 일부러 철도를 선택 

할 펼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식민지형 

노선형태를 가지는 노선이 많았던 한국의 지역철 

도는 그 생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국에서 지역철도는 자동차 교통이 대두 

할 여건이 마련되기까지， 전통적 교통수단과의 과 

도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로 교통이 발달한 현재에 있어도 철도를 과거 

의 유물로서 함부로 잘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교통체계에 있어서 철도의 장점이란 무엇인 

가，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6)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안배터 마을 김현우씨 (남70세/ 농업) 
이 증언은 또 한 두 정거장 사이에서는 철도나 버스보다 도보 교통을 선호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7) ‘기차 짐칸에는 야채， 과일， 계란， 술， 쌀， 심지어 산 돼지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대량이면 짐칸에 싣고， 
소량이면 차내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이상복 시의회의원， 남55세) 

58) 수원시 지동 (남70세/ 전 시장 상인) 
59) 백인기， 1987, ‘수도권 정기시장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정기시장 분포의 변환과 정기시장상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 울대 학교 지 리 학과 석사논문， pp.15-32 
6이 柳佑益， 1972, ‘韓國의 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鼎究 -中心地 階層構造를 中心으로-’， 路UJ地理2， 서울대학교지리학 

과， pp.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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