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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 일 향

지도교수  전 봉 희

서구 근대 도시의 성립 과정에서 상설시장은 식료품과 일상생활 용품을 도시민

에게 공급하고 도시의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

선의 기존 시장도 역시 근대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 

변화는 일제강점기 공설시장이 도입되면서 촉진되었다. 1919년부터 일제에 의해 

도입된 공설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과 일상생활 용품을 도시민에게 공급하

는 동시에, 전통시대의 재분배 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거래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통 시설이자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규제 제도로써 

경성부를 비롯한 지방의 여러 도시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공설시장은 자생적으로 

발생된 시장이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계획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한

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시장이 담당했던 역할과 그 입지와 건축 계획에 투영된 도

시 및 건축적 의미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도시 일용품 시장

으로써 공설시장이 지녔던 물리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 근

대 도시화의 한 단면을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분포 양상은 당시 경성부의 도시

적 상황과 근대도시 일용품시장으로써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다.  1936년 경성

부 행정구역 확장을 기점으로 1930년대 중반 이전의 공설시장은 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일본인의 거주의 편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하지

만 1930년대 중반 이후 공설시장은 행정구역 확장에 의해 확대된 주거지 내에 근

린시장을 확보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인 증설계획 속에서 설치되는 것으

로 바뀌게 되었다. 공설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시장부지에 설치되어 경성

부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고, 중앙도매시장의 설치와 함께 70만 인

구의 대도시 운영을 위한 근대적 상설시장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공설시장 입지 계획과 성격의 시기적 변화는 건축 계획 방식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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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 즉, 당시의 경성의 도시 및 식민지적 상황은 경성부 공설시장이 초기 

일본 공설시장 건축계획과는 다른 특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경성부 공설시장 건

물 배치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대지의 형태에 맞추어 

점포건물이 계획된 반면,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장방형 평면을 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치의 변화에는 시장시설의 빠른 보급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요

구, 전시체제 하에 강화된 방공 대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1930

년대 중반 이전에는 점포건물이 도로면에 면하여 세워졌던 것과는 달리, 1939년

과 1942년의 계획에서는 대지 주변에 울타리와 출입구가 계획되었는데, 이것은 

생활필수품 배급기관으로서 효율적인 배급을 위해 통제력을 가할 수 있는 건축물

이 필요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 해석된다. 

나아가 공설시장의 점포건물은 시장이라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점포 및 내부 시설 계획에는 시장의 판매물품의 종류와 부에서 관

리하는 시설로써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또, 내부에는 집회소, 사무실 등 시장 

관리를 위한 공간도 적극적으로 계획되게 되었다. 공설시장의 통로는 폐쇄적인 

시장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내부의 채광과 환기를 위해 각종 설비가 적

극적으로 계획된 공간이었으며, 통로를 향해 열린 각 점포들은 근대적 소비 공간

인 아케이드와 유사하게 계획되었다.

점포건물의 구조 역시 공설시장의 설치 목표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여 시기별

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창설 당시에는 일시적 성격의 목조 가건물(バラック)로 

지어졌으나 1920년대 중반 점차 영구적 시설로 계획됨에 따라 벽돌조 및 일부 목

조가 혼용된 구법이 사용되었다. 

한편, 중앙부를 강조하는 입면 구성 방식은 신식시장으로서 공설시장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는 기존 조선인 시장의 입면과 큰 대비를 이루었으며 큰 규

모와 권위적 입면을 갖춘 3, 4호 시장과 함께 신식시장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점포건물 내부에서 일련의 구매행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공

설시장 계획은, 길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조선의 시장과는 달리 건물로서의 시

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생적인 식료품 공급을 위한, 그리고 새로운 상품 

구매방식을 반영한 건축 계획으로, 공설시장은 기존의 시장과는 차별되는 근대적 

도시시설이 될 수 있었다. 

主要語 : 공설시장, 일제강점기, 경성부, 근대시설, 일용품시장, 도매시장

學  番 : 2011-2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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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람의 삶은 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시장을 떠나서는 생존이 불

가능한 현대인의 삶은 더욱 그렇다. 주변은 각종 소규모 편의점에서부터 마트와 

같은 대규모 소매점까지 일상생활 용품을 공급하는 다양한 규모의 수많은 시장

들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 산업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

가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상품을 구경하고 받아보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가 시장을 사람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서로 만나 매매하는 장소라고 정

의한다면, 현대의 시장은 구체적 장터로서의 시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같은 가

상공간에 존재하는 가상적 시장까지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진화 중에 있는 개

념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삶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장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미 선사시대에도 비정기적으로 부족과 부족의 경계선이나 

중립지대에서 물물교환 시장이 열렸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규

칙적인 시장이 시작된 시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장의 형성이 

제사와 화폐통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단군시대가 그 시작으로 여겨

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시장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부정기시장에서 정기

시장으로, 그리고 다시 상설시장으로 발달해왔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

다.1) 

우리는 특히 현대적 시장의 기원으로서 도시의 상설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의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여파로 기존의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촌의 수많은 유휴 노동력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근대적 도시가 형성되었다. 근대 도시는 전근대까

지의 그 어떤 공동체와는 달리 거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집단을 형성하였고, 이

러한 근대 도시만의 특징은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요구

하게 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 외부에서 생산된 생활필수품을 도시 내

부로 공급할 수 있는 상설시장이었다. 식료품과 기타 일상생활 용품을 공급하는 

상설시장은 도시민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근대 도시의 필수적 시설이었다.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시장> 항목 참조. 

   http://encykorea.aks.ac.kr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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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경우 근대화는 서구 열강의 개입과 일제의 침략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시장 역시 급속한 변화를 겪지 않

을 수 없었다. 일제가 자국에서 먼저 받아들인 서구의 근대적 시장 제도와 시설

을 조선에 재이식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14년의 <시장규칙>은 조

선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근대적 시장 정책

의 일환으로 반포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시장을 <시장규칙>이 정한 

공설공영제와 허가주의를 바탕으로 모두 4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경성부를 비롯한 지방 여러 도시에서는 새로 시행된 <시장규칙>을 바탕으로 기

존의 시장과는 다른 유형의 시장이 행정기관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설시장’이었다.2) 

일본의 경우 공설시장은 도시 일용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

회정책적 시설로 처음 도입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을 전

후하여 이른바 쌀폭동(米騷動)을 겪은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쌀의 염매를 위해 

공설시장이 처음 설치되었다.3) 그런데 이러한 물가의 등귀 현상은 같은 시기 

조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1919년에 경성부에도 유

사한 목적으로 최초의 공설시장이 설치되었다. 공설시장에서의 판매 물품은 곡

식과 채소, 과일류, 생선(生魚), 육류(鳥獸肉), 건어물류(乾物類) 등 가장 기본적

인 식료품과 일상생활 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

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4)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공설시장이 시장의 합리적 경영을 위

한 새로운 모델이자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모델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전통시대의 재분재 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거래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한 유통 시설로서, 그리고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규제제도로

서 공설시장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도시의 일용품시

장에 대한 규제는 일용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설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5) 공설시장에서는 한 건물에서 여러 식료품과 생

2) 흔히 공설시장은 공설시장 이외에도 ‘공설일용품시장’, ‘공설소매시장’ 등으로 불리기도 하

였으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모든 시장의 명칭을 ‘공설시장’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시장규칙>은 모든 시장의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公設

市場’은 행정적인 의미에서 여러 시장의 통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공설시장’은 행정기관이 직접 설립한 시장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3) 京城府産業調査室,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京城府産業調査室, 1936, p.172

4) 京城府, 『京城府史 第六券』, 京城府, 1941, pp.652~656

5) 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공설일용품시장과 가격규제체계」, 『경제발전연구』 제17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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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품이 취급되었는데, 여기에서 정찰제와 현금거래와 같은 거래규정을 통해 

상품의 구매 방식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고, 가격 공시와 가격 비교를 통해 상품

의 가격이 관리되었다. 이리하여 공설시장은 상설 일용품 소매시장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1920년 이후 전국적으로 등장한 사설염매소들은 공설시장을 

표방하여 지어진 것들이었다.6)

근대 도시의 성립 과정에서 상설시장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

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수도 경성에는 전통의 맥을 이어 온 재래시장부터 신

식 백화점까지 다양한 시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의 발달에 

시장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한국의 근대 도시의 발달이 한

편으론 문명의 발전이라는 근대화와 다른 한편으론 식민지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제가 직접 경성부의 여러 

곳에 건립한 도시 일용품 시장으로서의 공설시장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시

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설

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설시장의 입

지와 건축물은 의도적 건축 계획의 시행 결과인 만큼,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건축이 지녔던 의미도 함께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설시장이 자생적으

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은, 근대 도시의 시장 입지

와 건축물에 투영된 도시, 건축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더욱 적합한 특성으로 간

주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설시장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경제사적 관점

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공설시장의 계획 특성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공설시장은 일제강점기 여타 도시시설에 비해 누구나 항상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설시장의 입지나 건축계획은 도시민의 일상생활에도 비교적 큰 영향

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일제의 <시장규칙>은 1961년에 와서야 비로소 대한민

국의 <시장법>으로 대체되었고7), 공설시장은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면서 소매시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8) 공설시장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서울의 소매시장을 도시 및 건

축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호, 2011, p.218

6) 허영란, 「일제시기 상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역사비평』제25호 ,1994, p.218

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시장> 항목 참조.

   http://encykorea.aks.ac.kr에서 볼 수 있음.

8) 박은숙, 『시장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8,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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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

와 건축을 도시 및 건축적 관점에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 일용품 

시장으로서 공설시장이 지녔던 물리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는 서울이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 경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서의 근대 시설의 수용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조선총독부가 직접 계획한 근대적 시장 시설이자 도시에 일용품을 

공급하는 대표적 소매시장이었던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을 통해 한국 근

대화 과정의 한 단면을 구체화하고, 근대 시설에 투영된 사회적 의미를 고찰해

보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관립 근대 시설은 일제가 식민지 지배

를 위해 주창했던 ‘동화(同化)’와 ‘문명화(文明化)’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편

으론 식민지 지배 권력의 통치 매개체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근대의 표상으

로 작용하였다.9) 공설시장 역시 조선총독부의 시장 정책을 바탕으로 설치된 시

설로서, 그 계획에는 식민지성과 근대성이 동시에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또

한 이러한 점들이 일본 본토의 공설시장과 조선에 설치된 공설시장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

화 과정의 특수성이 기존의 시장과 다른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일제강점

기에 경성부에 설치된 14개의 공설시장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공설

시장을 설치된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표1-1]과 같다. 

9) 주상훈, 『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획의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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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기 시장 이름 설치 위치 비고

1919
종로공설시장

(鐘路公設市場)

견지동(堅志洞) 110 1925 폐지

1919
명치정공설시장

(明治町公設市場)

명치정2정목(明治町

二丁目) 25

1934 폐지

1920
화원정공설시장

(花園町公設市場)

화 원 정 ( 花 園 町 ) 

83-15 일대

1926 개축

1939 개축계획 발표 

1920
경정공설시장

(京町公設市場)

경정(京町) 11 1922 용산공설시장으로 이전

1922
용산공설시장

(龍山公設市場)

한강통(漢江通)3-44 1923 개축, 1937 개축

現‘남영아케이드’

1926
마포시장

(麻浦市場)

도 화 정 ( 桃 花 町 ) 

171-1

1934
서대문공설시장

(西大門公設市場)

죽첨정2정목(竹添町

二丁目) 143-1

폐지된 명치정공설시장의 건

물이 이전되어 설치됨 

1937
영등포공설시장

(永登浦公設市場)

영등포정(永登浦町) 

39-1 일대

1940
관동정공설시장

(館洞町公設市場)

관동정(館洞町) 69 1939 신축계획 발표

1941
신당정공설시장

(新堂町公設市場)

신당정(新堂町) 297 1939 신축계획 발표

1941
효자정공설시장

(孝子町公設市場)

통인정(通仁町) 5 1939 신축계획 발표

1944
돈암정공설시장

(敦岩町公設市場)

돈암정(敦岩町) 1943 신축계획 발표

1944
혜화정공설시장

(惠化町公設市場)

혜화정(惠化町) 165 1943 신축계획 발표

1944
북아현정공설시장

(北阿峴町公設市場)

북아현정(北阿峴町) 

166

1943 신축계획 발표

표 1-1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

하지만 일제강점기 경성부에 세워진 공설시장을 건축계획의 측면에서 모두 

고르게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은 일상생활을 유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였지만, 입지나 건축계획의 관점에서는 다른 시

설에 비해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시장의 건축적 특성을 자세히 기록해놓은 

도면과 같은 직접 자료도 매우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자료 부족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지도, 사진, 신문기사 등의 간접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문헌 자료 역시 건축 구조나 공간적인 내용보다는 시장의 설치 목

적, 거래 방식, 주요 거래품목, 매출액 등 시장의 기능 자체에 훨씬 큰 비중을 

둔 것들이었지만, 시장의 이용 방식을 이해하고 건축을 분석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공설시장의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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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이후의 시장 증설 관련 서류철에 수록된 계획 도면을 주로 이용하였다. 특

히 일제강점기 후반은 신문 기사는 물론 당시 사회상을 기록한 자료가 매우 부

족한 시기로, 이 자료는 당시의 공설시장의 설치 계획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비록 간략한 계획도면으로서 도

면 자체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으나 시장을 계획할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었을 

지를 파악하고, 건축적 분석으로 논의를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경성

부 공설시장의 건축 관전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

성부 이외의 다른 지방에 설치된 공설시장의 계획도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

하였다. 그리고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용산공설시장을 실측 조사하여, 

구체적인 건축 자료로 삼았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공설시장의 개념과 연구의 관점에 관하여 서술하였

다. 조선의 공설시장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본토에서 공설시장이 형성되었던 배경과 설치 초기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선행 연구와 문헌 자료를 통해 경성부 공설시장의 도입 과정과 설치 목적을 

정리하고, 당시 경성의 다른 시장과 비교했을 때 공설시장이 갖는 의미를 고찰

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공설시장의 운영 방식과 담당 역할에 차이가 있

었음을 감안하여 연구의 시기적 구분의 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설시장의 성격이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입지 등 도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라는 민족적 거주 지역에 따라 공설시장 입지의 식민지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

였고,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앙도매시장 설치와 새로운 주거지의 건설 등 

당시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근대적 시설로서 대두된 공설시장을 조

명하고, 그에 따른 입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설시장의 기능이 구체적인 시설로 구현된 양상을 배치 계획과 

점포건물의 공간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공설시장의 성격 변화에 따른 

건축 계획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경성부 공설시장에 투영된 식민지성과 

근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본토의 초기 공설시장 건축 계획

과의 비교를 통해 경성부 공설시장의 특수성을 구체화하였다. 

끝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서술하고, 논의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필요성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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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배경, 목적

대상, 방법

∇

2장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도입과 전개

공설시장의 개념과 도입

경성부 공설시장의 설치과정

공설시장의 개념

시기적 구분의 틀

∇

3장

경성부 공설시장의 

설치와 분포

30년대 중반 이전
도시적 관점에서 

공설시장의 시기적 

성격 변화 규명

        입지, 주변과의 관계

3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배경, 장기계획

∇

4장

경성부 공설시장의 

건축 계획과 근대적 

성격

건물 배치의 특징과 변화 

기능의 건축적 구현

식민지 근대시설로

서의 공설시장

 배치, 도로-출입구, 판매공간

점포건물의 공간구성

 평면, 동선, 구조, 설비

식민지 근대시설로서의 성격

 입면 등 계획의 상징성

 

∇

5장 결론 결론

그림 1-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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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도입과 전개 

2.1 공설시장의 개념과 일본에서의 공설시장 도입

2.1.1 공설시장 개념의 형성

일제강점기 조선에 도입된 ‘공설시장(公設市場)’이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미국과 일본에 전파된 시장 공영(公營) 정책이었다. 공설시

장은 시(市)와 같은 지방행정기관이 시설을 설치하고 상인에게 장소를 대여하여 

일용품을 판매하게 하는 시장을 의미하였다.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공설시장은 19세

기 중반 이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들은 16~17세기 교환 경제의 팽창

에 따라 도시 중심부에 들어선 ‘중앙시장(halle)’들을 모태로 하였다고 판단되

나,10) 공설시장으로서의 시스템을 확고히 갖추게 된 것은 위의 시기부터였다고 

보인다.

이때의 공설시장은 도시민들의 생활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치되었다. 도

시민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용품을 시장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수입

의 반을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정도로 물가가 높았다고 한다. 대도시의 

식료품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한 수많은 중

간상인들에 의해 생겨난 높은 수수료라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공설시장은 행정

기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부풀려진 가격을 

낮추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계획된 시설이었다.11) 

당시 유럽의 대표적인 공설시장 시스템은 대도시 중심에 위치한 중앙도매시

장과 도시 전역에 있는 소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시장을 총칭하는 

것이 공설시장이었다. 중앙도매시장은 주로 철도교통을 바탕으로 생산지에서 직

접 식료품을 입수하였고, 장내에서는 엄격한 감시 속에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때 식료품은 냉장시설 등이 완비된 창고에 보관되었고, 시내 각처에 위치한 

소매시장들에 공급되었다. 소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의 농

10)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Ⅱ-1, 교환의 세계 上』, 까치, 

pp.30~31 ; 전우용, 「대한제국기∼일제초기 宣惠廳 倉內場의 형성과 전개」, 『서울학연

구』No.12, 1999, p.65 재인용 

11) Don E. Mowry, 「The Municipal Market Situation」, 『National Municipal Revie

w』 Vol.1 Issue.3, 1912, pp.4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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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직접 농산물을 공급받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유통의 단계를 줄이는 것이 

공설시장의 물가를 낮추는 방법이었다. 

베를린과 파리의 예를 살펴보면, 베를린에는 1886년에 처음 공설시장이 설치

된 이후 1910년대까지 모두 14개의 공설시장이 세워졌다. 이때 공설시장은 철

도와 직접 연계되어 지어진 중앙도매시장과 다수의 소매시장들로 구성되었다. 

중앙도매시장은 육류, 과일, 채소류를 소매상인이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을 하였으며 소매시장은 공급받은 물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파

리의 공설시장 역시 1854년에 건설이 시작된 큰 규모의 중앙도매시장(Les 

Halles, Halles Centralles)과 33개의 작은 소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러한 공설시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베를린의 경우 이때의 

모든 공설시장은 시의회의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에 의해 관리되었고, 각 시장

마다 감독관, 경비원, 관리인, 기계공들이 배치되었다. 한편 파리의 공설시장은 

1897년 제정된 법령에 의해 규제되었고, 경찰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가격, 물건의 품질과 위생상태 등이 철저하게 관리되었다.12) 

이러한 공설시장의 개념과 시스템은 비슷한 도시 집중화를 겪게 된 미국과 

일본에서도 191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들 시장을 

‘Municipal Markets’ 혹은 ‘Public Markets’라 일컬었으며, 일본에서는 ‘공설시

장(公設市場)’과 함께 ‘시설시장(市設市場)’, ‘시영시장(市營市場) 등의 단어로 번

역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일본이 가장 주목했던 점은 중앙도매시장과 소매시

장13)으로 이루어진 공설시장의 시스템과 시장의 근대적인 시설이었는데, 1921

년 일본 내무성 사회국(內務省社會局)에서 발간한 『歐米の公設市場』의 서문에

는 “공설시장은 근대 도시의 발달에 따라 성립된 시설로서, 생활필수품의 수요

와 공급을 조절하고 국민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민중의 

복리가 증진되고 생활의 안정이 도모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

다.14) 건축적으로는 중앙도매시장의 규모, 재료, 건설비, 내부 설비, 교통과의 

관계 등의 사항이 주요 고려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도매시장은 도시의 중

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도 주

목받았다.15) 독일, 영국, 헝가리, 벨기에, 스코틀랜드, 스페인 등의 중앙도매시

12) Hon. Curus C. Miller, 『Municipal Market Policy』, The city club of New York, 

1912, pp.10~15

13) 중앙도매시장은 卸賣市場, 中央市場, 소매시장은 補助市場, 分區市場 등으로 불리기도 하

였다.   

14) 內務省社會局,『歐米の公設市場』, 內務省社會局, 1921, 서문 

15) 呑天鈴木梅四郎, 『日本に於ける社会政策の基礎』, 実生活社出版部, 1919,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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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도면을 수집하여 발간한 『歐米中央市場圖集』(1925)은 당시 공설시장에 

대한 일본의 건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림 2-1 『歐米中央市場圖集』에 수록된 베를린 시장 분포도

(출처 : 佐野利器, 松井清足, 『歐米中央市場圖集』, 洪洋社, 1925) 

그림 2-2 『歐米中央市場圖集』에 수록된 베를린 제1중앙시장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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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歐米中央市場圖集』에 수록된 베를린 제14시장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림 2-4 『歐米中央市場圖集』에 수록된 파리 중앙시장 입면도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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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일본 본토에서의 공설시장 도입의 배경과 목적

일본은 메이지(明治) 말기부터 동경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급증한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행정당국에게 매우 중대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도시화의 진전

은 단순히 도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료품 수요의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근교의 농촌 인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수급의 불안정은 도시

화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다. 또한 도시는 노동자의 인구를 통해 성립되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

로 중요한 문제였다.16) 

특히 러일전쟁 후 도시의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공설시장 도

입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10년 생산조사회(生産調査会)가 

설치되었으며 1912년에 「공업 발달의 조장에 관한 건(工業ノ発達助長ニ関スル

件)」이 발표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각 장소에 일용품 시장을 공설(公設)하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같은 해 동경 시장(市

長)의 요청으로 『시장 시영에 관한 일반 조사보고(市場市營ニ関スル一般調査報

告)』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유럽 각 도시의 실정과 도매시장 및 소매시

장의 공설화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시의 안정은 도시민 생활의 안

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한 저렴한 식료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공설시장의 설

치는 도시 문제의 일환으로서 제기되었던 것이다.17) 이후 일본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구미 여러 나라의 공설시장 제도를 연구하여, 공설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갔다.18) 

이러한 공설시장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물가폭등을 계기로 일본의 주요도시에 공설시장이 설치되기 시작하였

다.19) 이전의 도시민들은 통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하는 소매상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았는데,20) 1918년 쌀값 폭등을 예상한 상인들에 의해 쌀 매점매석이 발

16)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編纂委員会,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 大阪市経済局, 1989, 

pp.3~4

17)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編纂委員会, 위의 책, pp.3~4

18) 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공설일용품시장과 가격규제체계」, 『경제발전연구』제17권 제

2호, 2011 , p.217

19) 朝鮮總督府, 『公設市場槪況』, 朝鮮總督府, 1924, p.1

20) 京城府産業調査室,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京城府産業調査室, 1936,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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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서 쌀값이 급등하자, 이를 참지 못한 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

고, 이 쌀소동(米騷動)은 곧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21) 이에 대해 일본의 

대도시 행정부는 백미(白米)의 염매(廉賣)를 감행함으로서 민심의 안정을 도모

하려 하였다.22) 이것이 일본 공설시장의 시작이었다. 1918년 4월 15일 오사카

에 일본 최초의 공설시장 4개가 설치되었고 이어 도쿄, 나고야 등 많은 지역으

로 확산되었는데,23) 이때 설치된 공설시장은 정확히는 ‘공설소매시장’이었으나 

보통은 그냥 ‘공설시장’이라 불렸다.  

구(区) 위치 정(町), 통(通) 위치 대지면적
동구(東区) 타니마치(谷町三町目) 도로부지

약 200평
서구(西区) 구조미나이(九条南通一町目)

남구(南区) 로쿠만타이(六万体町)

북구(北区) 도지마하마(堂島浜通三町目)

표 2-1 1918년 개설된 4개의 오사카 공설시장 위치와 대지 면적

(출처 :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編纂委員会,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 1989, p.9)

그림 2-5 오사카시의 구역 확장 지도
(출처 :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編纂委員会,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 大阪市経済局, 1989, p.3) 

21) 박석순 외, 『일본사』, 대한교과서, 2005

22)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172

23) 박이택, 앞의 글,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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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공설시장 건축 구조 도면 

(출처 : 釘宮徳太郎, 『公設市場案內』, 金洋堂書
店, 1919, p.64)

오사카 동, 서, 남, 북구에 한 개씩 

설치된 최초의 공설시장24)은 목조 바

라크(barrack) 형식의 임시 건물로 지

어졌다. 60평 규모의 건물에 바닥에는 

옻칠마감(床漆喰打)을 하였고, 내부에

는 47평의 판매장, 4.5평의 사무원 대

기소(事務員詰所), 6평의 창고(物置), 

2.5평의 화장실(便所)가 계획되었으며, 

3개의 급수전이 설치되었다.25) 

나아가, 일본 공설시장 건축의 형태

는 설립 초기부터 그 유형이 만들어졌

던 것으로 보인다. 1919년에 발간된 

『공설시장 안내(公設市場案內)』에서 

공설시장 건축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

명을 찾을 수 있는데, 내부 중앙에 통

로를 배치하고 양측에 점포를 배열하

는 방식이 소개되었다.26)

이렇게 설치된 공설시장을 통해 저렴한 일상생활 용품을 시민에게 공급하여 

생활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방안이 추진되었다. 우

선,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도록 하여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 이르기까지의 중개

수수료, 구전(口錢) 등을 줄여 가능한 한 생산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도록 

하였다. 공설시장의 상인들은 행정기관이 결정한 가격대로 판매해야 했으며, 판

매품의 품질, 장내의 정리 등도 모두 행정기관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했다. 시

장판매품의 가격은 도매시장, 조합 등의 가격을 조사하고 소매상의 가격을 감안

하여 시장(市長)이 결정했다. 입점 상인들은 정찰제와 현금거래를 준수해야 했

고, 할인과 외상은 금지되었으며,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였고, 지정품

목 이외의 물품의 판매도 금지되었다. 대신 사용료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징

수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혜택도 주어졌다.27) 

24) 개설단계에는 ‘일용품공급장’이라고 불리었다. 자세한 내용은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編纂

委員会, 앞의 책, pp.7~10 참조 

25)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編纂委員会, 앞의 책, p.9

26) 釘宮徳太郎, 『公設市場案內』, 金洋堂書店, 1919, pp.63~64

27) 박이택, 앞의 글,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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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초기 오사카 공설시장의 내부 

(출처 : 大阪市公設市場70年史編纂委員会, 『大阪市公
設市場70年史』, 大阪市経済局, 1989, p.39) 

하지만 이렇게 설치된 공설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갖는 실제 매출액의 비중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설시장의 설치 몇 개월 후의 오사카 공설시장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면, 오사카시의 전체 채소 매출액에서 공설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설립 당시에는 다른 사설시장에 비해 현저히 저

렴하였기 때문에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반대로 진행되었다.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은 가격 차이를 알면서도 기존의 

구매 관습을 쉽게 바꾸지 않았고, 오사카시의 채소수급시장의 대세에 공설시장

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혀졌다.28) 

그러나 공설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났다. 즉 ‘기존 

시장 거래의 폐습에 대해 공설시장이 미치는 개선적 영향은 막대하다’고 평가되

었다.29)기존 시장상인들은 공설시장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거래단계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물가조절을 

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30) 

즉, 일본의 공설시장은 기존의 거래관습을 개선하고자 유럽의 근대적인 상품

유통 방법과 구매방식을 도입하여 도시민에게 저렴한 일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치되었다. 중앙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구성된 유럽의 공설시장과는 

달리, 일본에는 공설소매시장

만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부터 중앙도매시장

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되었

으나 선행적으로 소매시장부

터 개설되었던 것이다. 이렇

게 설치된 공설시장을 통해 

행정적으로 결정된 상품가격

이 주변 시장의 가격에 영향

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주변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28) 読売新聞, 1918.06.14, ‘大阪市の日用品公設市場 硏究(5)’ 

29) “唯從來の市場取引の弊習に対する改善的影響は莫大なるを覚ゆ”, 読売新聞, 1918.06.14, 

‘大阪市の日用品公設市場 硏究(5)’ 

30) 読売新聞, 1918.06.14, ‘大阪市の日用品公設市場 硏究(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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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제강점기 경성부에서의 공설시장 도입

2.2.1 경성부 기존 시장의 구조와 공설시장의 도입

서울에서 본격적인 도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도

성 상업의 발달은 서울의 인구증가와 농업의 상업적 발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도성 근교에서 상품 작물과 신탄(薪炭)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성내와 근교 농

업지대 및 경강(京江)을 잇는 상업 거점이 등장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남대

문 밖과 서소문 밖에 채소와 어물을 취급하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18세기 중반

에는 동대문 옆에 채소류를 취급하는 장도 마련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현(梨峴), 종루(鐘樓), 칠패(七牌)로 대표되는 도성삼대시(都城三大市)가 형성

되었다. 이 삼대시는 주로 새벽에 나와 물건을 팔고 돌아가는 근교 농민들로 구

성된 행상에 의해 유지되었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러 상행위를 하는 행상

뿐만 아니라, 성안에는 도성 내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성내 행상도 상당하

였다.31)  

이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울 도성 내에도 상설시장이 출현하게 되었다. 

1896~1897년 남대문로 가가(假家) 철거 과정에서 남대문로의 시전행랑(市廛行

廊)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남문 내 장시’와 남대문 밖 칠패시장은 남대문 안의 

선혜청(宣惠廳) 창고 안으로 옮겨졌고 이후 남대문시장이라 불리게 되었다.32) 

이어 1905년에는 배오개(梨峴) 조시(朝市) 인근에 광장시장이 만들어졌으며, 이

외에도 도성 곳곳에는 사설 시장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도시 상설시장

은 새벽에 들어와 물건을 팔고 돌아가는 일시적 행상보다 시장 안에서 대기하

며 고객을 기다리는 상시적 행상을 늘리는데 기여하였다.33)  

1910년대 중반부터는 상설시장 외에도 다양한 행상 거점이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태평통과 종로의 야시(夜市)였다. 1914년 여름 태평통에서 처음 개시(開

市)된 야시는 그 성공에 힘입어 1916년 여름부터 종로에서도 열리게 되었는데, 

1916년 당시 종로야시의 출점 상인은 500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야시 출점 상

인은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고, 주로 피륙, 섬유, 과실, 잡화 등을 판매했다. 이

외에도 철도역 주변 등 교통의 요지에도 행상의 거점이 생겨났다.34) 

31) 전우용, 「한말 ․ 일제초 서울의 都市行商(1897~1919)」, 『서울학연구』제29호, 2007,  

pp.156~157

32) 박은숙, 앞의 책, pp.214~215

33) 전우용, 앞의 글, 2007, 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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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조선후기 한양의 상품유통 구조

(출처 : 노혜경, 노태협, 「경상(京商)과 송상(松商)의 상거래 유통망에 

관한 비교 연구」, 『경영사학』제25집 제2호, 2010, p.33 재인용)

남대문시장

(출처 :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沿線市場』, 

1912)

행상

표 2-2 남대문시장과 행상의 모습 

하지만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인하여 서울의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되었다. 식민지 조선이 일본 본토의 원료와 식료품 공급지이자 상품판매시

장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14년 전국의 시장 전반에 대한 

통제법규인 <시장규칙(市場規則)>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일본 본토의 각 부현

(府県) 별로 이루어진 시장규칙 제정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조선에서도 일반인

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

안이었다. 이렇게 조선의 상업조직과 기구를 정비하는 일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

34) 전우용, 앞의 글, 2007,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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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시장규칙>은 허가제를 바탕으로 시장을 

공설․ 공영화(公設․ 公營化)하고 전래의 관행을 무시한 채 시장에 대한 경찰에 

의한 통제와 단속을 강조한 식민지적 법령이었다고 해석된다.35)

<시장규칙>은 조선의 모든 시장을 4종류로 구분하였다. 1호시장은 나머지 

2~4호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을 의미하였다. 즉, 1호시장은 전통적인 장시

(場市)부터 일제강점기에 신설된 시장까지 조선인이 상거래 하는 모든 시장을 

포괄하고 있었고, 새로 만들어진 ‘신식시장’과 대비되는 ‘재래시장’으로 분류되

었다. 2호시장은 시장건물을 설치하고,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모여, 곡류나 식

료품을 판매하는 도시의 소매시장을 의미하였다. 3호시장은 수산물이나 채소, 

과일을 위탁, 경매하는 어시장과 청과물시장을 의미하였는데, 주로 일본인 이주

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부에 설치되어 그들이 소비하는 고급 생선과 과일, 

채소 등을 취급하였다. 총독부는 보건위생 및 적정가격 설정 등 도시의 일용식

료품의 유통을 합리화하기 위해 1도시 1시장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채

산성에 대한 고려와 식료품 도매기능을 일원화하여 일본인 상인이 유통을 독점

하게 하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다.36)

시장의 종류 정의 종류 분류 

1호 시장

시장건물(場屋)을 설치하거나 

場屋을 설치하지 않고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의 수요

자와 공급자가 모여 화물을 

매매 교환하는 장소

전통적으로 조선인

이 이용해온 다양한 

시장 

재래시장

2호 시장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한 시

장건물에서 주로 곡물식료품

을 판매하는 장소

도시일용품시장, 

공설시장 등 

신식시장
3호 시장

위탁을 받아 경매에 의해 화

물을 판매하는 장소
식료품경매시장

4호 시장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영업자

가 모여서 견본이나 상표로 

물품이나 유가증권을 매매 거

래하는 장소(1920년4월 개정) 

주식․ 곡물거래소

표 2-3  「시장규칙」 제1조의 시장분류

(출처 : 허영란, 「일제시기 '市場'政策과 在來市場商業의 변화」, 『韓國史論』 31, 1994) 

35) 허영란, 「1920∼1930년대 ‘京城’의 도·소매 상업」, 『서울 상업사 연구』, 서울학연구

소, 1998, p.332

36) 허영란, 「일제시기 '市場'政策과 在來市場商業의 변화」, 『韓國史論』 31, 1994, 

pp.2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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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장 유형 중, 행정기관이 도시에 설치하였던 ‘공설시장’은 2호시장, 

즉 시장 건물을 설치한 소매시장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모든 2

호시장이 공설시장이었던 것은 아니었다.37) 실제로 1호와 2호 규정에 따른 시

장분류는 모호한 면이 많았고, <시장규칙>은 모든 시장에 대한 공영(公營)을 원

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은 행정상으로는 ‘公設市場’이었다.38) 이 

연구의 대상인 1919년 이후 설치된 공설시장은 설치 주체와 영업행위에 대한 

관의 개입정도에 따라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정확히는 ‘2호公設市場’으로 분

류되었다. 2호공설시장은 지방행정관청이 직접 시장건물을 설치하여 판매인을 

지정․ 임대하고 영업을 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였다.39) 

당시 공설시장의 설치목표는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설시장

은 유통의 근대화를 목표로 설치되었다. 즉, 일본에서의 경우와 같이 유통 단계

의 중간 과정을 축소시키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여 도시 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것이다. 경성에 처음 공설시장이 설

치된 1919년 당시 경성부내 물가 상승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1911년의 물가지

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1914년까지는 103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래 물가는 급격히 올라, 1917년에 155, 

1918년에는 183을 기록하였다. 특히 쌀의 물가상승이 급격하여, 경성부는 응급

조치로 백미의 염매(廉賣)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1919년의 물가지수는 259로 

급등하여, 일반 도시민들이 크게 위협을 느끼기에 이르렀다.40) 이러한 급격한 

물가등귀를 경험하면서 도시민의 생활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물가관리체계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41) 이에 따라 1918년부터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공설시장 

시스템이 경성부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설시장은 경성의 전통적인 행상을 통제하고 부내 시장

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점하려는 유통 통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특히 

행정당국의 관점에서 조선 특유의 행상은 도시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겨졌다. <시장규칙>은 조선의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했으나 도시와 농촌에서

의 규제 범위와 중점이 서로 달랐다. 농촌에서는 장시의 공설․ 공영화, 공안․ 교

통․ 위생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우선시했던 반면, 도시에서는 식료품 도매시장

의 통합 및 중앙도매시장의 설립, 도시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경성부에는 

37) 박이택, 앞의 글, p.218

38) 허영란, 앞의 글, 1994, p.272

39) 허영란, 앞의 글, 1994, p.273

40) 京城府, 『京城府史』 第六券, 京城府, 1941, pp.652~656

41) 박이택, 앞의 글,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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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시장규칙> 발포 당시 20개의 개인경영 시장이 있었고 시내 도처의 공

지(空地)가 수시로 임시시장으로 있었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수단은 없었다. 

<시장규칙>은 이러한 시장과 시장 출입 행상에 대한 경찰력 행사의 근거가 되

었다. 따라서 <시장규칙>이 발포된 후 여러 시장이 폐쇄되었고, 이를 대체하고 

물자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1918년부터는 중앙공설시장 설치 논의가 시작되었

다. 중앙공설시장은 일종의 중앙도매시장으로 경성의 남대문시장과 같은 대규모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시장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공설시장을 설립

하기 위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미관과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

는 기존의 시장들을 철거하고 도심부에 대규모 도매시장을 설치하려는 도시계

획적 구상은 실패하였다. 대신 소규모 간이 식료품시장, 즉 ‘공설시장’을 도시에 

다수 설치하는 방안으로 후퇴하였던 것이다.42)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성부에는 1919년부터 공설시장이 각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설치과정과 시기별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 후속하는 

3장의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42) 전우용, 앞의 글, 2007,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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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경성부 공설시장의 경제적 역할과 운영 방식의 변화

한편, 이렇게 도입된 공설시장이 경성의 소매 상업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경성부 부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

하는 시장은 공설시장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공설시장의 수는 모두 14개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표1-1] 참조) 

경성부에 존재하였던 시장은 <시장규칙>의 적용을 받는 시장과 받지 않은 시

장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중 <시장규칙>에 포함되었던 것은 크게 3가지 시

장이 있었다. 첫째는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호사설시장인 남대문시

장과 동대문시장이었고, 둘째는 경성부에서 설치한 2호 공설시장, 셋째는 난방

연료용 나무와 김장용 배추, 무를 주로 판매하는 계절적 임시시장이자 역시 경

성부에서 설치한 신탄소채시장(薪炭蔬菜市場)이었다.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도소매를 겸하며 갖가지 일용필수품을 취급하는 

시장으로, 미곡, 과일, 채소, 염간어 등 농수산 식료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제일 

많았고 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인도 적지 않았다.43) 신탄소채시장은 거리를 배회

하는 상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으로, 여기에서의 판매물품은 조선

인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으나 행정당국으로서는 거래의 활성화보다는 

교통방해의 예방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 시장의 이용자는 전부 조선인이었

고 위치도 대부분 외곽의 조선인 거주지였다. 이 시장 역시 매일 개시되는 도시 

시장이었지만 별다른 설비 없이 임의의 상인이 모여 시장을 성립시키는 1호시

장으로 정의되었고,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교통방해와 같은 폐해가 교정되면 시

장의 사명을 달성한 것이니 존립의의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차적인 입지를 갖고 있었다.44)

이외에도 <시장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점과 행상들이 존재하였다. <시

장규칙>은 다수의 영업자가 한 장소에 모여 매매를 하는 구체적인 시장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정통이나 종로의 상점과 같은 개별 상점들은 <시장규

칙>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러한 상점들에게는 1914년부터 <경성특별세조례(京城

特別稅條例)>에 의해 영업세가 부과되었다.45) 또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활동

하는 행상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들은 시장과 소비자 사이가 충분히 가까워지

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46) 

43) 허영란, 앞의 글, 1998, pp.338, 344

44) 허영란, 앞의 글, 1998, pp.347~349

45) 박기주, 「식민지기 경성부의 영업소득 불균등」,『경제사학』43호, 2007, p.70

46) 전우용, 앞의 글, 2007,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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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시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설시장에 부여된 역

할은 주도적으로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공설시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도시의 소매시장은 모두 사적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 사설시장으로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공적 가격규제는 없었다. 시장 판매품에 대한 가격규제체계는 공설

시장이 개설되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47) 또한 공설시장의 설치는 그것의 설비

와 경영방식에 준하여 일용품을 판매하는 사설시장과 사설염매소(廉賣所)48)를 

도시 내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49)  

1호

시장규칙 적용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신탄소채…

2호

공설시장

…

3호

경성식량품시장

경성부수산시장

…

4호

경성주식현물

취인시장

…

시장규칙 미적용

개별 상점

도심 상점가

본정 상가

종로 상가

…

사설소매시장

사설염매소행상

그림 2-9 경성부 시장구조 다이어그램

(설명 : 색칠은 일반 시민이 주로 거래하는 시장을 표시한 것)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설시장의 역할과 운영방식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1919년 도입된 시기의 공설시장은 사회정책적 시설로서 설치되어 생필품

가격을 인하하는 목표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시장 입점 상인들에게 부세, 영업

47) 박이택, 앞의 글, p.218

48) 사설(소매)시장과 사설염매소는 공설시장이 세워진 직후 등장하였는데, 주로 공설시장의 

상인선정에 탈락한 소매상인들이 공설시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시장들은 

1930년 「일용품시장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인들이 임

의로 운영하였으며, 10명 미만의 상인으로 구성된 사설시장은 1930년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사설시장은 공설시장과 같이 도시의 일용품소매

시장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허영란, 앞의 글, 1998, 

pp.346~347 참고  

49) 경성부는 이러한 사설시장과 염매소가 공설시장의 보충적 시설이자 공설시장에서 형성

한 가격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

설시장은 공영의 물가조절기관이고, 사설시장과 염매소는 대중적 민영의 물가조절기관이

라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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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점포 및 토지사용료 등을 면제하고, 전화, 전등료 및 수도료 등도 부(府)가 

부담하였다. 대신 판매가격을 크게 제한하여 그 가격은 기존의 시장가격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되었다.50) 이로 인해 경성부내 소매상인들도 공설시장의 

견제 속에서 점차 판매가격을 공설시장의 가격에 맞추어 낮추는 현상이 발생하

였다. 또한 공설시장의 경영방식을 모방한 사설염매소의 개설이 속출하여, 경성

부는 시장설치의 소기의 목적에 도달했다고 평가하였다.51) 

하지만 1923년 이후부터는 이전의 사회정책적 목적보다는 공설시장의 경제

정책적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시장사용료 징수

의 시작이었다. 경성부는 공설시장이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시장사용

료를 징수하여도 상품매매에 큰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장사용료

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처럼 공설시장의 판매가격을 크게 낮추

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표준물가의 공시, 시중소매상인의 폭

리 견제, 물자배급조직의 개선 등의 경제정책적 목표가 강조되었다.52)

또한 부민이 공설시장에 요구하는 사항도 점차 변화하였다. 기존의 공설시장

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임시적 성격이었다면, 일반 부민들은 점차 공설시장

이 더 많은 품목을 취급하고 건물과 설비도 개선되어 항구적 경제시설로 활약

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성부의 공설시장 경영방침도 초기의 사회시설

적 의의에서 이탈하여, 일상생활 용품의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고 이것을 일반에

게 공개하여 시가(市價)를 견제하며, 신선한 양질의 일용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53)

나아가, 1930년대 후반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공설시장이 전시통제의 수단

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공설시장은 1930년대 후반 물가가 등귀하

자 물가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생활필수품 배급제가 실시되면서는 생활필

수품 배급망의 일환으로써 운영되게 되었다.54)

이러한 공설시장을 통한 가격관리정책은 가격결정과 가격공시를 통해 이루어

졌다. 공설시장의 영업은 행정당국의 직영이 아닌 시장상인이 지정 품목을 지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55) 경성부의 경우 시장상인은 <공설일용

품시장사용조례(公設日用品市場使用條例)>에 의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는데, 

50) 박이택, 앞의 글, p.229, 京城府, 『京城府公設市場要覽』, 京城府, 1936

51) 京城府, 위의 책, pp.1~2 

52) 박이택, 앞의 글, p.229

53) 京城府, 앞의 책, 1936, pp.1~5

54) 박이택, 앞의 글, 2011, p.231

55)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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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도, 영업성적, 가정상태, 성행 등을 조사하고 전형(銓衡)의 방법을 채택하

였다.56) 선정된 시장상인은 도매가격에 품목별 이윤을 가산하여 행정당국이 결

정한 가격대로 물건을 판매하였고 폭리를 취하는 것은 견제되었다.57) 이때 가

격은 상품의 일정 단위별로 가격표에 붙여져 매장에 공시되었다.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부내 공설시장들은 서로 긴밀히 연락

하여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되었다. 상인들은 폐장 후 당일의 매상금액을 시장

감시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58) 경성부 공설시장의 가격은 ‘경성부공설시장소

매가격표’는 명칭으로 『경제월보(經濟月報)』등에 게재되었고 각 부군에 송부

되어 물가조사상의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도 주요 신문에 

게재된 공설시장가격을 통해 시장가격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들은 공

설시장가격이 시장상황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함께 

하였다.59) 

그림 2-10 경성부 공설시장 매상고

(출처 : 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공설일용품시장과 가격규제체계」, 『경제발전연구』제17권 

제2호, 2011, p.232)

56) 京城府, 앞의 책, 1936

57) 박이택, 앞의 글, p.237

58) 京城府, 앞의 책, 1941, pp.652~656

59) 박이택, 앞의 글, pp.23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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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경성부 사설시장 매상고에 대한 공설시장 매상고 비율

(출처 : 박이택, 「식민지 조선의 공설일용품시장과 가격규제체계」, 『경제발전연구』제17

권 제2호, 2011, p.233)

시기에 따른 공설시장의 운영방식과 역할의 변화는 당시 조사된 매상고에도 

반영되었다. [그림2-10]의 그래프에서 경성부 공설시장의 매상고가 설치 초기

에는 높았으나, 1923년 시장수수료 징수 전후를 기점으로 점차 떨어졌다가 

1930년대 중반이 지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경성부의 소매

시장에서 공설시장이 차지했던 비중을 당시 사설시장 매상고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1922년에는 공설시장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

나 1923년 이후 시장수수료 징수에 따라 상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60)

이러한 시기별 공설시장의 목표 및 역할의 변화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 

계획에 영향을 주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

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설시장

의 입지와 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시기별 공설시장의 성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60) 박이택, 앞의 글, p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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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성부 공설시장의 설치와 분포

소매시장이 설치된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그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소매상인에 의해 일용품이 공급되는 범위는 그 안에 거주하는 소비자

가 일상의 생활을 하는 영역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화는 그 시

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된다. 즉 주민들의 일상의 관습, 취향, 경제적 형편 등은 

소매시장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61)

 이러한 점은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공설시장(公設市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도 유효하게 사용되었다. 공설시장이 실제로 일본인을 위한 시설이었다는 학계

의 분석은 여러 근거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설치된 지역이 주로 일본인이 거

주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은 공설시장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였다.62)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공설시장이 처음 설치된 1919년부터 마지막으로 설

치된 1944년까지 모두 단일한 성격과 목표를 가지고 설치되었는지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설시장이 설치된 지역과 그 분포양상, 

그리고 당시의 공설시장 설치에 관련된 계획의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설시장은 지방행정기관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경성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경성부 행정구역의 개편은 공설시

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경성이 식민지 수도로

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는데 기여한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도성 외

곽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야기한 1936년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은 그 이

전 경성의 도시공간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63) 경성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과거 5부(部) 8면(面)의 1/8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축소되었고, 과거 

일본인 거류민단의 관할구역을 새로운 행정구역에 포함시켜 이른바 ‘표주박형’

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행정구역 위계가 일본 거류민단식으로 단순화되었고, 

동(洞), 정(町)에 한국식, 일본식의 지명이 부여되었던 것과 함께,64) 시구개정사

61) 허영란, 앞의 글, 1998, p.317

62) 허영란, 앞의 글, 1998, pp.345~346, 허영란, 「일제시기 상업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역사비평』제25호, 1994, p.218, 허영란, 「근대적 소비생활과 식민지적 소외」, 『역

사비평』49호, 1999, pp.373~374, 황명수 등, 『韓國의 市場商業史』, 신세계백화점 출

판부, 1992, pp.184~185

63) 김영근, 「일제하 경성 지역의 사회․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경험 : 중심-주변의 지역분

화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제20호, 2003, p.142 및 p.175 참조.

64) 김종근, 「식민도시 京城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구』제38호, 

2010,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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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市區改正事業)을 통해 경성의 도심부, 특히 일본인 거류지역을 중심으로 도

로가 정비되었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는 등 경성의 도시공간구조는 조선총독

부의 통치의 효율성과 일본인 거주와 상업활동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고 해석된다.65) 이렇듯 ‘민족별 공간구분’의 현상66), ‘도시공간의 이중성’67)

은 이 시기 경성의 식민도시로서의 특징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임에 분명하

다.

한편, 1936년에는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접한 고양군 6개 면의 일부와 경성의 

대표적 교외 공업지역인 영등포 지역68)이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행정구역이 3

배 정도로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성 

외부 지역의 개발에 집중되었고, 주요한 가로계획은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

는 노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69) 농촌과 다름없던 도성 외부 지역을 도시화

하는 것이 1936년 행정구역 확장 이후 경성 도시계획의 주요 목표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의 개편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의 목표 설정은 

당시 설치된 공설시장의 입지에도 분명히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

된다. 

또한 공설시장의 역할이 초기에는 임시적, 사회정책적 시설이었으나 이후 항

구적 경제시설이자 전시체제 물가통제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도 공설

시장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성부가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공설시장의 설치 목표가 변화하게 되

었던 19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공설시장의 설치와 분포 양상을 살펴보는 것

은, 근대 도시의 일용품시장으로써 공설시장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확장된 1936년 이전까지 경성부에 설치된 총 7개의 공

설시장의 설치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종로와 명치정을 시작으로, 

1920년에는 화원정(花園町, 現 중구 예관동)과 용산의 경정(京町, 現 용산구 문

배동)에 공설시장이 설립되었으며, 1922년에는 위치 부적합의 이유로 경정공설

시장이 폐쇄되고 인근 한강통3번지(現 용산구 남영동)에 용산공설시장이 개시

(開市)되었다.70) 1922년까지 비교적 매년 꾸준히 이루어졌던 공설시장의 설치

65) 김영근, 앞의 글, p.154 

66) 김영근, 앞의 글, p.140

67)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171 

68) 김하나, 「20세기 초 영등포의 도시 변화 및 위상」, 『서울학연구』제45호, 2011, 

p.30

69) 김영근, 앞의 글,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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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이후 뜸하였다가, 1925년 종로공설시장이 폐지된 이후, 1926년 도화정

(桃花町, 現 마포구 도화동)에 마포시장이 설치되었으며, 1934년에 명치정공설

시장이 폐쇄되고 그 건물이 죽첨정2정목(現 서대문구 충정로2가)으로 이전되어 

서대문공설시장이 설치되었다. 

이름 설치 위치

인구수

연도 조선인 일본인
합계

(외국인포함)
특징

1 종로공설시장 1919 견지동 110
1924 798 79 893

조선인 우세
1933 1,090 116 1,222

2 명치정공설시장 1919
명치정2정

목 25

1924 195 1,289 1,526
일본인 우세

1933 712 1,540 2,326

3 화원정공설시장 1920
화원정

83-15 일대

1924 308 895 1,210
일본인 우세

1933 288 954 1,252

4 경정공설시장 1920 경정 11
1924 5 421 476

일본인 우세
1933 71 612 844

5 용산공설시장 1922 한강통3-44
1924 634 12,410 13,175

일본인 우세
1933 1,618 12,609 14,394

6 마포시장 1926
도화정

171-1

1924 2,641 102 2,750
조선인 우세

1933 8,367 113 8,480

7 서대문공설시장 1934
죽첨정2정

목 143-1

1924 1,061 365 1,446 조선인 우세

일본인 증가1933 938 482 1,426

표 3-1 1930년대 중반 이전 설치된 경성부 공설시장의 위치와 인구수 
(출처 :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小賣商業圈內の人口增加の趨勢と基の分布狀態の變遷槪況(上)」, 『經濟
月報』, 222號, 1934.6의 인구수 재편집)

그림 3-1 193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공설시장 (숫자는 [표3-1]의 시장 번호임)

70)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4, p.1, 동아일보, 1921.09.06., ‘양시장이전설’, 동아일보, 

1922.03.26., ‘용산공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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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의 도입과 정착기라 할 수 있는 1919년부터 1934년까지의 공설시장 

설치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설치된 공설시장의 위치와 해당 지역의 주 거주

인과의 관계이다. [표3-1]은 1919년부터 1934년까지 경성부에 설치된 공설시

장의 위치와 해당 지역의 민족별 인구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 공설시장이 들어

선 시기의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24년과 1933년의 인구수

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해당 지역 민족적 구성원의 상이함을 대체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처음 공설시장이 설치된 1919년부터 1922년까지 공설시장 5개

는 가장 초기에 세워진 종로공설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에 거주한 일본인들은 대

다수가 자영업자나 봉급생활자로서 비교적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조선인들 가운데 안정된 수입원을 가진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었다. 다수의 조선

인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도 구매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었다.71) 가난한 부민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설치된 공설시장이 주로 일본인

들의 거주지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 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표면적으로는 모든 

부민이었으나, 실제 의도는 경성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중반 이전의 공설시장 설치상황은 설립시기별로 

세 가지 경우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그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종로

와 명치정공설시장과 같이 각 민족의 거주 중심지이면서 특히 이미 기존 상권

이 발달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이며, 둘째는 화원정, 경정, 용산공설시장과 같이 

명백한 일본인 거주지에 들어선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조선인이 우세한 

지역에 설치된 마포와 서대문공설시장과 같은 경우이다. 

반면, 1930년대 중반 이후 경성부에 설치된 공설시장의 입지는 기존과 다른 

차이점을 갖게 되었다. 1936년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한 주거지건설과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 상황은 공설시장 설

치에 관련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설시장의 입지도 기존 경성의 외곽으

로 확장되었고, 이전의 공설시장이 소수의 지역에 간헐적으로 들어섰다면 이 시

기의 공설시장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설치된 특성을 갖는다. [표3-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등포시장을 제외한 6개 공설시장은 1939년도의 6개년 계획 

및 1942년의 2개년 계획의 1차년도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71) 허영란, 앞의 글, 1998,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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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설치시기 특징

8 영등포시장 1937

영등포읍에서 기존의 영등포시장의 이전확장계

획을 추진하여 관유지를 불하받았으나, 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간선도로에 관유지가 대부분 편

입되어 중지됨. 경성부가 영등포읍으로부터 이 

계획을 승계 받아 공장지대에 일용품배급시설

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부지에 설치

함. 

9 관동정공설시장 1940
39년도 6개년 계획

의 1차년도 계획
10 신당정공설시장 1941 토지구획정리 시장지정지

11 효자정공설시장 1941

12 돈암정공설시장 1944 토지구획정리 시장지정지
42년도 2개년 계획

의 1차년도 계획
13 혜화정공설시장 1944

14 북아현정공설시장 1944 토지구획정리 시장지정지

표 3-2 1930년대 중반 이후 설치된 경성부 공설시장

그림 3-2 1930년대 중반 이후 설치된 경성부 공설시장(숫자는 [표3-2]의 시장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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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설시장 도입과 정착 : 1930년대 중반 이전 

3.1.1 최초의 공설시장 : 종로공설시장과 명치정공설시장  

1919년 경성부에 가장 처음 설치된 종로공설시장과 명치정공설시장은 시범

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경성부는 협의회를 통해 당시의 물가 등귀 현상에 따

라 일반 부민에게 시가보다 싸게 일용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을 설치하기

로 결정하였다. 시장부지는 경비 등의 관계로 우선 시험을 겸하여 종로 견지동

과 명치정2정목의 대지로 선정되었다. 종로의 견지동 110번지는 당시 민유지로 

1919년 10월 소유주와 교섭 중이었으며, 명치정2정목의 부지로는 경성부청 소

유지인 한성병원 터가 채택되었다.72) 이때의 공설시장은 ‘간이식료품시장(簡易

食料品市場)’이라고도 불렸으며, 건물은 가건물로 설계가 진행될 것이라 언급된 

것으로 보아73), 처음부터 항구적인 시설로 계획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두 공설시장의 설치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그 위치가 아무렇게

나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공설시장의 존재를 일반 부

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매달 매출액과 물가 조사 및 취체를 위해 

관리가 수월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적인 시장임을 알리

는 전시효과도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종로와 명치정은 각각 조선인과 일

본인의 대표적인 거주지이자 상업중심지로, 이미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었

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새로운 공설시장이 설치되는 것은 일견 역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설시장은 일상생활용품의 염매만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경영과 

가격관리의 모델로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표준 물가를 일반에게 공시하고 시중 

상인의 폭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던 점으로 미루어보면,74) 종로와 

명치정은 이러한 사회적 효과를 거두기에 적합한 위치였던 것이다. 부내 중심에 

새롭게 시장을 배치함으로써 시장 기능의 사회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설시장 관련 보고서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75) 

종로공설시장 대지인 견지동 110번지는 현재의 우정국로 서쪽에 면한 곳으

로, 주변 주거지에 비해 넓은 면적의 대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지도와 지

72) 매일신보, 1919.10.27., ‘簡易食料品市場이 셜시게되야’

73) 매일신보, 1919.11.09., ‘簡易食料品市場이 내월 초순 개시’

74)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4, pp.1~2

75) 京城府, 앞의 책, 1936, pp.1~2



32

종로공설시장(1919)

명치정공설시장(1919)

그림 3-3 종로공설시장과 명치정공설시장의 위치

(1936년의 ‘大京城精圖’ 상에 표기)

적도 자료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위치와 소유관계, 면적 등을 파악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914년 ‘경성부시가강계도’에서 시장 부지는 상당히 넓게 구획된 旧
兵舍 자리의 일부로서 국유지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1917년 당시 견지동 

110번지는 일본인 秀島勗 소유의 2,514평 규모의 대지로 분할되었으며76), 

1918년 ‘경성부관내성도’에서 이 대지에 秀島의 주택(邸)이 들어서있음을 확인

76) 陳內六助,『京城府管內地籍目錄 : 1917年』, 大林圖書出版社, 1982,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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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919년 종로공설시장이 설치되고 1925년 폐시(廢市)되기까지의 시

각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1927년의 지번과 소유관계를 보면 

견지동 110번지는 2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110-1번지는 鍋金直庸 소유의 

1,925.8평 대지로, 110-2번지는 588.2평의 국유지로 표시되어 있는데,77) 두 

대지의 면적이 합은 1917년의 110번지와 일치한다. 또한 1/6000의 축척으로 

1936년 당시 경성부의 주요 건물과 토지 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경성

정도’에서 견지동(견지정) 110번지는 분필의 흔적은 없으나 역시 앞서 확인한 

우정국로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78)

그림 3-4 종로공설시장의 위치

경성부시가강계도(京城府市街疆界圖 1914)

그림 3-5 종로공설시장의 위치

경성부관내성도(京城府管內城圖 1918) 

종로공설시장이 면한 우정국로는 고종 때 우정총국(郵政總局)이 있었던 것에

서 유래된 길로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안에 따라 1918년에 시구개수 계획 

폭원인 22m로 확폭된 도로이고,79) 남대문통과 이어지며 남부 일본인 중심지를 

북부와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다. 1918년에 확폭되는 과정에서 종로2정목과의 

교차로에 가각전제(街角剪除)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전차의 운행과 회전을 가능

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석된다. 우정국로에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한 것

은 1923년부터이지만 도로개설 때 이미 전차에 대한 계획안이 수립되었을 가

77) 陳內六助, 앞의 책, p.169

78) 1920년과 1929년의 경성부일필매지형명세도(京城府壹筆每地形明細圖)에서는 견지동 

110번지의 위치가 우정국로 동쪽의 작은 필지로 표시되어 있고, 앞에서 확인했던 필지는 

110-1번지로 기록되어 있어 분석에 다소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정국로 동쪽의 

작은 필지는 규모가 매우 작아 공설시장 부지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79) 심경미, 『20세기 종로의 도시계획과 도시조직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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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크며,80) 많은 유동인구를 예상한 계획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1919년에 

발표된 도심부 순환선과 연결되는 도로였기 때문에81) 경성의 도시계획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 도로였다. 특히, 이 도로는 태평통이 확장되기 이전부터 종로

와 남대문을 연결하는 주요한 남북도로의 북쪽 부분으로, 남대문통과 이어진 도

로에 면했기 때문에 경성부 내 가장 큰 도매시장인 남대문시장과의 접근성도 

좋았으며, 또, 경성부청에서도 신작로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다. 

나아가, 전차노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공설시장 앞에 ‘종로시장 전(鐘路市場前)’ 

전차 정류장이 개설되어 종로공설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를 확보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었다.

한편, 종로공설시장의 주변은 근대시설들이 밀집해 있었다. 공설시장이 위치

한 견지동과 그 주위의 광화문통, 수송동, 공평동, 관훈동 일대는 관공서, 법무

시설, 그리고 학교가 다수 들어선 지역이었다. 특히 1918년 경성부관내성도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일대의 학교는 모두 7여 개로 대부분 넓은 대지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 주택지의 조밀한 도시구조와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나아가, 견지동은 일찍부터 경성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한편, 이미 많

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시장도 존재하였다. 1915년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견지동

에는 해산물, 과일, 채소, 곡물 등의 많은 물품이 집산되는 ‘중앙시장(中央市場)’

이 위치하고 있었다.82) 1914년 ‘경성부시가강계도’와 1918년 ‘경성부관내성도’

의 견지동 110번지 건너에 표기된 ‘市場’이 공설시장 이전에 있었던 견지동의 

시장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건국 이래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상업시설인 시전

행랑(市廛行廊)을 기반으로 했던 종로상가 및 종로야시장(夜市場)이 있었다. 당

시 종로상가의 판매물품을 1925년 조선총독부 조사를 통해 유추해보면, 육의전

(六矣廛)에 속하는 상전과 반찬가게, 패물전 등은 종로상가의 판매품목에서 여

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고 한다.83) 또, 1916년부터 주로 4~9월에 종각에서 

종로3정목 파고다공원에 이르는 도로 남쪽에 개시되던 종로야시장84)은 점포수

나 구매자수에서 타 지역의 일반 소매시장을 압도하는 종로의 명물이었다. 이 

야시장은 가는 기둥에 나무를 걸친 후 광목을 덮어 임시 점포를 만들어 각종 

과일과 채소에서부터 술과 각종 잡화까지 내다파는 장소로 성행했다.85) 이외에

80) 심경미, 앞의 책, pp.56~58 

81) 염복규,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52~62

82) 매일신보, 1915.01.23., ‘中央市場盛況’

83) 전우용, 「종로(鐘路)와 본정(本町)-식민도시 경성(京城)의 두 얼굴-」, 『역사와 현실』 

제40호, 2001, p.188

84) 전우용, 앞의 글, 2007,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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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종로야시장 전경

(출처 : 동아일보, 1935.08.15., ‘寫眞은 鐘路夜市터에서’)

도 주거지의 작은 구멍가게와 행상들이 종로공

설시장의 경쟁대상이었다. 이렇게 종로라는 간

선도로를 따라 선적(線的)으로 발달했던 종로상

가나 종로야시장과 대비되는 종로공설시장의 

특징은, 간선도로 한 켜 안쪽의 넓은 대지를 차

지하여 시장건물이 들어섰다는 점이었다.  

정리하면, 종로공설시장은 경성에 가장 먼저 

세워진 것으로 시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당시 견지동 110번지는 부유지가 아닌 개인의 

소유지였고 시장 개설을 앞두고 지주와 교섭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86) 종로공설시장의 위치는 어떠한 의도에 의해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조선인거주지의 중심지이자 조선인 상업중심지였고, 

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즉, 종로공설시장 부지는 기존에 이

용되던 시장과 가까운 곳이자, 주변의 공공시설과 함께 근대적 시설로서의 상징

성을 갖추기에 좋은 위치였던 것이다. 또한 부지의 북쪽으로는 권문세가의 주거

지가, 주변부 특히 남쪽으로는 상공인주거지가 밀집해있었다.87) 따라서 아직 명

확히 주 고객층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적 장소로 여러 계층의 소비자

가 모이기에 적합한 위치였다. 

한편 명치정공설시장이 설립된 명치정2정목 25번지는 명치정2정목과 본정3

정목과의 경계에 위치하였으며, 동서 양쪽으로 도로가 면하고 동쪽 도로 건너에

는 명동성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07년 ‘최신경성전도’에서 시장부지 일대는 

한성병원(漢城病院)이 들어서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필지의 사면으로 도로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명동성당(佛蘭西敎堂)의 부지가 있었다. 이후 1914년 ‘경성

부시가강계도’에서 시장 부지는 그 자리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황금정통과 이어지는 도로와 물길이 형성한 도로에 의해 필지의 각각 

동서쪽이 구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7년 명치정2정목 25번지는 지

적(地籍) 상에 일본인 학교의 설립과 운영 주체였던88) 경성학교조합 소유의 

952평 규모의 대지로 명시되어 있으며89), 1918년 ‘경성부관내성도’와 1920년

85) 동아일보, 1938.07.09., ‘夜市場에 보내는 말(1)’

86) 매일신보, 1919.10.27., ‘簡易食料品市場이 셜시게되야’

87) 김종근,「서울 중심부의 일본인 시가지 확산」, 『서울학연구』제20호, 2003,  p.195

88) 이동훈, 「경성의 일본인 사회와 자녀교육 : 통감부 시기와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제45호, 2011, pp.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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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29년 ‘경성부일필매지형명세도’에서는 주변 필지가 분할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치정2정목 25번지 필지는 공설시장이 설치되기 전까지 분할

되지 않고 필지 양쪽이 길에 면하는 상황이 유지되었으며, 주변 필지에 비해 큰 

규모의 필지로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형 단일 필지라는 

조건은 시장 부지 선정에 중요한 변수였을 것이다.

 

그림 3-7 명치정공설시장의 위치

최신경성전도(最新京城全圖,1907) 

그림 3-8 명치정공설시장의 위치

 경성부시가강계도(1914)

그림 3-9 명치정공설시장의 위치

 경성부관내성도(京城府管內城圖 1918) 
그림 3-10 명치정공설시장의 위치

경성부일필매지형명세도(1929) 

종로공설시장이 시구개수에 의해 22m로 확폭된 도로에 면해 지어졌던 것에 

비해, 명치정공설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인 남대문통과 황금정통을 경계로 구획된 

블록 내부의 소로에 면해 지어졌다. 명치정공설시장이 면한 이 도로의 흔적은 

89) 陳內六助, 앞의 책,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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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경성의 지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림3-11]은 개화기 일본인 상가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정통 북쪽으로 도로와 물길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당시의 본정통 주변은 이미 일본인 상점으로 가득 차 있었다.90) 또한 지도 자

료를 보면, 명치정공설시장 부지가 동쪽으로 면한 도로변 역시 공설시장이 설치

되기 이전부터 각종 회사와 상점이 상점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치정 일대는 경성부내 가장 핵심적인 일본인 주거지이자 상업지역이었다. 

경성부의 일본인 주거지는 청계천 이남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장되었는데, 특히 

1916년까지 일본인 이주자의 수가 급증하여 남산의 진고개 일대와 남대문 일

대에 일본인 주거지의 기틀이 형성되었다.91) 1919년 공설시장이 설치된 명치

정은 1921년의 인구조사에서 보면, 일본인 비율이 80% 이상인 지역이었다. 특

히 인근의 본정 일대에는 일본인들의 중심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경성부내 

일본인 상점의 반 이상이 본정에 밀집되어 있었다.92) 1910년 일본인 상점 총 

171개소 중 92개소가 본정에 소재하였으며93), 이외에도 사설소매시장 및 남대

문시장과 같은 유서 깊은 도소매시장이 혼재되어 있었다.  

명치정공설시장 위치로 추정

그림 3-11 개화기 일본인 상가의 분포(1895년)

(출처 : 日韓通商協會, 『漢陽京城之圖』, 1895 ; 김종근, 「서울 중심부의 일

본인 시가지 확산」, 『서울학연구』, 2003, p.210, 재인용)  

이렇게 종로와 명치정공설시장은 각각 북촌과 남촌,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구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기반을 두고 설치

되었으나, 실제 이용 및 운영 상황에서는 서로 큰 차이를 갖고 있었다. 1922년

90) 김종근, 앞의 글,  p.210

91) 김종근, 앞의 글, p.215

92) 전우용, 「일제하 서울 남촌 상가의 형성과 변천」, 『서울 남촌 ; 시간, 장소, 사람』, 

서울학연구소, 2005, p.195

93) 전우용, 위의 글,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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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정 종로 화원정 용산

그림 3-12 1922년 공설시장 매출액 비교

(출처 : 朝鮮總督府, 『公設市場槪況』, 

朝鮮總督府, 1924, p.4 재구성)

에 조사된 각 공설시장 매출액 자료를 보면, 용산공설시장이 1922년에 설치된 

것을 감안했을 때 종로공설시장의 매출액은 다른 공설시장에 비해 매우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94) [표3-3]의 1924년 자료95)를 통해 명치정, 화원정공설

시장 및 사설시장과 비교해도 종로공설시장의 1일 구매자수는 낮은 수준이었

다. 당시 조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은 역시 가장 매출액이 높은 남

대문, 동대문시장이었으며,96) 나아가 

종로공설시장 근거리에 종로의 상가

와 야시장이 있었던 것도 이에 영향

을 주었을 것이다.

번호 시장명 상인 수 1일 구매자수(명)
1

本町署

管內

명치정공설시장 17 1500명
2 화원정공설시장 14 3550명
3 화원정사설염매장 10 1050명
4 약초정염매장 6 50명
5 본정3정목 사설시장 7 200명
6 본정4정목 사설시장 8 550명
7 영락정중앙염매소 19 1250명
8 욱정식료품시장 26 1200명
9 병목정사설염매소 11 300명
10 사설해산물집산소 9 50명
11 남대문시장 145 4500명
12 남미창정사설시장 296 5200명 
14

鐘路署

管內

종로공설시장 17 130명 대
15 돈의동신탄시장 4 40명 대
16 당주동시장 150 500명 대
17 종로야시장 200 2500명 대
18

東大門署

管內

동대문시장 200 2000
19 가축시장 - -
20 동대문신탄시장 - -

표 3-3 1924년 경성부 본정, 종로, 동대문서 관내 시장 매출액 비교

(출처 : 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 『朝鮮の市場』, 朝鮮總督府, 1924, pp.518~523 재구성)

94)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4, p.4

95) 본 자료는 다른 자료에 소개되지 않은 여러 사설소매시장 및 사설염매소를 포함하고 있

다. 사설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전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여, 본 자료는 공설시장과 

다른 시장의 구매비중 정도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 앞

의 책, pp.518~522 참고 

96) 동아일보, 1923.12.06., ‘종로공시폐지와 북부대시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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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종로야시장 전경

(출처 : 동아일보, 1938.07.09.)

공설시장은 부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어, 경성부의 공설 사회시

설의 효시라는 자체적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97), 종로공설시장의 경우에

는 경성부가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의도를 실제로 갖고 있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종로공설시장은 설치 초기에는 부지 내에 새로 정미소를 설치하고 외부

에 임시 건물을 지어 임대를 할 정도로 매매가 잘 이루어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98) 종로공설시장의 이용 

저하에 대한 상황은 공설시장 관련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명치정, 화원

정과 같은 다른 공설시장은 수요자가 많고 성황을 이루나, 종로공설시장은 부근

에 주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고 한산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99)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성

부는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임하

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00) 

실제로 ‘종로’는 본정통과 함께 대표적인 경성

의 상업가로였지만, 총독부가 본정과 종로를 부

유한 일본인과 빈곤한 조선인의 상징으로 대비

시켜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해석

도 있다. 종로상가는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결국 

주 고객인 조선인의 빈곤화와 북촌의 슬럼화로 

인해 빈곤한 상가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조선인

이 대거 몰리는 종로의 야시장도 총독부, 경성부 

당국자의 눈에는 조선 후기 가가(假家)의 관성을 

인계한 전근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101) 

이러한 종로상가의 근대화가 촉진된 것은 총

독부청사가 광화문으로 이전된 시기의 일이었다. 

1926년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완공되기에 앞서, 

종로 도로에 대한 정리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1925년부터 공사가 시행되었

다.102) 가로에 수시로 물을 뿌려 청결을 유지하

97) 京城府, 『京城府史 第6券』, 京城府, 1941

98) 동아일보, 1920.08.06., ‘鐘路公市에 精米所를 新設’, 동아일보, 1921.09.07., ‘鐘路公市

의 大問題’, 동아일보, 1922.07.14, ‘鐘路公市繁榮策’  

99)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4, p.3, 京城府産業調査會, 앞의 책, p. 172  

100) 동아일보, 1924.03.24., ‘朝鮮人과 無關係한’

101) 전우용, 앞의 글, 2001, pp.188~189 

102) 전우용,「근대 종로의 상가(商街)와 상인(商人)」, 『종로 ; 시간 · 장소 · 사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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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로를 포장하는 등 경성부의 본정에 대한 정비는 이전 시기부터 활발히 이

루어졌으나103), 종로에 대한 조치는 종로가 경성의 새로운 중심지로 설정된 이

후에 시작된 것이었으며, 종로공설시장은 이미 1925년에 폐지된 상황이었다. 

또한 조선인의 실제 구매력은 공설시장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낮은 상황이었

다. 조선인의 외상거래관습은 시장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을 꺼

렸던 전통적 관습의 영향이면서도, 현금수입이 불안정하여 현금으로 물건을 구

매하기 어려웠던 경제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상거래보다 값이 싸

더라도 현금구매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공

설시장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였다.104) ‘사방에 조선인 가정이 밀집해서 조선

인의 이용이 매우 편리한 시장에서조차 인습의 오랜 구습을 타파하기가 어렵고, 

생활개선 훈련이 모자라는 등의 이유로 조선인 소비자의 이용은 별로 생각할 

것이 없다’105)고 일본인들은 비판하였으나, 소극적인 시장 이용을 문화적 후진

성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공설시장의 실제 물가는 경성부의 설

치의도와는 달리 다른 시장보다 항상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 1921년의 신문에

서 조선인이 많이 이용하는 남대문, 동대문시장 및 공설시장의 콩, 찹쌀 등 곡

물가격을 비교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시장보다 공설시장의 가격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106) 조선인들이 원하는, 질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일용품

은 일본인들 눈에는 퇴행적인 상업 활동인 ‘시장 비슷한 것’, ‘때때로 열리는 시

장’, 노점, 행상을 통해 공급되었다.107) 공설시장의 도입과 함께 등장한 다수의 

사설소매시장과 사설염매소를 조선인 거주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도, 조

선인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정황상 초기의 공설시장이 목표로 한 소비자는 일본인, 특히 안정적인 

수입을 갖춘 일본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925년 총독부고시 제

30호로 종로공설시장이 정식으로 폐시(閉市)되기에 앞서, 경성부가 성적이 나쁜 

종로공설시장 대신 남대문, 동대문시장과 같은 규모로 부영(府營)의 대시장(大

市場)을 북부에 설치하도록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지만,108) 이

것은 총독부청사의 이전으로 종로에 일본인이 다수 진입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학연구소, 2002, pp.151~152 

103) 전우용, 앞의 글, 2001, pp.178~179

104) 허영란, 앞의 글, 1998, p.351

105) 釘本藤次郞, 「むたせめ會と市場の利用」, 『朝鮮經濟雜誌』 77, 1922.5, p.3 ; 허영란, 

앞의 글, 1998, p.349에서 재인용  

106) 동아일보, 1921.03.04., ‘名色만인 公設市場’

107) 釘本藤次郞, 위의글, 1922 ; 허영란, 앞의 글, 1998, p.352에서 재인용 

108) 동아일보, 1923.12.06., ‘鐘路公市廢止와 北部大市場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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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여겨진다. 또한 실제로 북부 조선인 주거지에 시장이 설치된 것은 1941

년에 이르러서였는데,109) 이것은 효자동에 총독부 및 경성부 직원용 관사가 설

치되면서 신흥주택가로 발달하게 된 것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명치정공설시장의 이용도는 초기에 매우 높은 편이었다. 앞의 [표3-3]

을 보면 주변 6개 정(町)에 비교적 균일하게 소매시장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1

일 구매자수를 비교하면 비슷한 물품을 취급하는 여타 사설소매시장에 비해 수

치가 높았다. 명치정공설시장의 1일 구매자수는 당시의 명치정 2정목의 인구

수110)와 거의 동일하였다. 또한 신문기사에도 명치정공설시장은 매일 천명 내

외의 고객이 방문하여 흥행을 이루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111) 명치정공설시

장은 일본인 상권의 핵심인 본정 1,2정목과 근접하지만 본정의 상가에는 생활

필수품보다는 의류, 사치품, 문화용품 관련 상점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

에112), 일용품 공급 시설로서 공설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성부 당국은 종로공설시장의 운영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명치정공

설시장을 비롯하여 명치정 일대의 사회시설 설치와 운영에는 적극적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예컨대 1920년 경성부는 더운 날씨로 낮에 시장 출입이 적은 것

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름철 명치정공설시장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113) 명치정공설시장 앞 공터에 채소와 과일상점을 설치하여 경성 

부근에서 농사를 하는 장사꾼들에게 판매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114) 또한 

경성부는 명치정공설시장 설치 후 그 옆에 공설전당포와 경성부도서관을 설치

하기로 계획하였다.115) 직업을 소개시켜 실업자를 구제하는 인사상담소(人事相

談所) 역시 명치정에 설치되었다.116) 이렇게 명치정공설시장 일대에는 부에서 

경영하는 시설들이 점차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조선인들은 부에서 진행

109) “북부주민이 다년간 기대하던 일용품공설시장은 … (중략) …효자정공설시장은 조선식

을 가미한 북부 독특한 광대한 규모로 하여 북부주민에게 적절한 시설을 갖출 것이며, 작

금 물가등귀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북부주민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일용품 및 식

료품을 제공하기로 만반의 준비 중이다.” 동아일보, 1939.04.06., ‘北部日用品公設市’

110) [표3-1]의 명치정2정목의 인구수 참고

111) 동아일보, 1921.03.10., ‘公設市場近況’

112) 전우용, 앞의 글, 2001, pp.179~180 

113) 동아일보, 1920.07.01., ‘公市夜間開店’, 동아일보, 1921.07.01., ‘公市夜間販賣 위선화

원뎡과 명치뎡만 개시’ 

114) 동아일보, 1920.07.18., ‘京城府에서 野菜市場新設’

115) 동아일보, 1920.07.06., ‘府營公設典舖’, 동아일보, 1922.06.25., ‘圖書舘開舘延期 구월

중순경으로’

116) 동아일보, 1922.07.21., ‘人事相談評議會’



42

하는 사회사업이 일본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117) 

하지만 명치정공설시장은 소매상점이 발달한 본정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상 

지속적인 영업에는 결국 실패하였다. 특히 본정 일대의 백화점은 공설시장의 존

립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명치정공설시장은 남산정, 본정 1, 2, 3정목, 명

치정, 욱정, 영락정의 일본인 주민들을 주 고객으로 성장하였으나,118) 공설시장 

부근에 즐비한 상점과 백화점에게 고객을 빼앗기며 1934년 공식적으로 폐지되

었다.119) 공설시장이 사회정책적 혹은 경제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투자, 관리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장’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사설기업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고, 결국 최초의 공설시장은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 

117) 동아일보, 1924.03.24., ‘朝鮮人과 無關係한’

118) 동아일보, 1934.03.07., ‘四公設市場廢止와縮少’

119)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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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일본인 중심 지역의 공설시장 : 화원정과 경정 및 용산공설시장

화원정과 경정 및 용산공설시장은, 시범적 성격의 종로와 명치정공설시장이 

처음 설치된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인 중심 주거지역에 설치된 사례이다. 1920

년 경성부는 앞서 설치한 공설시장의 초기의 원만한 거래상황에 힘입어 경성부 

시내에 2곳과 용산에 1곳의 공설시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하였다.120) 신설 공설

시장의 위치는 시내에서는 서대문 부근과 화원정 부근으로, 용산에서는 경정(京

町) 부근으로 선정되었다.121) 서대문 부근에 공설시장이 설치된 것은 1934년의 

일이었지만, 다른 두 곳에서는 곧바로 추진되어 경정에는 1920년 9월, 화원정

에는 10월에 공설시장이 개시(開市)되었다.122) 당시 공설시장의 물가는 일본 

소매상에 비해 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시내 일본인 식료품 소매상들이 공설시장 

증설을 반대하기 위해 급히 식료품소매상조합을 결성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123) 경정공설시장 신축 계획도 역시 일본인 식료품 소매상들의 반대운동

을 야기했으나 경성부는 계획대로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124)

경정공설시장(1920)

화원정공설시장(1920)

그림 3-14 화원정공설시장과 경정공설시장

(1917년의 京城府管內圖에 표기)

120) 동아일보, 1920.04.07., ‘公設市場을增設’

121) 동아일보, 1920.04.10., ‘新設市場位置서대문과화원뎡’

122) 京城府, 앞의 책, 1936, p.1

123) 동아일보, 1920.05.21., ‘公設市場의增設에’

124) 동아일보, 1920.06.19., ‘龍山公市調査미구에개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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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정을 포함한 경성부의 동쪽 지역은 1921년에서 1928년까지 일본인 비율

이 크게 증가했던 지역으로, 이미 인구가 조밀하고 땅값이 높은 남촌을 대신하

여 일본인이 다수 유입된 곳이었다.125) ([그림3-15] 참조) 경성 중심부에서 일

본인 주거지역이 확대해 나가는 양상은 경성시구개수사업에 의한 가로의 직선

화, 노폭확장, 신설 등 시기별 가로의 변화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126) 

특히, 1910년대의 황금정통의 개수는 경성부 동쪽 지역으로 일본인 주거지가 

확장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림 3-15 동정(町洞)별 일본인 비율 증감(1921~1928년)

(출처 : 김종근, 「서울 중심부의 일본인 시가지 확산」, 『서울학연구』, 2003, 

p.221 재인용)

화원정공설시장이 세워진 화원정 83-15번지와 107-4번지는 북쪽의 황금정

통과 남쪽의 본정통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남부 일본인 주거지와 북부 총독부의

원을 연결하는 의원통에 면해 있었다. 시구개수 이전의 화원정 주변에는 직선화

된 간선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1912년에 황금정통의 직선화 공사가 완료된 

동시에 전차 황금정선도 신설되었다. 또한 1910년에 종로4가에서 총독부의원까

지 단선으로 부설되었던 조선총독부의원선이 1915년 시구개수의 도로 개수로 

1916년에는 남부 본정까지 연결하는 전차 본정선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본정

선의 신설은 남부에 사는 일본인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이라고 해석된다.127)

125) 김종근, 앞의 글, pp.218~221

126) 김종근, 앞의 글,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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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화원정의 위치

(출처 : 경성부시가강계도, 1914)

그림 3-17 화원정공설시장의 위치

(출처 : 京城府壹筆每地形明細圖,1929)

    

그림 3-18 화원정공설시장의 위치

(출처 : 대경성정도, 1936) 

127) 최인영, 「일제시기 京城의 도시공간을 통해 본 전차노선의 변화」, 『서울학연구』

No.41, 2010,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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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정공설시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부근의 인구가 조밀하고 내지인의 거주도 

많아 시장으로서 최적의 자리에 위치하였다’고 평가받았다.128) 화원정공설시장

의 부지는 전차 본정선의 본정5정목 정류장과 전차 황금정선의 황금정4정목 정

류장의 사이에 동서로 도로가 분기하는 위치로 접근성이 좋았다. 전차 운행에 

의해, 일본인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던 경성의 동쪽 지역의 일본인 주민들을 고

객으로 삼을 수 있었고, 전차 본정선의 종로 이북 정류장 인근의 원남정, 연지

정, 연건정 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도 이용이 용이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용산 지역 공설시장의 설치과정에는 새로운 주거지 건설이 영향을 미쳤

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은 용산에 본격적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으

며, 1917년에는 용산 지역의 전체 69%의 토지를 일본인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 중 경정(京町)과 영정(榮町), 미생정(彌生町)은 일본인이 100% 소유하고 있

었던 지역이었다.129) 경정 일대는 일본인이 가장 먼저 정착하기 시작한 지역이

었으며,130) 1911년과 1914년 지도에서는 이미 경정 일대에 격자형 가로체계의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산의 공설시장은 1920년 경정 

11번지131)에 ‘경정공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그런데 경정공설

시장이 영업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시장의 위치가 좋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경성부가 새로운 시장 위치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132) 이후 경성부는 

1922년 초에 ‘근래 주택이 점점 증가하여 한 시가를 이룬’133) 용산 한강통 3번

지-44134)(現 용산구 남영동)에 새로운 ‘용산공설시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

고, 1922년 9월 22일자로 경정공설시장을 폐지하였다.135) 경정공설시장 개시

(開市)부터 시장이전설이 나오게 된 시점 사이 1920년 12월에 삼판통(三板通, 

現 용산구 후암동)에 조선은행사택단지가 건설되었다.136) 삼판통은 원래 조선인 

부락이 살던 곳이었으나, 조선은행사택이 들어선 이후 일본인의 주거가 증가한 

곳이었다.137) 조선은행은 일제가 한국 및 대륙경제 수탈을 위해 세운 중앙은행

128)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175

129) 김봉수, 「서울 龍山의 景觀變化에 관한 硏究 : 朝鮮後期부터 日帝時代까지」, 『地理

敎育論集』제45호, 2001, p.36 

130) 김봉수, 위의 글, p.33

131) 朝鮮總督府 京畿道 告示 제72호, 朝鮮總督府 官報 제3042호, 1922.09.30

132) 동아일보, 1921.09.06., ‘兩市場移轉說 룡산과종로시장 후명년에옴기여’

133) 동아일보, 1922.03.10., ‘龍山公市新說’

134)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朝鮮に於ける公設市場』, 朝鮮總督府, 1930, p.2

135) 朝鮮總督府 京畿道 告示 제72호, 朝鮮總督府 官報 제3042호, 1922.09.30

136) 김영호, 『日帝時代 朝鮮銀行舍宅의 建築的 意味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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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138) 조선은행사택의 거주자는 당시의 엘리트 집단인 서구식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일본인과 소수의 한국인 지식 계층이었다. 조선은행사택은 당시 극

심한 주택난을 고려하였을 때 건평 평균 55평, 연건평 평균 82평 규모의, 근대

화된 구조, 재료, 설비를 갖춘 고급주택이었다.139) 1920년대 초 경성부의 주택

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택건설이 장려되었고140) 1921년 연병정과 삼판통 일대

에 주택 신축이 왕성하였다.141) 조선은행사택과 같은 고급 주택지를 필두로 용

산 일대의 일본인 주거지가 북쪽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용산 지역 주거지의 

중심이 이동하여, 공설시장은 새로운 주거지와 가까운 한강통으로 이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표3-4] 참조)

그림 3-19 경정공설시장의 위치

(출처 :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 1911)

 

그림 3-20 경정공설시장의 위치

(출처 : 경성부시가강계도, 1914)

새로운 용산공설시장은 화원정공설시장과 같이 주변의 교통조건과 밀집한 주

거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용산공설시장은 전차 신용산선의 연병정 정류장으

137)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小賣商業圈內の人口增加の趨勢と基の分布狀態の變遷槪況(上)」, 

『經濟月報』, 222號, 1934.6

13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조선은행> 항목 참조. 

http://encykorea.aks.ac.kr에서 볼 수 있음.

139) 김영호, 앞의 책, p.18

140) 김영호, 앞의 책, pp.15~16

141) 동아일보, 1922.11.04., ‘家屋建築狀況 住宅難緩和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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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인구수

연도 일본인(명) 조선인(명) 외국인(명) 합계(명)

1 삼판통

1924 1,243 2,073 15 3,331

1928 2,241 2,575 23 4,839

1933 4,431 3,845 6 8,282

2 경정

1924 421 5 50 476

1928 383 25 88 496

1933 618 71 155 844

표 3-4 삼판통과 경정의 인구수 비교

(출처 :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小賣商業圈內の人口增加の趨勢と基の分布狀態の變遷槪況(

上)」, 『經濟月報』, 222號, 1934.6의 인구수 재편집)

로부터 2, 3분 거리에 위치하였고, 주변에 ‘내지인의 거주가 많아’ 시장으로서 

적합한 위치라고 평가받았다.142) 용산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변 지역은 한강통

2, 3번지, 강기정, 삼판통, 고시정, 경정, 원정1정목, 청엽정1, 2, 3정목 등으

로,143) 주로 용산공설시장의 북쪽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3-21 용산공설시장의 위치

(출처 : 용산시가도, 1927)  

 

그림 3-22 용산공설시장의 위치

(출처 : 대경성정도, 1936) 

 

142)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p.175~176

143)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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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정공설시장

영락정시장

본정신시장

황금정일용품

시장

병목정염매소

그림 3-23 화원정공설시장과 주변 사설시장의 위치

종류 시장명 위치 개설일 판매품목 점포수 경영인

사설

일용

품시

장

영락정 시장
영락정2정목79, 

황금정2정목 127
1921.8

음식료품, 연료품, 방

물, 가구, 신발, 약품, 

화장품, 연초

19 藤田長太郞

병목정 염매소 병목정35-2 1925.6
음식료품, 연료품, 방

물, 가구류, 기타일용품
11 神本キチ

본정 신시장 본정3정목38 1927.8
음식료품, 연료품, 기타 

일용품
13 淺野太三郞

황금정 

일용품시장

황 금 정 5 정 목

257,267
1932.7

식료품, 연료품, 화양잡

화, 기타일용품
19 上屋周一

사설

염매

소

본정 시장 본정3정목 1924.3
식료잡화, 야채, 조수

육, 선어, 전기기구
7 三原初次郞

장충단 염매소 서사헌정 1931.6 생어, 식료잡화, 냐채 6 조합

본정3정목염매소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본정4정목염매소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표 3-5 1936년 현재 화원정공설시장 주변 사설시장과 사설염매소

(출처 : 京城府産業調査室,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京城府産業調査室, 1936, 

pp.337~339 재편집)  

일본인 주거지역의 이러한 공설시장의 등장은 주변에 여러 사설시장과 사설

염매소가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 화원정공설시장의 경우, 공설시장이 들어선 지

역은 상점이 밀집한 본정1, 2정목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용품 공급시설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공설시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인근에 

사설시장과 사설염매소들이 다수 들어섰다.([표3-5] 및 [그림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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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의 일용품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화원정 주변으로 약 4개의 사설시장

과 4개의 사설염매소들이 설치되었는데144) 이중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사

설시장들의 경우 화원정공설시장과 같이 황금정통에서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 

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용산공설시장의 경우 공설시장의 바로 북쪽 

필지에 사설시장인 연병정시장이 설치되어145) 일종의 상점가를 이루어, 용산의 

북쪽 주거지에 일용품을 공급하였다. 한편 경정공설시장이 폐시되기 전후로 원

정 1,2정목과 한강통 11번지, 대도정 일대에 들어선 사설시장들은146) 개업 이

전부터 일반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신문기사147)

가 등장할 정도로 주목받았으며, 남쪽 일본인 주거지의 배급기관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였다.([표3-6] 및 [그림3-24] 참조) 이들 사설시장과 염매소들은 공

설시장과 유사한 규모를 갖추고 일용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공설시장과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각 사설시장들은 주변 일대에 ‘물자 배

급을 편리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148) 부(府)가 감독하

는 공설시장이 시중 물가의 균형을 맞추는 시설이었다면, 사설시장과 염매소는 

공설시장 물가와 일반 시중 물가 사이에서 물가를 조절하는 민영의 물가조절기

관이라 평가받았으며, 염매소의 상인들은 시대의 요구를 이해하고 현대적 경영

정책에 눈을 뜬 ‘신진 상인’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149) 경성부는 이러한 사

설시장과 염매소를 공설시장을 보충하는 시설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150) 즉, 일본인 중심 주거지역에 설치된 공설시장은 사설시장과 염매소와 

같이 주변의 일본인 주민들에게 일상생활 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소매시장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144)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p.337~339

145)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p.314~317

146)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p.337~339

147) 동아일보, 1922.08.10., ‘龍山私設市場’

148)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p.314 

149) 朝鮮每日新聞社, 『大京城』, 朝鮮每日新聞社出版部, 1925, p.241

150)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4, p.1



51

종류 시장명 위치 개설일 판매품목
점포

수
경영인

사설

일용

품시

장

용산삼각지시장 한강통 11 1923.7

음식료품, 연료품, 

소간물, 화장품, 

가구류

16 椋木彦五郞

원정2정목시장
원정2정목 76

번지, 20번지
1922.9

음식료품, 연료품, 

소간물, 가구류
19 富田留吉

연변정시장
한강통3번지 

50
1922.12

음식료품, 연료품, 

메리야스류, 양잡

화, 약품

15 大木忠司

원일시장 원정1정목 1923.3

음식료품, 연료품, 

소간물, 가구류, 

기타일용품

15 吉野爲次郞

대도정일용품

시장
대도정 21번지 1922.4

식료품, 연료품, 

가구류 
13 미상 

표 3-6 1936년 현재 용산공설시장 주변 사설시장

(출처 : 京城府産業調査室,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京城府産業調査室, 1936, 

pp.337~339)  

원정2정목시장

대도정

일용품시장

연병정시장

용산공설시장

그림 3-24 용산공설시장과 주변 사설시장의 위치

(위치 미상의 시장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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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선인 중심 지역의 공설시장 : 마포시장과 서대문공설시장 

마포시장과 서대문공설시장은, 화원정과 용산공설시장 설치를 통해 경성의 일

본인 중심 주거지역의 일용품 배급기관이 정비된 이후 조선인이 우세한 지역에 

설치된 공설시장이다. [표3-1]을 보면 마포시장이 설치된 도화정과 서대문공설

시장이 설치된 죽첨정 일대는 숫자상으로 조선인이 많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

들 공설시장의 설치과정을 보면, 일본인 주거지와 조선인 주거지의 공설시장 설

치에 대한 경성부의 입장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우선 마포시장은 처음부터 경성

부에서 계획한 공설시장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예기치 못한 반발로 인해 부에

서 영업하게 된 특수한 사례로 해석된다. 또한 서대문공설시장은 수많은 영세민

이 거주하던 서대문 일대가 개발되며 설치된 경우라고 생각된다. 

조선인 우세지역인 마포에 설치된 마포시장은 기존에 설치된 공설시장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마포에는 이미 수 백 년 동안 이용되던 시장이 있었

다. 일제는 이 시장을 ‘교통이 완비되지 않았던 시기에 거래가 왕성했던 시장’

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철도의 부설로 인해 마포의 포구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의 

수량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다.151) 경성부는 1923년에 교통방해

와 도시미관개선을 이유로 이 시장을 폐지하였고, 고양군 용강면 동막리에는 사

설 동막시장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근 주민들이 모두 폐지된 기존 마

포시장에 몰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성부는 실효성이 있는 이 시장을 부에서 

경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1926년부터 다시 공설시장으로 경영하게 되

었던 것이다.152) 하지만 이것은 철도를 기반으로 화물유통망을 확고하게 재편

하려는 시도였다고 추측되며, 마포시장은 다른 공설시장과는 다른 기원과 형태

로 운영되게 되었다고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원래 서대문 일대는 1920년대 경성의 인구 증가로 주택부족 현상이 심

각한 시기에 조선인들이 대거 몰린 지역이었다.153) 죽첨정 일대는 비교적 개발

이 진행되어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지만,154)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매시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시장으로는 경성부에서 설치

151) 京城府, 앞의 책, 1936, p.30

152) 동아일보, 1923.07.14., ‘시장문제로 동민회’, 동아일보, 1923.12.11., ‘마포시장부활’, 

동아일보, 1924.09.26., ‘마포시장부활’

153) 동아일보, 1924.02.04., ‘發展되는 京城’

154) 김주야, 石田潤一郞, 「1920-1930년대에 개발된 金華莊주택지의 형성과 근대주택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제32호, 2008,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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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죽첨정공설시탄소채시장이 있었다. 겨울의 난방과 김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

면 조선인에게 시탄소채시장은 생활시장으로서 갖는 의미가 컸을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공설시탄소채시장은 경성부의 입장에서는 거래에 대해 기대하기보다

는 거리를 배회하는 상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 교통장애를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설시장에 비해 임시적 성격이 강했다.155) 이후 1925년에 

죽첨정의 공설시탄소채시장이 지주의 토지반환 요구에 의해 폐시되자, ‘일용품

을 구입할 곳이 없는 부근 주민들의 불평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매매가 이루

어져 교통방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1929년에 현저정의 서대문형무소 소유 부

지에 서대문공설시탄소채시장이 설치되었다.156) 공설시탄소채시장의 소비자는 

전부 조선인이었고, 행정당국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이 시장들을 부 외곽에 설치하였는데,157) 서대문 일대의 공설시

탄소채시장도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북쪽 외곽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와 함께 비공식적인 시장으로는 1922년에 의주통1정목에 세워진 의주통염매소

가 있었다. 일본인 野田愼治이 관리하였고, 1936년 현재 식료잡화, 조수육(鳥獸

肉), 선어(鮮魚)의 3개 점포로 구성된 소규모 염매소였다.158) 이 소매시장의 주 

소비자는 부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4년에 기존 공설시탄소채시장이 있었던 죽첨정에 공설

시장이 설치된 것은, 서대문 일대가 토막민의 거주지가 아닌 경성의 중요한 시

가지로서 기능하게 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서대문공설시장이 위치한 죽첨정

2정목 143-1번지는 서대문에서 아현리를 지나 마포에 이르는 도로에 면하여 

설치되었다. 서대문 우편국 앞 사거리에서 약 1정(丁)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

에 위치하여 전차를 이용하기에 편리하였다. 서대문공설시장 이용하는 주민들의 

거주지역은 주로 죽첨정 1, 2, 3정목, 정동, 미근동, 의주통 1정목, 합동, 평동, 

냉동, 교남동, 천연동이며, 서대문 2정목, 의주통 2정목, 화천정, 송월동에서도 

일부 이용하고 있으리라 조사되었다.159) 

서대문공설시장 설치 논의는 앞서 보았듯이 화원정, 용산공설시장과 함께 

1920년에 등장하였다. 하지만 일본인이 상당수 거주하는 화원정과 용산 경정의 

공설시장은 그 위치가 신속히 결정되어 설치되었으나 서대문 부근의 시장은 계

155) 허영란, 앞의 글, 1998, p.348

156) 동아일보, 1929.03.21.,‘峴底洞空地에 公設市場設置’, 동아일보, 1929.06.26., ‘西門公設

市場 卄日附로 認可’

157) 허영란, 앞의 글, 1998, p.348

158) 京城府産業調査會, 앞의 책, p.277

159) 京城府産業調査會, 앞의 책,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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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미계획되었다가, 1923년에 종로공설시장을 서대문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서대문 부근에 공설시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1934년의 일로서 ‘대경성’을 만들기 위한 서대문 일대 개발의 일환으로 실시되

었다. 이때 서대문공설시장의 건물은 명치정공설시장의 건물을 이전하여 건립되

었다. 당시 서대문일대는 1930년대 들어 서대문우편국 앞 사거리의 도로 확장

개수공사가 진행되는 등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었으며,160) 또한 몇 천호가 넘

는 새로운 조선인 주택지가 개발161)되어 주변 인구가 증가해, 임시적 성격의 

공설시탄소채시장만으로는 수많은 주민의 원활한 일용품 공급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번호 기사 내용 출처

1 1920년에 경성시내 2곳과 용산 1곳에 공설시장을 증설하겠다.
동아일보

1920.04.07

2
신설 공설시장 장소는 시내에 서대문부근과 화원정부근, 용산의 

경정부근에 설치하기로

동아일보

1920.04.10

3
화원정, 용산 경정 2곳에 공설시장이 신설될 것이고, 서부에 설

치되는 것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자동 근처일 것

동아일보 

1920.05.02

4
현재 종로공설시장의 위치가 부적합하다하여 서대문으로 이전하

기로

동아일보

1923.03.24

5

대경성의 면목을 일신할 경성부의 신규사업 중, 서대문 일대를 

더욱 번영시키기 위해 현재 명치정에 있는 부영 일용상품시장을 

서대문방면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4.03.07

6
서대문공시장 위치 정식 결정. 서대문우편국 부근에 부지 2백여

평을 얻어 불일간 정지가 끝나는 대로 기공에 착수할 터. 

동아일보

1934.05.04

표 3-7 서대문공설시장 설치에 관련된 신문기사

서대문공설시장은 이렇다 할 소매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도시민의 일상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시 시설로서 설치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인근 일본인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지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36년에 발

간된 시장 관련 보고서는 서대문 일대의 주민들이 일상생활 용품을 본정에서 

구입하거나 부근의 일반 상점에 의존해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며, 서대문공설시

장의 설치는 이 일대의 물자 배급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하였

다.162) 이 기사에서 보이는 본정이나 부근의 사설염매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대문공설시장은 금화장

(金華莊)과 같은 고급주택지 및 관사의 근거리에 설치되었다.163)([그림3-25] 

160) 京城府産業調査會, 앞의 책, p.174

161) 김주야, 앞의 글, p.165

162) 京城府産業調査會, 앞의 책, p.176

163) 서대문 인근 관사 설치에 관해서는 김명숙, 『日帝時期 京城府 所在 總督府 官舍에 關

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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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금화장 주택지는 소화원(昭和園) 주택지와 츠루가오카(鶴ケ岡) 주택지와 

함께 조선토지경영회사가 개발한 경성부 3대 주택지로 손꼽히던 곳이었다.164) 

금화장 주택지 1차 개발은 1928년에 시작하여 그해 분양이 완료되었고, 1929

년에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30년에 2차, 1934년에 3차 개발이 

이루어졌다.165) 1차 분양지의 구입자들은 대부분 조선총독부 직원, 교수, 의사 

등 상류층 일본인이었으며, 특히 조선총독부 및 경성부직원이 유난히 많았다고 

한다.166) 경성부는 서부방면이 근래 발전이 현저하기 때문에 죽첨정2정목에 공

설시장을 설치하였다고 밝히고 있어,167) 수많은 조선인 토막민이 거주하던 서

대문 일대의 위상이 변화하면서 공설시장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금화장 

주택지

철도 관사

세관관사

서대문공설시장

조선인주택지 개발

그림 3-25 서대문공설시장의 위치 (1936년 당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사를 표시)

164) 김주야, 앞의 글, p.150

165) 김주야, 앞의 글, p.153

166) 김주야, 앞의 글, p.159

167) 京城府, 앞의 책, 193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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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린시장으로서 공설시장의 대두 

      : 1930년대 중반 이후 

3.2.1 중앙도매시장 설치와 새로운 주거지 건설    

전술한 것처럼 1930년대 중반 이전의 공설시장은 소수의 지역에 간헐적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후의 공설시장은 경성의 확장과 전시체제라는 사회적 배경

에 의해 촉발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러한 장기계획은 경성부 

중앙도매시장의 설치 및 새로운 교외 주거지의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중앙도매시장의 설치와 함께 공설시장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외곽 지역

에 건설된 새로운 주거지의 운영을 위해서 공설시장의 설치 지역은 경성부 전

역으로 확장되었다.  

경성부 중앙도매시장의 설치 논의는 공설시장이 처음 설치되기 이전부터 시

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실행의 움직임은 1930년대에 들어 시작되었다. 그 내용

을 살펴보면, 1914년 <시장규칙>이 제정된 이후, 1918년부터 중앙공설시장 설

치 논의가 시작되었다. 처음 경성상업회의소에서 시장 설치안을 마련했지만 

<공설시장조규(條規)> 초안이 작성된 이후에는 경성부로 이관되었다. 경성부에

서는 이 안을 바탕으로 남대문시장, 경성어시장, 북미창정시장(北米倉町市場), 

경성식량품시장, 히노마루어시장(日の丸魚市場), 중앙집산장의 6시장을 묶어 대

규모 공설중앙시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도심부에 6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구할 수 없어 소규모 간이 식료품 시장, 즉 공설시장을 다수 설치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이때의 공설시장은 도시 미관 및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사설시

장을 철거하고 도심부에 대규모 중앙공설시장을 설치하려는 도시계획적 구상이 

실현되지 못해 파생된 소규모 임시 시설이었다.168) 이후에도 중앙시장 설치 문

제는 꾸준히 신문지상에 출현하였다. 1922년에는 일용품 가격의 인하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도매가격을 통일적으로 저하시키기 위한 중앙시장의 설치에 대

한 논의가 보도되기도 하였다.169) 나아가 경성상업회의소에서는 물가인하문제

에 대한 협의회를 열어, 각 공설시장마다 차이가 나는 식료품 가격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중앙소채시장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170) 이렇듯 특히 물자의 공

급부족과 중간상인의 활동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수요공급가격을 

168) 전우용, 앞의 글, 2007, p.174

169) 동아일보, 1922.08.23., ‘京城의物價調節斷行에努力,’

170) 동아일보, 1922.08.25., ‘道府商義聯合 物價引下大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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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기 위해 주요 도시에 중앙시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1920년대

부터 계속되었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171) 1923년 일본에서 

<중앙공설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경성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타진되었고, 

1924년에 남대문시장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부지 선정까지 논의되었으나 구체

적인 실현은 또 이뤄지지 않았다.172)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 경성의 인구는 

40만에 육박하게 되었고, 전체 유통망을 통제할 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경성부 권업과에서 본격적인 중앙도매시장 설치를 위한 

준비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173)

중앙도매시장은 기존 경성의 시장의 거래유통망을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의 시장은 도매와 중매의 구별이 불명확하고 상인이 마음대로 위탁

매입을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되었다. 이에 중앙도매시장의 거래는 선어부(鮮魚

部)와 청과부(靑果部), 염간어(鹽干魚)와 기타 도매상(卸商人) 등으로 계통을 나

누어 통제되도록 계획되었다.174)([그림3-26] 참조) 

경성부 중앙도매시장의 설치는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39년 일

부 매장이 개업하였고 1940년에 초기 계획이 완성되었다.175) 부지는 경성어시

장(京城魚市場)이 위치하였던 경성역 북쪽의 약 1만평 규모의 철도국 소유지로, 

철도인입선이 설치되어 있어 철도에 의존한 물자수송이 매우 유리하였다.176)

([그림3-29] 참조) 내지 6대 도시 중앙시장의 매출액과 부지평수를 비교 조사

한 결과 경성부에서는 4천 평의 면적의 중앙도매시장 부지가 필요할 것이라 계

산되었으나, 도시의 팽창을 2배까지 예측하여 총인구 120만에 시장 이용 인구 

60만을 예상하여 이와 같은 규모로 계획되었다.177) 부지 내에는 하강장(플랫

폼), 경매장(糶場) 중매인하분장(荷分場), 중매인점포, 염간어매점 ․ 입매장(立賣

場), 창고, 냉장고, 시장종합사무소 등이 계획되었다.([그림3-27], [그림3-28] 

참조) 

171) 동아일보, 1922.09.29., ‘物價調節通牒’

172) 동아일보, 1924.06.07., ‘公設市場問題’, 동아일보, 1924.06.20., ‘中央市場設置問題’

173) 동아일보, 1932.07.29., ‘中央都賣市場 府勸業係에서計劃中’,  박은숙, 앞의 책, p.343

174) 問宮秀雄, 「京城府中央卸賣市場計劃(一)」『朝鮮と建築』16집 8호, 1937, p.17

175) 土屋積,「京城府中央卸賣市場の開設に就いて」, 『朝鮮と建築』19집 7호,1940, p. 22

176) 問宮秀雄, 「京城府中央卸賣市場計劃(五)」, 『朝鮮と建築』17집 7호,1938, p. 2

177) 問宮秀雄, 위의 글, 1938,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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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시장(現行市場) 거래계통도

부속상인

(附屬商人)

위탁(委託)

매부(買付)

생산자

도매상(卸商人)

중매인(仲買人)

도매인(卸賣人)

소매인(小賣人)

입매인

(立賣人)

수용자

(需用者)

2) 중앙시장(中央市場) 거래계통도

ⅰ) 선어, 청과부

저장

가공
부속상

생산자 위탁 도매인

(卸賣人)
경매 중매인

(仲買人)
매출 소매상

기타

도시

소비자

지방발송

지방

소비자

ⅱ) 염간어, 기타 도매상

매부 상대 매출

생산자
(買付) 도매상

(卸商人)

(相對) 중매인

(仲買人)

(買出) 소매상

기타
소비자

   

부속영업인 수용자

입매인

(立賣人)
수용자

그림 3-26 현행시장과 중앙시장의 거래계통도 

(출처 : 問宮秀雄, 「京城府中央卸賣市場計劃(一)」, 『朝鮮と建築』 제16집 8호, 1937, p.17)  

근교

입하

↓

철도

인입선
→ 하강장 →

도매인

매장

조장

→ 하분장 →
중매

점포
→ 소매상

그림 3-27 중앙도매시장 거래 계획도 

(출처 : 土屋積, 「京城府中央卸賣市場の開設に就いて」, 『朝鮮と建築』 제19집 7호, 1940, p. 6)

창고, 냉장고 지방발송 부속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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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중앙도매시장 부지 단면 계획도

(출처 : 問宮秀雄, 「京城府中央卸賣市場計劃(五)」, 『朝鮮と建築』17집 7호,1938, p.2)

그림 3-29 경성부 중앙도매시장 계획도

(출처 : 土屋積,「京城府中央卸賣市場の開設に就いて」, 『朝鮮と建築』19집 7호,1940, p. 35)

[그림3-27]과 [그림3-28]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도매시장의 배치와 설계계

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화물의 반입부터 시장 외 반출까지의 거래단계

를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거래 계획도에 따

라 시설 배치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중앙도매시장의 설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공설시장의 개혁 

움직임도 일어났다. 1936년 경성부의 확장으로 경성의 인구는 70만에 다다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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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전시물가체제로 돌입하는 상황에서, 1938년

부터 본격적인 공설시장 개혁 논의가 거론되었다. 이전 시기와 달리, 도시의 일

용품시장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상 중대한 ‘사명’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시장

은 수요와 공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상품 가격의 표준화와 균일화를 신속하게 

하여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도시시설로서 강

조되었다.178) 특히 중앙도매시장과 공설시장은 대중이 소비하는 주요 식료품의 

가격을 조절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경성부 권업과에서 장기적인 시장 증설안을 

수립하게 되었다.179) 이 시기 공설시장은 총독부의 효과적인 시장 통제를 위한 

중요한 사회정책적 수단으로서. 하나의 중앙도매시장 밑에 동일한 형태로 분포

되어 통일기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80)([그림3-30] 참조) 

그림 3-30 경성부 공설시장 분포 예정도

(출처 : 朝鮮總督府, 「경성부공설일용품시장신설및확장비기채인가의건-경기도」, 

1939(국가기록원, 「경성부일반경제관계철」, CJA0003871))

178) 동아일보, 1938.09.22., ‘公私設市場擴充問題,’

179) 동아일보, 1938.09.22., ‘公私設市場擴充問題,’    

180) 동아일보, 1938.08.31., ‘公設市場을 大擴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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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1930년대 중반 이후의 경성의 외곽 지역 개발은 공설시장의 설

치 확대를 촉진시킨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그림3-31] 참조) 1936년 경

성부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공설시장 설치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

다. 구 시가지의 급격한 인구밀도 증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외곽 지역 

개발은 더 많은 시장의 설치를 요구했고, 전시체제 속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물

가통제를 위해서는 부에서 경영하는 공설시장이 적합했다. 즉, 경성부 전역에 

공설시장을 설치하는 장기계획은 확대된 주거지 내 통제 가능한 근린시장의 확

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그림 3-31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출처 : 김영수, 「돈암지구(1940-1960) 도시한옥 주거지의 도시조직」, 

『서울학연구』 제22호, 2004, p.174 재인용)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 공설시장이 들어설 시장예정지가 같이 계획됨에 

따라 공설시장의 설치는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 당시의 도시계

획 논의에서도 공설시장 계획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에 관여했던 조선총독부 기사 야마오카 케이스케(山岡敬介)는 「도시구성의 단

위구획」에서 도시 구성단위의 계획 방법을 다루며 가로망 계획 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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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도시구성의 단위구획에 수록된 

야마오카 케이스케의 도식

(출처 : 권용찬, 전봉희, 「근린주구론이 

일제강점기 서울의 주거지 계획에 영향을 준 

시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12호, 2011, 재인용)

할 다양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181)([그림3-32] 참조) 야마오카는 미국의 

‘근린주구’ 이론을 응용하여 ‘단위

주구’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였는

데182), 그 내용을 보면 간선도로

로 구획된 블록 내부에 전차 정류

장, 공원, 소학교, 방공시설, 저수

조 등과 함께 공설시장을 설치해

야 한다는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이때 간선도로의 간격은 500m로 

제시되었으며, 공설시장은 구획의 

중앙 부근에 설치해야 하는데 가

장 멀리 떨어진 거리가 500m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부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 이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각 구획마다 

1개소의 시장을 설치해 일용품 구

매를 편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

하며 공설시장의 설치 근거를 대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3) 

학교, 시장, 공원은 하나의 근린주

구를 형성하는 시설로 계획된 것

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는 지

구마다 이러한 시설들이 배치되었다.184) 

사실 지역마다 시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동경에 공설시장이 개시된 1918년 당시에 일반 시민에게 공설시

장의 편익을 보편적으로 향유하게 하려면 적어도 10町 내에 1개가 설치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1區에 적어도 1개의 시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

다.185) 공설시장은 물가등귀와 생활곤란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되었

181) 권용찬, 전봉희, 「근린주구론이 일제강점기 서울의 주거지 계획에 영향을 준 시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12호, 2011, p.193

182) 김주야,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식민도시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 : 계획계』 제25권 제4호, 2009, p.172

183) 山岡敬介, 「都市構成の單位區劃」, 『都市計劃の基本問題』, 全國都市問題會義, 1938

184) 김주야, 앞의 글, p.172

185) 服部文四郞, 「公私小賣市場の硏究」, 『小賣商問題硏究叢書』, 同文館, 1939,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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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물가대책으로서 시장 증설이 계획되게 되었으나 사설시장과 백화점

의 증가로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경영곤란과 폐쇄에 이르게 되어, 1933년 동경

부는 부근 500m 이내에 동종의 혹은 기설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매시장의 설

치를 허가하는 규칙을 정하였다고 한다.186) 즉 시장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물리적 조건을 제한하였던 사례로, 야마오카 케이스케의 이론에서도 같은 

500m 단위로 공설시장을 설치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성부 내에서도 지역마다 시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 전시체제 하에 <제1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1940년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물가조절의 선결책으로써  ‘식료품시장의 확

충’을 주장하는 사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대중생활에 긴밀하고 중요한 식료품의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지역

마다 가격의 차이와 급격한 변동이 있어 도시 생활에 큰 곤란이 되고 있다. 식료품 

중에도 제일 중요한 소채와 생선류는 農形, 海況, 運輸, 氣候 등에 심대한 관계가 

있고, 배급 상태에 있어서도 시장과 도매상을 거쳐 조선 특유의 행상이 일반 소비

자에게 팔게 되어 있어 가격의 不律成이 많은 것은 물론, 수급의 불균성이 많아 통

제하려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있을지 모를 정도이다. 중심도시인 경성에서도 

식료품과 일용품시장은 불과 몇 개이고, 新府域으로 편입된 시가에는 전연 이런 시

설이 없어 75만의 부민생활에 날로 시장 시설의 확충 요망이 높아가고 있다.

2. 이러한 실정으로 경성부는 5개년 계속 사업으로 공설시장 증설계획이 진행되

고 있어, 소화14년도(1939)에 효자정, 신당정, 관동정 등 3개소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다. 15년도 분은 신년 예산 약 15만원을 計上하고 예산부회를 거쳐 기채인가가 

나오면 새로 대발전하고 있는 돈암정을 필두로 청량리, 마포 등 3개소에 증설키로 

내정되어 있다. 식량을 비롯하여 일반식료품, 일용품의 배급이 원활치 못하고 거침

없이 오르기만 하는 전시 하에 있어서 이러한 기구 확충은 그 의의가 심대하다. 원

래 식료품 가격은 종류가 많고 변동이 많아 일률적으로 공정가제도를 실시하기 곤

란하지만 소비자의 편의가 될 만 한 정도로 시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때그때의 적

당한 가격으로 집중되었다가 일정한 가격으로 散賣(소매)된다면 자연히 가격의 조

절이 되는 동시에 수급의 원활화도 따를 것이다. 늘 대도시를 자랑하고 不遠間 백

만 인구를 포옹한 경성으로서 아직 이만한 설비가 없어 町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물자의 과부족이 현저하며 원거리에서 시장을 찾아가는 기현상을 보게 되는 것은 

문화도시의 큰 결함이 아닐 수 없다.

186) 服部文四郞, 앞의 글,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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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內地의 각 도시에 있어서 1町에 반드시 1 식료품시장이 있고 일용품시장과 가

축시장 등의 시장제도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전시 하 식료품 통제에 큰 난관을 경

험하고 있는데, 조선과 같이 不備한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소망할 바가 아닐 것이다. 

전 조선에 천여 개 시장에 불과하고 경성에는 일고여덟 개소밖에 안 되므로 40여 

개에 1 시장이며, 9만여 부민이 한 시장에 몰려드는 것이니 물자수급통제에 난색이 

있는 것은 물론이며, 중간상인들이 跋扈하여 폭리적 闇取引(부정거래)을 취하는 것

이 성행하여 통제할 수가 없다. 방대한 기채로 시장 수만 증가시키는 것이 본의가 

아니고, 적어도 도시에 있어서 10개 町 이내에 1 시장이 있어서 일반 가정과 밀접

한 관계가 있도록 한다면 물자, 물가에 대한 실제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闇取引 방

지와 배급조절 등 여러 방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시 하 대중생활의 

안정과 물가통제의 중대 과제는 먼저 이 차등시장의 확충정비와 시장 감시원 배치 

등의 시설이 선결문제가 아닐 수 없다.‘187) 

정리하면 시장은 전시체제 하에 물자 수급이 불안정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상

황에서 부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일용품을 공급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

람들에게 물자와 물가에 대한 실제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그것의 설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상과 중간상인들이 

활동하는 조선의 유통망은 정부 입장에서는 개조해야 할 대상이었다. 10개 정

(町) 내에 한 개의 시장 정도는 필요하다는 주장은 20년 전 동경에서의 논의와 

유사한데, 단시간 내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적당한 가격의 형성이

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설시장이 가장 가능성이 있었을 것

이다. 

즉, 1930년대 중반 이후 경성부가 대규모로 확장되고 전시체제로 인해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 전체의 유통을 통제할 중앙도매시장과 근

린시설로서의 공설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과거의 조선

인들은 관습적으로 주로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이용하였지만,188) 생활영역이 

넓어지며 각 지역의 시장이 설치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여기에 더하여 당시의 

도시계획 이론도 영향을 준 것이다. 그 결과, 공설시장의 장기적인 증설 계획이 

1939년과 1942년에 등장하게 되었다.  

187) 동아일보, 1940.02.08., ‘食料品市場의 擴充’

188) 동아일보, 1923.12.06., ‘鐘路公市廢止와 北部大市場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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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설시장 건설에 대한 장기계획의 수립 : 1939년과 1942년 

1939년 발표된 공설시장 설치계획은 1944년까지 6년 간 모두 21개의 시장

을 신설하고, 기존 2개의 시장을 개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 

경성의 공설시장은 5개뿐으로, 물가규정 시설로 불충분하여 배급 기능의 수행

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었다.189) 연차별 계획의 내용과 지역별 특징을 

정리하면 [표3-8]과 같다.([그림3-33] 참고)  

시장명
이용구역

(町 수)
지역별 특징 

기설시장

화원정공설시장

용산공설시장

서대문공설시장

마포시장

영등포공설시장

22

22

15

4

3

일본인 63%

일본인 58%

조선인 76%

조선인 99%

조선인 85% 

1939 

신당정시장(1941에 건설됨)

효자정시장(1941에 건설됨)

현저정시장(1940에 건설됨)

화원정공설시장(개축)

7

15

9

22

토지구획정리사업 40-44(신당)

1940

돈암정 방면

명륜정 방면

신설정

마포시장(개축)

2

8

4

4

토지구획정리사업 37-40(돈암)

토지구획정리사업 40-43(용두)

1941

아현정 방면

청량리정 방면

노량진정 방면

재동정 방면

5

7

6

25

토지구획정리사업 38-41(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 40-44(청량리)

1942

신촌정 방면

하왕십리정 방면

신길정 방면

9

3

2

일단의주택지경영 40-42(신촌)

토지구획정리사업 40-42(사근)

토지구획정리사업 40-42(대방)

1943

연지정 방면

당인정 방면

삼판통정 방면

한남정 방면

10

10

10

3 토지구획정리사업 40-42(한남)

1944

당산정 방면

원정 방면

서빙고정 방면

도림정 방면

10

10

7

1

토지구획정리사업 37-40(영등포)

표 3-8 1939년 공설시장 설치계획의 내용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및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會, 『서울都市計劃圖集』, 

서울特別市, 1965, p.21 자료 활용)

189) 朝鮮總督府,「경성부공설일용품시장신설및확장비기채인가의건-경기도」, 1939(국가기

록원, 「경성부일반경제관계철」, CJA0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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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경성부 공설시장 분포 예정도(1939년 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 본 지도에는 ‘홍제정(弘濟町) 방면’에 공설시장 설치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같은 

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었음

공설시장 증설계획은 중앙도매시장의 정비와 함께 진행되어, 경성부 전반에 

소매시장을 분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업지의 선정에는 지역별 교통과 

인구수, 발전상황, 배급기관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었으며, 이중 신당정, 효자정, 

현저정(관동정) 방면은 상황이 가장 급하다하여 1차년도 사업지로 지정되었

다.190) ‘천정부지의 물가등귀와 특히 식료품과 일용품의 가격 앙등은 부민의 주

방을 위협하는 일이었고, 정당한 가격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공설시장 증설이 여

러 지역에서 절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 지역에 공설시장이 설치되면 도심

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배급기관의 정비가 완료된다고 여겨졌다.191) 

또한 공설시장 증설 계획은 경성부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주택지 개발과 연

계되어 진행되었다. 도심부의 공설시장 정비가 진행된 이후에 원심의 새로운 부

역(新府域)에도 공설시장을 설치하기로 경성부 권업과와 도시계획과의 협의가 

190) 朝鮮總督府, 위의 자료, 1939(국가기록원, CJA0003871)

191) 동아일보, 1939.04.23., ‘京城人의廚房에喜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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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192) 이에 따라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시장부지가 결정되었고, 공설시

장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다. 예를 들어 ‘대경성 건설의 이상’을 품고 

193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공을 앞둔 돈암지구 관련 신문기사에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질서정연한 도로의 축조, 주택지 조성, 배수설비 신설, 도로면에 

사리(砂利) 산포(散布)와 더불어, 사업지구 내에 소공원과 시장기지(市場基地)를 

설치하여 ‘금상첨화의 이상적 주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93) 이에 

따라 1939년 계획의 공설시장 신축 사업지 중 10개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경영 사업지 방면에 계획되었다.([그림3-34] 참조)

그림 3-34 연차별 경성부 공설시장 분포 예정도(1939년 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및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會, 『서울都市計劃圖集』, 

서울特別市, 1965, p.20 자료 활용) 

192) 동아일보, 1939.04.23., ‘京城人의廚房에喜報,’

193) 동아일보, 1939.01.07., ‘大京城의 建設譜 (2) 各府의 새해設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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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설치의 사업비는 경성부 권업과의 예산에 포함되었다. 1940년 경성

부의 예산은 ‘현대적 도시’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가지계획에 관련하여 총 3천

만 엔이 편성되었다. 이는 이전에 비해 방대한 경비였으나 물자의 등귀와 인건

비의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부민의 가장 중요한 후생(厚生)을 위한 신규 사업

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 권업과의 중앙도매시장, 중앙신탄시

장194) 및 공설시장 3개소 신설 사업은 ‘겨우 열손가락을 꼽는 신규 사업’ 중 일

부였다.195)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장 신축과 1개 시장 개축이 이루

어지는 1차년도 계획의 사업비는 총 161,000여 엔이었으며, 이를 기채(起債)로 

충당하고 1959년까지 향후 20년간 점포, 매장, 토지사용료 등의 세입으로 상환

할 예정이었다.([표3-9], [표3-10] 참조)   

해당 과 예산(圓) 사업내용 

1 토목과 5,041,875

도로 개수, 방공도로 개수, 남대문광장 

방공실 시설, 경성시가도로 개수, 방공

피난소 설치(공원 설치 및 개량), 보건

도로개량 등

2 사회과 2,608,000
부영분양주택 경영, 質屋, 숙박소 확장, 

간호부 양성, 체육강화기관 신설 등

3 위생과 498,000
보건소 신설, 하수의 화학적 처리의 조

사연구비, 묘지 확장 등

4 도시계획과 1,402,300
소공원 신설, 동부세민수용지 조성, 구

획정리 3개소 등 

5 권업과 488,210
공설시장 3개소 신설, 중앙도매시장 확

장, 중앙신탄시장 신설 등

6 수도과 1,406,000
수도방공시설, 수도확장, 수도설비개량 

등 

표 3-9 1940년 경성부 주요 과별 예산

(출처 : 동아일보, 1940.03.08., ‘大京城의 豫算푸리 三千万円은 어데로 어떠케 쓰나(1)’) 

194) 중앙신탄시장의 설치 계획은 지방행정, 「경성중앙신탄시장부지구입비기채의건」, 

1940(국가기록원, 「경성부 관계철」, CJA00035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 동아일보, 1940.03.08., ‘大京城의 豫算푸리 三千万円은 어데로 어떠케 쓰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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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당정공설시장

종별 수량 단가(엔) 금액(엔)

1 정지비 500평 7 3,500

2
건물

신축비

점포

(사무소 포함)

목조 및 

벽돌조 1층
165평 150 24,750

변소 목조 1층 3평 185 555

3 설비비

잡종 구축물 一式 1,200

수도설비 一式 500

배수공사 一式 350

전등공사 一式 1,890

4 잡비 255

5
설계

감독비
1,980

합계 34,980

2. 효자정공설시장

종별 수량 단가(엔) 금액(엔)

1 정지비 구입비 포함 300평 100 30,000

2
건물

신축비

점포

(사무소 포함)

목조 및 

벽돌조 1층
144평 140 20,160

변소 목조 1층 3평 185 555

3 설비비

잡종 구축물 一式 600

수도설비 一式 350

배수공사 一式 180

전등공사 一式 1500

4 잡비 155

5
설계

감독비
1470

합계 54,970

3. 현저정(관동정)공설시장

종별 수량 단가(엔) 금액(엔)

1 정지비 구입비 포함 500평 73 36,500

2
건물

신축비

점포 목조 1층 140평 100 14,000

사무소 목조 1층 3 150 450

매장(賣場) 목조 1층 50 65 3,250

변소 목조 1층 3 185 555

3 설비비

잡종 구축물 一式 800

수도설비 一式 500

배수공사 一式 850

전등공사 一式 1300

4 잡비 295

5
설계

감독비
1410

합계 59,910

총 합계 149,860

표 3-10 신당정, 효자정, 관동정공설시장 신축 사업비 계획(1939년 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70

설치 년도 설치 구역 총 개수

1939 효자정, 현저정, 신당정 3

1940 명륜정, 재동, 아현정 3

1941 청량리, 하왕십리, 신설정, 돈암정, 연지정, 

서빙고정, 삼판통정, 원정, 홍제정, 신촌정, 

노량진정, 당인정, 당산정, 도림정

4

1942 4

1943 4

표 3-11 동아일보에 소개된 공설시장 증설안

(출처 : 동아일보, 1939.04.23., ‘京城人의廚房에喜報’)

하지만 1939년의 계획 내용 중에서 실제로 실시된 것은 1차년도의 관동정

(1940), 신당정(1941), 효자정(1941)공설시장이 전부였다. 이를 보면 실제로 소

요경비가 계산된 1차년도 계획을 제외하면, 전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완전

히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신설 시기와 예정 구역도 자료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39년 4월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경성

부 권업과의 총 5개년 간 20개소 공설시장 증설 계획 수립의 내용이 소개되었

다.196) 시장이 설치될 지역은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확인한 것과 유사하고 1차

년도 계획도 서로 같지만, 사업기간과 전체 시장 개수 및 연차별 설치 구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3-11] 참조)   

이후 1942년에는 다시 새로운 공설시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1942년부터 1943년까지 2개년 간 모두 10개의 시장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당

시 조사된 경성부의 시장은 공설 8개, 사설 12개에 불과하여, 12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부민에게 일상 필수식료품을 배급하고 적정한 가격을 설

정하여 전쟁생활의 안정을 확립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다. 

소채, 선어 및 기타 식료품에 필요한 지출액은 일반 서민의 생계비의 약 50%를 

점하고 있었고, 시장의 설치는 부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

각되었다. 따라서 일용품시장시설의 확충을 위해 인구가 조밀하고 물자배급기관

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이 추진된 것이다.197) 이상의 내용은 

1939년의 공설시장 증설계획의 목표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1939년 계획은 경

성부 전역에 공설시장을 분포시키는 계획이라면, 1942년 계획은 ‘특별한 시국 

하에 시장 배급 사명의 중요성’으로 ‘가장 시급한 방면’에 증설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관련 서류에는 각 지역에 급설이 필요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연차별 계획의 내용은 [표3-12]와 [그림3-35]와 같다. 

196) 동아일보, 1939.04.23., ‘京城人의廚房에喜報’

197) 朝鮮總督府, 「경성부공설일용품시장신설비기채의건」, 1943(국가기록원, 「경성부관계

철」, CJA0003654) ; 계획이 허가된 시점은 1943년 3월이었으나 계획의 내용은 1942년

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1942년 계획이라고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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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경성부 공설시장 분포 예정도(1942년 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654)

* 본 지도에는 ‘신수정(新水町) 방면’에 공설시장 설치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같은 

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었음

시장명

예상 

이용 

戶數

급설이 필요한 이유

기설

시장

화원정공설시장 용산공설시장 서대문공설시장 마포시장

영등포공설시장 신당정시장 효자정시장 현저정시장

1942

돈암정(1944)

혜화정(1944)

북아현정(1944)

삼판통

계동정

11405

2885

14521

4368

8762

구획정리 신시가지/정총대 시장설치 신청

인구밀도에 비해 적은 상점/정총대 두세 차례 신청

구획정리 신시가지

상점 적다

인구밀도에 비해 적은 상점/정총대 두세 차례 신청

1943 

신설정

한남정

도림정

상도정

원정3정목

14548

3889

1680

1200

2710

구획정리 신시가지/정총대 신청

구획정리 신시가지,주택영단/부근 주민의 요망

구획정리 신시가지,주택영단/주택영단이 신청

주택영단 주택지구, 민간/ 상점 거의 없음

상점가 빈약/정총대 두세 차례 신청

표 3-12 1942년 공설시장 설치계획의 내용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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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명 소재지
부지

(평)
건물종류

1 영락정시장 영락정1정목 79 334
목조2층, 기와지붕

목조1층, 함석지붕

2 원정2정목시장 원정2정목 76 716
목조1층, 함석지붕

일부 상가(上家) 및 2층건물

3 연병정시장 연병정 29 196.2

목조1층, 기와지붕

목조1층, 함석지붕

상가

4 원정1정목시장 원정1정목 120 400 목조1층, 함석지붕

5 삼각지시장 한강통1정목 132 270 목조1층, 함석지붕 및 기와지붕

6 병목정시장 병목정 35-2 146 목조1층, 기와지붕, 일부 상가

7 본정신시장 본정3정목 28 235 목조2층, 기와지붕

8 황금정시장 황금정5정목 257 71 목조1층, 아연판지붕 

9 미창정시장 북미창정140 576 목조1층, 함석지붕

10 청엽정시장 청엽정1정목 54-1 158.5 목조1층, 슬레이트지붕

11 영등포일용품시장 영등포정351-13 366 목조1층, 기와지붕

12 동대문시장 예지정4 3417 목조1층, 기와지붕 

표 3-13 1942년 현재 경성부 사설소매시장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654)

계획이 수립된 1942년 당시의 기설 시장들은 경성부 도심 및 용산지역에 집

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12개의 사설시장은 일찍부터 발달했던 본정과 

용산 일대의 일본인주거지를 중심으로 들어서 있었다.([표3-13] 참조) 따라서 

새로 설치될 공설시장의 위치는 소매시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

되었다. 

공설시장의 개설은 인근 주민들에게 환영받았다. 공설시장의 혜택은 인접지역

의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지만, 개설비용은 부의 기채로 마련되었기 때

문에 자신들의 지역에 개설하려고 하였다.198) 공설시장 설치 유치는 경성부회 

의원 총선거의 후보자 공약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1939년 선거를 앞두고 한 입

후보자는 ‘부민생활안정’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첫 번째 공약으로 물가등귀의 작

금에 부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직영으로 일용품시장을 설치하는 것

을 내세웠다.199)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개설에 대해 각 정회(町會)에서 항상 요

청이 있었으며, 1942년 계획은 정총대(町總代)의 신청이 여러 차례 있었던 지

역을 공설시장 설치 지역으로 다수 선정하였다.200)   

198) 박이택, 앞의 글, p.226

199) 동아일보, 1939.04.29., ‘경성부의 입후보 프로필’

200) 朝鮮總督府, 앞의 자료, 1943(국가기록원,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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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설시장 설치가 예정된 지역들은 대부분 새로 개발된 주택지에 포함되

어 있었다. 구획정리지구 및 주택지조성지구 중 이미 시가지를 형성해가는 방면

은 시장 시설이 가장 급히 필요한 지역이었다. 주거지 인근에 시장이 없어 멀리 

떨어진 시장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상황은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계획에 포함된 돈암정, 혜화정, 계동정, 신설정 등의 주민들은 1920년에 설치된 

화원정공설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북아현정 주민들은 서대문시장을 이용하는 상

황이었다. 2차년도 계획의 도림정의 경우와 같이, 주택영단이 경성부에 시장설

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201) 

그림 3-36 연차별 경성부 공설시장 분포 예정도(1939년 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654 및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會, 『서울都市計劃圖集』, 

1965, p.21 자료 활용)  

201) 朝鮮總督府, 앞의 자료, 1943(국가기록원,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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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공설시장 신축이 예정된 1차년도의 예산은 총 415,000엔으로, 1939년의 

사업비와 비교하면 개별 공설시장에 투입되는 액수가 상당히 높았다.([표3-14] 

참조)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1926

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산정하였을 때 1938년에는 101.3으로 거의 유지되었

으나 1939년에는 117.2를 기록하였고 계속 증가하여 1942년에는 142.4, 1943

년에 158.4, 1944년에 177.6을 기록하였다. 임금지수도 1939년에는 102.7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1942년에는 134.7, 1943년에 147.0, 1944년에 164.8

을 기록하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202)([그림3-37] 참조)

신설시장명
부지

(평)

건물

(평)

경비

부지매수비(엔) 신축비(엔) 계(엔)

돈암정시장 390 130 - 54980 55,500

혜화정시장 250 130 41820 54220 96,420

북아현정시장 500 130 - 57850 58,480

삼판통시장 230 130 28405 56075 84,840

계동정시장 250 130 46545 55605 102,530

계 116,770 278,730 395,500

설계감독비                                19,500  

합계                               415,000

표 3-14 1942년 계획 중 1차년도 계획의 소요경비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654)

계획 시장명 종별 평수(평) 단가(엔) 금액(엔)

1939년 계획 신당정공설시장
점포건물 신축비 165 150 24,750

변소 신축비 3 185 555

1942년 계획 돈암정공설시장
점포건물 신축비 130 350 45,500

변소 신축비 3 600 1,800

표 3-15 1939년과 1942년 계획의 건물신축비 비교표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CJA0003654)

1939년의 21개소 증설계획이 1942년의 10개소 증설계획으로 축소 변경된 

이유는 당시 사회적 배경과 연관지어 추측해 볼 수 있다.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한 전시체제 아래 한정된 물자로 시장시설을 보

급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공설시장은 항구

적인 경제시설로 사용되기 위해 건물과 설비 등에 개선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

에,203) 건물신축비를 축소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공

설시장 건설 예상 소요경비에서 부지매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415,000

엔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돈암정과 북아현정공설시장의 경우 토지구

202) 김동욱, 「日帝末期 戰時統制體制의 貨幣經濟的 性格 」,『延世經濟硏究』, 2권 1호, 

1995, p.110

203) 京城府, 앞의 책, 1936,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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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임금지수

그림 3-37 일제시기 주요 경제지표(1926년=100)

(출처: 김동욱, 「日帝末期 戰時統制體制의 貨幣經濟的 性格 
」, 『延世經濟硏究』, 2권 1호, 1995, p.110 활용)

그림 3-38 돈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장부지

(출처 : 동아일보, 1939.01.07., ‘대경성의 건설보(2))  

획정리사업지 내 시장예정

지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부

지매수비가 필요하지 않았

다.  부유지(府有地)에 시장

을 건설하는 것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에 공설시장을 건설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축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공설시장의 판매물

품은 영업 상인과 조합의 

재량에 맡겨져 도매상으로

부터 구입되어 왔다면, 

1939년경 경성부 중앙도매

시장 설치 이후에

는 일원적으로 도

매시장에서 통제 

출하된 생선, 청

과물을 공급받게 

되었다. 이때 원

활한 유통을 위해

서는 중앙도매시

장이 설치된 경성

역에서 각 공설시

장까지 도로의 설

치유무도 중요한 

조 건 이 었 으 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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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경성부 공설시장의 건축 계획과 근대적 성격

4.1 공설시장 건물 배치의 특징과 변화

3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경성부 각 지역에 시기별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설

치된 공설시장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공설

시장의 건축 계획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주어진 

대지 내에 공설시장의 건물과 각 시설들이 어떻게 배치되었고, 주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각 공설시장의 배치도 및 건축도면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가

기록원 소장의 ‘경성부 관계철’ 등 일부 문헌자료에 삽입된 도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4-5]와 같다. 한편, 이와 함께 경성부 공설시

장의 계획적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일본 공설시장의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

도 경성부 공설시장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1.1 건물 배치의 시기적 특징  

초기 일본 공설시장의 건축적 모습은 1918년 9월 고베의 공설시장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시 고베시(神戶市)는 모두 3개의 공설시

장을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장소와 공사 문제로 미나토가와권업관(湊川勧業館) 

내에 1개소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장 건물은 본관(本館)인 어육건물

판매장(魚肉乾物販売場)과 야채판매장(野菜販売場), 신탄판매장(薪炭販売場) 및 

창고(物置)의 4동으로 구성되었다. 300평 규모의 본관은 사면에 벽을 둘러 빛

을 막고 내부에 통로가 설치되었으며, 통로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2칸 규모의 

점포 28개가 설치될 예정이었다.204) 이렇게 벽으로 구획된 하나의 건물 내부에 

중심 통로를 두고 양쪽에 점포를 설치하는 공설시장 건물의 계획방식은 설치 

초기부터 구축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일본 공설시장의 보다 구체적인 건축 계획은 1922년 내무성 사회국(內

務省 社會局)에서 편찬한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에 수록된 계획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중앙행정부처에서 발간한 자료이며 일본에서 공설시장

이 지어지기 시작한 1918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기 때문

204) 神戶又新日報, 1918.09.15, ‘公設市場設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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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기 일본 공설시장의 건축 개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사료라고 여겨진다. 

이 책에는 가상(假想)의 부지에 공설시장을 계획한 4개의 계획안이 수록되어 있

다. 계획안 1과 2안은 각각의 다른 부지에 계획한 것이고, 3과 4안은 하나의 

부지에 2개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표4-1], [표4-2] 참조)  

1안 2안

3안 4안

표 4-1 공설시장 계획 1~4안의 1층 평면도

(출처 : 內務省社會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 內務省社會局, 1922) 

먼저 공설시장이 계획된 가상의 부지를 살펴보면, 3개의 대지는 모두 장방형



78

의 세장한 필지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특히 1과 2안은 

시장 출입구가 있는 건물의 단변이 도로에 접하고 건물의 나머지 삼면은 다른 

부지에 접하는 형태였다.205) 이것은 가로를 중심으로 좁고 긴 필지가 발달한 

일본 도시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추측된다.206)207)([표4-1]과 [표4-2] 

참조)

이때 공설시장의 건물은 시장 부지의 형태에 맞춰 장방형 평면의 단일 건물

로 계획된 특징을 갖고 있었다. 3개 대지의 규모는 100~160평 정도였고, 건폐

율은 70~80% 정도였는데, 시장 기능을 위한 판매공간(점포)과 보관공간(창고) 

및 설비시설(화장실, 수도)들이 대부분 한 동으로 계획된 공설시장 건물 내에 

함께 포함되었다. 따라서 건물 뒤 공터에 쓰레기를 모아 놓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埃塵溜)과 정화조를 마련한 1안의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 부지 내 외부 공

간 이용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4-2] 및 [그림4-1] 

참조)

1안 2안 3안 甲 3안 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목조 목조

부지면적

159.4평 101.5평 120평 120평

너비 8間半, 

폭 18間7分5理

너비 7間,

폭 14間半

너비 7間,

폭 17間1尺

너비 7間,

폭 17間1尺

부지특성

출입구는 도로에 면

하며, 삼면은 다른 

건물 부지에 면한다

고 가정 

左同

사면이 도로에 

면하거나, 광장

에 세워진 것으

로 가정

左同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1층(일

부 2층)
1층 1층 1층

건축면적

연면적 258평

78평 96평 96평

지하창고
1 1 6 . 3

평

1층
1 1 6 . 3

평

2층 예비실 25.3평

건폐율 73% 76% 80% 80%

표 4-2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에 수록된 공설시장 계획안의 내용(1)
(출처 : 內務省社會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 內務省社會局, 1922 재편집, 원 자료에 기입된 치수

정보는 그대로 표시하였음.) 

205) 內務省社會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 內務省社會局, 1922, pp.1~4

206) 서수연, 최경란, 박진아, 「일본 마찌야(町家)의 유형과 공간 사용상의 특성 연구」, 

『디자인학연구』96호, 2011, p.364

207) 공설시장 평면 계획의 공간 구성에서도 일본 도시의 마치야(町家)와 유사한 특성이 발

견되는데, 공설시장 건축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2.1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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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설시장 계획 1안의 조감도

(출처 : 內務省社會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 內務省社會局, 1922) 

시장명
설치

시기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건폐율

(%)
출처

1 종로공설시장 1919 460.0 120.0 26.1
①朝鮮の市場,1924

2 명치정공설시장 1919 918.0 96.0 10.5

3 화원정공설시장

1920 291.0 70.0 24.1 ①朝鮮の市場,1924

1926 263.8 201.6 76.4
①配給機關ニ關スル調

査, 1936

②CJA0003654, 1943

4 용산공설시장
1922 208.0 167.4 80.5

①京城府公設市場要覽, 

1936

②配給機關ニ關スル調

査, 1936

1937 246.9 172.9 70.0

①CJA0003871, 1939

②CJA0003654, 1943

5 마포시장 1926 526.0 83.0 15.8

6 서대문공설시장 1934 256.3 184.7 72.1

7 영등포시장 1937 979.0 191.0 19.5

8 관동정공설시장 1940
500.0 196.0 39.2 ①CJA0003871, 1939

431.5 164.5 38.1 ②CJA0003654, 1943

9 신당정공설시장 1941
500.0 168.0 33.6 ①CJA0003871, 1939

405.4 97.25 24.0 ②CJA0003654, 1943

10 효자정공설시장 1941
300.0 147.0 49.0 ①CJA0003871, 1939

280.0 128.75 46.0 ②CJA0003654, 1943

11 돈암정공설시장 1944 390.6 128.5 32.9

①CJA0003654, 194312 혜화정공설시장 1944 300.0 128.5 42.8

13 북아현정공설시장 1944 500 128.5 25.7

표 4-3 경성부 공설시장의 대지와 대지 내 설치된 건물의 규모
(이 표의 치수는 『朝鮮の市場』, 『公設市場槪況』, 『朝鮮の市場經濟』,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京城
府公設市場要覽』, 『京城府史』, 국가기록원(CJA0003871,CJA0003654) 등을 참고하였음. 자료마다 치수

가 다른 경우, 국가기록원 자료의 치수를 우선 적용하였음. 관동정, 신당정, 효자정의 경우, 국가기

록원 1939 자료는 원래 계획된 치수, 1943년 자료는 실제 설치된 치수로 해석할 수 있음.)

이렇게 점포건물을 중

심으로 하는 공설시장의 

배치 방식은 경성의 공설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

었다. 시장에 관련된 서

적과 신문기사에서 공설

시장의 규모를 설명하는 

방식은 대부분 대지, 건

물의 평수 및 점포의 개

수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지의 상황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일본 공설시장의 배치 계획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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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물 배치 방식의 특성도 19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우선 

배치도를 확인할 수 있는 1930년대 중반 이전의 공설시장인 화원정, 용산, 마

포, 서대문공설시장은 그 대지의 형태에 맞춰 건물이 배치된 특징을 갖고 있었

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판매공간을 구성하는 점포건물과 대지의 평면 

형태를 비교해 보면, 장방형 혹은 다각형의 대지 형태를 존중하며 점포가 구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4-5] 참조) 

그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화원정과 서대문공설시장

과 같이 다각형 평면의 대지 위에 역시 다각형의 점포건물이 대지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며 들어선 경우이다. 특히 화원정공설시장의 경우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형태의 대지 상황을 활용하여 사방에서 접근 가능한 꺾어진 

형태의 건물이 배치되었다. 둘째는 용산공설시장과 같이, 앞서 살펴본 일본 공

설시장 계획과 유사한 대지 조건 속에서 역시 그 계획과 유사한 방식으로 건물

이 세워진 경우이며, 셋째는 마포시장과 같이 가운데 공터를 중심으로 대지 가

장자리를 따라 여러 동의 건물을 배치한 경우이다. 이는 다른 공설시장에 비해 

절반 규모의 건설비가 투입된 상황에서208) 내부 복도의 설치 없이 간단한 구조

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1930년대 중반 이후 계획된 여러 공설시장의 배치 방식의 가장 큰 특

징은 점포건물이 대지의 형상과 크게 관련 없이 일률적인 장방형 평면을 취한

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화원정공설시장과 1944년에 세워진 돈암

정공설시장의 배치도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부지 주변 도로의 상황에

서 차이가 있지만 두 대지 모두 비슷한 다각형 형태인데, 화원정공설시장은 대

지 상황을 활용하여 十자형 평면의 점포건물로 지어졌으나, 돈암정의 경우 서쪽 

도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계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원정공설시장 돈암정공설시장

표 4-4 화원정공설시장과 돈암정공설시장의 배치도(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재편집)

208) 朝鮮總督府, 앞의 자료, 1939(국가기록원, CJA0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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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미상 배치미상

종로공설시장 명치정공설시장 화원정공설시장 용산공설시장

배치미상

마포시장 서대문공설시장 영등포시장 관동정공설시장

신당정공설시장 효자정공설시장 돈암정공설시장 혜화정공설시장

북아현정공설시장

표 4-5 경성부 공설시장 배치 계획

(출처 : 화원정공설시장은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용산, 마포, 서대문공설시장은 

京城府産業調査室,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1936, 관동정, 신당정, 효자정공설시장은 국

가기록원, CJA0003871, 1939 돈암정, 혜화정, 북아현정공설시장은 국가기록원, 

CJA0003654, 1943 재편집)  

이러한 공설시장 배치 방식 변화의 원인은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각각의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일괄적으로 장방형 시장 건물을 배

치하는 계획 방식은, 공설시장의 빠른 보급과 운영에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

다. 간단한 장방형 평면이 넓은 지역에 동일한 조건의 시장을 빨리 분포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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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용하였고, 선정된 시장대지들이 대부분 필요한 점포를 일렬로 배치시키기

에 충분한 길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방형의 공설시장이 보편적으로 계획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공설시장을 보다 위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위생적인 식료품을 공급하는 것 역시 공설시장 계획에 도입된 중요 목표였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는 전염병의 폐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고 경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악역예방(惡疫豫防)의 근원은 공중위생, 공중위생의 관문은 식료시장

(食料市場)’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역할은 중

요했다.209)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경성부는 부내 경찰

서와 학교와 협력하여 위생과 전염병 예방에 대해 부민에게 알리는 한편, 근본

적인 전염병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여러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시내 각 공

설시장의 생선과 채소에 대한 검사 및 고기나 채소를 씻는 방법과 사용하는 물

에 대한 병균 조사를 포함하고 있었다.210) 또한 도시 내 조선인 행상들의 판매 

풍습은 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채소를 물에 씻어 파

는 습관은 하수도물에 있는 병균을 식료품에 옮기는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단속을 받았고,211) 일정한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산매(散賣)하는 행위는 

비위생적이라고 판단되었다.212) 특히 도로변으로 열려 있던 기존의 조선의 시

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213), 공설시

장의 건물이 점차 폐쇄적으로 계획되고 부지 내 건폐율을 축소시켜 공터를 확

보하는 것은 시장의 위생 확보를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생을 위

해 시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중앙도매시장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성부 중앙도매시장 부지 사방에는 폭원 20m 이상의 도로를 둘러져 

있었는데 이는 화물 배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전염병

이 발생했을 때 인접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시키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이었다.214) 공설시장은 주거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지를 완전히 독립시키기 

어려웠지만, 시장부지 내 공터를 확보하고 판매공간과 서비스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방안으로 채택했으리라 판단된다.([표4-6] 참조) 실제로 가장 초기에 설

치된 종로와 명치정공설시장과 이후 마포시장을 제외하면 30년대 중반 이전에 

209) 동아일보, 1932.06.08., ‘지방잡신’

210) 동아일보, 1923.07.22., ‘전염병이可畏다’

211) 동아일보, 1921.05.25., ‘夏期의 위험물-蔬菜에 대한 주의’

212) 동아일보, 1921.08.03., ‘東幕에 채소시, 위생에 주의코자 유지발긔로 설립’

213) 전우용, 앞의 글, 2007, p.155

214) 問宮秀雄, 앞의 글,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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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공설시장의 건폐율이 70%를 넘는 것이 눈에 띠는 것에 비해, 이후의 시

장들은 5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표4-3] 참조)   

1939년 계획 중 신당정공설시장 1942년 계획 중 아현정공설시장

점포건물

쓰 레 기

처리장

변소

서 비 스

공간

표 4-6 1939년과 1942년 공설시장 증설계획에 포함된 시장의 부지활용 방식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CJA0003654, 1943 재편집)

셋째, 전시체제에 강화된 방공정책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1940년 1월 26일 제정 발포한 <방공건축규칙>의 제11조는 신축하는 학교, 병

원, 정류장 및 시장 등의 건축물에 방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호시설을 위한 공

지(空地)를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비

교적 규모가 큰 목조, 벽돌조 건물의 경우, 안전도가 높은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방공호와 같은 응급시설을 위한 공지를 보유하여 비상시

에 대피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공건축규칙이 적용되는 도시는 경성, 

인천, 부산, 평양, 원산, 나진 등 10개 도시였다.215) 따라서 경성부의 공설시장

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이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1940년부터 세워진 6개의 공설시장은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

았으리라 여겨진다.216)  

215) 방공건축규칙 제8, 9, 10조 참고

216) 방공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공설시장의 사례는 나진부공설시장을 들 수 있다. 4.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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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정공설시장 용산공설시장

마포시장 서대문공설시장

표 4-7 193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경성부 공설시장 배치

(출처 :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市場ノ部), 1936,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재편집)

4.1.2 주변 도로와 출입구 계획의 변화

193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공설시장들의 배치 계획에서는 점포건물의 정

면이 도로에 바로 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4-7]의 배치도에서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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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 건물이 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물의 출입구

는 대지의 경계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시장부지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부지를 

둘러싼 울타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용산과 서대문공설시장과 같이 시장부지의 양쪽이 다른 대지와 맞닿아 있

는 경우에는, 점포건물의 입면이 주변 건물들과 함께 가로의 입면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후 1939년의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확인한 신당정, 효자정, 관동정(현저정)

공설시장의 부지는 대체로 장방형으로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되었

다. 또한 2면의 도로는 서로 마주 보며 부지를 구획하고 있다. 신당정의 경우 

사다리꼴형 부지의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부지 남서쪽 변을 따라 계획

하천이 흘렀다. 효자정의 경우 남북으로 긴 장방형 부지로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는 부지 주변 도로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 시장이 설치된 통인동 5번지를 1936

년 대경성정도(大京城精圖)의 번지수와 비교해봤을 때 그 위치가 차이가 있지만 

부지 면적으로 보아 적어도 2면이 도로에 접하는 부지였다고 추측된다. 관동정

의 경우 정방형에 가까운 부지가 간선도로의 한 켜 안쪽에 위치하며, 배치도에 

표시된 계획도로가 완성되면 3면이 도로로 둘러싸이는 구조가 된다.([표4-8] 

참조) 이렇게 시장 부지를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는 접하게 하는 계획방식은 

1942년의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표4-9] 참조)  

하지만 공설시장 부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따로 만드는 것은 

1930년대 중반 이전 계획과는 다른 특징이었다. 또한 1939년과 1942년의 계

획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1939년 계획에서는 시장 출입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시장 부지를 구획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생각된다. 시장 부지 내부

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서로 평행한 두 도로에 면하며 시

장 부지를 길게 관통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시장을 방문하는 사

람들은 이 2개의 출입구를 통해 양쪽에서 진입가능하며, 출입구가 만드는 동선 

축에 따라 구성된 점포 내부를 통과하여 길처럼 사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

다. 이때 출입구가 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 부지 주위에는 울타리

가 쳐져 있었을 것이다. 당시 공설시장의 분위기는 목포공설시장의 모습을 담은 

[그림4-2]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시장 부지에 비해 간선도로에

서 한 켜 안쪽에 계획된 관동정공설시장의 경우, 불리한 시장 입지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2 시장과는 달리 특정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장 부지는 주위 필지에 비해 큰 규모이지만, 길에 면해서 양쪽에 2개의 출입구

를 만들고 그것을 관통하여 2열로 점포를 배치하여 점포수를 확보하기에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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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짧았기 때문에, 점포의 배치가 분산되고 입매장(立賣場) 계획도 추가되었

다. 따라서 분산된 점포로의 접근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시장 부지 내부로 들

어가는 특정한 출입구는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4-8] 참조) 

신당정공설시장 관동정공설시장 효자정공설시장

점포건물
입매장

표 4-8 1939년 계획의 3개 공설시장의 배치 계획도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그림 4-2 목포공설시장의 모습(시기 미상)

(출처 : 목포문화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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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정공설시장 혜화정공설시장

북아현정공설시장 삼판통정공설시장

계동정공설시장

표 4-9 1942년 계획의 5개 공설시장의 배치 계획도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654, 1943, 계획에는 실제로 설치된 돈암정, 혜화정, 북아현

정공설시장 이외에도 삼판통정과 계동정공설시장의 배치 계획도가 함께 수록되어 있었

음. 계획 방식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함께 기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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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시장이 2면의 도로에 면해서 양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했던 것에 반해, 

1942년의 계획에서는 시장 부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1개만 설치되었다. 각 계

획에서 출입구는 점포건물의 정면 입구와 가까운 곳에 나있었다. 점포건물은 대

부분 일률적으로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점포가 배치된 건물 형식이

기 때문에 양쪽에 시장 출입구를 두는 것이 훨씬 이용에 편리하지만, 시장 부지 

출입구를 한 곳에만 둔 것은 시장 출입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표

4-9] 참조) 

강화된 전시체제기에 공설시장은 식료품 배급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였다. 전 조선의 공설시장은 일용품 가격 단속을 통해 ‘일반물가의 모범’을 

보여야할 필요가 있었고,217) 생활필수품 배급제가 실시되면서 공설시장은 생활

필수품 배급망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218) 소비자들은 전표를 발행받아 정해진 

상점에서 배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점에는 공설시장도 포함되었

다.219) 당시 물자를 배급하는 모습은, 시기적으로는 이후의 일이지만 60년대 

울릉도의 밀가루배급 현장의 사진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사진의 사람들은 

줄을 지어 건물 입구의 포치(porch) 아래에 쌓인 밀가루를 배급받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배급 상황도 이와 유사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일제강점기 전시체제의 

시장 시설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환경보다는, 효율적인 배급을 위해 통

제력을 가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림 4-3 60년대 울릉도 천부의 밀가루배급 현장  

(출처 : http://blog.daum.net/pkj5227/6416816)

217) 朝鮮新聞, 1937.03.09; 박이택, 앞의 글, p.231 재인용

218) 박이택, 앞의 글, p.231

219) 동아일보, 1940.05.21., ‘大量販賣小賣店만砂糖을配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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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공설시장 내 외부공간의 이용 방식

4.1.1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일본 공설시장의 계획 개념에서는 외부공간의 

이용에 대한 고려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경성의 공설시장 계획

을 보면 여러 방식의 외부공간 이용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경성이라는 

복합적 도시 공간에 적응해가는 공설시장 계획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판매공간과 보관공간, 그리고 설비시설을 필요로 한다. 공

설시장 역시 이러한 공간을 시장 구역 내에 포함하고 있었다. 판매공간은 공설

시장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점포건물 및 건물 외부에 마련된 가설매

장(立賣場, 賣場, 上家220) 등)이었다. 보관공간은 화원정공설시장의 경우처럼 창

고(物置場)와 같은 물리적인 구조체로 조성되기도 하였으나221) 대부분의 경우 

설치되지 않고 주변 공터가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건물인 점포건

물을 제외한 부지 내 공터에는 변소, 세장(洗場), 쓰레기처리장(捨塵, 鹿捨), 문

과 울타리(柵), 급수시설 등이 들어설 공간으로 계획되었다.222) 이중 변소는 모

든 시장에 설치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으며 점포건물 외부에 단독으로 설

치되었다.

공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점포건물이었지만, 모든 판매행위가 점포건

물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설시장 부지 내 공터는 또 다른 판매공

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공설시장 관련 자료에서 점포건물은 ‘市場’ 또는 ‘店

鋪’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賣場’, ‘立賣場’, ‘柵店鋪’ 등으로 

표시된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공설시장 부지 내에서 가장 주된 

판매공간인 점포건물을 보조하는 공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점포건물 외 판매공간의 초기적인 형태는, 임시로 설치한 가설매장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포건물처럼 벽체가 있는 완전한 건물이 아니

라,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간단한 구조물이 세워졌다. 그 사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종로공설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921년의 한 신문기사에서 시장 

상인들이 임의로 시장 부지 내 공터에 ‘헛가가’를 지어 임대한 사실이 소개되었

다. 과일이 많이 거래되는 여름에 공터는 과일을 들이는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과일 매매량이 증가하면서 과일이 쌓여있는 공터도 자연스럽게 판매공간으로 

220) 상가(上家, 임시 건물)의 쓰임새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간단한 

구조물 아래 물건을 쌓아놓거나 팔기 위한 장소로 계획한 것으로 추측된다. 

221) 1930년 12월에 시장 상인이 공동 사용하는 창고를 건설하였으며, 시장판매인조합이 

창고(物置) 사용료를 징수했다. ; 京城府, 앞의 책, 1936, pp.6~7

222) 朝鮮總督府, 앞의 자료, 1943(국가기록원, CJA00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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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공터에서 과일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부 상인들이 모이

자, 급기야 종로공설시장의 일본인 상인들 몇몇이 합의하여 저렴한 함석 조각과 

목재로 ‘헛가가’를 짓고 한 달에 45원씩 세금을 받고 한 두 어 평씩 임대하였던 

것이다. 이에 경성부는 부에서 경영하는 시장부지에서 상인들이 따로 세금을 받

는 것을 적발하고 철거를 명령하였다.223)  

종로공설시장의 가설매장은 비합법적인 판매공간이었으나, 이후 다른 공설시

장에는 부에서 직접 세운 ‘매장(賣場)’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점포건물이 단위 

점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들 ‘매장’은 하나의 단일 공간으로 이

루어져 있었다. 화원정공설시장의 경우, 1939년 국가기록원 자료의 개축 계획

을 보면 점포건물 이외에 다양한 판매공간으로 이루어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내용이 수록된 부분에 따라 판매공간의 종류나 면적 자료가 상이하여 화

원정공설시장의 판매공간의 정확한 모습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점포건

물 이외에도 점포상가(店鋪上家), 입매장(立賣場224)), 매장(賣場) 등이 함께 이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25)([표4-10], [표4-11] 참조) 역시 1939년 공설시장 

증설 계획에 포함된 관동정공설시장에도 점포건물과 함께 65평 규모의 입매장

이 계획되었다. [표3-10]에서 볼 수 있듯이 입매장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단가

는 점포건물에 비해 저렴하고, 점포 사용료보다 액수는 낮지만 매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설시장을 설치하는 부의 입장에서도 이점이 있었

다. 

* 빗금친 부분이 신축 예정의 매장(賣場)

표 4-10 1939년 국가기록원 자료에 수록된 화원정공설시장 배치도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223) 동아일보, 1921.09.07., ‘鐘路公市의大問題’

224) 일본어 たち-うり[立(ち)売り]는 일정한 장소에 가게를 짓지 않고, 역의 구내나 노상 

등에 서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야후 사전, http://dic.yahoo.co.jp)

225) 朝鮮總督府, 앞의 자료, 1939(국가기록원, CJA0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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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나온 부분 판매공간의 종류 면적(평)

1
‘화원정공설시장

증설’

기존 공간

점포* 109.5

점포상가(店鋪上家) 79.6

입매장(立賣場) 55.4

신규 계획 매장(賣場) 63.975

2 ‘시장개황(槪況)’ 기존 공간

점포* 189.1

제1매장(1938.3.31) 25

제2매장(1939.4.1) 38

* ‘점포’는 본 논문의 ‘점포건물’에 해당한다.

표 4-11 1939년 국가기록원 자료에 나온 화원정공설시장의 판매공간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입매장(立賣場)의 성격은 경성부 중앙도매시장의 계획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

다. 중앙도매시장의 핵심건물은 경매 및 도매장(糶場, 卸賣場)이었고, 여기에서 

중매인에게 넘어간 물품은 중매인점포에 진열되었다. 이 세 건물군은 모두 광간

식(廣間式)의 큰 규모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75평 규모의 간단한 목

조 가설건물(上家建)인 입매장이 설치되었다. 이곳은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채소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도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오히려 이 입매장은 도시를 배회하는 행상을 겨냥한 것으로, 부근에서 

통제되지 않고 있는 매매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소였다. 저렴한 장소

사용료를 징수하고 근교의 생산자를 입매장에 수용함으로서, 잠정적으로 정식 

시장에 출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소였다.226) 이러한 중앙도매시장의 입매장

의 성격이 공설시장의 경우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겠지만, 점포건물에서 이

루어지는 판매행위를 보조하는 동시에,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을 집중시키는 

것에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1931년 함경남도 원산부(元山府)의 공설시장 이전개축 계획에서는 ‘책

점포(柵店鋪)’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1923년 원산부 수

정(壽町)의 370평 규모의 사유지에 건설되었던 원산부공설시장은 일시적 응급

시설이어서 설비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하기 위해 주동(洲洞)에 위치한 면적 877평의 철도국 소유 부지로의 이전개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부지 내에는 바닥면적 188평, 연면적 약 280평의 목조 2층 

점포건물과 함께 책점포, 즉 목조 간이점포가 계획되었다.227) 

226) 問宮秀雄, 「京城府中央卸賣市場計劃(六)」,『朝鮮と建築』17집 11, 1938 

227) 內務局地方課,「昭和六年度元山府關係書」, 1931(국가기록원, 「元山府關係書類綴」

CJA00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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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부공설시장 배치 계획도

(검게 표시된 곳이 柵店鋪)
柵店鋪의 구조

표 4-12 원산부공설시장의 柵店鋪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2869, 1931 재편집)  

이렇듯 공설시장에서는 점포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내 공터에서도 판매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공터에 마련된 가설매장에서는 채소와 과일이 주로 판매되

었다. 공설시장 내 점포건물의 입주 상인들은 원서를 제출하고 자산, 신용, 업

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나228), 가설매장의 상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선정기준이 없었다. 명치정공설시장의 경우, 경성 부근에서 채소농사를 하여 물

건을 팔러 오는 소위 ‘행상’들에게 아무런 입장료를 받지 않고 ‘헛가가’를 사용

하도록 하였다.229) 일제의 시각에서 행상은 전근대적 상업행위의 산물이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경성의 모든 지역에 공설시장과 같은 건물로 구축된 시장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대지 내 가설매장은 판매행위를 보조하는 동시

에, 이러한 행상들을 고정된 장소에 수용하는 것에도 일조하였다. 특히 수많은 

행상들이 도시 곳곳에 채소를 쌓아놓고 파는 시기는 겨울 김장철이었다. 김장을 

위한 배추, 무의 대량 매매는 시장 밖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1922년의 신문

기사에 따르면, 종로공설시장 및 각처의 시장에서는 물론, 부근 도로에까지 김

장재료를 산같이 쌓아놓고 매매가 이루어져 경찰당국에서 이를 금지하자 상인

들이 판매장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경성부는 

서린동의 공지에 임시야채시장을 열게 되었다.230) 이러한 조선 특유의 계절시

장의 기능이 공설시장의 ‘점포건물’과 ‘공터’에 수용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 특유의 문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의도가 공설시장 외부공간의 이용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228)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4, p.5  

229) 동아일보, 1920.07.18., ‘京城府에서野菜市場新設’

230) 동아일보, 1922.11.16., 臨時野菜市場 종로뒤에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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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2안 3안 甲 3안 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목조 목조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1층(일

부 2층)
1층 1층 1층

건축면적

연면적 258평

78평 96평 96평

지하창고
1 1 6 . 3

평

1층
1 1 6 . 3

평

2층 예비실 25.3평

공간구성

①폭2間의 중앙통로

②양측에 점포 병렬

③전면2층에서 시장 

내부를 한눈에 監視

가능

①폭2間 중앙통

로

②양측에 점포 

병렬

①小屋(4間*6

間) 4개 연접

②폭2間 중앙통

로

③양측에 점포 

병렬

①폭2間 중앙통

로

②양측에 점포 

병렬

점포면적 2間半×2間半(6.25평) 2間×2間 (4평) 미상 2間×2間 (4평)

표 4-13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에 수록된 공설시장 계획의 내용(2)

(출처 : 內務省社會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 內務省社會局, 1922 재편집)

4.2 공설시장 점포건물 공간 구성의 특징 

4.2.1 점포건물의 평면 계획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에 소개된 공설시장 평면의 공간 구성방식은 일본 

근대 도시의 마치야(町家)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표4-1] 참

조) 모든 계획안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2칸(약 3.6m)의 통로가 계획되었고 

그 양쪽에 균일한 규모의 점포가 병렬로 배치되었다. 이때 “통로(通路)”라는 단

어는 “도마(土間=通り庭)”와 혼용되었다.231) 이러한 배치는 일본 근대 마치야와 

비슷한 것으로, 마치야는 가로변의 출입구를 시작으로 일렬로 방들이 배치되며 

이를 측면 복도인 도마가 연결하였다. 이때 도마는 좁고 긴 필지 위에 집약적으

로 공간을 사용하는 마치야를 관통함으로서 공간 사용과 동선 구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232) 즉, 공설시장은 가장 전형적인 마치야 평면 2개를, 

도마를 중심으로 붙여놓은 것과 유사하게 계획되었다. 이는 근대 도시의 세장한 

필지 위에 공설시장을 계획함에 있어 당시 대표적인 주거유형에서 사용된 평면 

구성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231) 內務省社會局, 앞의 책, pp.4~5

232) 한지애, 「일본 전통도시주거 교토 마치야(町家) 공간에 내재된 유연성(柔軟性)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9호, 2012,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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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①도로면 창

②통로 고창, 박공창

①도로면 창

②통로 천창, 

박공창

①박공창 ①고창 

배수
바닥 구배, 

통로 側溝

바닥 구배, 통

로 중앙 배수구

바닥 구배, 건

물 주위 배수구

바닥 구배, 건

물 주위 배수구

환기

각 매점 천정에 통풍

통설치. 중앙통로 지

붕에 환기창. 통로 

양측창에 회전창

통로 상부 환기

창

각 지붕에 환기

창

지붕에 채광창

과 환기창 번갈

아 설치

변소
수조(水槽) 변소

대변기4, 소변기5

대변기2, 소변

기3
미상 미상

건축비

평당 280엔 평당 160엔 평당 140엔 평당 140엔

총 72,240엔

(설비 기타 제외)
총 12,460엔 총 13,500엔 총 13,500엔

개별 점포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로 구성되는 일본 공설시장의 계획 방식

은 경성부에 설치된 공설시장의 점포건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점포

건물 내에는 개별 점포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사무실이 설치되었고, 일부 공설시

장에서는 시장영업인의 편의를 위한 공동휴게실(居所, 居間)이 설치되기도 하였

다. 

시장명
점포

개수

통로 폭

(尺,m)

사무실/집회실

면적(평) 

휴게실

면적(평)
출처

1 종로공설시장 19 미상 6 6
① 매 일 신 보 , 

1919.11.13

②朝鮮の市場,1924

2 명치정공설시장 16 미상
한성병원부속

건물 사용 
6

① 매 일 신 보 , 

1919.11.13

②朝鮮の市場,1924

3 화원정공설시장 14 미상 미상 미상
①朝鮮の市場,1924

②朝鮮の市場經濟, 

1929

4 용산공설시장 14 미상 미상 미상 ①京城府公設市場

要覽, 1936

②配給機關ニ關ス

ル調査, 1936

5 마포시장 14 X X X

6 서대문공설시장 16 미상 미상 X

7 영등포시장 15 미상 미상 X

① C J A 0 0 0 3 8 7 1 , 

1939

8 관동정공설시장 20 X 외부 3 X

9 신당정공설시장 17 7.8, 2.36 1층 5 X

10 효자정공설시장 15 7, 2.12 1층 5 X

11 돈암정공설시장 19 9, 2.73 2층 6 X
① C J A 0 0 0 3 6 5 4 , 

1943
12 혜화정공설시장 17 9, 2.73 2층 6 X

13 아현정공설시장 19 9, 2.73 2층 6 X

표 4-14 경성부 공설시장의 점포건물 내부 시설

따라서 경성부 공설시장의 평면계획은 건물의 규모, 즉 점포의 개수, 각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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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공설시장 명치정공설시장

미상 서대문공설시장과 동일

화원정공설시장 용산공설시장

마포시장 서대문공설시장

영등포시장 관동정공설시장

평면미상

신당정공설시장 효자정공설시장

표 4-15 경성부 공설시장 점포건물의 평면
(출처 : 화원정, 용산, 마포, 서대문공설시장은 京城府産業調査室,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1936, 

관동정, 신당정, 효자정공설시장은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돈암정, 혜화정, 북아현정공설시

장은 국가기록원, CJA0003654, 1943 재편집)  

의 크기, 사무실과 부속공간의 배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개별 점포의 개수는 점포건물의 규모를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자, 공

설시장의 핵심적인 공간이었다.233) 이때 점포의 개수는 공설시장의 판매물품의 

품목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설시장의 판매물품은 소비자의 요구

에 따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233) 대부분의 자료에서 점포건물, 혹은 공설시장 전체의 규모를 설명하는 방식은 부지의 

면적과 점포의 총 개수를 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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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정공설시장 혜화정공설시장 북아현정공설시장

1층

2층

도입 당시 공설시장의 목표는 일반부민에게 염가로 일상생활 필수품을 공급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판매물품의 종류가 몇몇 식료품과 기타 필수품으로 한정

되어 있었고,234) 따라서 공설시장 내에서 필요한 점포수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판매 품목은 식료품으로 곡물, 생어(生魚), 조수육(鳥獸肉), 해산물, 건물

(乾物), 지물(漬物), 조미료, 채소, 과실, 과자와, 생활용품으로 부엌용품(荒物), 

신발(下駄), 잡화, 신탄 등이 있었다. 하지만 공설시장의 목표가 사회정책적 시

설에서 산업을 장려하는 권업시설로 변화하며,235) 시세(時勢)의 추이에 따라 소

비자의 요구에 의해 점차 판매품목이 증가하게 되었고 급기야 고급 식료품과 

음료, 화장품 등이 공설시장에서 함께 판매되었다.236) 공설시장의 판매물품은 

백미, 잡곡, 곡분(穀粉), 사탕, 차, 생어, 해산물, 농산물, 임산물, 조미품(調味

品), 병조림(甁詰), 통조림(罐詰), 채소절임(漬物), 조림(煮物), 간장(醬油), 된장

(味噲), 화양주류(和洋酒類), 청량음료, 육류, 채소(蔬菜), 과일(果物), 신탄, 부엌

용품(荒物), 철물(金物), 도기, 칠기, 화장품, 방물(小間物), 신발(履物), 튀김(揚

物, 天浮羅)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237) 공설시장의 상인들은 이러한 물품들을 

품목별로 한 개 점포에서 담당하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한 개 점포에서 여러 품

목을 함께 판매하기도 하였다. 각 점포들의 사용 상황을 시기별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1936년의 보고서에서 조사된 화원정, 용산, 서대문, 마포시장의 점포 

호수별 판매 물품은 [표4-16]과 같다. 일본인 밀집 지역에 설치된 지 15년가

234)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179

235)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173

236)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179

237)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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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된 화원정과 용산공설시장의 각 점포들이 여러 물품을 집약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매품목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후 시기의 공설시장

은 더 많은 점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 해석된다.([표4-14] 참조) 

호수 화원정공설시장 용산공설시장 서대문공설시장 마포시장

1호 조선어묵(蒲鉾)

부엌용품, 철물, 신발, 

우산, 도자기, 지면(紙

綿) 류

생어 미잡곡

2호 조선어묵(蒲鉾) 신탄, 연료 생어 선어

3호

설탕(糖粉),부엌용품(荒

物), 철물, 도기, 칠기, 

차, 지류, 바느질 실

(縫糸)  

미잡곡 해산물 채소, 과물, 염간어

4호
지물(漬物), 술, 장유

(醬油), 미증(味增), 조

림(煮), 초(酢)

해산물, 건물, 차, 당

분, 병조림, 통조림
해산물 돈육

5호
지물, 술, 장유, 미증, 

조림, 초
과자 미곡 우육

6호
화양잡화, 방물(小間

物), 신발, 우산

해산물, 건물, 차, 당

분, 병조림, 통조림
신탄 식료잡화

7호 과자

지물, 미증, 장유, 술, 

두부, 해산물조림(佃

煮) 

세대도구(世帶道具) 과자

8호
해산물, 건물(乾物), 병

조림(甁詰), 통조림(罐

詰)

지물, 미증, 장유, 술, 

두부, 해산물조림
화양잡화 과자

9호
해산물, 건물, 병조림, 

통조림
조수육 신발 ?

10호
채소, 과물(果物), 계

란, 두부, 곤약

화양잡화, 방물, 화장

품, 문방구
지물(漬物) 우육

11호 신탄

채소, 과물, 계란, 두

부, 곤약, 유부(油揚), 

생화(生花)

지물 채소, 과물

12호 미잡곡
채소, 과물, 계란, 두

부, 곤약, 유부, 생화
야채 선어

13호 채소, 과물 선어, 어묵 야채 신탄, 소금

14호 조수육 선어, 어묵 조수육 미잡곡 

15호 - - 튀김(天浮羅) -

16호 - - 과자 -

표 4-16 1930년대 중반 4개 공설시장의 점포별 판매물품 (출처 : 京城府産業調査室, 

『配給機關ニ調スル査』, 京城府産業調査室, 1936, p.230~232 재편집)

개별 점포의 면적은 초기에는 각 공설시장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점포를 수

용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장기계획이 수립되며 점포건물은 모두 같은 면적의 점

포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표4-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30년대 중반 이

전 공설시장의 점포건물에는 보통 15개 내외의 점포가 구획되어 있었는데 그 

면적은 개별 점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계획에서는 모두 일

률적인 면적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점포를 같은 면적으로 설계

하는 방식은 일본 공설시장 계획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계획의 경우에는 개별 점포 평면의 길이와 폭을 먼저 결정한 후 이를 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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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물 길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238) 1939년과 1942년의 계

획에서는 점포건물의 전체 길이와 폭을 먼저 결정한 후, 내부에 필요한 복도의 

폭과 사무실의 길이 등을 뺀 나머지를 점포의 개수로 등분하여 점포의 면적을 

도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주칸에 대해 고려

하기 보다는 점포의 개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명
개별 점포 면적(평)

최대 최소 평균

1 화원정공설시장 14 6 8.32

2 용산공설시장 12.5 7 8.8

3 마포시장 7 5 5.64

4 서대문공설시장 7.5 4.5 6.37

5 영등포공설시장 9 9 9

6 관동정공설시장 계획 6

7 신당정공설시장 계획 7.66(1개), 7.37(16개)  

8 효자정공설시장 계획 7.61

9 돈암정공설시장 계획 4.63(추정)

10 혜화정공설시장 계획 5.14(추정)

11 북아현정공설시장 계획 4.63(추정)

* 1~5는 해당 자료에서 표로 제공한 수치이며, 6~11은 계획 도면에서 

수치를 추출하였다. 

표 4-17 경성부 공설시장의 개별 점포 면적

(출처 : 1~8은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돈암정, 혜화정, 9~11은 국가기록

원, CJA0003654, 1943 재편집)

그림 4-4 점포건물 길이를 점포 개수로 나누어 계획하는 예

(출처 : 신당정공설시장,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238) 각 계획안에서 대지의 면적은 상이하지만 점포 면적은 유사하게 계획되었는데, 이것은 

점포의 면적을 먼저 결정하고 대지 상황에 맞춰 전체 건물의 규모를 조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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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체를 위해 부의 감독원이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은, 공설시

장이 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특수한 시설이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지방 곳곳의 시장에서 열리던 독립운동을 방지하고자 취체원(取締

員)을 시장에 두었는데, 이때 취체원이 사용할 사무책상을 내부에 두는 것을 방

침으로 하였다239) 재래시장에서의 취체의 목적은 일제의 시각에서 바라본 범죄

행위의 방지였다면, 공설시장에서의 취체는 가격과 영업상태 조사 및 위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240) 공설시장 도입 당시에는 상당한 감독이 필요했기 때

문에 경성부 총무부 권업과에 시장 전무의 부서기 1명과 감시원 2명을 두어, 

그 중 부서기는 부청에 상주하며 도매가격의 조사를 담당하고 나머지 2명의 감

시원은 2개 시장에 1명씩 현장에 배치되어 시장의 풍기, 위생, 장내의 정리, 영

업상태, 건물의 유지관리 등을 지도 감독하였다. 이들은 공설시장의 판매품의 

가격을 시정하고 상품에 정가를 명기하고 부정행위를 한 영업인의 시장사용 허

가를 취소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공설시장의 소매가격이 시장 가격의  

표준이 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1924년에는 감시원 2명을 줄여 전

임서기 1명과 서기보(書記補) 1명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고 1928년 4월부터 전

임서기를 없애고 서기보가 총괄하게 되었다.241) 

공설시장에 설치된 사무실은 이들 감독원의 업무를 위한 공간이었으리라 생

각되는데, 이 사무실의 성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되었다. 점포 내 영업인

의 편의를 위한 휴게소242) 및 집회소는 공설시장에서 보편적인 시설은 아니었

으나, 1942년의 계획에서의 사무실은 집회소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이것은 

점포건물의 2층에 위치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계획을 『公設市場設計圖及說

明』의 계획 1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일하게 철근콘크리트조로 계획된 1안

은 건물 정면에 있는 점포 길이만큼 2층 부분을 만들어 올렸다. 이 2층 공간은 

사무실 또는 매점이나 카페(喫茶店)로 사용될 수 있는 예비실(豫備室)이었는데, 

실의 안쪽 벽에는 시장 내를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는 감시창(監視窓)이 계획되

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표4-18]의 2층 평면도 참조)  

239) 中村勝, 『創られた市場-近代日本(東アジアの在來市場と公設市場)』, ハ-ベスト社, 

2002, p.304

240) 京城府, 앞의 책, 1936, pp.3~4

241) 京城府, 앞의 책, 1936, pp.3~4

242)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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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면적 설치 시설 개수

1층 9.25평

점포 1

거간(居間) 1

주방(台所) 1

변소 1

계단실 1

2층 5평
거간 1

반침(押入) 2

표 4-19 원산부공설시장의 각 점포 

유닛별 설치 시설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2869, 1931)

종단면도 2층 평면도

표 4-18 공설시장 계획 1안의 전면부 종단면도 및 2층 평면도

(출처 : 內務省社會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內務省社會局,  1922)  

경성부 공설시장 설치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1939년 이후 점포건물은 

일률적으로 장방형의 단순한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공설시장이 상설 일용품 소

매시장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243) 크게 개별 점포와 통로로 이루

어지고 부분적으로 사무실이 설치된 점포건물의 단순한 공간 구성방식은 공설

시장을 모델로 도시 내 상설점포를 빠르게 조성해나가는데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게 점포와 통로, 사무실 및 공동휴게실로 이루어진 공설시장의  

단순한 공간 구성은 식민지기 한반도에 건설된 모든 공설시장에 해당되는 특성

은 아니었다. 1931년 함경남도 원산부(元山府)의 공설시장 이전개축 계획244)을 

보면 점포건물의 공간 구성 방식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새로 계획된 공설시

장의 점포건물은 모두 16개의 점포 유

닛(unit)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닛은 

개별 계단실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되었다. 점포 유닛의 1층은 

9.25평으로 점포, 거간(居間)245), 주방

(台所), 변소, 계단실이 각 1개씩, 2층은 

5평으로 이마 1, 반침(押入) 2개가 설치

되었다. 거간은 다다미가 설치된 방으로 

1층은 4첩반(四疊半), 2층은 6첩의 다

243) 허영란, 앞의 글, 1994. p.218

244) 內務局地方課, 앞의 자료, 1931(국가기록원, CJA0002869)

245) いま, 거처하는 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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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층 평면도 ⅱ. 2층 평면도

변소

점포

주

방
거간

계

단

실
거간

반

침

ⅲ. 종단면도 ⅳ. 점포유닛 1층 ⅴ. 점포유닛 2층

표 4-20 원산부공설시장 계획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2869, 1931)

다미가 깔리도록 계획되었고, 다다미 크기를 180㎜×90㎜라고 보았을 때 1층에

는 270㎜ × 270㎜, 2층에는 270㎜×360㎜ 정도 규모의 다다미방이 설치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주방과 거간, 변소 및 각종 짐을 수납할 수 있는 반침

으로 구성된 점포의 구성은 공설시장 상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계획방식으로, 

경성부 공설시장 계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246)([표4-19], [표4-20] 

참조)

246) 하지만 현재 용산공설시장의 원형이 남아 있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남영아케이드’에

서 일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점포 상부에 다락을 지어 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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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점포건물의 통로 계획 

공설시장 점포건물의 내부 통로는 건물 전체의 공간 구성방식을 결정하는 중

요한 부분이었다.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의 공설시장 계획안의 평면 유형은 

일본의 마치야와 유사하였으나, 마치야는 주거에 상점이 결합되어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이 공존하는 주택이었던 반면 공설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이었기 때문

에 전체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마치야의 경우 좁은 필지 위

에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붕을 높여 다락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지붕의 용마루 방향을 건물의 정면과 평행하게 하여 넓은 지

붕면을 만들었고, 부족한 채광과 환기는 부분적으로 조성된 후정을 통해 해결하

였다. 이때 후정은 점포와 주거 기능을 분리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하지만 공

설시장은 대부분 1층 공간 안에서 시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고, 

대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채광, 배수, 환기가 더욱 

중요했다. 특히 통로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머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쾌적

한 환경이 갖춰질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공설시장에서는 중앙의 통로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붕 용마루선의 방향을 통로와 평행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해

석된다. 

마치야의 내부 구성 1안의 조감도

표 4-21 마치야의 내부 구성과 공설시장 계획 1안의 조감도

(출처 : 서수연, 최경란, 박진아, 「일본 마찌야(町家)의 유형과 공간 사용상의 특성 연

구」, 『디자인학연구』 96호, 2011, p.365, 內務省社會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 內務
省社會局, 1922) 

이때 공설시장의 통로는 시장 내부의 적절한 채광과 환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되었다. 삼면이 다른 필지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도로에 면한 건물의 전면부

를 제외하면 통로 위의 지붕부가 유일하게 건물의 실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247) 따라서 통로 양쪽에는 고측창(高窓)과 박공창(切妻窓), 

247) 內務省社會局, 앞의 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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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창(換氣窓)이 설치되어248), 공설시장은 공통적으로 박공지붕 위에 오각형의 

지붕부가 올라간 단면형태를 갖게 되었다. 

1안의 종단면도 2안의 종단면도

3안의 측면도

      

※ 예외적으로 3안은 4개의 小屋을 횡

으로 조합하여 설계하였다. 따라서 지

붕 박공면이 장방형 대지의 장변 방향

에 평행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필지의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

였다고 가정하여 채광이 훨씬 유리하

였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이었다.  

4안의 횡단면도와 정면도

표 4-22 공설시장 계획 1~4안의 단면도 및 입면도

(출처 : 內務省社會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 內務省社會局, 1922) 

248) 內務省社會局, 앞의 책,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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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 공설시장 점포건물의 밝고 높은 통로 역시 공설시장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공간이었다. 마포시장과 같이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

하고, 기존 조선의 재래시장과 차별되는 공설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일 건

물 내부에 점포들이 배열되어 실내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고, 통

로는 물품을 둘러보고 구입을 하는 곳으로 많은 방문객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었

다. 1930년대 중반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화원정공설시장의 식료품을 구매하

는 방문객의 수가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총 2763명이었는데, 특히 오후4

시부터 5시 사이가 663명으로 가장 붐비는 시간대였다.249) 이 정도의 인원을 

내부 통로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동선, 쾌적한 높이와 채광

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원정공설시장의 내부 통로

(출처 :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科,『朝鮮に於け

る公設市場』, 朝鮮總督府, 1930)

화원정공설시장의 입구

(출처 :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科,『朝鮮に於け

る公設市場』, 朝鮮總督府, 1930)

용산공설시장의 내부 통로

(출처 : 京城府, 『京城府公設市場要覽』, 京

城府, 1936)

서대문공설시장의 내부 통로

(출처 : 京城府, 『京城府公設市場要覽』, 京

城府, 1936)

표 4-23 공설시장 내부 통로와 입구의 모습  

 

249)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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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건물의 통로는 건물의 평면형과 출입구의 개수에 따라 十자형, 一자형, H

자형 등의 다양한 평면형으로 만들어졌으나,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 

일률적으로 一자형의 중복도로 계획되었다.([표4-15] 참조) 

이러한 통로의 계획 방식은 시장 사용료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

성의 공설시장의 도입 초기에는 시장 사용료를 면제하였으나 1923년부터는 부

과하였는데, 점포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사용료에 차등을 두었다. 1936년에 발

간된 경성부 공설시장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화원정공설시장의 경우 점포위치의 

좋고 나쁨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화원정공설시장의 대지는 전부 도로로 

둘러싸인 구조이고, 점포건물에는 모두 4개의 출입구와 十자형 통로가 만들어

져 있었기 때문에, 위치별로 접근 상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

지만 통로가 하나로 구획된 용산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점포의 위치의 격차가 없

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를 균등하게 하였다.250)([표4-24] 참조) 

공설시장은 각 지역 공설시장의 소매가격을 모두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으나, 그 가격은 실제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251) 하지만 물가통

제가 강조된 30년대 후반 이후 모든 시장의 가격은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

고, 공설시장의 점포건물도 지역별로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했을 것이다. 따라

서 용산공설시장과 같은 중복도형의 평면은 점포건물 내 개별 점포들의 입지를 

균일하게 만들어 가격형성의 변수를 줄이기에 유용한 방법이었다고 여겨진다. 

화원정공설시장 용산공설시장

표 4-24 화원정공설시장과 용산공설시장의 점포 배치도

(출처 : 京城府産業調査室,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京城府産業調査室, 1936)

더불어 공설시장의 통로는 길로 연장될 가능성이 큰 공간이었다. 유일하게 경

성부 공설시장의 원형이 남아 있는 곳이자, 1930년대 중반 이후 보편적으로 채

택된 중복도 평면의 공설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現 용산구 남영동의 

‘남영아케이드’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장은 일부 변형과 개축

을 제외하면, 1937년 개축된 용산공설시장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250)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6

251) 동아일보, 1922.08.28., ‘공설시장물가통일’, 동아일보, 1938.08.31., ‘경쟁도 회피 판매

소비자양방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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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주민들이 점포건물 내부의 통로를 길처럼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시장은 6.25전쟁 이후 

남대문시장 다음으로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시장건물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번성

하였고, 용산공설시장 점포건물 외부로도 점포가 이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에도 용산공설시장 뒤로 사설시장인 연병정시장이 들어섰는데, 이 부근은 

공설시장의 통로를 중심으로 상점 거리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

4-23]에서 볼 수 있는 시장의 내부는 사람들이 이동하며 자유롭게 상품을 접

하는 근대적 소비 공간인 도시 속의 ‘아케이드’의 모습과 맞닿아 있었다.   

길 길 길

① 기존의 시장

길에 면해서 발달 

② 공설시장 계획

한 필지에 점포를 밀집시켜 

상행위 통제

③ 용산공설시장의 전개

공설시장 내 통로가 필지 

밖으로 확장하여 길로 연장  

표 4-25 공설시장 계획과 이용의 변화에 대한 다이어그램  

남영아케이드의 입구 남영아케이드 통로 전경

표 4-26 남영아케이드의 모습 (출처 :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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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남영아케이드 구조 실측 모델  

그림 4-6 남영아케이드 실측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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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점포건물의 구조와 설비계획

점포건물의 구조는 공설시장의 설치 목표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여 시기별

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되었다. 창설 당시 공설시장은 물가조절을 위한 사회시설

로서 일시적 시설의 성격을 띠었지만, 점차 영구적 시설로 목표가 변화함에 따

라 건물과 설비의 개선이 공설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252) 초기의 

공설시장은 임시적 성격의 ‘바라크(barrack)’로 지어졌다. 당시 서적을 보면 종

로와 명치정, 화원정, 용산공설시장의 건축을 ‘바라크 1층 건물(バラック平屋建, 

平家建)’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53) 즉, 30년대 중반 이전에 

세워진 공설시장은 모두 양식목조의 1층 건물이 대부분이었다.254) 목조구법은 

방한, 방화에 취약하였으나, 저렴한 가격과 운송료 및 짧은 공기(工期) 등의 장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시설 보급단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255) 대신 화재에 

대비하여 점포건물 주위에 벽돌벽을 두르기도 하였다.256)  

반면에 30년대 중반 이후 지어진 공설시장에서는 대부분 벽돌조 및 일부 목

조가 혼용된 구법이 사용되었다. 조밀한 시가지에 위치한 목조 시장 건물은 화

재에 매우 취약하였고, 실제로 화재도 빈번하였다.257) 1921년 큰 화재로 남대

문시장이 전소한 이후에는, 최근에 벽돌조 신축 건물이 늘어가기 때문에 화재도 

적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신문기사가 기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1926년에는 화재

로 전소한 화원정공설시장이 다시 바라크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부에서 재협

의하여 석재나 기타 불연소 재료로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

도 하였다.258) 용산공설시장의 경우에는 1922년 창설 시에는 목조로 지어졌으

나, 경성부의 공설시장 설비 개선 방침의 첫 시행 대상으로 선정되어259) 1937

년에 벽돌조 및 일부 목조로 개축되었다.260)  

252)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2. 시장의 방침

253) 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 앞의 책, p.1,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4, p.1, 朝鮮總督府, 

『市街地の商圈』, 朝鮮總督府, 1926 등  

254)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178

255) 주상훈, 앞의 책, pp.161~162

256) 京城府産業調査室, 앞의 책, p.178

257)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명치정공설시장은 1922년, 용산공설시장은 1923년, 화원정공

설시장은 1926년에 각각 화재가 있었다.   

258) 하지만 국가기록원 자료(CJA0003871, 1939)에서는 1926년에 개축된 화원정공설시장

이 목조로 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259) 매일신보, 1936.08.13., ‘府公設市場改善’

260) 朝鮮總督府, 위의 자료, 1939(국가기록원, CJA0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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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출처 : 동아일보, 1922.04.05., ‘南門市場又火

災’)

화원정공설시장

(출처 : 동아일보, 1926.01.26., 

‘花園市場失火’)

표 4-27 전소한 남대문시장과 화원정공설시장의 모습

시장명 건축시기 건물구조 규모 지붕재료

1 종로공설시장 1919 목조 1층 아연판

2 명치정공설시장 1919 목조 1층 아연판

3 화원정공설시장
1920 목조 1층 슬레이트

1926 목조 일부 2층 슬레이트

4 용산공설시장
1922 목조 1층 기와

1937 벽돌조 + 목조 일부 2층 슬레이트

5 마포시장 1926 목조 1층 함석(釷円)

6 서대문공설시장 1934 목조 일부 2층 슬레이트  

7 영등포시장 1937 목조 1층 슬레이트

8 관동정공설시장 1940 목조 1층 기와

9 신당정공설시장 1941 벽돌조 + 목조 1층 기와

10 효자정공설시장 1941 벽돌조 + 목조 1층 기와

11 돈암정공설시장 1944 벽돌조 일부 2층
아연인철판

(亞鉛引鐵板)

12 혜화정공설시장 1944 벽돌조 일부 2층 아연인철판

13 북아현정공설시장 1944 벽돌조 일부 2층 아연인철판

표 4-28 경성부 공설시장의 점포건물 구조

(출처 : 『公設市場槪況』, 『配給機關ニ關スル調査』, 『京城府公設市場要覽』, 국가기록원

(CJA0003871, CJA0003654) 참고)  

용산공설시장의 단면도를 보면, 무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벽돌로 벽체가 세워

졌고, 점포 부분보다 천정고가 높은 내부 통로를 형성하기 위해 통로에 면해서 

목재 기둥이 세워졌다. 이러한 구성은 1939년 계획된 신당정공설시장의 참고 

도면261)에서도 발견되는데, 점포건물은 벽돌조 벽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통로에는 목재 기둥이 설치되었다.([그림4-8] 참조) 통로 지붕 천정의 하중은 

목재 가새를 통해 기둥으로 전달되도록 계획되었다. 

261) 해당 자료의 신당정공설시장과 관동정공설시장 배치 계획 도면에는 각각 설계에 참고

하기 위한 도면으로 추정되는 시장의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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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용산공설시장 개축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다음으로 시장에서는 청결한 내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물의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배수 설계도 중요하였다. 신당정공설시장의 참고도면의 평면도를 보면, 

점포건물 내부 사무실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ナガシ)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 통로를 따라 후문을 통해 건물 외부로 배수로(水道)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닥에는 4개의 배수구(水置)가 설치되어 있어 바닥의 중심으

로 구배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닥 구배의 구체적인 사례는 『公設市場設

計圖及說明』의 계획 1안에서 볼 수 있는데, 점포와 통로 바닥의 구배를 약 

1/30로 하고, 통로에 폭 1척, 깊이 7촌 5푼의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262) 

구체적으로 신당정공설시장의 통로 바닥은 물 사용의 편의를 위해 콩자갈 콘크

리트 씻어내기 공법(通路床豆砂利コンクリト洗出)으로 마감되었고, 점포 바닥에

는 콘크리트를 치고 모르타르 마감(床コンクリト打モルタル塗)을 하였다.263) 

262) 內務省社會局, 앞의 책,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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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싱크대

배수구

그림 4-8 신당정공설시장의 참고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하지만 목조에서 벽돌조로의 구법의 변화는 주칸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종로와 명치정의 개별점포가 너비(間口) 3칸(18尺, 약 5.45m), 폭(總行) 

2칸(12尺, 약 3.64m)에 넓이는 약 6평 규모로 설계되었다고 한다면,264) 1939

년 계획된 공설시장의 개별점포의 경우에는 너비는 16.7~18.75尺 (약

5.06~5.68m), 폭은 5~5.9尺(약 1.52~1.79m)으로, 종로와 명치정에 비해 오히

려 감소하였다. 더욱이 1942년 계획된 공설시장의 경우 도면에 개별 점포의 치

수가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1939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등분 분할했으리라 가

정한다면, 1939년 계획에 비해 점포건물의 너비가 더 짧게 계획된데 반해 점포

의 수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개별점포의 규모는 더 축소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구법이 목조에서 벽돌조로 변화하면서 벽체간 거리를 더 늘릴 수 

263) 朝鮮總督府, 앞의 자료, 1939(국가기록원, CJA0003871)

264) 매일신보, 1919.11.13., ‘公設市場計劃槪要’

   이 정보는 1939년 국가기록원 자료에 수록된 ‘공설일용품시장 별 점포상황’의 정보와는 

차이가 있다.([표4-17] 참조) 이에 대해서는 신문기사의 내용보다 공식적인 문서의 정보

가 정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국가기록원 자료에 화원정공설시장의 최소 점포의 평

수가 6평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신문기사

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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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에, 많은 근대 시설 중 벽돌조 구법의 건물에서 주칸 거리나 모듈 

거리가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265) 하지만 공설시장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벽

돌조 구법이 구조적 하중 성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화, 방한 등 설비적 

성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9 1939년과 1942년 계획의 평면 다이어그램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871, 1939 및 CJA0003654, 1943 재편집)

265) 주상훈, 앞의 책의 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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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구조 동수 연평 단가(엔) 건설비(엔) 소요자재

점포건물
벽돌조

2층
1 130 350 45500

시멘트

연와

목재

봉강(棒鋼)

선재(線材)

아연판

철판

두꺼운 철판(厚鐵板)

전기강(電氣鋼)

옥외변소
목조

1층
1 3 600 1800

시멘트

목재

봉강

선재

아연판

철판

전기강

표 4-30 공설시장 별 설치시설과 소요자재(1942년 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654, 1943 재편집)

시멘트

도청으로부터 배급받음

봉강

못

두꺼운 철판

아연인철판

형강(型鋼)

벽돌
업자로부터 구입 확실

목재

전기강
전선원료배급통제협회로부터 

배급받음

주철 총독부로부터 發注證認을 받음 

표 4-29 소요자재 입수방법(1942년 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654, 1943)
19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공

설시장의 구조와 설비의 중요도가 

강조되었다면, 1940년대의 전시

체제하에는 물자, 즉 건설 재료 

및 비용의 수급이 더욱 중요한 문

제가 되었다. 1942년 계획에서 

공설시장의 점포건물과 주변 시설

들은 모두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계획되었다. 모든 공설시장은 벽

돌조 2층의 점포건물과 목조 옥

외변소, 개수대(洗場) 및 울타리 

시설이 들어서도록 계획되었고, 

점포건물의 평면도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요자재, 수량, 가격 등도 모두 동

일하게 책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건축 계획의 대

응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일률적인 시설 계획은 공

설시장뿐만 아니라, 이 시기 다른 시설의 건립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다.266)

266) 주상훈, 「1930-40년대 관립사범학교의 본관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

문집 계획계』제26권 제5호, 2010,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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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

(洗場上家)
- 1 - - -

시멘트

목재

봉아연판

철판강

주위울타리

(周圍柵)
목조 - - - -

시멘트

목재

봉강

덧붙여, 전시체제기에 경성부는 공설시장을 넓은 지역에 효율적으로 분포시키

는데 집중하였지만, 공설시장 건축의 구조적 안전성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었다. 1936년 대화재 후 1942년에 증축된 함경북도의 나진부(羅津府)공설시

장 건축 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방화(防火), 방해(妨害), 방공(防空)이었으며,267) 

이러한 계획 방식은 전시체제 하 공설시장의 시설로서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10 나진부공설시장 평면 계획(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707, 1942)

267) 朝鮮總督府, 「나진부제1일용품시장화재복구비기채건」, 1942(국가기록원, 「나진부관

계철」, CJA00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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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나진부공설시장 단면 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707, 1942) 

그림 4-12 나진부공설시장 단면 계획

(출처 : 국가기록원, CJA00037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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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성부 공설시장 건축 계획의 의의 

4.3.1 식민지 경영 계획의 일부로서의 공설시장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 시설은 기존의 도시를 근대적 외관으로 점차 변화시켰

다. 당시 조성된 건물들은 대개 서양에서 18세기에 유행하던 제국주의 취미의 

권위적 건축형태를 모방한 것이었다.268) <시장규칙>에 의해 ‘신식시장’으로 분

류된 새로운 시장 시설들 역시, 기존의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장 건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도매와 경매 및 주식거래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3호와 4

호시장은,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큰 규모로 지어졌으며 기존의 조선인 시장과는 대비되는 견고한 입면으로 계획

되었다. 이들 시장은 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아

니었으나, 다른 식민통치시설들과 함께 일반에게 ‘신식시장’의 이미지를 각인시

키는데 일조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표4-31] 참조)  

경성상업회의소 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

(출처 : 朝鮮總督府, 『朝鮮の市場』, 1924) 

표 4-31 경성상업회의소와 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의 전경 

이러한 신식시장 중 특히 중앙도매시장은 유럽의 기념비적 중앙도매시장 개

념이 도입된 것으로, 경성부내에서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시장 시

설이었다. 비록 중앙도매시장 건축물은 개별 건물의 견고한 구조나 아름다운 외

관보다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성에 맞춰져 세워졌으나, 경성역 북쪽의 약 

9,500평 규모의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군(群)은 압도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었

다. 중앙도매시장의 초기계획에서 약 1,000,000엔의 예산이 책정되었고,269) 건

물의 설계를 위해서 조선과 일본 및 만주 등에 지어졌던 기설 중앙시장 건축의 

268) 김동욱, 『개정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pp.359~365

269) 土屋積, 앞의 글,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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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선행되었다.270) 1차 설계가 이루어진 1937년에는 도매장을 철골철근콘

크리트조, 시장 종합사무소를 철근콘크리트조의 3층 건물, 기타 각 매장을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벽돌조의 영구적 구조물로 설치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졌으나, 

전시체제로 인한 몇 차례 예산 삭감에 의해 1938년에 건물 대부분이 벽돌조 

혹은 목조로 지어지도록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최소의 경비로 기능적으로 완벽

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앙도매시장 건축 계획의 개념이 되었다.271)  

그림 4-13 경성부 중앙도매시장의 전경

(출처 : 土屋積, 「京城府中央都賣市場の開設に就いて」,『朝鮮と建築』19집 7, 1940)

이때 시장 부지 내에는 각종 식료품과 잡품을 소매하는 잡품매장(雜品賣場)도 

함께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공설시장을 모델로 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그림4-14]에서 보이는 잡품매장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공설시장의 

계획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때 이러한 건물이 ‘광간식(廣間式) 공설일용품시

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272) 공설시장 건축은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270) 問宮秀雄, 앞의 글, 1937, p.1, 중앙도매시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3.2.1 참고 

271) 問宮秀雄, 「京城府中央都賣市場計劃(五)」, 『朝鮮と建築』17집 7, 1938

272) 問宮秀雄, 「京城府中央都賣市場計劃(六)」, 『朝鮮と建築』17집 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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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치정공설시장

(출처 : 朝鮮に於ける公設市場, 1930) 

② 서대문공설시장(명치정공설시장 移轉)

(출처 : 京城府公設市場要覽, 1936)

표 4-32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면

그림 4-14 경성부 중앙도매시장 부지 내 잡품매장

(출처 : 土屋積, 「京城府中央都賣市場の開設に就いて」,『朝鮮と建築』19집 7, 1940) 

4.2.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적절한 채광과 환기를 위해 높은 천정고로 계

획된 공설시장의 통로 구조는 건물의 입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여기에 공설

시장의 입면에는 의장적 효과가 가미되어 더욱 기념비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명

치정공설시장과 같이 목조로 점포건물을 지었던 경우에도, 입면에는 벽돌을 사

용하고 박공을 강조하여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의 권위를 드러냈다. 중앙 

통로의 입면을 높이고 장식기둥을 덧붙이는 등 입면을 강조하는 특징은 시장 

개축 후에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1942년 계획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면 

2층에 작은 사무실을 올리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것은 앞의 일본 공설시장 계획

의 1안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다만 경성의 경우에는 ‘감시’의 기능이 부각되

었을 가능성이 큰 동시에, 건물 정면에 높은 입면을 만들기에도 좋은 방법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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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축 이전의 화원정공설시장

(출처 : 朝鮮の市場經濟, 1929)

④ 개축 이후의 화원정공설시장

(출처 : 京城府公設市場要覽, 1936)

⑤ 개축 이전의 용산공설시장

(출처 : 朝鮮に於ける公設市場, 1930)

⑥ 1923년 개축 이후의 용산공설시장

(출처 : 京城府公設市場要覽, 1936)

⑦ 1937년 개축 이후의 용산공설시장

(출처 : CJA0003871)

⑧ 1939년 신당정공설시장계획 참고도면

입면도 (출처 : CJA0003871)

이렇게 건물 입면의 중앙부를 강조하는 특성은 관립 근대시설의 입면 의장에

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273) 공설시장 역시 박공지붕과 첨탑으

273) 주상훈, 앞의 책,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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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붕을 장식하고 시장 입구에 코니스(cornice)와 장식기둥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선인 시장과 대비를 이루는 신식시장으로서의 기념비성을 강조

하였다. 

견지동 중앙시장 추정 사진

(출처 : 朝鮮の市場經濟, 1929)

박람회에서 신식 상점과 비교하여 전시된 

재래 상점 사진

(출처 : 이경민, 『제국의 렌즈』, 

산책자, 2010, p.182)

표 4-33 견지동의 중앙시장 추정 사진과 조선인 상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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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남대문시장의 모습

(출처 : 「전우용, 대한제국기∼일제초기 宣惠廳 倉內場의 형

성과 전개」, 『서울학연구』, No.12, 1999, 81쪽)

4.3.2 근대적 도시시설로서의 공설시장

일제강점기 경성부에 설치된 공설시장은 근대적 도시시설의 하나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도시는 근대 사회의 기능을 수용하고, 그에 합당

한 형태를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근대 도시는 공장, 철도역사, 관공서, 

도서관, 박람회, 박물관 등 새로운 근대 시설들을 요구하게 되었다.274) 이러한 

근대 시설 중 특히 도시시설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은 근대 도시의 운영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설이자, 도시화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75) 주지하였듯이 식료품과 기타 일상생활 용품을 공급하는 상설시장

은 도시민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근대 도시의 필수적 시설이었다. 

도시의 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조선의 시장도 역시 근대 도시의 상설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조선

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였던 남대문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 1897년 남

대문로 주변의 가가(假家)들을 수용하여 설립된 선혜청 창고 내 남대문시장(宣

惠廳 倉內場)276)은 상설 점포가 밀집해 매일 개시(開市)된다는 점에서 장시(場

市)와 구별되었으며,277) 시민의 일상생활 용품을 취급했다는 점에서 국가나 왕

실, 지배층의 사치품 조달을 주 기능으로 하는 어용적 상업기구였던 종로 시

274) 강상훈, 『日帝强占期 近代施設의 모더니즘 受容』,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22 

275) 우동선, 「하노이에서 근대적 도시시설의 기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제23

권 제4호, 2007, p.147 

276) 전우용, 앞의 글, 1999, p.79

277) 전우용, 앞의 글,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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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78)과 구별되는 근대적 상설시장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성에는 점포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임시 점유하고 물건을 파는 행상(行商)이 

상업유통의 말단에 다수 존재하였다.279) 이들은 ‘위생관념이 부족하고 교통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평가받았으며 식민지 당국의 단속의 대상이 되

었다.280) 

이러한 상황에서 부영(府營)의 공설시장은 근대 도시에서 ‘시장’이라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적으로 계획되었고, 전 도시에 효율적으로 분포

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보편적인 건축 유형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시장과는 차별되는 근대적 도시시설이 될 수 있었다. 

특히 도시 상설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서 위생적인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해 공설시장에는 여러 건축적인 계획이 도입되었다. 과일 등의 음식

물을 길에 벌려놓고 파는 기존 시장과 공설시장 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

의 필지에 점포건물을 세우고 그 내부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

이었다. 단일 건물 내부에 통로를 중심으로 점포를 배열한 일본 공설시장 계획

은 경성에도 거의 그대로 도입되어 공설시장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건물 

내부에는 4.2.2에서 살펴보았듯이 채광, 환기,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게

다가 건물 내의 각 점포들은 판매물품의 특성에 따라 내 외부가 계획되기도 하

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에 소개되었는데, 계획 1안의 

내용은 점포의 위치와 종류에 따른 점포의 계획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전면

의 상점은 도로에 면해 진열창을 설치하여 시장 내 판매품의 견본을 진열하거

나 상품의 가격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통로 안쪽 점포는 판매물품의 특성에 따

라 설계 방식이 달랐는데, 일반 점포에는 통로의 방문객이 판매물품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일렬로 진열할 수 있는 계단식 진열대가 설치되었고, 판매품의 종류

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설계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고기와 생선을 파는 점포

에는 진열대를 설치하는 대신 점포 입면에 철망을 씌워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눈높이에 유리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상품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돈을 내

고 상품을 건네받을 수 있는 매품수도구(賣品受渡口)도 따로 설치되었고, 점포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수전도 달렸다. 각 점포는 지하 창고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었는데 일반 매점 같은 경우 계단식 진열대 하부의 높이차를 이

용하여 계단을 설치하였다. 또한 지하 창고에는 각 점포의 판매물품의 성질에 

따라 냉장장치를 들여놓도록 하였다.281) 이렇게 건축의 설계방식이 시장이라는 

278) 고동환, 「조선후기 王室과 시전상인」, 『서울학연구』제30호, 2008, p.72 

279) 전우용, 앞의 글, p.154, pp.176~180 

280) 전우용, 앞의 글,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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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은 근대적 시설로서 공설시장 건축의 특징이

었다.

그림 4-16 공설시장 계획 1안의 점포 평면과 입면도

(출처 : 內務省社會局, 『公設市場設計圖及說明』, 內務省社會局, 1922) 

또한 공설시장 점포건물은 새로운 상품 구매방식을 반영하여 계획되었다. 기

존 시장에서의 판매 방식은 대부분 판매자가 구매자와 대면하여 가격을 매기고, 

물건을 상점의 제일 깊숙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보여주는 

형식이었다.282) 점포는 대체로 창고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시장 건물 앞에 설치

된 가가(假家)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장소였다. 하지만 공설시장에서 판

매되는 상품은 가격정찰제를 통해 가격표가 붙은 채 각 점포 앞에 진열되었다. 

[그림4-16]에서 확인하였듯이 개별 점포들의 계획은 어떻게 상품을 잘 보이게 

281) 內務省社會局, 앞의 책, pp.2~3 

282) 정혜진, 『현대 도시건축의 ‘가로의 내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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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때 시장 내 통로는 사람들이 이동하며 

자유롭게 상품을 접하는 공간이 되었고, 이러한 상품 구매방식의 변화를 건축적

으로 반영한 높은 통로 공간의 계획은 다른 조선인 시장과 공설시장 건축의 가

장 큰 차이점이었다.

남대문 시장의 전경

(출처 :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沿

線市場』, 1912)

용산공설시장의 통로 모습

(출처 : 朝鮮總督府 內務局 社會科, 『朝

鮮に於ける公設市場』, 1930)

표 4-34 남대문시장의 길과 용산공설시장의 내부 통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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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서구 근대 도시의 성립 과정에서 상설시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식료품과 일상생활 용품을 공급하여 도시민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필수적 시설

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의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기존 시장도 역시 근대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 변화

는 일제강점기 공설시장이 도입되면서 촉진되었다. 1919년부터 일제에 의해 도

입된 공설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과 일상생활 용품을 도시민에게 공급하

는 동시에, 전통시대의 재분배 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거래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통 시설이자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규제 제도로

써 경성부를 비롯한 지방의 여러 도시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공설시장은 자생적으로 발생된 시장이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계획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시장이 담당했던 역

할과 그 입지와 건축 계획에 투영된 도시 및 건축적 의미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에 경제사적 관점에서만 진행되어 온 공설시장

에 관련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 계

획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도시 일용품 시장으로써 공설시장이 지녔던 물리

적 특성과 변화 양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 근대 도시화의 한 단면을 해석

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행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분포 양상은 당시 경성부의 도시

적 상황과 근대도시 일용품시장으로써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다. 1936년 경성

부 행정구역 확장을 기점으로 1930년대 중반 이전의 공설시장은 주로 일본인

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총 7개의 공설시장을 설치

된 시기와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장 처음 설치된 종로와 명치정공설시장

은 각 민족별 거주 및 상업 중심지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공설시장이라는 존

재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종로공설시장은 주변의 공

공시설과 함께 근대 시설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기에 좋은 위치에 세워졌다. 이때

의 공설시장은 모든 부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적 시설을 표방하였으나, 실

제 운영은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편의에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종

로와 명치정공설시장의 대비되는 운영 상태뿐만 아니라, 곧이어 지어진 공설시

장의 위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1920년에서 1922년까지 지어진 3개의 공설시

장은 모두 일본인의 중심 주거지역인 경성의 남촌과 용산지역에 위치하였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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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과 용산공설시장은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인과 발달된 교통망을 바탕

으로 일본인을 위한 일용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공설시장의 설치는 

사설시장 및 염매소의 출현을 야기해, 일본인 중심 주거지역에 일상생활 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소매시장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후 마포와 서대문과 같

이 조선인이 우세한 지역에도 공설시장이 설치되었으나, 기존의 조선인 시장을 

통제하거나, 시가지가 개발되며 증가했던 일본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즉, 193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공설시장은 일본인의 거주

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그 입지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공설시장은 행정구역 확장에 의해 확대된 주거

지 내에 근린시장을 확보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인 증설계획 속에서 설

치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공설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의 시장부지에 설

치되어 경성부 도시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고, 중앙도매시장의 설치와 

함께 70만 인구의 대도시 운영을 위한 근대적 상설시장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

었다. 6년 간 총 21개의 공설시장을 증설하려 한 1939년의 계획은 경성부 전

역에 공설시장을 분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차년도에 3개 

시장만이 설치되고 계획은 종료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시장 건축비의 급등이 가

장 큰 원인이었다. 이어 2년 간 총 10개의 공설시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축소된 

1942년의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는 전시체제 하에 가장 시급한 지역에 시장

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공설시장 입지 계획과 성격의 시기적 변화는 건축 계획 방식에도 영

향을 미쳤다. 즉, 당시의 경성의 도시 및 식민지적 상황은 경성부 공설시장이 

초기 일본 공설시장 건축 계획과는 다른 특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경성부 공설

시장 건물 배치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대지의 형태

에 맞추어 점포건물이 계획된 반면,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장방형 평면을 취한다

는 점이다. 이러한 배치의 변화에는 시장시설의 빠른 보급과 위생적인 환경 조

성에 대한 요구, 전시체제 하에 강화된 방공 대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

된다. 또한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점포건물이 도로면에 면하여 세워졌던 것

과는 달리, 1939년과 1942년의 계획에서는 대지 주변에 울타리와 출입구가 계

획되었는데, 이것은 생활필수품 배급기관으로서 효율적인 배급을 위해 통제력을 

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했던 것이 그 원인이라 해석된다. 한편, 공설시장 

부지 내 외부공간의 활용 방식은, 외부공간에 대한 고려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초기 일본 공설시장 건축이 경성이라는 도시 공간에 적응해가는 양상을 잘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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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공설시장의 점포건물은 시장이라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점포 및 내부 시설 계획에는 시장의 판매물품의 종류와 부에

서 관리하는 시설로써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초기의 비균등한 점포별 크기는 후

기에 균등하게 배열되게 되었고, 개별 점포의 크기는 줄어들고 점포의 수는 늘

어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또, 내부에는 집회소, 사무실 등 시장 관리를 위

한 공간도 적극적으로 계획되게 되었다. 공설시장의 통로는 폐쇄적인 시장건물

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내부의 채광과 환기를 위해 각종 설비가 적극적으

로 계획된 공간이었으며, 통로를 향해 열린 각 점포들은 근대적 소비 공간인 아

케이드와 유사하게 계획되었다.

점포건물의 구조 역시 공설시장의 설치 목표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여 시기

별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창설 당시에는 일시적 성격의 목조 가건물(バラッ

ク)로 지어졌으나 1920년대 중반 점차 영구적 시설로 계획됨에 따라 벽돌조 및 

일부 목조가 혼용된 구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는 설비 측면의 성능을 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목조에서 벽돌조로의 구법의 변화가 주칸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공설시장 구조 변화의 큰 특징이다.

한편, 중앙부를 강조하는 입면 구성 방식은 신식시장으로서 공설시장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는 기존 조선인 시장의 입면과 큰 대비를 이루었으며 큰 

규모와 권위적 입면을 갖춘 3, 4호 시장과 함께 신식시장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점포건물 내부에서 일련의 구매행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진 공설시장 계획은, 길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조선의 시장과는 달리 건물로서

의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생적인 식료품 공급을 위한, 그리고 새로

운 상품 구매방식을 반영한 건축 계획으로, 공설시장은 기존의 시장과는 차별되

는 근대적 도시시설이 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으로 중심으로 근대 공설시장의 입

지와 건축 계획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다만, 일제강점기 경성

부의 공설시장 및 시장에 관련된 건축적 자료가 매우 제한적으로 남아 있고, 또 

대다수의 공설시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전모를 모두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

하는 것은 연구의 일정한 한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근대 도시로

의 변화 속에서 가장 일상적인 시설이자 일제의 계획적 도입 시설이었던 공설

시장의 계획적 특징과 의의를 확인한 것은 향후 더 구체적인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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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the formation of Western modern city, retail market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upplying groceries and daily necessities and expanding the size of cities. Joseon period’s 

existing markets also underwent various changes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and these 

changes were accelerated as the public retail markets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introduced. Since 1919, the public retail markets introdu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provided the basic groceries and the daily necessities as well as performed the role 

of the main distribution facility during the period of a transformation from the traditional 

redistribution economy to the market economy. In addition, these public retail markets were 

installed in many cities, including Seoul, as a regulatory system for the establishing a trading 

fairness. Such a public retail market is an ideal subject to analyze the role of markets in the 

modernization of Korea and the architectural meaning reflected in its construction plan and 

position because it was not established spontaneously, but rather established intentionall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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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for reveal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ransformation aspects of public retail markets through the time sequential 

analysis of the site and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public retail markets. Furthermore, by 

analyzing tho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will also give an attempt to interpret an aspect of a 

modern urbanization in Korea.  

 Above all, the site and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public retail markets in Seou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conditions and those of 

commodity markets of the period. Beginning with 1936’s administrative district expansion, 

public retail markets before the mid-1930s were mainly installed around the area with 

Japanese inhabitants for their convenience. However, after the mid-1930s, to meet the 

necessity for securing the vicinity markets in expanded residential areas due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expansion project, they gradually became to be installed according to 

the long-term extension plan. By being installed in the market sites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public retail markets became closely related with the urban planning of Seoul. Also, 

with the emergence of central wholesale markets, they were endowed with the role of 

modern retail markets for the operation of metropolis with more than seven hundred 

thousands of population.  

 Such a site plan for the public retail markets and the chron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also influenced the method of architectural planning of those markets. In other 

words, Seoul’s urban condition and colonial situations of the period eventually differentiated 

the public retail markets of Seoul from the original architectural plan of the public retail 

markets by Japanese.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the building organization system 

of the public retail markets in Seoul is that while they are planned according to the natural 

shape of the site before the mid-1930s, they took the uniformly rectangular-shaped plans 

afterwards. This kind of transformation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the rapid supply of 

market facilities, the need for developing hygienic environments, and the reinforced air-raid 

precaution under the war basis. Also, whereas the store buildings were built by the road 

surface before the mid-1930s, fences and exits were accordingly planned around the site in 

the plan of 1939 and 1942 because there was a need for the architecture controlling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daily necessities. 

 Moreover, each store building of the public retail markets were designed to serve a role of 

markets efficiently. The plan for stores and interior facilities shows distinctiveness as a public 

facility controll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as an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goods. Also, spaces for the market management, such as the meeting room and the office, 

were actively planned. The hallways of public retail markets are the most important space 

because they had ventilation and lighting systems. In addition, the open stores facing toward 

the hallways show a similarity with a modern arcade, a new type of a consump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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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ructure of store buildings shows chronologic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installation purpose for the public retail markets. During the early establishment period, 

they were built with temporary timber buildings(barracks), but since the mid-1920s, as they 

were planned for permanent facilities, a structural method of using both bricks and timbers 

was used. 

 Meanwhile, the façade composition with the emphasized central area is the important feature 

of the public retail markets as a new type of markets. This feature stood out clearly against 

the façade of original existing markets in Joseon and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 

representative image of new markets with markets No.3,4 that had a huge size and an 

authoritative façade. Also, the public retail market’s plan that allowed a series of purchase 

behaviors inside the building served as a momentum for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building, contrary to the existing markets in Joseon that were mainly formed on street. Public 

retail markets became a modern urban facility by accordingly-organized architectural plans 

reflecting a trend of providing hygienic grocery products and a new purchasing behavior at 

once.  

Keyword: Public Retail Marke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ul, KyeongSeong-Bu, 
Modern Facility, Wholesa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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