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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言

세제의 中탱벚쩔닷뷰에서는 16. 17서]7]( 明末띔f];)를 中댐近따잉의 하니으1 

휠m얘로 보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변화의 내용과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차 

는， 아직도 통일된 인식이1 도필하지 뭇힌 부분이 않고 뜨 문제에 띠라서 

는 구게적인 事例ÍJll究7~ 이직도 크케 부족한 부분어 많다 그 중으l 하나가 

곧 本돼에서 분닌히 려는 都m社혐의 쩔1l와 그 펀샘으1 문게이다 

cþ탬깅 明f팝fiji~으l 都m社會어1 대해서는， 일부의 학지들이 본격적인 영구 

를 시작한 것이 겨우 10여년 전에 블과하며， 연구의 내용도 맺벚 중요한 

도시익 l둡뭔빠 짧댐 뻐뭘 및 일부의 파會構띨 등애 관한 띤구이] 불과하였 

디 그러므로 사회변화와 역사적 성격을 분석등는 데 필요한 다양한 측면 

의 연구 즉 @ ?{部 人디의 流끼‘파 그로 인해 야기되는 없市 èJ]덕 꽉잡힌 

w，~會階屆 간의 행챔파 듭언에]. (칭 짧m 내의 }운횟파 !’、PH떠강， 깅E례과 휠@없 

上 下기〈평1 검회덩종괴 주工꿇 m. 柳간의 社會經f입께선 §섭댐‘， jkjX외 댐따등 

셈B끼I게二會의 탤r샅 문"11. G) 住걱三 食꿇과 했파의 땀쉰， 家ht과 등즌1쪼 평 lci과 

줬꾀Ici핀， Q4맺5 • 文꿇 떠J뀐으1 변화와 같은 都市J'\';의 生活 둔채 등1 유3버꺼t 

。l 논문은 "1997년도 서을매혁교 발전기금(농협)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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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의 具뽑的인 흔，1*애 매힌 종힘적인 연구는 샤싣 이제부터리고 하여도 

파언이 이니다j} 

벙챙시대익 중국의 드시는 매개 두 가지 j검型으로 L 눌 수 있다 그 하 

나는 도시가 가죠 발달하였던 강남치역이았다 갱님에서는 틴大 都m 주변 

에 무수힌 '1"小1\1\市가 미치 포도송이 형태를 。l루고 있었고 이들 도시는 

잘 발달뭔 *1'촬5Ej띠므로 연칠되어 있었으므로 1는따m는 그다지 빨달히지 

못하였다 또 하q는 그닦의 중국 전 지역의 경우토서， 마지 듀땀f펴폈l 

우뚝 솟은 山과 같이 일정한 지역에 고립되어 달진힌 도시로시， 그 주변이| 

는 많은 정기시기 발달하였亡← 이러한 도시들은 대개 府 1+1. 縣 所HJtl!외 

죠L이 지방행정의 중섣지얀 경우가 많있디 그라프쿄 중국으1 도시는 위의 

두 가지 형태의 部市類핀의 ↑슨1，1i;을 구채적으로 비교하며 연구해야 하는데 

도 지금η 지의 멍청시대 드사에 대한 연구는 대개가 낌님 "1뱅이1 편중되어 

었고 다른 지역애 대해서는 이제 시작딘게에 룹파하다 

본고의 분ε 대상인 景德껴은 강서생 김m팅j폐 동편 즉f 강서 동북지민익 

中低It‘괴 l타횟지역。iI 고립되야 밸전한 도시였으뜨크로 외헝적으로는 후자의 

頻펜에 속하지안， 정치적인 도사카 아니고 순수하게 「셉따i융융 펼業 웹rIl로 

발달한 데이1 그 특정이 있"1. 지금까지의 품經j휠에 대한 암구흘 보떤， 仁P

댐 · 日本 歐美한%의 경우， 경티진 힘숲묶의 製품tt術。1나 美術깐낀인 흉、 

쫓어l 대한 연구 외에1 사회정치l사적인 폐面에서 한 권의 캘著와 상딩한 연 

구생과기 축적되어 있다21 그러나 가의 모두가 ，*~)J맛'é'"얀 측띤 흑은 ￡ 

1) 핏강zel 〈|꺼 해 1란代의 江힘社會 ~iíñJ으1 핫j~파 I마댐허여- >1 《中패의 rT 
南社會약 1혜'1"숫沙11 빛Jz.뱉 λj을 1997(-. 中文뽑 뭇~파， (明j름0#1펴1핀ìI 

F힘社會 W!~ci]的쫓}파텔;::1::1心 >1 I￡쁨111、 《 l}1탠 f[[춰ifrl 앙與中떤xlL숫ìfl. p 

f퍼州「1%R미1， 1997) 
2) 江西쉽파二業씨염써Wl1~fl뇨I:iF샘， ‘景챈”칭끼ii%rt~그댐;(이혀 {116)월￡J힘로 Mg1%), 
三J폐 1959‘ 4tr~것， 〈nR댐影흉j 때r티침i협F끼?fE》 f 江西人R;버版페， 19"1 경딪 
값커51 <꺼í~i.갖쳐씨물í!2\했펠승즘뿔中的f설4，，[:깅호티쳐죄~>， f"띄5'.大텔뾰SE;F、 、明V띔한 
木 I義i1;ll융5ii文集〉1 LC18l 싹森ZF， 〈明1츄n'ÏIlJl景띔;F~lii펀쩔的4납때〉 fFRFR 
탱휘R> 198,:1-5; ít文 - 江EJ좀1 、 jt明

r

치륜fitg숲業륨f찬木主뚫因索마9때죄E 〉 
,; r뀌젠liif까、르tcl'챈져:}f돼많討5it》( F)1 jtjit, 7IEF픔댐， 1957; lÎn放 〈;1i明폼時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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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의 경영형태에서 j쩔찌포뚫힘흉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을었을 뿐이디 옆 

으로는 도시를 도시 자체로만 보지 않고 주변 農씨'iiß와의 상호 관련 속에 

상‘ 헤딩 도시사펴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한 떤구가 필수작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라힌 댐많:휠識 r에11， 망|뿜램if:의 웹;市피t염에 대한 하니의 

똘ØIJ~지요도서， 강서성의 뭘德、폈윷 분석하려 한다 。1를 워하여， 111 明 中則

로부터 )，1서히 1쉰회되어간 江íJJ *;Icι方의 사회변회으l 살상은 어떠하였 

으며 그 원인은 무엿。1었고1 그랴한 시회변효눈 당시의 江西省 乃至 줌국 

으l 디든 지방의 그것l눈 어떠한 Z녀1가 였는7P 121 그려헨 사회변화의 

영향으토 낀1샤 동북부의 각 농촌사회에서 석출된 인구의 移펜 실상은 어 

떠하였으마， 그들 중 f륜↑평흉으로 유입한 인구는 어느 정도았고 경덕진은 

어느 정도로 민딩히았딘가? {31 I갱띨칭초의 통란기에 겐서 꽁북부 사회 및 

경덕진의 폐허상은 어느 쟁도있고 청조가 入쉽힌→ 후 서서히 회복되아긴 

이 지역악 시띄군조는 떤말콰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은 역시적으로 야떠한 

의미가 있는기η 1<1) 정덕진으로 유입힌 외레인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것은 기존으] 경덕전 사회애 어떠한 영1행帳댔能과 폐빽히칸을 꺼 

쳤으며‘ jf려헨 헨상은 웅국 웹市짧조잊01]서 δ1떠한 ，울味71 었는 것얀가? 

([1) 。l상의 소 과갱에서， 정턱진 사회어| 대힌 明朝와 {품때 i맹家權J낀의 기능 

江1띄 liCl大二fuGfl1챔的뭔I~I~.J~æ:맛j콤IIJ1) . 江빠WJfêA뿔멤멋겼 \jl È댐';f:{~펴5리얘 

]강인] ’ 1987, 5F쇼I欣 <il)l'녹펴代江西껄쩌잉웰따官풀生f튿與껴]]￡〉， ‘ ”른S!= {;í께끓〉 
3 이]판렵i름， :t京 1982; :'1'J죄늠r <556즘R감II;iI댄IJ엄m與m찢어~양따>， {第2次

믹]떠;r:í~점꽉밸듬겐、(上 III}). "f' "NJfì'E院혐힘J헤%所， 1989(-~{Wt.&幸夫”융윈 r 
f↑;記;i、l껴 Ii:~퍼Ji5， 핑京 1990); /左久때펀밍， 、、明/i:몽德행잊닫춘σ) iE양:〉， 

C맘*1땀=二 J르며i등EJi찌{1':5'표꺼뿔〉， 명jL 1932, i보7、터던iE93， 《메}커￡풍V훈떠 (01" 
휠σ〕굉展 ε R셜〉， 〈 jR거'f갔敎」풋펠Wtl디;응束i*5t폐훈톤〉‘ 핑처등 D64 춰L마Ij펀? 
(1꺼{띔i!Hi:띠뒀德鎭ι)11샘쫓 >， 헤ô:(합經 쩍코섣꽉)1 32-5' G, 1967; :VíedLey, 
IVIargaret, “ Ching- te Che l1 ::Lnc1 [}-.e Proble~ll of '~he [mpedaJ l<i.]ns," 

3미'[eún of the Scoool 에 (}I'l낀1lal and AJi<(can Stμdies 29-2, 1966 
Dillon , \1ichael “ ]ingdezhen 긴 s a l\lIìng L~dl1strial Cenler ‘ J1Jin.g 

S1- l띠Jιs 6, 1.978; Yuan‘ TSLCg , “ Thc Porce]ain Jn c1ustry at 
Cbîng- l:e--'chc~ê 1550-170D," lUing S{udics 6, 19ì8 이하에서는， 잎이서 
인용펜 지료근 “j끽條좋， ]911 ’자으로 略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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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히였딘가? 등을 분석할 것이디 

I 明다]뺑 江西 東北地方의 ifd.會變{r，

ì1西지방은， 명조가 설國하여 30 .40年L닮은 권농· 개간정책과 里E더떠j의 

훤뼈 등으로 샤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걸괴 뿔業生품力0] 삐르지1 회복되 

었마 그"']나 永짝껴드댐， 즉 15세기 초부티는 여러가지 사회모순으로 인하 

여 보甲댐Jj!!;.rf가 정치 하]"'11되고 각지에서 農村社會가 分M되어 농민이 ffIE 

散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윤， 첫째 새로이 짧리힐으로 성정히여간 絲士

니 영잔豪家에1거1 토지가 集대 「되어갔고 둘째 점차로 觸풋이 현를하']7]고 不公

平해졌으며， 셋째는 중소 농민층이 고리대자뀔에 시달렀고 넷째는 ‘J1t짧 

λ網’ 즉 }.、口過密 픔]題가 점차 深刻한 상태로 변하였기 때문이디 그 절 

과 뚜首戶層얀 中小끓뎌은 더 이 성 생존을 지속할 수 없어 탕지。1]서 (대戶 

나 노8]르 전릭."O~기낸 혹은 다른 지역으로 洗방할 수빅에 없았고 니아가 

서는 쳐따層인 뿔E戶미저 물릭응}는 갱우기 속출하였던 것이다 j) 

이러한 현상은 강서 동분지방에서도 유사하게 나티났다 <表 1>피 <表

2>에서 보는 l'l~와 같이， 강서 동북지방의 ttil力志에， 明初 이래 降1ît.上으로 

戶口가 橫步를 검거나 減少되아갚 것으로 기재된 것은 이 떼문이었다 

그러냐 맹대 강서지방띄 인구는 실제로는 낌소되꺼나 횡보를 결은 것이 

이니었다 명초 이래 강서지방의 인구는 오히려 계속하여 증가해 강고 人

口過密狀態였다고 생각권다 그것은 아웃헨 띄昌.rtf의 사정 ú]1 대힌 〈i춰昌I:~ 

3) 吳숲jiP“ {F{행ili'ltfli:쉽찜힘엿으젠1 영E 明代 빼士層의 꺼 r!i(과 패1:웹뚝펙tI， 짧팅O 

* →i~.~rtl， 서울， 19861 녁本듬홈품겨; 〈明tt社혈쯤퍼l'때1E 細1士텀η形μt 
εεσ)社숍經뿜的f잊폼1]-)， 값꾀뿔:)ijC， 東Ji(， 1990) 뚫2ijj 용1출， 吳金)~ <明

中期tJ後江西社會앤J$~섭~&其i건1댐〉1 t第7퍼明'tll힘l쩔쩔術듭t꿇웰폐Ìì;z쫓〉 1 束~t
tm純大특점ællli피t， 표휴:， 1999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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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明(~ ~힘써Ff1 戶口%Efl)

年 F공 戶數(戶) 口數(口)

供:J'\;24년 (J:J9]) 163,164 821 ,1 11 

따판15년(1.502) l허↑992 879.216 

쫓j해fl11 l5204| 代) 154 ,935 882,508 

그
」
」
」
 

<꿇 2> 3JJf \,; i'T.9심잃 戶口빠립-5) 

ËJ:t 戶數(戶〕 디했〔口} 

싸j[I~ 24년(] 391) 18.731 104‘970 

~ 天판l쩔R 10년(1412) 1':;.941 92,592 

6년(1 462) 17.577 99,183 

단、암 15년(] 502) 17,660 99,721 

嘉펙 31년 (1 55잉밍’1 15,714 lC O,192 { 

萬텀 31년l160 l6llOlOOJ92(꿔子JKT29，911J 
| 챔女大口 27.589 디) 

표j의 기록을 통하여 %판I할 수 있다 《춰昌府志》껴l 따르변↑ 칫째 隆혈* 

E힘땀:gK15세7] 후반)으1 힘을府의 登웠戶U는 30萬戶에 90훤口 程효였는데 

이것은 nn의 數일 뿐이고 未成T과 老弱者 빛 未갑告者1、랬빼 nf民)으l 

jr까지 협하면， 샅저1 가즈인구는 쉴짝λ口의 1람가 넘는 200야萬은 펀디는 

것， 물째 흙동홉 14年에 토지를 淸文하여 보니 총 7E@1턴 정도{휠際 젠E등「는 

71, 218탤)였는데， 이것으로는 100萬그 즉 실제 주민의 ~，j댐많의 뺏養能 

;J]밖에 안되므로1 나머지 100萬]는 人디過펀이교 그 때문에 ‘ 웹民多半jfi 

亡， 或홉外不歸’라는 점 등을 잔해주고 있다61 호구통깨에 나타냐는 이러 

Lj) 正德 《짧)↓Lifl'"갑 원1 ， 戶口: 흙靖 f江펴j필논〉 卷S) /E口

5) RJgg (ggg세농、〉(즙드업， r&文出I;liifcl:) 쩔4， 戶 IJ ， pp，336<~18(이하얘서 Jæ;:l=, 

土、의 쪽수를 제시헨 것은 또두 까文난11없패뼈을 한j1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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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는 江댐地)j 전체가 大同4뿔히 였디 그리므로 본고의 분넉 대상 

인 강서 동북지빙의 경우에도， 통개상의 戶口減少나 1월步는 단지 地方官써 

의 ^ot~t토 能力의 경킹1l:와 한계생을 웅변히1주는 것이었다고 힐 수 있다 

그러면 맹중기 이후이1 강서 각지에서 流散한 인구는 대"11 어디로 이동 

하였고 그곳이1서는 어떻게 살았딘개 “오놓날 람훗 • 쩨'1'[ , 南읍 • 廣f등 등 

默거}의 R은 r힘떠:<]벙어，[，q 소직을 하는 λ}란응 +에 ( 쟁도。1 고， f￠쉽、어1 

환상히는 者，] 十어1] JL'라고 한 圖폐의 말처럼，71 [1 멘人은 이웃 湖廣省 등 

주변 늠용쉽으로 이동한 경우도 많있지만 HI 江西쉽 내의 타지역으토 이동한 

경우도 적지 않았디 그러고 인구이동의 빙향은 대개 @ 先近원j쩍밴域 ，쩡 

後tMt， ,2) 뿔j，tt뺑t→禁11區j或 j 뚫ijt~jx ’都r[J' 手I業1M或 등 세 가 

지로 類펜it해 볼 수 있디 9) 이러한 용폐 頻핀cþ‘ 제 Cü의 결과로서 경제적 

인 쟁後뺀域이 개발되어갔다 제@의 결괴， 힌띤으로는 11ilg.가 개발되아갔 

지만， 또 일부의 流1'\;이 @씬뎌채으로 변하여 게tl: í흰ìJ'ßi뎌 L을r 흉起하기도 히l였다‘ 

한편 제(3의 결괴로 기존의 도시가 더욱 비대해 졌을 쁜 아니라 새로이 

많은 中小都市가 넬딜히였디 

우선 강서 동북지방에 많이 나타난 제ε않型의 인구이동 현상을 보기로 

히지 강서 동북지빙도 전술한 사회적 모순이 삼하였딘 곳이였으므로1 파 

선힌 농민의 多쨌는 부곤의 挑源山中으로 도망하였다 이 곳은 울창한 삼 

림이 15먼(약 7.5km)니 이어지는 山운였을 뿐 이나라 5i템縣의 교계지역이 

었으므로 IOJ “합쩌구티不회， ;[，꽃착하不j디 청fλ냐￡드F←-l'lP， i되팍杓처i ， 썩‘Ji 

61 吳金';J(， 1999 
71 i때체 《띤돼集þ ( r:I::r~'f~판!司 끼" 1962) 上， <멧國八짧〉↑ j 띠 jflJ條。11 “今람 • 때 -

뉘 gi핏?씨之[단 mfft亦i[)]EÐÎ힘펴f 싹뻐田「혜 ;jg 1 ;Z ‘ jljißtl띠쉽'1:; -1 之)L"라 

힘 

81 땐1M基f 《[|]탬탱民엣》(5쓸) , 福뼈人[던~:l líJX ij끼 , 1997 파쉰)3.1(， <明펴담f\의 社

f콤%앵It외 iH꾀商人〉1 (메t띔'tii/f')E} 9• lf)98 
91 吳金成↑ 19N6‘ ae2紹 第1 - 2 - 3i늪 참조 

101 까댐111미1은 따 | 制陽 앗F -윌찢 잦仁(今 까‘1.1 등 5뼈폐으1 交界Jllil}j!( 0 1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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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gθa 딩셔1<，-껑C?’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1 따라서 이곳에 모인 민중틀은 서1량 

과 요역을 가피힐 수 있었다11) 이닫거l 禁며뭔로 。l동헨 인구로 인해서 1 

。1 지역의 시화는 극도로 불안허였다 그 결고 弘펴 ]0년(1597)에는 景德

폈이 소속판 歸clHJl1의 5t千l$f&던 캠F종興 · 挑1 八 등이 찢꿨 峰起허 았디 l2) 

또 .iE땀、 7D파(Fí061에 太!앞 劉댈과 가까이 지내던 께맘 l:l:\身 갱타泰기 똥 

l' 유꿇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습뿜능뼈 ‘Jif짧웬‘1하였을 뿐 야니라1 익 

년에는 *부jj기 들었드냐 오히려 ‘L송r\쳐*1lirF”하였으므르 tiØE좁기 길 

에 3당굴 진도로 사회가 불안하았디 l31 餘千앞 홉공春}@U jA꽤텅애 설딘 江냄j~.、 

퉁은 이러한 λl정을 이 유로 하여1 正德 3년에 聚뿔 봉기하였다 참가지는 

수기1윌맏이 萬餘名으로 증가하있다 미침 이와 비슷힌 시기이] 이웃한 #떼‘| 

떠 떼||% 폈때1양(正떻 6년) 및 틸리 웹!이府 혹해지방(正德 5년)괴 핸힘 

의 *1힘J.F"I받에서도 역시 비숫한 뮤헝의 봉71가 있었으므로1 江맨 全젤은 

물론이고 이웃한 南펴둔것 {쩨工 • 福설 廣東 • 꽤廣지빙까지도 두려융에 띨 

었다 명조 중앙1어1세는 陳옮을 젠햄.1'íßií제띠로서 軍f용를 總없1j50.록 하에 F듀 

直편 · 때디고 • 祝젤 廣東 , jfn냉윤지방으1 펀군과 거다 5~6萬名으1 *~~兵을 동 

원한 것 외에도 멸과 않며지1람의 @良兵까지 동원하여 진압이1 냐섰다 l 끼) 任

냄/'.、 틈의 봉71세력은 그후 5년여 동안 짧써府오，]- 廣信때 벚 상정 교기1지 

역인 南펴랩! f랬HI1fj외 꺼f江 · 福똘 띠EE지당이1끼지 횡행하마기 정되 7년에 

야 잔안되였디 그 파갱이서 官軍은 irJ띠탱처~ 5千배%을 참f「하였으냐， 빈대 

쿄 文 ‘ 하텀 130여맹과 官탔 13 ，000여명도 전시하였다 맹조011서는 ‘挑빠 

의 때을 캠정한 후↑ 正德 8넌(1512: 어l 餘뚜맘의 F힘春앵5을 중심으로 하에 

혐쉰↑떠 制場 ‘ 빠千 · 몇깎%파 닮{팎의 뿔F점딩 등 4個힘을 t뻔하여 함1F 

원을신섣하였다 :=i J 

1111찢숲 〈請샘j함돼\~4E> .. I페治 펴춰페댐j:i μ9 

12) 이능→개서 뱀춘기 挑폈 댁낀에l;윤의 광기애 미헤서는 ~Il파71 없는 한 ~~f-懷

1* {/工뀔1'.1좀〉， 江펴人펴tlJli&iitt 1993, Jlp.491-495 참조 
13) 틴꾀 〔험JlI.l단55》 싫8， f이뻐값 i닫J뎌<각'4Jt댐{핑〉 1 1] g강1 

14) 릿金% 〈띠 디마띠으I !I jl뀔fU:할오l Egm3> 《망lì름)1:11깨'!r'E:} (:::', 1997 
lõ) 萬담 ‘jJj피'，"大E? ?J5 |?!투딛‘ 미J689-69û 등f뿔꿰j↑ 〈江띤러j~써띔똘덤7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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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띤， 씨펴지망과 바표 이웃한} 행íHlffi 臨111縣 東柳지뱅에서도 王페퍼 

등의 주동으로 정닥 6년에 봉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군중도 역시 

萬餘名이나 되었다 陳金은， 전술힌 많西 6ιg끼지 동원하여， 정틱7년 2월 

부터 5월까지 4끼1월 동안의 작전 끝에 겨우 진압힐 수 있었다 이 기간 동 

안에 참수 1l,673k& 감 꿇 750iii\νλ， 山떻 2657ß처를 파괴하였다161 그후 

정녁8년애 r영초는 束jJ1~지방을 증섬으로 하여， 따州府 %페 11 . 'iÊ~짙엠%， 薦)‘”

111' 安仁 • 節千~， r끽릅떠 jr뿔%딘 등 5↑固%의 일부 지역을 할애히아 東%땀 

을 선섣히였다 lïJ 

또 한편‘ 명 중기에 나타난 ö l -'ò과 같은 사회딴화로 인한 인구이동 유형 

중에서1 본고의 관심은 第@頻펜， 즉 많村빼域에서 都市니 手I業서미때으로 

이동히여 商人이나 偶T"I 되는 경우이다 11西쉽에서는 明r폐Llf치어11， 府 • 

川 맴찌까의 인구기 증가하고 수많은 定해市가 靈生한 것 외에， 景셈鎭 • 河

디鎭 {후{홀I~j흉 • 뭇끼야鎭 等 4大鎭이 빌전혀였다 이듣 4711 鎭 모두가 江西

中 · 北部애서 발전한 도시였으며1 그 중 景德領、고} 허구진은 동북지방의 도 

시였다 

II. 關흉業의 發展과 景i펼鎭社會 

1 明中期의 景德鎭社會의 發展

§훈)끼에 1'l'..J장縣 소속의 景德鎭은 혐代 이래 二f餘年間 도자업 단일 품종 

及」삐헛展IJl(I적h꺼探討)， 며國j떠方1';농찌엽， 《‘中國1~方1';람詢꿇〉， []젠콤j司， it 
京， 1984, ]).182. I!곳gB 《曉川J1fι》 卷1 ， I암후1 따年%에 ‘ J:JMtì!W짧變， 염 l歸之 

힘陽 • 餘千 쩔i平， (廣)信之뿔jC四펌之입3읍fj뭄 쩌:Jij:::I/':、十四1Jl.꾀 함 

16) 明 《武宗헬j굉 융87(p.l 866J ， 표德 7年 5H 버寅條 
17) 금:[f'옆林， 1~써4， 비).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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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신중심지로 해1댐히 이아온 ‘쯤돼였다 경덕진은 지티컨으토 대만히 

윤GI힌 지역애 위치하고 있었대 우선 高챔士 • 빼士 등의 原까와 선써이 공 

굽"1가 가끼운 가리에 있였고 東}可 F팀피 - 며/매 등 름江의 3깨 지듀기 l엉 

里 꺼m떼 - 드는뚫 등 각 향으로 봉하여 옮융응原휘외 fR*1 수손에 편리당l였으 

띠 ;녕덕친 지꺼l7L 릅江 中流이1 위치하고 있어서 피손되기 쉬운 자기를 수 

송하는 항구로샤 작탱승}였기 띠|문。l다 

후숱하논 비& 겉이， 경되진이 명실공히 펴용‘짱휩 ifit一:떠’하는 증국 

의 등싣잉?로서 r빙성올 떨치게 된 것은 병 증기인 16/117 증엽부더였다 ISI 

그라고 이것은 멤 중기부터 니티단 병조의 IT~뿜띔!으1 變質 및 f73딩올圖르 

고l 헨른 갇이i5}는 것이었다lE) 병조는 개국 초부터 민간의 뿔戶를 .5Ji팡이} 

편입시키고 찍i패rrr:폐에 띠라 l년애 1班이 南京 J=C部의 관리하에 3개월긴 

덕 Et맞에 복무커] 하였으며 1 귀행한 후에는 自家의 생산애 증시하면서 정 

브Ó'I 으ζ「윤품을 제작케 하고 SE짧도 부과시켰다- 멍조는 。 미 혼무 2넌 

(1369)이1 경되진어l 써廠을 섣치하고1 뿔)[4년(1402)부터는 이를 fjfl~~，1廠(=

닫껄i으로 uj꾸었다 2CJ 그리고 증래 님껑으료 가던 l캡I을 경덕진의 아기 

찬으 fiLä ò ll 복]무채 하|세 쟁부에서 펼요로 승}는 숲뚫를 때뚫厭에서 뺑필 
토록 하고 l훈혼을 보내 어기창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l듣 허IT의 수까 

300겨l갱。l었다 2]) 

그 후로 어기강의 규모도 점치 확대되어 종래는 廠F 관요기 20座이 

불괴 O~였으나 선덕년간이1는 58座로 증가하였마 이를 겨1끼로 燒별기술이 

뛰에난 f디I틀。1 경틱진으로 모여틀고 주변 향촌어l 밥在해 있딘 民떨도 

18) 효펀 4틴04291이1 진극 33711 R검홈Jlí~-ýJ\ó( =大힘~[Ù:I 중 江1당원애는 른긍됨 , 吉

!Z r궤二t머 등 。 711 도시만 일터졌을 분‘ 경덕진은 아직 거덩되지 많았디 

191 아하에사 I둔감없]의 내용고 맨질과갱은 핑잖갖， 1991 上倫 ~2 ‘ 3켠t t도久 

間重듀， 1962, 1%4 힘 조 
20) 新펌 〈뚱rj감행市志}， I~:::r國文;etl:J)며파， ;It京， 1991 , pJ5 힌편， 쩌|뚫많 설치 

쇠r:í\;얘 내히]샤는 지금까지 ( 1.' 洪lit2띤U369i ， (;') JJU초 35넌1 즉 셈文 4년 
(402)파 ':,) 숨德 元年의 세가지 주장이 있었대 

;; ) 흙靖 {{Taj휩大志〉 j눈? ”콤풀 lITi웃어] 혐1fffl三i딛餘”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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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띤스령거1 鎭區모 집중되었으띠‘ 그에 따리 민요의 대대적인 벨진과 힘깨 

대량띄 오1부 노동럭을 흡수히게 되었다 그 감과 효德ij':~c~ í 1426-1435;'부 

더는 경덕진 관요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의 질이 픽기적으로 받진하게 되 

어，갱) “꿇윷애b不佳‘ 」、Pjt~妙， 此n께원L짧HfιL”라는 평핀을 듣게 되였 

디영) 

그려나 fil1낌SR%의 B7↑잊은 땀I으토서는 너무도 과중한 부딛이었으므로? 

견디디 못한 쩌도(c IIIII들이 점차 릎二 · 펴亡 등의 방법으로 E俊制에 저 

항하기 시작하였디 그 띠1문에 맹조이l서는 관요에 필요한‘ 그도으! 기능을 

보유한 도공을 구하기자 어럽게 퍼었고 니이가서는 정부에서 필요한 자기 

틀 기한 내어l 燒造하기도 어쉽재 되었디 이에 명조는 III양의 부담을 4년 

HJf으로 완화시켰고(景泰 5년 1 , 이옥고 빼뻐E 증 원히는 X 에게는 @Ji!때으 

로 대체토록 하는 J;[[[JJll제를 허가하였으며減化 21년， 14851, 가정 41년 

( 15621부E"I는 장역깨 매산계 JjJlliLJR태J를 전면직으로 싣시하있다 그 결과 

관요의 노동력도 종러의 요역 노몽에서 IIiI을 검흉히는 품f갚여~J.i료의 길이 

엘라게 되었디 

이령게 핀요의 운영빙식이 변펴해기는 고1정에서， 명조 람며]이1서 요구히 

는 I:ft!、 r~fr;즙는 갈수록 증? 하였다 에컨개 正德生litJ"11는 도함 약 30臨펌件 

魔필이1 271000兩이 들었고241 흙혜 8년(1 029)에 2,57014-' 10년에 12, 300 

건 "23년애 5만여건→.25년에 10간여건→26년이I 12만여건→33띤에 1 1.6만 

건 )隆훌 5년115m계 12만여긴→힘텀 5년(Eí77 1에 17반여건으로 증가하 

였디 그라고 이렇게 二供 드자기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강서지방에 부괴되 

는 겠해괴 勞動力도 가중되었다꾀J 이렇게 上뭄EE뿜가 증가하자， 관요으1 

22) -{쩌~닷:'1흙)， 19531 *家{명 ‘;r工며W;J줍5R:1 Y可펴大특셜딘IìRnl:， l '~197 

231 딸，ilj(받:1. {융힘F 낀ii?(이허 δ! 샤는 、阿tFv으로 D1M품함] 쉰D ， 景德챔Iii'진딛 
깅:;， (를졸ig〉 

24) 王mt<明펴;껴I~iτ iZ3휠펀鎭的官쭉슨는품!떠P샘 U 갓)， (ì펀~å쩌앓i 31 中華띔!펴， 

j tJ후， 19 、 2‘ p.86 
으5) j퍼햄 《{工댄j쩍大55;J 찬7 U임펀t， ppB75 앉 8에 띠르면， 여1컨디l iE퍼 25년이1근 

즘대1자I i즘댐양j권흘 위한 rI西 소쉰 많원꽤徵fj1o 121띄피피아니 되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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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만으로는 도무지 수요를 충딩할 수기 없거l 되였ι26) 그[ 때문이1 

16세기 중엠부더는， 전술한 라외 같이， 정역제 래재에 따리 어가칭 규오른 

추소시키고 그 대선 정밖에서 펄요한 자기를 민요에게 위탁하여 자조사키 

는 소위 맴용民뱉삐를 점잔적으호 픽디1실시하다가 만력년간에 이르면 천 

먼적으로 실시히가1 되었다 

이떻게 닫홉태u에서 f)HT없制로 변화띄어가는 과정에서 유력한 뿔戶는 

먼저 징역제의 쩍태쑤으로부터 벗아니 숲댐띄 4、댐，Th 생산지， 즉 .B!;뿔모서 

독립허여갔다 흰언하면 "'i 71창 장역제기 변화되껴가딘 嘉靖~~~탑년간， 
즉 16세기 중 ‘ 흐기는 걷덕잔으} 民쫓71 럼댄 ‘ 圖b으로 본격적으로 발진 

해가딘 시기였다 

한편， j1~잃.Rlí에서의 자기생션을- 圖원하게 히기 와해서는， 정 1발펀 ri"dI úll 

게도 上工夫·끼、士순 등 함이人夫가 띔요히였다 명조는 이틀 뚜히l서 처 

읍에는 F훈 Hr:단 f戶，'í'f.의 Fi戶틀 정빌해 왔으니， 正德년간부터는 요F유 소 

속 ì@l~짜때陽 • 餘千 · 몇각F 받짜 훤年 • 찾仁 • f꽁뼈원)으료부터 編f융쩨이] 

띠라 J:I;;!c . 1i'Þ士솟 등을 펠탕효l여 총 ~ì덩을 쟁딸하였디 27) 01터한 과 

정에서 上工깐 . Ii까土솟들도 자연스럽게 도자끼 기술을 습득하궤 되었고 

토착인 또한 “f鋼gkZ”하게] 되었다28:1 그런데 쩌工이}게 5퍼j!yt써를 실시 

õ}면샤， "1 깜도 자연히 13흉制로 변경됨에 띠티 관요에도 않은 個I이 생 

기게 되었고 官」장民fF동빔을 설시하면서부피는 이들이 득립히여 만요를 지l 

설하거니 민요의 浦I으로 전환되어갔다2m 

王íffiJí:iz， 1982 , pp.86'90 침조 
26) 〈 9R￡; Zt821 jS;딸，펀 6, <않습〉에 “萬댄十가5p:， 6t;알 「JEZ띔il .. 千 E[7bjξ펙 

/\힘? 조三f八年긍"Il工， 띈後fS7F예1흡 '014 합 

2F Ii텀 《江西/힘大5F} 융7. P꾀뿔， 人렁 pp.822-sæ ‘ 住久]버重뤼， 19,i2; 흡中커딘j 

ER 1967 ←二工솟L도지기 생삼 끄쿄 얀 찌I의 조수) 367맹 ”土맞(따士 |띤 

쉰으) 윈묘인 권E : ￡￠j:를 치)필하고 운빈하는 사립) J9C 맹， 도합 557멍이였 

디 어기칭이] 징말된 V힘工은 ”며퍼 57명， 얀1만 I l'î 334명 도합 4α〕여벙。l 
었으으로， 쩌[[고1 -그[夫 . ld"l二갓를 합히 면 도합 1.000ζI 병 이 었디 

2~n -$Z:~갚 (tf윗펴j5》 환1 『i깎 
291 그감↑ L}， 후술하는 ll]-외 짙이 요주부 7711현 지역 벚 기타 지역의 농민과 상 



88 핑亞文{l 第:mlt

이렇게 민요가 발잔하는 과정에서， 정닥진의 찌m化도 급진전되었디 그 

전까지의 민요의 노동력은 대가1 뿜戶의 가족노동럭 워주였으니1 생싼1 증 

기함째 따라 個I을 고용히게 되었기 떼문이다 그리하여 16세기 中則으1 

嘉靖年間(]522 - 1566) 에 이르띤， 

\ 1 ) “鎭乃五方之R댄E 主?￥』이r뭔 [←펴하λ":lQ l 

121 “fF껴!f룹德없 1'.'μN띠 를 茶， 9%띠↑조Pt5*A 3l J 

(:)) “오늘날 景德껴으1 1'.'은 도자룰 주엽으로 삼고 았τ1 즙은 땅이 써人 

증SH꺼괴 4\JiL견t가 모두 I묘여 있마(民t)싸홈業 9렴치ι~Hh， rm人폼’iJÉIFiffs불 
之徒‘ 핍聚n中)"겸) 

고 히듯이↑ 鎭밍이 主 첨:을 합하여 lC팎이나 되었다고 한다 :lJ) 이들은 미 

개 뿔業파 그애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였으며 그 중에 {댐工도 lE힘餘1::，이나 

되었고 기타 외래 힘A파 끼i萬 · 無順들도 었었디 

경틱진은 그 후 16세기 말이1서 17세기 초의 萬層'i['問(1573-1620)애 이 

르띤 

“며이 들은 바로는r 煩뇨의 띠iI은 모두 四方의 無주힘 ì>>MiÊ로 每H 펑파人 

이나 도]며1 한 쪽에서 조금이라도 %했úol 일어니민 사방애서 젠떼힌다고 
합니다케) 

인틀이 이들을 띠라서 정덕진에 대거 유엽하고 그들끼리 쥔함함으로써， 지 

역 대걸 때웨가 발생승뜯 껴1기가 되었디 

30) 盧평" <楊댐j많剛따記)， 康照 《浮핏없;5) 卷8， 짤文， ]),,969 이하。I1서는 原文
을 그대로 인용히는 경우가 니오는데， 이는 비교 분삭의 펼요 매문이다 

31) <빡宗찰없》 전240 흙해Ig4' 8), JY;子 l", pA87J 
321 꽁靖 《江R딘죄大志}; 15;7, [\1되펄， <I~'J평5J:J\è딘)， pJ9 

33) 전숭한 〈表 2>애서 보듯이‘ 정틱진이 소속된 부링펀 진체의 인구가 가정넌 

간애 10만정도에 불과히였으므로， 경틱진으1 민구는 당연히 이보다 적어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째方고、이1 기콕띈 1른떠의 戶口統릅↑는 成T

내지 빼f잊j빼t課 대상만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못하였음 

은주지의 사실이다 

34) 前近高， <參內앞폐)， 댔熙 〈西IIik》 卷l46， 첼文 p.256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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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정도로 流動 λ口가 증가하여 갔다 환언하면 흙靖에서 萬염에 

이르는 50-60년 사이매 주변의 농촌에서 적출된 농민이 경덕깊으로 유입 

되아 減I이냐 댐人 · 빡趙 등으로 變身한 數는 歡뀐로 증가하였으으로 탕 

연히 鎭內의 인구도 그에 다라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링거l 도지엠 

이 발전하면서 L‘ F힘양줄깅탈{tj-jf뼈， 흉')F.‘B 티짧I꺼i’ '35)하고 시가지믹 탬위도 

확대되어갔다36) 탕시 이렇게 번영하던 경덕진의 모습에 대하여， 폐時빼의 

王콰풋은 “수짜뿔{좋행，*샘， +.11.망k파짱J:&’‘371이라 하였고 홉임휩年f웹어1 分

守협運官으로 정덕진을 밤문한 따 있는 王世뺑는， 

“룹t영싫 天T으1 뿔뿔가 모이는 곳ξ로， 그 탬民의 혔품는 강서성。11서 

지|일이다 나는 얻쩍이 分수설運합으로 그곳얘 기보니 萬역의 소리가 천 
풍 소리같이 진튼하고 4:光'，1 층천'61"1， 밤이1도 잠을 못。l를 지경이였다 

놓담으호 말응까를 띤Mr핍Fa鎭。l라 힌다 J'ï';o 1 돕i에， 子링는 대개 쩔校 
애 입승하지만%을지를 빼앗겨 ‘l ff第者기 없E서‘룹!:t富 子증多入탤校， 然
끽J폰져L며i향‘ i힘F、등};8김 (38) 

고 진하고 있다 그 겔꾀 만력년간에 이르면 蘇!이 · 택江 · 臨품 ￥훤때] 등 

천국의 대도시들과 III고Z될 정도로 진국적얀 대도시로 r영성을 믿게 되었 

다39" 

그런데 이탕거l 증가하며간 경되진의 인구는 대개 明初以來 서서히 진행 

펀 里며制 맨鎭趣(해述)에서 析，입된 주변지역의 뿔f덩이었다 嘉i휩소f댐의 

크두宗껴f은 。1 내용을 

ui닫j핑짧은 5따↑임의 힘民과 웨i훔가 모두 모여 상j윤하므로 그 가운데 폼 

惡응 기리가7μ ÖJ 럽다(節쩌J'ï';Vft鍵쨌I않‘ 며1間품總分1 ， ." :;$:행이 통 
할히는 퓨영%f、의 면↑二 - 틀香댐의 13및 덤民꾀 (曉세1M) 테퍼의 례;~ 팍千 

3j) 썽앙周， 〈I*kz:計〉， 훤jt 인주껏l!ER극튼! 흉19↑ 古j표 (J1:낀팎〉 

36! 깎갔추， 1991 , [J .17 
37, 王土뾰 〈廣퍼繹i 卷4 ， (江i륨등a업〉 

3~:::1 王 1삭썽<:二j펴委램쩍챙;0， <ø뚱윷써샘? 찬'206 

39’ 힘땀 〈최Lf5i 월1U， 월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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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XR · 잊잊각드 ‘ 安仁 r흰소F뿜고'l T'김팀 :I~를팎REr어 서 들이온 民cli 힘씨 섞 

여 쫓業의 他工으로 살아가고 있다(삶聚뿔꽃 偶工참낀 인구가 많도묘로 

없戰 。| 때때토 일어난디 ’'lJl 

라고 전하고 있디; 즉 경덕진이 소속된 댐梁!%의 뿜仁·長香웹의 137H 믿 

와 歸} 府 소속의 6게 쁨의 농반틀이 주르 왔다는 것이다 전숨한 바와 같 

이1 요주부 관하의 7個땀 EE은 일찍부더 編投엄Ij어1 따라 官쫓의 官E의 조 

수나 보조원으로서 上工夫 , T1P士失의 깜을 부담히는 과정에서 서서하 도 

자기 기숲을 습득하여 민요의 용공。l 되었으므로 이들의 同쩨人이나 宗族

도 이들을 따라 경덕진에 유엽되었음을 암 수 ?ι 다 그러고 이들 외에 멸 

리 힘昌府 휩昌땀1'\'; , ~릅成떠 都룹 l除民도 유엽하였다 그랜데 그후 힘康府 

都됩人의 수가 점차 증가힘으로씨， 요주부 소속 7개훤 출신의 용공들이 협 

력하여 갱게해야 할 정도애 이트렸디(後!21):) 近年의 짜究애 따르던，GL) 흙 

靖年때에는 경덕친의 뿔戶들은 대부분 本JiIl人(=浮梁人 1 0]었교 牌工 충。11 

는 樂각1과 짧陽人이 많았으며， 강덕진 자기를 취급히는 성인은 徵‘H‘빼人을 

펼두로 히여 江IJ~댐人고}i:I西商人이었다고 힌다 

이러한 과정애서， 정닥잔의 民案는 規模와 生낌릎↑生面에서 다같이 官뿔를 

앞지프거l 되었디 官뿜기 한번에 300여개의 자가를 생산등뜯 데 B]히여， 

民뿔1]샤는 같은 연료를 사용하여 구餘|떠를 생산하였고 종류도 관요이1서 

생산히논 고급품뿐 아니라 백성을 상대로 한 組앓도 대량으로 생산하여/21 

전국에 필려나갔디 43) 갱대에 名핫의 名聲을 얻어 “11'J;;T'￥i득" “四方끓팎 

購ξ’/‘千소￥.cj1 ’하던 崔公쁨 • 周뽕 · 뚫公뿔 • 小南쫓 등은 모두 가정년간 

이후에 BH출되었다1'[) 그 결과 명멸에 경덕진이1서는 年벚 3억 6千萬件에 

40) ~홈찜 《rIER省大志〉 챈71 뼈를i‘ 5양흠， pp.831 • .832 한편 흙펴릅 《江따/쉽大志》 
융7， 댐書 많흠， pAa애는 “景德행利之所:또 群써:附集’이라 함 

4Lt 땅값泰" 1991, 1'.65, 222 
421 萬엽 〈江西省大 ι〉 환71 K티를즘， 셜받혜l 

43) ~꽃歷 ‘iI뎌효省j:ι논} 卷7， ~움j품， <1;fI통\'it'tè티〉이1 “自빡딱jjj~l， r힘갖1>11:， 東際

ti! 띠t양댐， #g所不至， 뜸取於짤德훨1 而j찜質往1며」‘:fË-후大flj"라 함 

44) <修餘》 卷5， (景fffi鎭;'!jH~잉겉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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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는 약 180萬兩 정도의 표뿜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측펜디 <15) 

이렇케 민요가 질파 암간으로 발전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층가해7，，)，，11 따 

라? 정턱진어| 대힌 맹조의 대용책도 변화되어갔마 종래에는 명 정부가 필 

요로 히는 자기는 솥官을 佛꿇廠어l 파견하여 燒품케 하었으나 가정 9년브 

터는 府의 通껴l 등 깅서 관내의 지맹판을 1년썩 위촉히αl 관요으1 鷹댈사 

무블 총관케 i;1 였대 그티고 꿇精 며j葉부터는 관요으1 燒뀔量을 줄"1는 대 

신 정부애서 될요로 하는 자기를 대1댐 만요어) 혔팬뜯 JEIf양民염휩꾀를 

시행햄 계 따라1 관요의 혐造官은 本務 외에도 민요의 ìiIE해Ij . 管f멍외 함께 

판安젖끼혜도 깅구해야 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종합줌 42年이} 휩싼HJfif j펄껴} 方

3잊함[가 ι#-→十三Jl.. 흉Æ:꿇씌홉1f’용뺑，l1!I영 후￡本뿔λF슛짧끽6)하자던 建즘뚫 

는 이러한 배경얘서 니댄 것이었다 그 떼문에 민력 10년부터는 廳N'↑府 넓 

캉↑R로 하여금 。1여1 景따鎭에 ;함양승「면서 치안유지를 담당토록 하였던 것 

α1다m 

2. Ij)j;묶交替期의 動亂과 景德鎭의 월휠業構造 

명조와 청조가 교채되던 1ì세기 중엽의 동란기에는 중국 전지역이 그러 

하였듯이， 江댄지방도 강71간의 動亂으로 거의 챔혈1t되었으며，G) 당연히 

정되진을 중삼으로 한 파양호 통→부지방도 비슷허였다 그러한 사정은 順治

11년1l6S.↑}에 파잉호에서 애로 강을 거슬러 올라 fjff江지망으트 틀어갔딘 

어느 쨌써댐人으} 기행문에， 

45) 돼j;J:， (論明벼꺼란뼈江西四f:I商市앓뼈〕싫展r:z其歷￡同;10 ， 1jI~힘經웹밍j굶1 

읍쏠J(l)， 1987, p.141 

46} 萬땀 《江西省;RiEi 량7. ~딩書1 設1즘， pp.831-832 

47) 펌쩔 {ìI떠省t곰? 황7， I웬書 많官 

ι18) 王듯Jfab， 〈詩除짜JJft)‘ llM다 (1!9ì江핍 흉l47， 혈文 등g 懷林， J993, 
pp.555-S56: 원金成 〈좁뱀댐力으I j며方윌;;&j힘程 llJl末 j름初의 江핸F힘部tlll 

方을 「디心으로-)， <東양벚열짜갓> 3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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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州府의) 핫(二 1. 1.흉信제「피) 월잊 영융 , EE↑듭 1上혐% 지청， 筆용 조I-U 

등 듭용 캡「왜후은 생내。11는 디1개 쨌十家기 남아 있을 쁜01고 仁上이] 지1--)기는 

배는 거믹 검JI 어러운데1 오직 웹서| 양얀의 씨1 한 척민이 〔나와) íTíi3을 

길이 하였다 (그가) 말하71를 “쩌%L 康 某ef는 X뜯 퍼팎)、인데11. 날미디 

健침틀을 이끌고 촌럭에 들아기 향민을 붙걷L아 오면서 山따 행세를 한다 

(그리) 벼행이 안 U'치는 곳이 없다 갱신부의 따어1는 관견한 촌럭이 없고 

촌애는 完ε7) 없고 家이]는 完}、이 없고 날X에게는 운채가 돼다 내는 딩핑 
을 엽으로 하기에 소금을 71지고 (그 지역을) 급'-1 펀롱히l 지니가도 샤"1 

를 꺼는 시맏이 아무도 없었다 입i家大族의 집이l 들어 71 보면 문을 감그고 

(친구가) 맹 물리 앉아 죽음을 기대리고 있rr가 매가 71지고 간 약간의 곡 

식이나 소긍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면서도 ‘우리 71 진정 필요힌 것이지만 

줄 것이 없다’고 헨다 냐는 01런 말을 들으연 귀를 막고 서둘러 q깅그 

반다”샌 

고 힌 곳에도 잘 표현되어 았다. 그리고 

(1) ‘흙j영꿇에는 四方익 3최賣'7L 껴j짜한다 (EI!I댐사13年의 %잦힘L 01 래 /중용카 

1안념아 햇%잉되고 業웰황는 十에 겨우 二三이 념앙옹 뿐이다 i라 ([i의 {김F즘 

은 모두 外짧人이1게 필랐고 명仁고] 때벼l빠)막 몸ßò은 혜ι、하여 公4똥이 
았을 때"1다 따應등 기가 어팀마 1밍j 

{2) “옳딴횡이]는 때方각 규힘뚱i가 *f%하여 ~Ili가 써?침하디 康뺀 13:tr~어1I ß' 
~$ol 일어난 。1 '11， (房송i기 맨념어 챙았되고 뿔E는 오우 그 7-11신을 앓고 

lt1ilt하여 業을 바꾸었다 딛은 소1점은 모두 꺼쟁人에게 빌라고 풍펀쉽는 

• 에 겨우 二三이r.{~~샘꿇똥까옳， 業;결者十않二三"j"，')D 

라는 틈외 기록에서 보듯이? 특히 三灌.9-1 젊L0673← 1681l을 거치면샤， 깅서 

동북지방과 경덕진은 또디시 거의 폐허로 변하였으투토、 정되진이써 도자 

엽을 경영하딘 웰5는 대부분 댐과하여 流故헤 매렸다 그 후 청조가 꾸준 

히 社會安定策을 편 걸파 λl회질서가 회독되고 놓엽고r 수공엽 부문의 생 

산력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53〕 그에 따티 청조는 명대의 유제에 따라 경 

491 李?tJt， 《天香聞샘응191 〈筆記小펌大앉~) 줄1디 正篇 JiJíJ&1 卷1. p_7띠〕 

53>康댈 썽梁없志》 월'9， 紹志 <r>쩌jE~>， p.11J35 
51) 康照 《罷州l딩촌i 흉11 ， n펴j웃JE 〈뼈ij:>， p_736 
52ì 슴1 짧차、， 1!J93, pp531 -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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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전에 細옳l廠을 설립하고 官힘民燒制를 실시하다가 乾隆년간부터는 궁줍 

어i샤 필요한 자기는 모두 품몇에 위탁하였다많) 

그리고 프짧亂이 結束펀 후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 갱덕진 사 

회는 재차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 다음은 18세기의 캉덕진의 정황을 진 

하는내용이다-

11 ) “마뿜 二드E원에서 일년 내내 湮)(가 끊이지를 않는다 m으] 人솟 

쨌f험이 個쯤않에 의"1 tll 녁 살지 않는 이가 없다(I[I]'人까， 不下왔흉 

511 『E게3핍갚풍§生}선<1'1 

12) “ 1 景댄때) 도자의 (利를 따라) 四方의 f효~Y'ðl ~프여든다 民검g 二三百E

。 1 I[I]'의 λ솟 없十합1 드자기애 의지히1 살아7)는 이가 이우 많디 굉) 

(:', ) “〔콤상쩌) J.l.\{G은 둠갱「겨 마르다 늘어선 상침의 길이71， 1조면 정도니 

되고 기옥이 10만家를 넘는다 댐戶와 市댈가 -1-에 七八인네 土著 탬民은 
十애 二三。1괴”퍼) 

(4) "(풍德행) 기속이 近 十jii家애 뿔戶파 때戶;’l 十페 七인데 ，:1:쟁 텀1'\'，은 

-]-0,)) 二三。|다 「끼앓는 띄方의 利를 거두어들이고 댐좀와 偶t'r을 매일 

염을 수 있다 더욱 샘각한 갓은 五方애서 모인 사람들이 숨어있이서 

한반 분갱이 알이나연 모두가 일어나니 다스러기가 매우 어렵다‘(五方챔E 

聚‘ Eia之항1 커쩍휠째、 셋(hl:)*펴治 57) 

(,) “윤현類응 표方의 (民)과 힘훨가 E←투이 모여들고 巨짤가 모01고 

m꺼:이 짧참한 콧이다 뿔戶 外에도 lif(房IÆfF과 Jl'1칸 피i'Yr 듬당行 彩行

• 쫓~q'[TI 핏ff 등 I/、이 萬여맹이나 된다 ( 01틀은) 대개 타지 사함으로 
지기의 힘만 믿고 「깅을 아기기 알쑤이다 그러므로 전부티 경되진을 j없↑ 

떠{끈jJK亡:띠m츠區g고 블렀다 그들은 - 조딩민 기대에 이그라져도 곧 같 

은 잔끼리 모여 옮I. 삶rI1해서 평를 괴시한패少有짧顧 종b틴「슷j會同行.~ 

工 5릉市， μ용4것111) 그리고 심지어는 合혈 $>>하여 멋대로 노략질힌다 

이라한 월F헤‘은 部음Ir/、이 가정 성하다깐)3) 

53) j!'i!i泰 1991, 第4좋 

54) 탬핏 〈쩌j김댐샘次>， 뽑光 ‘浮~엎1Fj 휩8， 食월 〈病政〉

띤5〉 1월*. (엠1낀1퍼펴.>， 朱1찢， CPiJ說〉 월1 ， (없今〉 
딩(5) CPiut@; 卷8， <때댄쩌F짧1:) 

57; 道光 n~~縣fFj 卷2l Ja fa, 〈景德했l폐J’1ì'~m 

58; 찢tff1 iRR[視뚱\*c'핍》 卷4， i쫓敎‘ 〈禁즉FFggZ事〉([F國1m!:짜院歷5!:g자i)EJ~， {ì띔 
5Ei;r114) 했3뼈， r: [:1草雲局， 1982 再~I) 흉뚫는 호없 Æ훈人으로 짧1". 11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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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얄 수 있는 것은， CD 戶디는 10휩펌家로 증가하고〔調동되었겠 

지만)， 民뿔는 2-3百家이1 演工은 數「萬이나 되였으며 @1 市jjj地가 13lJ:!. 

(약 6.5km}로 팍정되었고 3 屆~ 중 도자기를 생산하는 뿔戶외 더1앓가 

70-80%나 되는데1 @ 그 중에 土흉人은 겨우 20~30%에 불과하고 니머 

지는 모두 71-*人이었~ (jil 도시는 번영하였지만 ‘ 五方if聚”하므로 사꾀 

질서의 불안 요소가 되었으며， @ 수시로 뿔工 • 罷市틀 벨이기도 한디는 

것이다 

환언하면， 명디}이} 이어 청대에도 여전히 원근 농촌얘서 삭출된 농민。l 

경덕진으로 운젠하였디 그리고 용공악 짧는 嘉靖혜려에 몇샘호짧餘tÄ’。l 

였던 것이， 그로부다 50-60년 지난 민럭년간에는 “흥티 不下數홉λ’(t1앙長 

數1l'i)이었고， 그로부더 다시 140-150여년이 지년 짧正 - 乾jlEλl기에 이르 

면 ‘1不下혔十휩"(5혐長近10倍〉이 되었다 경덕진의 람住 얀구외 偏I을 힘 

하면， 사료상애 보이는 익:긴의 고F장을 감안해도 적어도 20餘萬애 달하였 

을 것으로 추측되는데1 이러한 數字는 명맡보디 數倍나 증가힌 셈이다언1 

그러므로 명맏r챙초의 등란기를 지나석 18세기로부티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경덕진 민요 발전의 돼盛Jt;]였다고 할 수 있다 경덕잔은 청딸애도 

어뚜 얀구가 25만에 달하였고 허낚의 朱i미鎭 굉풍의 佛h鎭 호북의 漢口

鎭파 힘께 중국 四빗鎭으로 명성을 떨쳤다，0; 이 시기에 경덕진에서 도자 

염이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딘 것은 탤英。l 근 젠〕년간 

어l서 협隆 8년까지 江[ljj핫쫓使롤 역임형 

59) 梁森泰， 1991. 1'1'.3:12' 383에서는 짧正-풍隆사기의 정되진 상주인구를 다 
략 20만 쟁도1 閒떻則 옳힘 λ口를 25萬 정도로 추산하그 있고 î'ií編 〈景침통 

鎭HFEi(中I평:Jz::Jc出멍피i， 1991 , 1'， 81 에서논 청탈피 인구륜 ι40연으로 추산 

하므 았다 한펀， 댐特얘可쟁(d ' En1:reco[es ， 이]國45 3tgMJ정 18새기 초에 

경턱진에 7년간 체류한 프랑스 선교사)fl.. 븐국이1 보낸 편지인 〈싫中國和ér 

딸f횡령〔會점~t찢日패父的텀깐ì (]ì12年 9Fj n 子쌀”이1애는， 망시 정덕진여 

는 1B,DOO ,l5 , 인구 100만애 매일 양식 l됨HJ과 千따때의 돼지를 소비하였다 

고 전하고 있객 R 國?， (景띈鎭값생， ~IW高텃出1í!R파 m읍 1994, p.26 
참조 

60) f해행빼文엉xl띠考〉 fE314 rI뀐업‘ 廳끼'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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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진의 뿔務를 성공적으로 담당히였기 때문이었다61J 

그런데 청초에 再生된 경덕진 {êË民의 f짧JX;.은 명대와는 많이 달랐다 앞 

에서도 “土흉용J\十츠;三" 혹은 “五方雅聚， 순깅FZ짧" 또는 “五方영챔， 

• 깅F多別籍찢J\"이라 한 것을 보있고 섬지어 

”폈면은 士용A이 十어] 느이고 나머지는 모두 [버 5íi강團이다 그을은 비 
록 (경덕진에서) 재물을 모아도 결코 仔梁땀의 부역을 부닦하지 않는 지틀 

이다()i""F융동%에f대當差之R)"G2) 

라고 하듯이， 청초애 안정을 되찾은 후에는 땀街의 店屋은 대개 꺼籍人의 

손에 념아가고 맡았다 명대의 경덕진 요업은 本地人이 宗族結↑S을 통하여 

지배하였으나1 이제는 客籍者기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없) 이러한 

성횡 변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래의 ‘ íiÌjili흉힘”가 이익은 독점하 

면서도 “$jL:非f란껴짜찮差”히는 더1 있었다 

더구나 18세기 중엽부터는， 

111 “필 s 떼I多出(뼈 陽 댐3룹)二린"(1) 

lël “個]그依王λ 뿔 5都띔빙"65) 

(:,1 “싼工은 밤낮으로 줌k를 그리는네 오늘날은 모두가 에룹) 때陽)짧 

人이고 木地의 깅Z행은 몇 집뿐이다〈鎭으I 11房은 모두 짧屋이다 工人은 

대개 都(팀) ‘ 젊m陽)땀피 客籍人。1 ::i2， 本地의 業뿔考는 벚집받이다>끼13) 

(41 “*뿔니 되는 긴 가리에 반수기 원戶인데 뽕業者는 대개가 那릅% 
A이다!'6ï) 

611 짧짜갖 1991, ppJ04-105 

62) 康熙 《「주I껏땀5Ej 원4， ，펴投， ，꾀1& 

63) 핏森갖， 1991 , pp.215 • 216 

64) 휩꽃， 《쩌人'L'~콤續평〉， 〈핀作新서힘ji힘ê)(梁森泰， 1991 , p223 再引)

65) κ풍微， (쫓R行)， 행光 《암L3g웹3l:》 장2l! 쩔文， 등폼흉 

66) 剛~11， (쩌陽竹용詞〉‘ 평光 《륨1JíI'펌iE》 卷21 ， 횟文 Ef앓 <>部分은 핑U둡; 

67) 페했{道光"F'f웨 1 ， <景德鎭~歌〉 양뽑짜 《中國近代手工業벚쓸해4) (1)， 니]펠뿔 

同， 1962,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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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한 지료들에서 보듯이， 도자가 생산리 주된 경영층은 댄梁 꺼þjCν\보다 

도 오히려 띔康府 원릅縣人 및 01웃의 짧陽，Aöl 디수를 점히게 되었디 특 

히 都昌人은 이미 병 중기부터 강띄진에 진출하기 시각하여， 만력년간에는 

요주부 소속 7711현 輝工듣이 협력하여 경계해야 힐 정도기 되았고(後述) , 

병청교체으l 동란지를 지나서 사회가 안전된 후애는 파양인과 힘~1I 경덕진 

요엽제를 兩分히는 행사1가 되았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행f年이 지난 18새가 말‘ 19세기 초이] 이르먼， 

‘1) “함德~)일1 않뿔戶는 ;$:省은 폐읍，mAö] 매부분0 다 걱:떠{=혐+1↑1야:외 

빼{세맴m 및 安徵드) 쫓J띤f3 - i5F댁FJ;λ으로 그 業을 비]우는 검는 十'11 겨 
우 二이다 本1댐人은 거의 없다끼'.Ø) 

2) ‘뿔業多웹昌%l\1 쩍戶多해홈人끼깨j 

J) ↓郞듭댐으1 • ·二 · 三 • 四· 五- 六- 九 ·十Iß는 땅은 좁고 사림은 많 

아서 모두가 외지르 나가서 試生해야 하므로 景댐훤으로 오는 것이다 7l J 

라 히듯이， 정덕진익 쫓戶와 MfT 大多했는 '/i1I릅뺨民￡로 변하고 말었다 

환언하면， 병중기→멍말→명챙교체기 ，건륭 。l후의 시기를 가치는 동안에? 

도자업 ;정염자는 土著 당梁縣人 寫主에서 主庫客째 단계를 거쳐 ‘土월無짧’ 

로 바뀌었고 客箱 뚫業휩익 비율은 各% ‘雄聚’ "11샤 ‘않 樂*받F’고} 이유그 

多出(都昌 · 點陽)二몹’ 딘게를 거쳐 “都몹앞人居多”의 단계로 변하여갔 

다72) 이렇게 뿔;5외 偶I의 f며長01 변히1갔던 갓은 경틱진 隔닮業者의 유 

681 吳펴생 t東때風土記〉에 jgli싱::.7方不 , 폼흡i↓펴天下 끼디造궁운용웅귀=흙홈41? ￡밀~~ 

子없나」尤多 " (주nm쩔之fii; 不양쩌fJ;" 껴 1J!I&ll.、짧’이라 한 갓은 i칸옆쇠 캡의 
사정을기록헝 글이다 

691 볕光 《주쩨;표》 卷8， fr貨， 뼈핍L 한띤 同治 〈웰J↑깨志》 4E3‘ 1뼈띠iF3， 土
Æ, 뼈ul?i， p ，63에는 “흉뤘德챔뿔戶多都달땀)、， ;$:lffljifJ빡川떼，)k安徵之쫓源짜 

iíßF9o/，ií\、 習;11.、←윷꿈「僅-二? 띠기i땀之人릎#1%흉’ 라 하고 있다 

70) 헬it， 〈景t옆jl\r젠EK〉‘ 효h뿔益(中팅녕IÆtt手工業:t''i'if，애잉111 lg 32, 1] 277 
71.1 江西省[끊벚똘험， ‘景염、i했j증E業歷벚調죠쩔'*4選뼈)(줬h짜쭈， 1991, pp.187 

199 름강Il 

72) 'lf採泰， 1991 , pp223224, 377-378, {景德행f뉴rl:m원(景1뽕鎭「bf5%딛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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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 그만큼 컸음을 웅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都昌λ、이 정되친애서 이렇게 강력한 융집랙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몇 가지 원인이 있었다 칫째 이들 도칭인은 명대 이래 정틱진 

애 진줍하여 기본적으로 냐￡없행앉X윷共力뽕'731들이었으므로y 청초애 야 

렵지 않게 힘F 閒힘iJO ] 까능하였다 둘째 도찬현은 파양호 동변에 위치하 

여 캠떠j 水… 다발지역인데다 “士府民랬”하였으므로 외지로 나갈 수밖에 

않었는데， 그 중에도 특히 렸@f，，，]망은 그러허였마끼) 셋째 강력한 同椰효 

識과 族姓해係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며 도자업에 참여하였으므로 다른 지 

역 출신자보다 경쟁럭이 "']교적 깅하였다 명청시대에 강닥진에는 都옵햄 

의 大姓이 24il꾀해;이 있었는데1 그 중개서도 댐 -용 • 江 · 뽑 姓은 4大姓으 

로 불러웠다 이들 4個姓의 1m員들은 강되진。1] 들어와 몇J5로 성장하는 과 

정애서1 같은 도칭 출신인 張 . .:E . 원IJ . 李의 4성과 함께 j都읍會館’을 건립 

하고 공동의 奈wE와 聚염 등을 똥하여 서로 협랙하였으묘로 ‘mj)웹이라 불 

렀다 도창인들은 종器 중에서도 일용생활 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圓뽑頻 

(해杯 · 盤많등)를 주로 생산하였기이1 경쟁력이 강하였는데， 진반적으포 보 

아 도창인은 사링의 수도 많고 ，，~본도 컸다75) 특히 댐姓 종족은 강희년간 

에 경띄진에 진출했는데‘ “多業F굉手행1 멤쩌致힘격용E!%여jJ;!활료. f와캘1&띔”하 

였다76) 

1989, p.1 5애 따르띤， 1920년대에는 都1탑싫人이 40%였고， 19019년에는 경틱 

진 얀구 19萬餘 중 53%가 예3읍엠 出身人이었다 

73){쩌없》 卷8‘ 〈쩌wì않編上〉 
741 江西죄歷밍쩔힘， 《景德행행i싣業歷'x'調곁f앙f'8웹텀》애는 “(都읍)東쩨삐少人 

多， 4남.lJ IJ是三빼六빼n師 「예3更함， 都來景(德)짧J;![，댐”이라 하고 있다(찢森 

~， 1991 , )))).224 再引)
75) 쩌放， 1987, p.162; JT 탱珍1 《景德鎭증{십》1 江西高校tI:↑版社 F티침， 1994, 

pp.l .3 
76) 먹떠 《티fWEff§Ie;Ri폼》 卷Hi工때정땀史드용엽<월德鎭뽕{iE業歷닛3調조홀잔t4~연 

qa>1 체1jk， 1987 ‘ pp.162-162 再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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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景德鎭 f좁ffi의 存在樣態오} 그 性格

’ 景德鎭 居民의 生」즘 

明t품時ít 景德혔 居jjÇ의 f흉Ijl;은 어떠하였고 그들의 생활은 어떠히였융 

까? 진술힌 비외 같이， 이미 가정년간 이후의 기록에는 “초쫓환뚫十힘없 

λ”이c]거나， “lV씨땀흘쫓， 땐九츠}I!;. 화/、휠;!6떠不팩스{t rf떳其中”이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딩연히 떻戶(0作t))王)와 그 가족， 요호에게 고용되거 

냐 유관 작업을 하는 “곱되뚫個工κ’(빼房 .iJI作 f조行 , 좁行 . i~ff환) 

과 그 7듀족， 도지엽괴 관계되는 각종 '~I!J、 E펀치7] 이 居뺨1 대다수를 점했 

을 것이다 그리고 't-해 -牙行 -뼈戶 . j헐빼t勞動者I~뼈)솟)와 그 가족， 기타 

각증 용昆人과 失業 I人 맞 11ft手7때i!l( 0不쉴之徒) 등도 적지않았을 것으로 

생각힌다‘E 또한 細댐廠(칭대 쩌쩔廠)괴 기타의 官떠7: 있었으므로， 소수 

의 같훗와 그에 띔요한 품훗 ‘ 衝쨌 및 럭돗 등도 였었디 79) 그러고 그밖에 

각종 써비스업 종사자들도 적지않았을 것이고 後述히는 바와 같이 少願의 

빼士도있었다 

천술한 바와 같이 맹대의 흉靖에서 훤협年템에 걸쳐서\l6C 中葉(

17C 꺼)， 이렇게 정덕진익 도시규모가 커지고 民뿔기 발달하면서， “ -þf 

工力‘ 펙子七十二， -}j Jt，바i똥"80l할민큼‘ 쯤a융 生꿇어1사 高度으1 分業{l.가 이 

루어지고 技.~~껴〔準01 저1고되어 표웅용의 젤과 훨J폐生。1 극치에 이르게 되었 

다8] 1 그리교 다용 자료에서 보는 닌}오} 같이， 

ì7l 架戶 뚫戶 fiE戶 댐戶 • 白土戶 . í품써戶 ‘ fi戶 • 木i'íP 함E戶 i 짧i'í J"' 
.Jj(핏戶 짧車P . f):J5 등등 

781 徐文 . ìI띔품 l957r !] 6% , FiF§씀(中國찢겨i王義3:Æ융댄d gE>‘ 〈디; 國資7융 

主경홍f껴켜주g탱討5R@(下1 ， r힘京， 1957. pp.858 잖9， 《찌l없5션R흙rP ， 1959, p .235 
79! 쩡F， l9571 P 755 

30! 꺼‘행t F블， 〈天I開1m} 훈'1그. I~μ，iJI; 七卷‘ 〈白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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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l “(景f펀鎭의 좀 民 쫓戶애는 월드팅에 數 1 工이나 있는내1 그그이 핑故 

티도 내면 빈드人l 뿔p를 연루시겨서 깨益을 본대 11한Ilt /왜때R뿔戶 

ν 되싸'1Jr"8C’ 
f2l ‘원，:5 -1'E에 따十의 용공。 필요힌데， 한 맨아라도 꺼질명하먼 곧바로 

서로 더불"1 fH한E→( 깜所↓j~， 빼쩌*tF흔그[1'ψ;]) 

f3l “~~戶(0뿔戶)에게는 fff'F人。l 많이서 l싼드λl 렘표(eI행을 두에 腦j

토록 한디 이를 jf팅3번라 헨디 떠n으~ tHλ과 屆V없을 행훌에 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一긍긍들에게1 일이 생기변 jf똥맺가 處"-"-하，31... 용공。1 f{f~ 

이 나디l허먼 그기 꾸젖도록 힌E→ 인 4: 

도지기 깨조 과정에서의 이러한 分쫓은 기본적으로 官 · 民뿔戶의 f한뿔 

Ë[의 體T의 수를 敎f 工으로 증가시컸다 85) 그던대 1:·] 냥게 뻐.I의 ζ느기 

증가하면샤， '"1 라 7-=<1 문거117} 생기거l 되었다 즉 “(工有事<li， .0H:f-좋p 

，'<Mf은뜯 소송시간이내 "갱jNrt해， 휩Tut~씬{予1’등)는 1루I특끽 , 휴든 후 

술하는 1까와 같이 "~←양짧， 챔i者띄행”하는 R;j힐 등의 시조이 속출하있. 

디 그 때문에 l죄콩(챙뜸11; 工JE)따를 두어 佈I틀을 祝띤허드록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응공의 ￥q뼈냐 출입을 잠독하고 새로운 용공의 고용 튿을 담 

망할 뿐 이니라 기타 여터 가지 일을 훤끽하였다-

이저1 景짧鎭 댐)'('; 중 t엔합多敎를 ;침한 쩌그(二댐二i듣의 생휠←을 살펴브 

겠다 그들은 디융 두 7L=<1 면에서 에려운 삶을 살있디 첫찌는， 

‘헨I은 ;;1루 챔食으로 이틀을 턱으며 연명헨다 牛飯은 겨우 二E맏아 되아 

서야 三五 成좋하게 「긴 飯을 잦으니. 그들을 。F~-히 여꺼 'R市를 금히는 

것은 m펴한 알。l다 〈단、I익 ，울에는 하루 총일 검랴므로 二훗이 되에서얘 

비로소 식당얘 기써 엠괴 고71를 띄는다 그러므로 夜머는 금힐 수 없t→>"86.' 

81) 함핏. <써l쉰털투찌)， 끼않{뼈듬다〉 융l. m今; ({~댄~， 환3， <偶73fE텀〉 

82) B@~ <1주1￡Fj155〉 캄4j1 며까않， 〈F댄ifj:> 

(입) 道光 <~~듀梁따J쉰》 혼2? )펴‘fa 〈f즘t얻행)l;ll째에〉 

g 」) e;|6Jt펀 품1， 〈뼈경깨얘〉 

85) 近1 1';어1 경덕조의 大올튿J코는 빠ilól 16-17인， 각은 곳은 10얀 정도였음을 보 
면‘每폴不下폈1 工”이리는 표현은 야마도 뿔I과 11、I을 함한 수일 것0 

디 짝4%泰 1991. pJ62 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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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힌 기록애서 보듯이， 매일 뱀 二更(lOR램l폐이 되어샤이 겨우 午쩔을 띄 

을 정도로 허루 종일 대단히 힘든 노동에 시달폈다 이 내용은 淸未의 양g 

표偶I들의 사정이었지빈. 이러한 정황은 아미도 명대애는 더욱 아려웠을 

지언정 나은 성태는 이니었을 것아디 

둘째는 이렇게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러 높지 못하였다， 명 

대 官몇의 工JJI의 임금은 그리 높지 않있다 관요에 검흥된 lJI戶들은 각 

분업 과정에서의 技術의 R김It!와 生료둔월(~t件I資)이1 따라 임금을 티當으로 

받았는데， 造!]'工은 銀 251'51띤， 만들기 어려운 융텅GI 등의 燒쩔블工은 銀 3분 

5리였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기신금이 있었다‘8)1 따라서 관요 

의 일딩은 대체로 평균 3分(月 9錢) 정도였다는 계산이 된다 

그런데 이들 관요 工E의 노동은 差%의 11j용이 깅 했으므로 民뽕의 용 

공의 임금보디 낮았다고 할 수 있다 J1í年의 연구에 따르면， 만요의 용공 

은 每日 핑균 4分(月 1椰錢) 정도있다 단， 벙청시대 행표業은 숫破를 막 

기 위히여 12월。11서 2.3윌끼지는 쉬었으므로1 동절기의 생계비는 春夏秋

8개월 남짓한 임금 중에서 보충δ11야 되았으므로 월평균 8전 정도였다는 

지1신이 된다 만일 1家 5디로 계산히면 최소한 매월 1石2斗가 필요히고 

이를 값으로 치면 6錢에 헤딩되며， 나머지 2錢은 기타의 생휠비토 충당511 

야 되었다 한편 淸lï;에는 圖앓[1工은 JJ平均 JJT米1 없石~J;lR융융高E은 米

약 3.5T:1, 畵工 高手는 米 약 6석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저급 기 

능인이나 단순 노동을 하는 일반 용공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약 1.4삭 수 

준이었다 디만， 이들 전체의 용공에게는 요호가 별도로 지급하는 飯食(月

861 댄폈(造光年間AI ， <景德鎭 껴없〉 彩1얻감， <{ I~:J댐![1":쿠I꽃5쉰資*~}(l)， 1962, 
p.273. <>은 폼탐 

87) 핍햄 《πP맨연大志》 卷7， pp.853-854, 떼띈， <쥔~→Ht)f앓어] “各ff應.~첩M~， 

Jí많품 · ” lf딩풍E， ff ;rt外， m8'&써t즙工ifR二ji五댄‘ 흥증fi之n￥ !JP五I!i[ ε옴 
뿔應줬듭용1\t ↑&뚫'lliI • crJ t픔 *ITJ핑諸잃， 헛 ii물大응용， 원티없&M.~三分五I!i!， 其餘

各作R될쟁， 티jgfRr分iiff닫 5월써세E[둔， **홉써([)í. 1~관 fl '&給米=키五合‘ 該없 

o 쁨f午홉IK， →옮f듀 0품水人各 工 mB 各iS銀二分五illl: 今급옳1 高주三 ’}1 [P手二分五illl:， 如~Ä，R않急 .[;(긋動勞， 每흠手티 ii;~~E딘分↑ 며]투r-t&Æ，N三分f 
。 1 2.1 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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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斗정도)도 있었다해 그래므로 明{해1]11';이1 만요의 용공들 준， 끓JTI' 띔 

품I등 퓨펀í.& tí~~，人은 그런대로 살민히였으나， 댈jfR tt能A이L+ 上l夫 · 

패'+夫등 론융}純 勞動者들은 대단히 어력운 생활을 영의하였다 

그런레 이들 뼈I들 중 折즈 3 천도는 農工未잠 싱태， 즉 계절 노동을 하 

였교 나머지 침반 전도는 농촌으로부터 완전려 유리되어 정덕진에 성푸슴1 

댔딘 것으로생각된디 즉 

(1) “(쩔풋의) 쉴j'f의 쓴는 염호 반드시 공力Eμ 려"fi로웅얘1 의지하는 것입 

니다 그핀마 며은 긍란의 재난{水찌 筆者)으르 논밭은 도두 隆씨되고 얻 
콕은 못쓰계 되였으니 도무지 어떻게 헬 도리가 없슴니다’H1I 

121 '몫jRKE은 짜↓l。”서 二十里 멜이진 곳애 았다 阿廠이 있에 i'i:íI)\01 
패훤하고 亡命人。1 ’'''f t.f하므로 온전히 디스틸 수까 없다 얘패l듣은) 염이 

λl작되띤 일자리를 칭으"1고 서로 대투(어 들이오)고1 얄ε1 끝니면 ，올때와 
도→이 흘에죄다 l끼) 

고 하고 푼代에도 j %해*뺨"-'(IJi허딴깎Îè;RI춰，r，"~)l ó 1 리 한 내용은 앓고 未상 

H*.態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근년의 연구。11 띠르면， 이틀 논콩미분 상 

태의 용콩은 객기1 ~힘쯤쫓을 λl즈←S는 3)딘 이후에 점차 경덕진으로 모에들 

어 Ji六n경에는 피크를 이루j!， ll윌 。1후 隔표業이 정져되면 l르많똥하σ} 

고향에서 度歲하는 스기 40-5O%L+ 되었마 92’ 또 한편， 맴 중71익 71록까 

“원鐵 r"yλR꾀행業 fg깨휴1동휩餘λ"01라 하였교 짧正년간의 기콕아l도 “ 

88) !iil값품 1991. pp.93-95. 116-118. 200-205. 211: iJc久問켠EF1 lE34, 
pp ,269-270 한편1 탑핏 <IÏi!l감도낀능;~>， 失짧 <(댐없〉 卷1. 펴今에는 칭 i똥降 

年{땀} 정팽을 “힘.IiI直三錢. ,,' Jl[조二更者f5rZ， 경E*b짧EF， {급Jlt함生꽃’。l 
라 든1고 잊는태， 民쫓으] 뜰1]'工의 염긍으로는 너무 낮은 수준이디 

S9l i힌光 펴쐐않fE〉 싫 食딸，!í1댄 w. (r~같량五쇠듀없쩌J;eÎif.fJ~m댐꺼ili>， p, 1GG 
90i 王며센‘ 〈숱양f)171三.~1~띤說>. 파땀fll기ζI~t갇팩뜯흘백;ç) 

911 、;1:헬徵(1 8서1가 전만기， 짧正슷→)한않 f刀의 FFt잉써양 잊UF;ι (캘IS行〉) 道光

‘투4!l￡;i;〉 띨잉1 ， 팩3ζ 5￥t$ 
921 해ftg f 힐jgj1한liEE〉， p go 에 쪽풍늙之3능1 工人|교鎬많뚫훌出或十z[Jll五， 三四Ji

Rfi덧)ïIlf*~~， 표E/1、fl업「표옳1감iEE 「 二Jj間에쉽옐移tfj형공”라 하고 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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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정;.I.;右-1".웰{μ 맥:t책펴1 쳐其j￡RE?lf싹力휴 해走iπ?f1’ 931라 하였 

고1 康熙=웹풀며맨1 l'힘빡도 “二Eλ~.Ji... 不下救十싫펴 jE不￥E￡￥f:t" ,94,1 

휴은 1‘工[λ夫不下왔十휩， ↑휩，lr，상휴표였”표)이라 한 것이1 서 보는 111외 같 

이， 농토에서 완전혀 분리된 용꽁도 많았다 

그리피 農I未f 상태이든 아니면 농촌에서 완간히 유리되어 경덕잔어〕 

유입한 용공이든 간에， 이들 용공틀은， 

':lJ ‘윷햄煩은 江石으l 巨떠。l다 j훤E 띄方아)λ1 I깃能으로 1앨야믹고 사는 

사람들야 수없이 모α든L 그 중에는 짚어서는 지71의 fiiE으혹 살다71 

눈으면 의탁할 곳。， 없는 사람도 었고 01때와 아。 틀01 빙들었으나 어땅 

치1 헬 능력이 없야 더유 고달프교 탱困하여 ，값썽，] )셔所승F는 시렴도 았디 

그 맹은 좁고 λ→람은 많다 상인들은 매 711 셋밤젤'"른 하고 사소한 것이라 

도 (이해득실을) 따지가 때둔애( ;1";商칠걷김뿜fr，뿜lli''R îíi緣計싼) , 휩lìJ하여 

알힐 수 없는 자훈 만니면 두펴워히여 이내 매c.1고 만디 아1 이 가난 

한 용공들은 이미 돌아갈 곳이 없고 몇쩨이는 또한 의자할 곳도 없으니 1 
늪으연 빙들고 빵들연 죽을 수밖애 없디‘I\l"~t짧찢， 故土E단크l@쩍1 異jú~끽q 
If 딩， 킹~iliîWi. 病데19EI." 써) 

(2) μ 없iIl ... I!Ei'윤 /、7f。l1세 오고 써íIll잃는 전극으로 (필라) 나간디 뻐 

술은 많은 λ|텀응 막'"살cj간만 엠지리는 짙 얻을 수가 없다 훔티는 쥐펴 

능 낭7'1 가묻을 늘터지만 꽃工은 몽소 뻐口틀 해질히야 헨τL 틈이 날 

때면 R때틀 들이보고1 알이 안장딛고 힘마j으르 가고싶구니 몸은 |때I 

윷 한지 오래되었x만 댐I은 (아칙도) 主人에게 으지한다 쫓戶는 읍V됩1출 

신)의 노인얀더L 엽l댔으토 반 속을 깨우면서도 감히 나붙은 달타고 뭇 

헨다 J점71 싸-'1 며 유까 없고 월째1는 얘友71 얹이， 용걷많이 낀〕年얘 

病듬고 늙에 ~8j돼민 딛1L}는구니 살아시 죽응 떼즐 사람도 없는데 죽에서 

관이 장삭tJl 주길 "1탈손기 속ßJ 롯껴보르냐 가고 싶구나’'m) 

라 한 바와 갚。1， 며부분 그날 밸어 그날의 뼈디흘 해결해야 힐 뿐 아니라， 

931 끓훨， (J및젤堂임E〉(얘ìiLli:B年，). i흡?i3 〈 tF쨌짜쉽 현'5. 公닫， 廣f쪽풀， p.77 
941 ;훌Jé {~~~짜농:i 卷8 ， fti달， ~딩Cι 《찌;읍圖덤:;c) 

951 朱찢， ;댐說‘ 흉l 많今(떠{읍iAga〉 

961 짧몽 〈廣짜풀記〉 rj옮正8쇠') 道光 (양깅갱”라흰? 품5. f;?월1 廣rgpiE1 l] 7?
97) lt)%l~t <:뿜E강f〉 i홉Yt 《tf「꽁Fs;농i 윤31 팔;t， 픔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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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 강풍 · 폈형 • 家훨大事 • %害 등의 위험이 도λL리그 있었으므로 생활 

은 대단히 불안히고 어려울 수뺀1 없었다 그라고 “짧t없~， t.삽않다환 

i햄 훌생Fx--핵4b足 갱ftlô카최， ，최RbiE”， 혹은 ‘;工댔￡힘표. 풍~if행없， n없 

-=-+lt'-, 꺼老i좋J'fJ;k‘ 1라 힌 표헨"U서 보듯이? 이려한 어려움은 농토로부터 

완전히 윤리된 용공들이 농공미분 상태인 용콩호디 오히려 더했을 것으표 

생각쥔다 후숲하는 바약 같이， 경덕친은 “c;J，붉싫윷五7j;짧處， 빡움경쟁갯i 

Pf1 하고 無ÍiXhl: 客3"8者가 많았으므혹 짧正 8년어1 갱덕잔 內 · 外의 써1士들 

과 경덕진이1 진출펜 많은 상인들이 g읍濟iE을 건설하고 義뼈 · 義館 흉슛t횡 

릉을 축조하였던 원인도 경덕진 용공들의 어려운 삼 때문이녔다 

그러면 偶I을 J품福능1순 뿔戶의 생휠은 아떠파였던7}? 뽕戶 중에는 물 

론 1‘힘'p:t'남행히눈 캘우 “뚫1캉)'\:쫓y ’ 4놓쫓-!호힘←t혔十κ98)의 경우， 

혹은 1‘펴lyY츄λ랭-;&꺼좁쩍홍tlZ'’하기 위하여 윈i房頭를 두는 경우 릉， 

용공 數 「λ을 고용is}는 大뿔戶도 적지않었다 쉰뿜로 이름닌 嘉靖 · 降뚫 

年입1의 업을公쫓 隆뚫 • 핸歷iip間민 !핍뿔 링핀層ffn펴으1 꿇公빨9’ 등은 모두 

大뿔、戶로 성장한 사례이디 명밀 휘주인 윗明官 lC{1’ 周」딱밥WJ 부량인 뭇 

十九10'.2.) 등은 뼈±외 것|엠뼈멜하며 교유할 정도로 大뿔戶로 생장한 /、 례 

였고 짧IE ， 양隆년건의 都昌籍人 }만꺼3도 대요호혔다1::1 3) 또힌 슴쩔냐 곰 

lt으로 黑廠을 설립하는 사러1도 었었다 굉 후기에 圓옳iTE룡 한 곳을 설립 

하는 데는 銀160兩 점도가 소요되었으므로1 한 사 람이 설험하기는 매우 어 

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첸틀藉의 갖양錯댐은 슴族으로 몇廠을 운영하야 大

:끝戶토 성장하지 독립해서 “買젠廠二所η하였다lα1 ) 환언하면 “까짝-t~~융. 

터1왔-1-ι 쫓f늦추wtJ-t힘’표)라 하고 또 “多業FkJi<훤1 댐oIi;.!i훌흉聯，iElJJt 

98) 뾰光 {깜3gg3농싸 卷a1 J힐입(景t형홈，iJilIWIt) 

99) {~'괴행〉 卷5， <景혈핑歷f\;'휠考〉 

100){[!깐ufR》 卷10， < 빼없餘論〉 
101) (빠샘》 卷81 〈隔E縣E編>(上)
102) 찢짧泰， 1991 , p 하 
103) \센튿1南條?면f<;宗펌》 캄]i 梁%&경흉， 1991 , p.l86 ~힘Ii 
104) 싫융좋， 199J ‘ pp.l64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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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 ~상핑3jc펄”이라 힌 기록들은 이라한 내용을 전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핀， “其송빡-힘p"라 한 것， 혹은 병말의 4、認 《醒띠|친言》 

어1 보이는 주인공 邱Z大와 楊J'\; 부부의 適굶1(6)를 보거나1 또는 

"월德鎭'11서 뿔크를 게설한 ]퍼%은 4、iËf木으로 t;~설히는 정 9-71 많고 大
짧맨휴는 거의 없다 .IA으로 조금 잖험이 생가먼 (비로 "'Mil을 개설úl 
여) 廠主기 되2， 廠:1::가 망하면 품I으로 전락하기도 한대.IAWP힘똥l뀔 

밴可빠j펙써는tlíli主힘타 2/')\可빠찌 림工)" lOì) 

라 한 淸代의 기록을 보면， ê萬의 자본기로 지부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 

았딘 듯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쫓戶는 家放單t'z:o 1거나 資';t:이 零細한 시經 

營者로서 필요힐 경우 몇명의 용공을 고용히는 정도의 소규모 경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디 그 때문에， 잔술힌 바와 같이， 團홉年問의 分순督뚫官 王

世챙가 “f\땅힐， 子Hλ팎f￡， 1%J솜;쭉，f1)J'Jf"f， 썽펴￥第者-’라 한 것이디

환언허변， 뿔戶主는 子弟를 學{잣페 입학시낄 수는 있었지만， 정홉業의 긍극 

적인 목표인 f4별이1 합격한 자는 가의 없었다 그것은 도자업에서 나오는 

이익의 대부분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래의 大햄人들이 독점하였기 때 

문이었디 108) 

1051 朱lßi， 0챔방 11" 首

1061 면팡龍 《醒世171言〉 행34， (-文짧4、險웰奇헝〉어1 녕UEíá't， ~Bυ많원械용응 

혈業， 四方댐휠， 都끼5政11함 111各L탱i賣 {ftli有끼ι연、 iÎltJJ;며j單쫓→人따 

{꺼」도Z大， 是↑쫓戶옳家faEE? 폼~Î'1~~힘컵， ζ大뼈ftiElf j%t是”면家해줍c(t草人 

物 패口í"l끼지 ε3E tErE ↑까f홉lE fR쟁양티 ?이리 히고 있마 주인공 邱ζ

大는 EEjfI으로서 2텀戶를 개설히고1 그의 치 껴야는 l4f훤工으로서 부부가 

묘두 기능을 가지고 기족단위의 경영을 허였지만 그리 여유있는 생활은 못 

되었딘 듯하다 이 내용은 비콕 소설이지만 밍디1 장덕진의 껴l핀的 기;생 핑l 

iE 수공업자의 성팽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디 
107) 펑택益 (대]생近 I~手.I業T~즉fl}(31 ， p119 
108) 홈國慶， <明淸時때景/띈쩌 꺼없川표商〉 《江Y힘 6펌} 1987-2; 꽃싫泰 1991 

아무튼， 경덕진의 뿔戶들은 도자기를 생산하여 야느 정도 부를 축적해기는 

괴정이1서， 지제룹 下l힘 써l'土인 :1:人으로 친출시카고 니아가시는 관료로끼지 

진출시키려 하였디 。|깃은 쩌戶들이 도자엽의 떠生않과 發展을 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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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병청시대 정덕진므1 Jt多敎 簡I의 생활은 대단히 不웰~!E.히였 

고1 뿔戶도 대개는 小資本 經윌딩융로서 대상인의 지배를 받는 존개였다고 

할 수 있마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健I파 뿔戶간에는 階함{행j도 

일어났다 뛰익 사료에서 ‘lA쇄有풍稍， gp可햄흉앓초「 짜초긍펴jf， #可챔 

화4줄工’‘이라 힌 것같이1 뼈I→뿔戶뿐 아니타 뿔戶→뼈工으후 그 지위가 

수시로 반죠히는 상대였던 것이다 정미의 都昌籍人 iI應컸 • 江學聖 않隆 

Jl · 댐햄행 • 댐뼈巨 . I멈멸짧 틈 샘의 상인 시려11 1 떠)는 iJí;쓸카뻐I→뿔戶 

로 생장하거나 줬富한 샤허)이다 챙말의 隔業 f庸工 중， 도칭인 江應弱은 

“Ji힘윗\fI김n하였고， 댐땀ι은 "훗'iJJ싫， *훨몇E二f꿇”하였디 llO: 또한 챔다]의 都

탑}、 중 劉英 .*秀맺 劉II.秉 등도 庸I으로 시작하에 뿔主로 성장 폈홉 

한 λ] 리l았다 llll 

2. BC變파 그 性絡

갱덕잔은 이심고} 같。 l 급격승꺼l 생장해간 도시였으므로 와먼적으로는 

매딘히 역통적인 짧市겼X 간 내면을 보면 오히려 복장한 사화불인 요소릎 

얀고 있었마 《浮梁%iEFoU 띠르연 112) 萬댐조I'r.죄 。l후의 경되진 사혀7ε 상 

도 또 한펀으로는 훨펴떠 파참쟁9끼，I( vertical illDbili .ty)을 통히여 사회적 지 

뉘의 상승을 시도한 것을 의1]1 -0댄 것0다 "1 라한 밤圖는 없:H:商λ . 1111핫 
샘)、을 위시하역 t영천λl디의 무수힌 패핑들에게서도 내티나는 얻만걱엔 현 

상으로/.1댐j때따 댐따옮 ‘다f'國十커1회킥잉， 윗111품社， 1993 참조l ， 친흥시대 
층국사펴의 ji~i:'r긍向↑t( St::l tus αnentatioπ ’을 雄힘해 주는 현상이었다 

109) 梁값쭈， 1991. p. 1I38, Jb'3 
110) 짧흉쭈" 1991. p384 
1111 同，1i C都릅짜도〉 캘.!=J{꿇앓泰， 1991, p.384 재인) 
1121 찌앵g 《낌梁짜차칩 흉41 !i@&? 〈%딩政.>， pp.413 →'il3‘어11 " (월德鎭) JIl民五껴짧 

꺼￡±ia之랐 ←-1;린#?F， 햇Eμt~i쉰 꿇]좀 R:뿔戶 41[:쫓下下했十T -I有

혹Fhk， &止및딪응戶I;J，월利 굉텅Rl;ikg% 或꾀j::)，人i& ， 킨E2해Z聽탬챔易j3!A 『Ef닫者 
j간항ÞJU맹liE괜ER， REi도1댐값 줍不죄EiE ↑1t]:)，낌힘?ζ펄얹 ;耳 1 至훌%EJ￡ gn3읍不 
;엠→씨 띠Rt걷f갖티뿜i됐 近x취흘4gEE4F;띤f51 及至쉴ilí'， 則l!1.밤rk￡흠， 

뀔뜰不至， 따ESE97놓."fM ， Í둔딴겨5了;Z쫓 mJω~，Jf.可풍， 大i꺼i쩌nJ3è. 土꽁;선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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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 불안하여 흩主외 쩌工 간에는 등피피61 만연암1였ι1 정덕진 꺼민익 구 

성은 대단히 복집하였으므로 피차긴 각종 ó]히1관겨l로 인한 충돌아 수시로 

벨생할 수 있었다 더군니 토착인들의 눈으로 보면 외레인들은 대부분 빠l 

숲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은 넙부히지 않근(jijF;훈한얘t합差jL 

Rl 부류로 생각히여 tl]티작얀 감점을 품고 았였다 한편1 외래얀들은 경닥 

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후 편不찌하면 고향으로 드망해바라기 

일쑤였디 그러므르 혹시 天jjJl!;핫으료 펄業이 중단되7]냐 1캔年이라도 틀 

면， 뿔戶와 備工 시아1 혹은 고행이 각기 다른 외래인들 사이。1] ￥1띔와 意

諸의 對立。l 격화되기 수l어서 예상할 수 없는 짧않나， 소송사건아 발생히 

였다 그러므토 뿔主·體T의 핀계는 대단히 플안하였고 治安도 매우 어려 

운 지역이었마 

이싱파 갇은 원인 때문이]， 명 청시대예 정덕진이1서는 수많은 民웰괴 뽑 

工 罷市가 발생하였다 즉 15세기 말(倒띠， 휩靖 1911540;' , 20 ' 26 ' 36 

年? 뽑땀 2511597: ' z? , 29 , 3D ， 32年， 康웰 50년11711l， 폼隆I후(17361 ， 

嘉慶元깎I796)1 평光元年-:18211 .30띤， f’iU펴2(1876) ， 30년↑ 빼핵 9(1920) 

. 12 ' 16년에 각각 民쉴이나 뚫工 뚫ffi시간 이 았었고 그 밖에 획실헨 fF 

1t가 일려지지 않은 민변도 잖았교 칭대에는 특히 罷I' 罷r/J샤례도 수없 

이 많았다 L 1:3) 이제 그 중에서 비교적 내용이 상세하게 알려진 명대의 몇 

가지 사레를 분ι해 봄으로써， 멍청시대의 경던진 시회와 주민 생펠의 실 

상 및 역사적 성 2는을 음미해보까로 하겠다 

명디)에 경덕진에서 빌생한 民쩔은 크게 두 쳤편으르 나줄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지 백성들 λ}이의 이해관계， 주로 뿔戶와 F쩌工 간의 대립파 모순 

으로 인한 삐댐K~JtI훤폐爭) ↑또格의 써평。 l였고 다른 하나는 rzr효람 E한燮 

之→:， 5*감商tr1~장훔 7E1탐방없， j;1FrF몹WJit후쏠zJ맏이랴 밤 

113) <~죄r:i$닛j챔i， ] 9591 l1] Z% 2깅11 ;gg*3*. lg9I: J; 國人民大흰{둑모찌究멘 

〈fF양~F륜J(J城엠’人R&:抗댐팔짤κ;| 》‘ l9?9f 11] ] 530 533; R「뭘珍， f옳힘jj펴깅E 
i1i}, 1994, p.l ill仁féÐ. <(明해!J;.!flj民짤hF3g}? 좀띤大첼 歷史얻ijJj究끼 j려土 

論文‘ 1996: {景德평리51;:> ]))).26-33; f1.r:7\閒월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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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었디 

먼저 진내 백섣들간斗 械댐 'i''Elå의 훨원쫓틀 림」기로 하자 경되전애샤는 

이미 15서1]7] 닫어1 鎭R이 “m깨薦움1，"하였으나， 지현 ZE빼가 “閒5『빼괴되”하 

a] 해싼시킨 사간이 있었마 11'11 그라고 가청 19년(1540)에는 경닥친에서 

수재로 펠業이 정지되자 댐I으로 엘하딘 樂平縣人들이 t뺑한 사간。 1 있 

었다 즉， 

11 “풍펴十거;Í!:.， ... 5月 23티 1 뾰龍이 큰 풍을 냐어 2ι1알에는 -- EE옴가 漂

li하고 j없ξr얻기 U']우 m_~l다 추짖꾀 렛平”없면。} 변런을 일으켜 (뜸핑 
땀Jf:Æ과1 λ1로 원수갇이 즉였다 "110) 

~2) 흙fh fg子(=十JL:年 5月 26EI , *'…가 있은 쫓。11 米용펴고 |景엎뚱의 

쏠뽕이 停ι되니] 쩌애 딩던 꽃'1'.λ이 쩌챔하였다 띤!1.JjR 王맴"1 헤h연 

傷j펴5F이 그 실정을 살핀 후 칭코의 t암1을 내'，1 쿠제iJl니 民이 겨우 안 

도하였다 lìí 뎌이 펀지를 보내 그 일의 실정을 밝혔다]"l1E') 

181 “흙해 19:q:C'J; 큰 흥수거 나고 감영파 꽂각Irr。l 서EE 경쟁직으로 쨌싹 

운여 앉~jl<3}였다 당 ßl: t꺼~?r37f61 tl때&효1"1 오렌 뒤에 진정되었다"l1ï) 

('1 ì “핑빼 탓子(le年 l 여름이1， 우랴 현。11 큰 불이 나서1 콩德폐。 서도 71 
옥이 수없。1 첨수되고 행ì[者 또한 수없아 많았다 양식 판매가 끊겨 딩~ûi\; 

。l 직띤히지 해i꺼하여 띄었다 3크이 λl나자 鎭어| 설던 꽂+人。1 i!il을 일 

으켰고 鎭E덩이 사로 댐團&냐] 死者7 갤 수 없을 정도효 많았디 다챔 公

(=되ßtij었 5폼1"1 )1，젠하러 에서 믿슐의 곡석 감千괴 ~R 꿈千을 내어 (구 
에히고) 피히]의 띤토에 따라 L뉴=아 주었-C:，! 1 11'~1 

그 힌 기록들에서 보듯이1 그 해 5윌 5훈어1 강시 동북지방에 발생힌 大핏 

水로 인하여 겸덕진 일매기 침수되어 수많은 가옥이 유설되고 디수의 國

114) 左빼는 gJAi슨 9년049ö: 진시르 弘감 12년얘 푸랑71힌으로 부 입하였다 EIf 
!æ 샘tg!움3도〉 짧 덤@~;0， 官f버 참죠 

115) ffi'필 <깔찢縣fε;J 용2 天jZjE 피쟁윷 

116) 찌펴 〈힘꽃짜칸〉 卷9) 天3ζ￡ 兵** [ ]부분은 월jf {lfffgRif당 용18， jt, 
를， p .421에 의기하역 보충함 

117) EIf및 원앙딴志》 칸4. 「趙‘ 쩌政 p ,4l:l 原文애는 “}등靖16年 1으)로 되어 
잊으니 이는 분명한 오류이마 

llS; 펴ll'l. \楊되U f\ëlI~!J!I記〉 1 EFgg CFFl￡땀5양 흉& 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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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E→즙기 알생하였디 더구냐 경덕진 니1의 떨양이 고길되아 米價가 앙등하자， 

짧死의 fô:機여1 블린 樂꺼igf 출신 健I들이 집틴적으로 약틸을 자행하었고1 

。1것이 행j콧 간까 서로 1용없하는 려 FR시건으로 벨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디음 해얀 가갱 20년에도 다공괴 같이 및Fλ의 봉71 7 았 

었디 즉， 

l江西 쌓'f'lfE.;응 일찍 lF더 깐%'M、 (뭘fF행)어i 사 싸i上으로 (일해오던 웅) 

흉년이 을이 믿을 깃을 그하기7} 야려워졌디 ~~은 그들에카'1 工월릉 

주지않고 (오히려) 불아냐]냐 드E어 했~\"，lJll 되였디 二%으} 어많이 각각 

Tf*名씩이 모여 서로 원수같이 실륙하$U} 7,9) 

01렇게 연이아 일어난 민변의 웬얀을 보면， 딩시 경덕잔 내에 지비}작얀 뒤 

치어l 있던 浮찢함 출산의 몇戶들도 대개는 이뿔主로서 공임을 주지못허는 

알아 자주 있었던 터에 ， 01벤내는 심각한 수해를 딩하여 뚫뽑 생쇼ι을 중단 

할 수낚아1 없었으므후 그들'11게 고용된 용공들에게 용당 지불해야 할 임 

급을 주지않고 오히려 때품해 버렀디 그러자 이듬에거] 고용되었던 쓸됐한 

짧平縣 출신 용공들이 그러힌 쳐사에 항의히여 봉기향 것이었다 그핀페， 

“물iF鎭의 흥수로 ”양J~ 失業기끌기 펀 깃은 쌓'F과 검ß陽/、。l 쇠퍼i엔더 도 찢 

1'，λ은 그 71회에 도적질을 하였다 캠]陽人은 모누 束주하고 귀횡l하여. 
휩J펴을 일으칸 사람은 하냐도 업었디:'1'20) 

고 한 기록을 보떤， 이때 失꿇의 위기에 몰린 용긍은 비딘 樂平λ만은 아 

니었으나 유독 그들I끈。l 봉기하였틴 것이다 "l i;j..튼 익평 출신 용공들이 
봉71히자 부량현 출신 요호들도 무라를 므이 밤어하였으므로i 잉:측 사이 

에 각각 千除;낌을 동원5十는 잡단 난투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1211 

1.L9) (世宗좀隊〉 판2c.0， 똥靖20 후 rJ Ji 픽5댐댐、 이rF듯훌꼈!숫월1記? p.l4G1 
120) dJEí, (F릅μixig〉 썽5， <送白%EK公之}융씨또序)1 낌森示， 1991. p.37 再젠) 
121) 돼￠ 〈뚜경띤志〉 홈4. <1꺼lY:J. p.400에는 “ rlJ:흉좁줌千몇平 t꽁j룹仁F樂平t'옴 

殺 E흐뽕”이라 한 것을 보면 이따1의 w附로 얀하여 그때까지 걷덕진애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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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의 민변의 전개 과정에서 주익힐 캠은 家居 뼈士 江힘의 행 

동이다 미침 。，때 家居하던 쩨士 I:E힘은 19년악 J'Ç變에 대하"1 펴핸해l細l 

벚 묘품애꺼1 ， 

“v도껑(암은 今年은 대단하 풀행한 해입니다 대 홍수로 인헤 ;!l9E老71 수십 

언이니 됩니다 .. ‘ 이어서 일어난 9얻ZP: W융民의 뼈는 1끼0"1년 간 엎었딘 일 
앙1니디 땐은 모두 콧民인네 처읍에 機짧의 우171에 몰려 亂을 일으칸 

것입니다 한재의 게책든 햇ZF人(의 죄꾀)를 가볍게 책히는 것입니다 

묶i혼했은 수재기 난 후 요맏아 정지띈 지가 거의 3개월。l니 되도르 버 

단 씌주의 mJ'런만 슷후힌 갓이 아니고 景德*영의 .0.1인 역샤 失뽕히여 센펠 
이 어려운 사람깅| 많슴니L 다행허 펜지1는 *價가 그러 비싸지 않습니디 
맨 (야렌 상대는) 오래 기지는 옷할 것입나다 四찢 은 다多印향한 때문애 
居펴은 股꽃를 뽕으로 히}는 사al이 밍은터'1 ， 6:01 했(펴디 등얀 (냐F를) 괄 
지 못히였슴니다 그렌데도 J굶뿔께서 곧히 움채짧의 거연을 감까하신다먼‘ 
만드시 맺'E;7{;이 쌍한 갖이고 (그라강여) 필 ""풍좀의 분느071 폭발이 

라도 힌다인1 아마도 [그 기세개 꽃F之찍에 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저 
귀공께서 친히 오셔서 휠캡을 이셨으니 만드시 품處기 았기를 바팎니디 

소요를 일으킨 lî2'1' 없퇴에게 4fEF、을 버푸셔서 그 巨없는 참하λ]고 니 

마지는 용서5 신다면， I쌓.Zf.人과 잠찢 偏工이) 뻐lt 짧:하여 1R事샅 잣입 
니다 "1낌1 

려는 내용펙 서선을 보내， 소요의 주동자만 처단허는 선게서 樂각1 펴Lt\ò으1 

善處를 부탁하였다」잃l 그러고 짧無캄끼뼈멋 죄]풍는， 

“景敏깅은 텀J'\(ò: ~\j.를 꽃으로 하는네 :갚.f~를 따라) 모이는 뼈I이 ~;餘

껴를 공급하딘 영야각흐 lIii썽좁아 두정되었던 깃 같다 

122) 'E댐1 〈t三폐연앤j볕)， 康F뀔 ‘r똥깅섣縣공} 촬8， =쩔x 품 

123) B찮끼 íl:힘의 서신을 딴고 선처한 것인지는 확설치 않디 그21니 전술한 
바와 갇이 효光 f주꽃~iiε》 싼18. Jil;事‘ p.421에 “흙靖~-}lÀ'， ‘ 任힘;{，폼 

陳其흘”라 하]고 있고 또한 康Rg ffF짤 ?3L논〉 흉7， A찌iF 名E2:에 "Æ힘 스F 

廷섣h 下IJJA， fJJ有文名 TjL댐염]JFL 젖뚫펴휩￥째(느10年)椰횡‘ 쫓i뜸꾀쉰α[;Iì;( 0 17 
年)않土 }중大)!j[팍펌， 끊光i몫좋긍F; ... IJfr미I꺼m，，{lO:， 클5att ZR댐Mr 뭄 
1JfF(판)했윗(-~p}~之製 {검馬 [-콤 m굶j피짧 調zp:~"라고 한 71록을 종합 

해 보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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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애 。1츄니E 디침 큰 물이 니고 먹응 갯'，1 떨어진 띠l은얘 겹균퇴}게 되 

고 jcJ행이 힐1J!í71 되었습니냐 - 경틱낀애는 퓨JJc 人을 보내서 땅I뿔케 

허샤고 ;셔풍 댐ri을 불러 ]F 아 떨도로 떠삐얘 쫓페강올 '11설해서 안정시키 

십?、l요"12/1 ’ 

티고 힘띤*줬을 상주히여 “上효[其휴1L니는 지]기를 받았다 樂平A의 행抗行 

動과 그에 띠른 쉰梁 ‘ 樂듀 ffi땀.人 간으1 liJ!빼내 대해서 官l규011샤는 오히 

려 ‘ 짧걱정qEZ’ 혹은 “大훨용뽑한千웰若千， 꺼~좀之輕펄 f댐k1~1J:;’ 히고 ‘ j招

失業禮E덩1 gJ開뿔子때|핍~)흉定之”헬 수맘에 없였디. 흰인하「쉰. 01때의 소요 

는 탄암보디는 츠무를 펼요로 하는 상팽이었던 잣이다 

멍청시니1의 신사는 때션으로는 個A의 f따l를 追;:1<승1는 행통도 많았C}. 

그러냐 公IÏJ인 먼에서 보→면， (1, 짜셔社會어l 디l해서는 행청抗治므| 補1左깐으 

로서， (2) 한隊뺨力얘 대라서는 쩨村웰詢으1 it챔者로서， 그리고 때로는 (3.1 

園家權力과 獅tfi)폼의 調F름;북~서， 多lf한 역할을 擔꿇히였다 신λ]는 公

· 私 m面{生을 具有히먼서 明 • 淸社會어1] !順j嚴F과 밟機能을 동시이1 ’윌出 

힌‘ 사화으1 3z:1配層이었다]ι5 그런데 。l떼으! 、떠검의 행동은 Jl]로 흩家힘力 

과 엠바麻혈익 調↑훔者로서의 빼士의 싼힘1인 것이마 환언하면， 경덕진괴 

같이 급격히 받전헤기던 댄工業 1없m에서도1 간폐j社용디'11서와 쫓Itl하거il~ 

士의 ~d협1"] 쌀웰지은 중요하였던 것이다 만럭닌간의 王버챔가 휠德鎭으l 

fg￡홀. 予!.f.多λ웰i. 然f않，fi!P!f좋， 씬잊&걱f~냉f’라 전하는 내용에서도 

일 수 있듯이， 뚫戶 등 도자가 생산자들이 子월를 學校에 입학사캄으로써 

下層 神士인 土人을 배출하고 나아기서는 펄菜。1l 전략케 한 이유도 그 때 

문아었디고생각한디 

힌편， 萬홉 30년(1602)괴 32 년애는 다음과 같이 좀 색디른 사건이 열어 

났다 

11 ; “~~￥ %年에 또 마시 홍수기 나서 가옥이 울예 됩쓸리고 마찬 샤럼이 

12~) (世宗활짧〉 쏟240， 정돋폐J9年 8!l rt子:t용 

l ‘25) 吳金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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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하옆다 넙 J 7 의 ~J크71 므루 두너져서 íll'pl 의탁함 곳이 없게 되 
었디 1“이 기회를 。l용하여) 싸주A떠엽들이 {당市디 서 소란을 피&대 (~i미;?!.?l 

찌il~元이 각F썽z갚을 영격하게 살시하니 다팅히 얀정되었다 "1꾀 

(2) “띄텀)땅페 候1'1 1씨 七j땀J훈이 함께 웹릅人과 ’1웠다 없1큼은 펀요하 
는 곳이있으프르 (7힌의 /폐上들이) 정을 치고 판을 걷어부치고 려f듣L\.을 

쫓d 내자고 한 것이다 ( 01찌) 때뼈들이 그 틈타서 싫~하였다 마침 jm~껴 
써;얘이 와서 *ftIill;을 장 설맹히고 빈드시 실행한 것을 약속하니 긴심이 
돼꾀fR히]졌디 "127) 

。l 두 새건을 통해서 디음 두 가지 시질을 알 수 었다 첫째는? 만럭 32년 

(16041애 았었던 사건， 즉 요주부 소속 7711 헨 출신 隔I과 "1웃 南HfllH

都듭L없A 긴r 紀멸의 성적 문지]이마 이 사건의 구체적얀 배경은 딸 수 없 

지빈‘ 당시의 전황을 보커나1 ‘ W'fi(;失業걷→‘ 몇.zp與융찌\f!，.효f린↑티半 然꽃도1으之 

民乘뤘며대찌’。1리 한 전술 내용， 빛 1彼地함g’ 이라 한 것을 통해서 디음과 

같。l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즉， 인구 10여만에 용공이 수만애 딛히「딘 강덕 

진"11셔는 조금민 불안하여드 쉽게 停그 • 詞꽉/、 건이 일어니곤 허였다 그 

런디1 이때는 아마도 동녕의식괴 종족의식을 배정으로 히여 강력한 행핑力 

을 가졌던 김E릎$홉人듬。l 갱 ç"진에서 강럭한 세력으로 성강히여 대디수는 

뿔J크로서 정제력을 左견하는 데 대하여， 土품 t주梁λ을 위시한 요주부 7펀 

민틀이 합심ð}여 궐기했던 잣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본 바와 검이 w펜이府 

7개 !，\U릇은 경덕진에서 “쩌聚꽃業 佛T 홉生”승「였I1는 내용? 혹은 “輝工.iIZ

主人， 필!크젠블델”한다는 i많~.t의 〈뿔휩f〉5농는 그라한 정황을 전해주는 

것이rJ. 생각히]보맨， 블과 50얘년잔인 흙隔19년。1]는 土옮A과 樂平人 간에 

분쟁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믿럭년간이1 이르면 R립人 

은 대개 몇戶로서 경력진의 도자액어l 갱릭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도1었으므 

로， 이제는 요주츄 各 짜퍼 깐의 이해관계는 모두 접아둔 치1 오히려 합심 

하a] 都릅 k에 대항헤이 할 정도7] 되였던 것이디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都를縣 출산ó] 경덕전 요염계를 주도하는 이러힌 현상은 천대에도 

126) 탤웬 〈딩1셋까3Ej 흉4“ IJI.1'.i: lIiÐi& 
l27} 司-二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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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1속되었다 

둘째는， 민럭 30년 5웰과 32년。11서 디 같이 보아듯0) ， 수지1가 나거니 치뒀 

民 성호긴의 분규 등 진내 사회가 불안해진 것을 기희로 J껴手딱셰겁들이 소 

요를 엘으치려 하기디 f쉽썩히는 사건이 있었다 후술히는 바외 같이， 띤 

중가 이후 中國 숲域1 특히 급격히 생장하여가딘 !1!t市社염에서는 뮤수무뢰 

의 존재가 점:5:1 칩각한 사회문제로 등땅하였는데 경티진에서토 예외 없이 

니티나고 있었던 젓이다 

한편， 이러한 사건이 열어닐 띠 D)디<영조어l서는 먼저 수헤 피해자의 경 

중"11 띠라 슐*뭘과 ~Jrii딩을 품QXSEf고 사I갱지를 정례하고 부장지릎 지료키l 

하는 한펀1 혜#임t者의 꽉귀를 호소한으로써 민심의 수슴을 도모E운 동샤이} 

난투극을 벨얀 탐사지들을 安뺑승F는 밤범을 취하없디 또힌 경덕진 무근 

~1l[<<i1에 새로이 쫓를 개설듭l여 ;사쫓한 佛I들의 생활 안챔펙을 경구하였다 

(前，，，èJ ， 그라고 

힘해)21)年애 }햄 퍼永官。1 뽑 lL폈으로 외서 판法이 R껏밤하였으므모 

파쉽들이 디1만히 두려우」하였디 43年에11 j벼꺼j 찌딴탤。、 每볕애 i션폐 E힘을 

두←어， 도직을 잡고 l↑맘따으토 범죄하고 뀌행히는 지도 끌까기 추적하도록 
嚴令을 내랐r"-") 잃) 

고 하고 만력 32년에드 迎óflj j，융論이 L‘<þ aj]保'l' i:去， 뺑;iff 한디는 약속을 

히였듯이， 행구적으로는 保q캠j약 縣해f를 병행히여 鎭內의 텀활찌추를 

유지하러 하였마 l와J) 

r탓變의 또 하니의 ?흉캡은 ;정틱진 뿔戶。1) 대한 국가판력의 〕듀당한 압략 

J 28) 명gF <#fig縣iPj 쏠41 P페~. ~;딩rý:， TJP.4lS -41ι 

129) 믿 중기 이푸 중국 각지에서 댄Ifl制7)- \， 1펴씹어가고 농민이 유산될 뿐 아 

니라 禁úl區에서 다매적인 만중 봉717] 만연하^f， 표평明이 갇서 남우에서 
향약과 브갑을 시행하였cJ .i 옷金成， 1997) 그 후 τ덩조는 이텅게 -'Lfi~되어 

가는 향촌 걷서를 부지 ðf기 위히]서 힘약괴 보집을 시행하도록 권떤하였다 

(吳金Jj.x， <껴죠 店꺼의 社웰%ift〉 ;해또中햄벚 IV 帝園l'J:ff의 꾀JQ >,

져調삶業wl:， 1989 중正셰i C中회따i:l-~이‘JH쉴밍MI究〉1 혀 얀‘ ];)97 등 갇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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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했民。1 결속하여 일으킨 반행 사건， 즉 反庫官 民變이 었다 먼 

저 만랙 2.5년(1597)에는 “쩍싫화"'Jy;(內짧훗합앓事， 페에냉흩f.S‘ 뤘( f.S)쌀， 

MU양門샤， 130)이라 한 만변이 있었다 즉， 퍼檢 方f딘가 내갇의 위임을 

받아 경되진 자업을 검독하게 판 것을 이용하여 在鎭作惡한 것이 허起닷 

f얹하여1 띔工고} 銷J강이 후한11하여 {때2옹廠 門:1;15을 뱅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萬層 27년(1599)에는 멤、1의 세습 E籍 7댄의 뻐I 童혈의 71 
샅사긴괴 이를 계기로 한 民쩔。l 있었다 131.1 명조는 재정 맙빅을 보충하기 

위õll서 剛의 隔송， 표째의 f팽ψ 등으1 명목 하에 훌혼을 전국에 파견하였 

디 이깃이 소위 뜨[맹 높은 “짧행의 퍼’였다‘ 01때 중德鎭에도 궁중에서 

필요한 자기를 획보힌다는 맹목하얘 환관 m눠R을 파견하였다 132) 짧애은 

경티진에 도칙「하여 지신의 수행자나 자신에게 이부하는 자들을 관으도 염 

병하고 생산능뜯 짚댐의 樣式이나 생산 기간을 위반하는 사람은 가혹하게 

차리하늠 등 鎭民을 혹샤히있으드로 이들의 불안이 극도로 증대되였다]염1 

그랴틴 중 만럭 27년에는 챔相이 요구히는 f넓lJ으1 짧올가 佈「뽑뼈 il펴工에 

게는 너두 큰 苦投。l었으므로， 이러한 빼相의 독촉네 견디다 못한 따工 童

쫓아 붙속으로 뛰어들어 지질하였던 것이다 1341 

1301 찌1백 ‘감힐딴iEj 쉰4， YtJi&; ill光 (、주2RFS퍼》 卷8，t<:貨， 1”IE p 159 윈 
운이논 이 나용에 。1어서， “짧처iil'îWj[~1때奇피첸티f5연l'E슨등l 챔l";홉운l'l:， 

쉴犯늪?f可/겼1 有楊f릅三월;-， !J;;f::(E앙l!(1I:!(‘ 띤꺼4gEZ， ;ξ入îWJf탤1 夫1필훈??。1리 

승1 여， 만럭 29년의 反없땀 I치젤으1 LII흉올 적고 있으나 품행이다 

131l젠없 〈합챔鎭市志)， 1991. p_27 
132) 康熙 < {:=f-~~W표》 혼/11 FiU￡， 써lißc、애， “j띤層己-;&:(=27年;.， ij월脫{잊J!I!. lif委閒

}示챔大뜸!iiìJll .Ht토1Jj童:Z， 「3닮gf정I~잉힘U#，포짧!랴 함 明 〈미1Jl宗염췄》 卷
331 , 떻땐 27年 2 月 n子꺼’參 :rf설사， 1993. p499에서는 “짧엠在江며橫徵 
ig값 ~Q램후굶생→向→半由행땀j윗收入內府1 →각크샘戶댐ß. {FüìI西정Ij숲Eil J'、 

11'1,1'" 이라 히고 었다 
1331 이것은 종대에 탬川f규 j련껴을 i를현~애 ?음샘츠시켜 지얀유지와 민요 감독을 
담당토록 하딘 관행을 Eμ디한 깃이어서， 진민의 반벨이 커진 깃이다 

더4、 ìI[ij;름歷'è.및會- f景옆찌f!lI\1즙쫓歷~등멤옮횟*니選4웹{重[E;Fi꽉i ， <t a十五公
J，，-구홈2:〉(피fk치윤. [Em , :J[J.41-42 再덩 1 1에 “太짧댐탐필쩌짧 派直뿔끼:， li 
;%f용쩌E 公1=童좁j殺*kLUy、 1따何ì1J~ifiI不成1 百I풋및 상 111자不忍， 子己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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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럭 29년(601)에는 대대적인 k줍官 民썰이 일어났디 즉， 

“九月어] iH! 닫찢1m}류뼈땅。11 民찢 ú] 았었디 헝Jï(; ;m;除맹이 {따1i%. 1때R 을 

죽이려고 廠F층을 붕데왔다 꾀껴꺼 陳奇可가 힘을 다히] 짜허兪，，]여 겨우 등IVJ 

시켰다 (그];':-1니) 때김可는 도러어 (밟相의) 댄告로 체포되었다." I :-:\5) 

리 하듯이‘ 播뼈의 그러한 학정을 견디다 못힌 정틱진의 免Eï: 萬餘名이 f정 

펌숲 la;#덤을 죽이려고 徒lag廠을 습격히1서 망화하는 대시건으로 비화되었다 

大웰土 沈 뿔의 上言에 따르띤， 탬뻐은 上fA 표낌의 수뿐 아냐리 그 수송 

을 위한 선박의 갤싫를 늘려줄 것까지 강서 관내에 요구하였는데， 이리한 

부단한 압박은 마침내 鎭民을 激꿇시켜 민1견을 받생시켰다l밟) 戶FiS事中

蕭近高 · 굶JjX;己 등이 “(펴)相띄쭈差， 합냄풍4앓꽉， 않t잦tR， ↑혈};Af統， 51 

짧송끄땅'JI*펴-可， 풍4옆之ER， @k상其쩌"137)이라고 탄핵한 것으로 보아 딩시 

탬댐에 대한 景縣5民의 증오의 정도를 주측할 수 있다 이떼 었핏民은 요주 

부 빼께 陳奇可가 와서 @농j論함에 띠리 곧 해산하였지만 

“(~땀X年11月) πj띠 柳앞 1뼈아l f륜經폈l치찢품로 上야를 올폈다 ‘土

쫓 {제듭三이 j펙5除名을 모아 새로 지은 따房융 불대우고 종앓 폼을 마꾀하 

였숨니다 i퍼껴l llW깅i可는 (열심으효) 품을 구하지도 않고 그틀을 제포f까지 

도 않고 (겨우) 강논 흉내만 냈습니디 ’ 陳奇可 , j 융 듬三은 모두 쇄:M김로 

잡혀 와 성문을 빈았다，"138) 

年(핍업 27年) -1' 月初八子뼈， 將용/타火”라 한 한펜 댐英， <쩌治圖說〉 第二

十， 까53% 《 ll꾀값》 월1 ， ~~今。1]는 “有깨폴!&딸， 떻戶t낀 前明燒龍iliI， I필歲不成 

中使{3품않j￡， 을~l콧판떻 ffr~lf짝영용해{E， 짧入띈突中以死1 띠융홉잉I~Pßx' 司펌'llt싫 

奇之~떼뻐했응용iEE1 짜}잉 火fllr"이라 히고 光縮 《江띠j며j5， 卷j91 經政略1

“딩政애도 “품萬땀''Þ， 끊人ìifi뻐빙士1 껴흔치륜龍요 및不兒 工Ro受%월효 5kf닫 ~mlr， 
%태人童i홉至以굉윈火 ï많其L씌필”이라 힘-

135) 文秉， <iE%I m심 卷5， <îII民激짤〉 

136) 센 宗훔행} !/i379, 되잉햄 30"1' 12J'J 태午條 

137) 허 宗혈錄》 썽419， 험햄 31年 3月 z;t:i~ 체iji高， <參內앞값)， 康qg 《西

rIiPj 卷1461 몇횟文애는 “(짧깨) j'IJ8<li빵티 , 꿇6%it士:Ro楊↑듬프풍， Bß면흙맨l1JI맺奇 

Iπ等， 以됐燒rJ.líiWI'l" 찢횡'Jíi때용용 Iffr깨티i以身免， 至今했l던欲tl心~"이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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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듯이1 祝앞 뼈相은 이들을 선몽하였다는 맹목으로 오히려 陳f임p]를 

註奏하고 진술한 바와 같이 “첼.]'\..흉감fì， 혹jιfE不급f:f，"하였으므로、 士풍로 

지청되던 楊信드을 폭동의 주모자로 힘께 체포하야 i해，:t;:쩌꺼의 微으로 보니1 

서 }힘 깃E게 하였다l쩌) 

이들 사건은 당시 이미 포客 101힘餘어] 個T 數萬으로 생강한 정틱진의 

사희강을 잘 전해주는 내용이다 회고해보면1 기정 19년에는 :J:휠人과 樂

각F人의 분규， 그로부터 떼어년이 지닌 E힘層 30 ， 32년에는 關洲 7현민과 

도칭인의 대림과 함께 따手떼뼈들의 소요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훤쯤 25 

.27.29년이1는 순 鎭댄이 단걸해서 증%에서 파견한 줌官。1] 대항하였다 

흰언하면 수많은 외래인이 좌기하딘 16세기 말의 경녁진에서는? 鎭~ 성 

호긴에 수시로 대램과 분쟁이 만띤하였다 그러니 국가권력과의 대립애서 

는 진내의 거민 전j，1]7} 출신지 여허를 불문하고 조직작으로 tE束하여 대 

땅하였고， 여기。1] i~í주때뼈가 횡행하는 복잡한 사회였다， 

한핀， 챙대에는 특히 뿜I 뽑디] 사례가 많았다 잔술힌 바외 같이! 康웰 

50년(1711) ， 乾j隆元떠1736) ， 흙잃元年(1796) ， 흉光元떠1821) .30년， 光

佛2 (1876) .30년애 각각 民찢이나 罷工 罷市사건이 있었고1 그 밖얘 획 

실한 年代가 알펴지지않온 罷I. 罷m시례도 수없이 F%f다!L!Ü) 경탁전에 

서는 뿔主와 댐I들이 再찢~0허기 위허여]이) 통상 매년 7월 디그元;íii'pòl] 停

I하였는데，lE) 이것도 지빙관의 긴장을 요구히는 중요한 사안이었디 그 

138) 文秉 《定俊iì略》 환5， ('['f힘챔며〉 한편， 《神宗쉽t~용》 卷368， 萬Ff ‘에年 2 
月 띠$條어]는 )I西짜밍~j:l점샤| 舍人王四쏠， 子댐州振진해환f 줬앓융읍廠， 相듭E 
평 j힘껴 P명감퍼不能}힘1il， 1뷰탐핏j))l:， 奇可邱自티， 不*W'라 하IL 《 f꺼맛》 卷

9% , 짧5kfJ핑애도 “ 1工맨’””염ii'lilH텀ja품꽃景德행民變 섯燒廠f팅1 曉'JI'ijrn꺼때ifiE] 
히kdtZ 4RfZ찌굉奇可”라 하고 았다 

139) <;(륨깡쩌政7lE } 에 “파땀三-[-年， f륜t뜸쩌5Fig칸， æ펌ib옆*~iÝiÍ之 [ß"({陽r~5l:체》 

p.240 펴引)라 한 깃을 보민1 만릭 30'건에도 반상의 횡포로 인한 민변이 있 

있던 듯히지만 7}시1치 않디 

140) 同깐 113 
141) 梁森행， 1991, pJ99 
142) 꽤JJJ: I 道光소다까]人)， <풍샘*띠야J펴J:) 뭘?f휴益 -< I=(=l æ힘;1í1 1';주I~史찢r!J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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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랴1 앞얘서 본 바와 같이! 

In “景願디애는 E1f으民1과 펴휠기 디투어 또여들.TI， ...이듣은) 

대게 {뼈니 사림으로 X→기의 힘만 맏고 i「을 어717、 얻쑤이다 (그들은) 

조금반 기 (11 얘 어그1:'.-1져도 곧 같은 行끼리 모슨1 짧工 • 罷m해서 勢틀 과 

시한다 심지이는 슴꽃 成업하어 멋대로 느럭질한다 이러한 푼퍼듭 해3틈 

人이 기장 심하t “],ß) 

(2 “를땅짧의 'B.1'Ç뿔戶는 쫓戶 I!g어l 微十의 용(공이 필요깐데， 힌 밴。| 

라도 거절딩j 떤 곧바로 λ 로 더붙이 停工힌다." 1 ,t:l ,1 

고 하듯이1 댐읍 출신 띔工을 중심으로 한 외래 용꽁들은， 어허운 생활을 

견디가 어려울 떼마디 뚫二 罷m를 감행히곤 하였다 

그러고 이렇게 지역 출신 간에 벨어지는 갈등은 民j탱 10'건(1921)에도 

있었c: 즉 펴 6월에는 경되진 慧IA들이 I짝플 증가시켜 줄 것을 

요꾼5 며 罷l 투쟁을 알으렸다 145) 탬행I 16년(lE27| 5월 13일(陽層 5월 

12일)에는， 경픽진애서는 강서 全엽을 놀랴거1 현‘ 용ß . 찢빼，tJjf(~휩 · 꽂參 
쫓)가 2-3개월이나 게속되었다1461 그 기간 동안에 진내의 모든 상컴。 1 

칠시되였고 진민은 두려움011 떨어야 하았다 피해근 房屋 100애동이 파괴 

되었고 鎭內의 사상자만 하에도 100여인이나 되었다 챙맡 아래 진대어 

뚫生tll 었던 400에개의 t띤컨§ 들은 스스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國핏한 rt뼈쉴j[:t1￥"'11)‘1는 좋兵 1111ì월을 보내 주둔하며 진압토록 하고 품 

後策을 강구한 후아야 겨우 평은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표건상으 

1962, ]).273에 “年年七져 cþ元태J， 幾짧핸房試럭주來 f효到추I‘암E흥i RF15되캠디펠 
몇:tlW세 <ffll릎"1'1::; J티 &t工‘ 1m:!)칩彈!Ef5ijt4) 開I乃安>”라 함 1<>은 멤 
註1

1431 렀3， 〈西江[검뚱tlè펼〉 펀4， {종# 〈t응쫓廠값뀔，> ('1"，낌끼it!C따歷5t'ÍI따o/EP!í 
《{급æ~중14! 第3'Ii깜， R닌j힘뿜.fffú， 1982, p.215 再등j ， ￠iF는 횟밟 定遠λ으EE 
싼표 11년페서 양隆 8년까지 tTjTIi옳껄æ륜 역엽함 

1'141 센光 (FFiRq똥IEj 젠2 R[{§1 <틀뽑鎭ÆllfilH> 

1.45) 짜원띔 . :I-E宗1초 ;￡응德m:? ， 牛國建옹PiI;응tl::.lt&J피t， ;1:京， 19m， p .200 
1461 邱國J5. 1맨4r 비).1 -:2 



!꺼末!품힘]으l 퍼t會뚱it와 램5市社영 117 

로는 j\iÍl昌人과 樂，If/、 간의 해댐였"1 만， 마면적으로는 都혐고l 해힘147) 간 

의 투젠이았는데 이들 간에는 이끽 맹밀 이래토 오랫동안 해묵은 원한이 

폭딸펀컷이었다 

3 商人 • 無賴와 縣士의 存在樣態

경되진에는 표土 · 쩍+릉 隔표싫 원료의 운반과 자기의 出홈 등 쫓業관 

계의 상인뿐 이니라 양식과 일용좌회 등을 의해 무수한 성인이 진출하였 

다 펠m의 Tf모가 경덕잔여l 휠씬 못미지던 17세기 초의 f레↓1펌 꾀디鎭에 

전국 각지애서 수입펀 “콰Æf?往jkii#썩좋흉’가 l00C서종이나 되었던 것을 

보면싸로 성전하았던 정덕진의 겸우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커「땀과 때戶는 탬 ó ，j願으로 終U 을 열심히 털아 원금파 이자를 헤아리 

고 λ 스헨 것까지도 띠저서 (겨우) 父떠줍子휠 줍폼후}다 (그 띠1문에) 히루 

라도 )0J하면 전 식구기 웬t낀하고 단석한다”이9 

고 하고J 앞에서 본 〈廣濟꿇둡[>011도 “其폐훨추ffI바원쪽t.， J!1\，J;f.:응N슷’리 하 

였듯이， 이들 중 대부분은 그날 벌어 그날의 호구지책을 폐결하l이 ð]-，는 中

小댐人이었다 

크러내 또 힌편 “豪R죄^품‘ 댔聚'fJl:t"라 하고 또한 18세가 츠애 7년간 

이나 경막진 0'1 재채한 프링스 선교사 팀혜略JrgR늠 景德領악 ←따 럭ijA은 

까각1한 {르켠에1 설면서 놀랄만큼 망은 고용얀을 고용한다’150l고 할만큼↑ 대 

147) 쌓푸 · 해l陽 뿔j싸 등 l댐人과 4il서 . ~더읍 -吉꽃府人 및 꺼 1 띠 7V쩍人을 슴 

f끼허능 갓 

148) 훤흡 앙쉰좁y 뿜1 ， 옳쉴좁 

149) 샘꼼士 〈l라照꾀平원μ‘淸때점示〉1 〈까愛~編i 설:f)(梁~좋 1991 , p164 태 

삐0) 패뭘珍 199ι1， pp 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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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도많았다 또한1 

“白士客[=白土行=大商人)의 (시정) 정악은 J'Jfi5J 였다 댈戶기 마읍에 안을 

연 장이 판매를 긍지히였는데‘ (그러띤) 아무도 감히 요:\tolJ게 회울을 팔 

지 못하였고 牙行이 매음에 얀틀맨 客은 판매를 긍지하였는데， (그라면) 

아무도 감히 아행에게 화물을 필지 못하였다 이것이 갱닥진의 Ji[,\M 중 가 
정 간악한 깃이디."151) 

라 한 곳에서 일 수 있듯이， 죠士 • 험ttl:: 등 앞뽑의 원료를 장익한 大댐人 

은 뿔戶와 牙行을 모두 지1압하고 있었디 이러힌 상황 하에서 

111 “표X이 도까기를 시려맨 반드시 먼저 把a뱃를 정한다 묘든 것을 그 
기 월뱉한다 "1쩌 

121 “넓路의 Z훈商은 (자기를 시러 정덕진에) 오면， 벤드시 J~또짧를 居定하 
여 쩔戶의 종앓를 가려 모아오게 한디 그 일이 끝니면 빠11돼는 盧쉰때 

(지기를 설은 배를) 저어 1단rr~을 내려가 (파양호。11 다다르게 힌다)" 1잉) 

(3) “南A이 자기를 살 때애는 :'fi'양가 (휠買 쌍방간의) 가객을 흥정하고 애t 
單을 l교환케 힌다) 交易이 이루아지면 j엠티을 정해서 상품응 건너)주는데” 
(이떼애 뽕戶는) 반드샤 (자기가 판 짚m~의 쨌뭘을 적은) 표票을 발행히여 
(쯤inl 器!I!i의 증가로 삼는다"15，1) 

라 하듯이1 경띄진에서의 상품의 매매는 모두 牙行이 줍게하였다 

환언하먼 좁댐이 자기를 사기 위해서는 먼저 牙行을 동반해서 요호외 

가격을 흥정하고(議j뀔J ， 주문계익서(批單)를 교환하였고， 이와 함께 j뀐!E행 

와 類色행(操평分풍 관장) 각 일맹을 }둠定해야 하였디 그러나 크게 보면 

뿔戶나 牙行은 모두 외래 商Af쪽木의 지배를 받았다 왜냐히떤 생산된 자 

기는 외래 상인의 손을 통해이만 외부로 나강 수 있었고 뿔戶의 지본은 

그러 크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생산은 대성인의 지배플 받을 수밖에 없 

151) 훤光 0+梁RfjE》 ￥장2， 風{%， 〈景縣럭風.1&1끼j) 

152) 맺때 〈景德행 쩌따>， 솔[n~용益1 《中國!ií{t드tI業't~릅찌)>íl 1, 1962, p280 
153) {~f~ 없》 卷4， ([[패%方[1*) 

15,1) 同上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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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둡官1 二品흙’이리는 경덕잔 속언과 같이， 캠되진의 꿇T~를 靈짧 

iil는 考는 대상인이었다 IEiJ 

그러니‘ 휘주 쫓뻐출신의 험人맑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먼， 이들 

대상안듣은 경터진에 들어와서 단지 숲꺼」나 틸추l히는 존재는 ö'-'니었다 후 

술하듯이↑ 가정년간에 선사의 자격을 지닌 치1 경틱진에 틀어회 캠상활동을 

벌이는 한편 공익훨동에토 챔여한 빼iJ: 릉의 시례， 만력년긴에 미곡 4, 

200석을 싣고 경덕잔게 왔다가 며침 흉RE인 것을 보J~ 전량을 구흘에 쓰 

도톡 한 촬뤘궤으 사례1"': 퉁이 그것이다 그리고 청대에도 강회 담간에 千

Ilti것:으} 修JF생 i뇨橋 . flIR랩 등에11 600餘兩을 펌월한 張tF￡E의 시례，li?’ ‘父親

을 uι리 客증한평。1] 외서 상인들의 추대로 徵州會館 건힘을 감독하고 그후 

館務를 주도하며 가경 · 도광년간 40년 동인 경덕진에 거주딴’ !흘永핸의 사 

려IJ，1Cú I 청밀 '11 ‘거엽을 포기하고 뜸德、鎭에 와서 %ν겁을 갱영하면서， 育몇 · 

題몇 -會n"ß • 義쩔으1 건랍을 주도하였딘’ 金째에 대한 기록l밍) 등에치도 잘 

나티냐고 있L}， 미상인들이 잔출힌 곳애서 0]렇개 거금을 듣여 공공사업에 

참여하였단 것은， 그렇게 합흐로써 官!잠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기 

때문도로 전국걱인 현"'Jo]었다 

근닌의 연구이1 따르연， 정닥진에 fEfll를 따라 들어온 상얀은 1낀다1에는 

떠j편 .ìIi折商 · 江맥뭔人 등이었고 갱대 전기에는 蘇빼 · 때北 • 廣東성인이 

었다. 정벌 이후에는 24개 會館ö] 있었는다! 그 중 13개는 외적상인이었 

다l이1 청멜 -힐國찌 '1] 정덕진의 뚫行 50家 중'11 1工땐홈l、 36家， 뼈B;jl댐人 

6가 廣東 • 펴l혐 • 행:~)↑商人 각 271-. 寧波 • 띠京편λ 각 l가였다 그런데 江

l55) Frag3% -윗iM!I. J 985, pp.582-584 
J56) 民댐 《쫓U핑Fr志? 행'37， fJÍ'i, 義行。Jl ‘j힘햄드f五추1 거h米四千二B石至燒 

i효f짜fK， 릎감룹펴‘3; iEiE4l￥1 J工]브動감j펴딴”티 한 

l57) IeFR 〈쩔g낀쩌iE〉 *현38‘ λt「?1 중동fT 
J ,58) I펜! (쩔!듀쩌、E〉 혼38 ， j、4끼， 義行이] 딩흠父킹중F;;a i훤동같徵1Ih할館1 %}fj후J몫 

lE 펴꺼I[탑工， 又행되버司館jjJ'라 합 

159) 동國 (첫뼈빠5i 월46 ， λ4ψ 똥行 

ι60) {톰짧術1'~ι45;만)， EJ엔'1 ， DP, 7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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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商A의 경우에는 그 歐는 많으l+， 주르 강샤 돈Jll óil 판매하였고 年賣出
短이 各家 평균 겨우 2萬元 정도어] 불과히았다 이이1 비쾌셔， 맨北·때힘 

1옮東E늄人은 합히1사 10가에 불괴승→였지만， j때廣지맹어1 관미1하는 액이 f단 

家 평균 20萬元을 기록히였고 南京끼승~ 1가는 天댐 등지에 판매승냐는 'f:짧이 

무려 100만웬을 기콕하였다 Hìl) 이로 보면1 천달。I1 이르면， 경덕진의 도자 

엽은 움씨블짧人， 줍行은 폐t챔人， 앉Et， E딛딸 등 7‘1드}의 상엽은 徵Hln힘人 

。1 7-1배하였다 l(2) 

이렇게 줍쥔를 따라 들이온 수많은 外籍 상인은 경쟁을 극복하기 위하 

여 i품꺼부터 會館을 건령하였다 그리히여 乾隆 · 흙뚫년간이1는 7개의 會

館(微1+1 ' 南틀 -蘇뼈 · 뽑川 취iT;됩 • 臨l고 景ifI탬앓이 았었으며，1% 그후 

로 증가하야 民탱時f'\에는 24개 혈館이 있었는데‘ 그 중 11개가 강서성 

각지 출신 상인이 건립한 것이고， 13711는 꺼箱 상인이 잔링한 것이었마‘ 

이러한 팩관은 기본적￡혹 同젠人(同→%) 간켜 상호부소를 목표로 하였는 

데， 보통 總會띔 쓸휩 퉁으로 지칭되는 회관의 대표는 대개 神土가 많았 

으며‘ 여들은 會館의 財옮을 장악하고 제시를 주관하그 同쩨 • 同業띔間으1 

분균를 조정하였다 16<1) 

한펀 정되진òil는 적지않은 術手빡뻗도 존재히였다 정덕잔에는 텅 증거 

이라1 외래 인구기 避入되기 시즈감}에1 이마 가갱년간어11 10만을 헤아리게 

되었고 그 중 30-9M6기 오페인이라 힐 정도록 윈근 킥 치의 농민 · 商人

• 流힘가 섞여 살았으므로 그들간이l “中해동월‘행分”하고 ι효짜며왔”하였는 

161) 江西iítf" IÐt歷5t1iW)많며 <ìI西近삿I.l짧벚資04i형編〉1 1[西人民 1989，

pp.291-292 
162) 梁森갖 1991 , ])p.lf.6, 2 익0233; 납‘國뚫， 1익'87 휘상의 주요 픔목은 짧 · 

JUl ‘ 茶 • 木 등이었교 표商은 오등 려 중소상안。 1었다 

16'3) H페없〉‘ 卷1， 附圖
16-1) 등'f~없1 핏承gR， t[|1國장*담했띠힘융)， 人民出liiJJlt， ~l낀， ι9없， p 、53;

《뭉德鎭市j며名志}， 1988, ;:Ip.725-727: 껏없泰‘ 1991 , ]).217, 231; 王 B tJl!. 
《뺑土之뼈느망j淸會웹與社會짤꿇p ， 天댄Af:; ,'1', liIli社， 1996. 24게 획관은 해州 
후新 • 않昌 1 꼼강 · 柳州 • 흩t;I; ‘ jJ口 - 페B門 쫓U/힘 !펴힘 J\!:lt ' 1 .1. 1띠 

휴즙F힘 tI쳐& :;;J￡ 2홉f텅 - 주Sjdi양의 상인 。1 건 립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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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11， 그 중의 한 부류가 無뺑였딘 것이다 앞에서 본 내용만 회고해 보아도 

종합폐 《江댄짧大농》이1서 “폐λ월願與不필츠Íit 앙聚其中”이라 한 것1 흑은 

嘉靖 36年의 일로 “챔합E永당용째， ;￡C￡嚴짧， i뽑순ι쩍tÞ탬승C‘라 한 것， 1王

댐이 “껏펴M觸， ￥f후꺼세， 종합i올티1k.."파 한 것， 請近高기 “행土↑함， 땅&띠 

7).빡練4t"리 한 것， 홉임댐3C年애 홍수를 치]기로 쩌취해딸πt"하였다는 

것， 민려 32年어1 요주부 7개현민파 토장인파의 분쟁을 틈타 “以슨썩컴-펑YÄ 

짜짱”하였다는 것 응은 모두 無뼈의 存在와 댐動을 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훔梁縣忘》에는 경덕진의 無뼈가 소위 (~搬의 『해〉 시기에 경되진에 내 

려온 힘官을 ßJ2lj앉하마 혹1端을 일으키려 한 사례도 보인다 165) 그러고 건륭 

말의 뜸梁 j;1JiI짜 何댐도1 

“5ëf맞은 오후지 ￡ 利。11민 눈이 이두워 짧5i의 수량을 하k가페고 牙行은 1a 
깨를 包擔하교 1없묘은 사단을 일으키기 일쑤아니 (만일) 않察응 소홀히 

힌다면 그 페히1를 언제 쯤이니 따止시키겠습니까"líì6l 

피고 하켜 1 폼5ë: ‘ 牙行의 횡포와 함께 떼Rd핍의 存在t좋!ER를 잘 표현하고 았 

디 

明 '1"뼈에 兵돼尙書를 지낸 때띠헬(1469-1530)은 백성이l게 危害를 끼 

치는 부류(豪彈光랩 • 짧때 • 軍兵으1 짧훌)중 첫째로 無賴의 존재외 그 영향 

팩을 지적한 비 었다 l야) 이들 無賴들은， 어띤 부류는 ‘三五f짧” 혹은 

“끄什成群”하"'1 評歐 · 秋雜 • 市場支配 • 高치慣 챔女子 拉致외 人身평띔 • 

1651 !.빠파 《훔梁 S志》 싫1 ， 物행 짚잃어) “!힘땀二f 九年 i업~有t웅{， 1*#l및j횡、↑램金 

T1P, 엿[댐유廷뾰寢;!J;設 三十年， 景德鎭~碩子했宇 又itl內표， ~~líJt용쫓 뼈Z 
家펀 , 1엽水 품lIil폈슨Fg딘， i'Tíl솥金jiJ;， ~없다n;i1 잇D~周it딛元옮μ、~Ï'，휩]i!j\동言， ft염 

점1따， 둠"，*딩之”라 히고， 또 同좁 함f4， 짜l政(p， 395)에 “(램JF￥ 32年) 싫土:F 

城þl 각i'tl:l지땀짜 1휩챔土f핑官끊’， 欲뼈!J; 括{피土f며 1lR7RJJ)(J1!l方， 1'I::&:tt'F土者

용Æ~ 댄j을葉등특仍 껴]縣周i@元爭之， 헬;!J;1l!í"이라 하고 있디 l팀l궐元은 딴럭 

30년의 進士로 부령지현으로 부임하였다 

166) 폐E 〈廣싫南九道폈管九江關뼈1li紹景德했不피꿇關微.)1)(乾降 54쇠!" 17891 , 
J힌光 《감꽂싸;=J.=;> 챔8， 食줬1 때政 

167) 때반썽.， <뼈方tlJ폼iÐ1t) , 萬表 編 《皇明침濟文짤〉 卷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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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fjd윗徵， 그리고 양꺼파 J턴양1 좋뾰 · 폈w막 t，，^J;템 • 쩌上 fE월易 등 利힘 

이 있는 곳이면 어디어|세qj월行하였디 또 여펀 부류는 1띤方렘m의 품핀 

다 힘앓으후 혹은 되行1.-1 f찌폼 ‘ ↑폐옮에거] 찢充하야 하지의 走꺼로 펠악하 

였ZL 어떤 부류는 細士 • 大t따 - 大「돼人家 등 캉양좋家어1 들~-I가 Jfc牙나 

1紀網之i!f 으로 활동하였다 그라고 또 이떤 부류는 해市에서 打行 • 뼈夫 

• 꾀行 등의 셈J'ljj'r인인 ‘ iaj웹’을 반틀어 독램적으로 활동하였다 맹 중가 

이래로 무뢰의 활동은 주로 도시애서 이루어졌디 도λl는 즙.뱀히는 인구로 

인하며 시회가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무뢰가 쉽게 은신히여 생존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lG8l 떤 증기 이후 급격히 핑창히여 간 정덕진도 

여1외는 아냐았다 띔밀 ?때융의 E응?횡이'-1- 기타 무수한 지연의 사꾀l오 갇 

ö]↑ l어) 전숭한 경되죄의 民헬이나 龍I. 罷市 사깐의 매후에도 무펴의 선 

동è"] 있었딘 것이디， 그c'므르 경덕진이 상당히 불인한 사회였던 것은 이 
들 때뼈핑의 횡행 때문이었다 

한편， 멍청시대에 걸저 시회의 ;.z]배층은 줄곧 선사였다.170’ 그렇다면 

“옮짧싱칭， E￡YXf양J~옥業이라는 정닥진의 경우， 신사의 존재형태는 아떠허였 

던7끼 

전술한 떼와 같이， ;환펠 19년 정녁진 t없* 때 악평현 출신 용공의 겁 

럭에 대하여 %까l' 江相의 λl 려]이1서도 景평鎭에 매한 신사의 존재와 영향 

력을 엿볼 수 였L 그러고 짧표 8년(730)의 廣옆t'1:둡 건설 전말을 통헤서 

168: 吳쇼JJ?c (~셰末j펴tJi工펴的都rJj헛;~져=~페빙，J!j’懷仁 ii t PR史論文핏;’ 밤1μ1 

활社， {-l'ij~ 1997 參맨 
1젠1 〕1 잭仁!'.P， 1996; 낯깅iJ1X:， <며末 ~~JÎ윤으1 게t會향'r와 쳐[끗IfJt런힘〉 1 《 IFF좋;J: ê점 

f따究> 47, 199,; (->C그품J운벚 〈껴커〈때廣꺼)社헐융영ít及R天府民짤〉， 《 gFF￡5채 

文찢〉， 힘山뿔때 19951 

170' 'il챔 〈/工西잃도F핍f處 êmt><iIBî쥐|설펄f띤歐1 ; 江ìJl;'社flE完낀좀고冊’￡所<江西 
ili:[-I::I!따5E~졸，+4딸없〉‘ 江['，Ij人공‘ 1989; 三티뾰 [9% 王先明 SEft짜士 
→f、封셀階탤마]땐닛j命펑)? 5εFEλ民lh版『土 J 997; 펠'Ítt갓，.， (00 . t훔R양代의 탬 

창、쉐E力피 채j士〉 《5*[표며]圖떳 IV 帝國앉序의 5E5% > 쳐댐J힐業메:， HJ89 
(-.<만1 ' i품iIlfí'è;;빼士홈f)fD'E마R폐폐핑〉1 〈 Fji밍닷:1ii15냄~.Ex:*\fu!11증많〉 ;lt京社會

f1뽕r!C t닌 1[iZ게tI:，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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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일단을 알 수 있다 즉1 경덕전에 듣어온 佛I들이 의탁한 곳이 없 

어 객시하는 갱우기 망이 지자 廣濟堂을 건설하였는미， 부량현 힘1士들므1 {읍 

義외 iéiI!Wf. tL~천f월의 권고어l 따라 경덕잔이l 거주히는 써!-1:와 商人으| 쉽암 

토 간설되었딘 깃이마171l 

힌편딩틱진이] 진출힌 양얀 중에는 휘주상인이 가장 활발한 :헬동(음 진 

개하했는터]，172) 그들 중에는 신샤익 신분을 가진 시담도 적지않았디 ;영되 

진에 잔출힌 徵商들의 훤}동이 활빨했딘 원인 중믹 한 7'-7]는 아마도 그 

미1문。l였을 것이다 예컨대 가정년간의 했t:JH 짧生 짧(土는 부친이 잉 얀。l았 

으며， 그 자신도 體 · 布 - 강뚫과 1합m꽃르 長iI南 . ~t을 누비틴 대상연으 

로서 ;영틱ξ에서도 활받한 활동한 전개허 였다 《太S티~}어1 따르먼，l73) 그 

는 경턱진의 全 펄戶를 상대로 도지기 생산품의 質맨인 챈듭요} 챙格 統

을 관칠λ]켰다 그뿐 아니라1 경덕전이1 水%가 났을 때는 거민들을 구가1해 

주고， 흉년이 들어 양삭을 구하러는 蘭工들이 f，ljj)후하고 居E캉들은 이에 대 

한하"'] 짧1￡FSJFl함으로쩌 서로기 샘1뿔로 별전등l였을 때는，174) 띤띤에게 無

저J子로 [뻐~'1] 주기도 하였다 그기 짧인 경덕친"1] 와서 그링게 흥떳한 

影뿔JJ을 받꾀하α1 경덕진띄 경쓴짧 생t올 지배힐 수 았었던 매]캠은1 첫째 

그기 대상인으로서 막겐한 Z땀럭을 이용하여 뿔戶들어1제 품젠Imù합를 작 

딩히 활용한 것이고 들쩌는 공작인 활통을 툰해서 官R압] roL，을 얻은 떼 

17U 道jt 〈힘강패志) 철3‘ 公펄1 〈 ggf웹i겉> 011 ":tE景떻명 國P껴갱IlEJ\같， 따껴@ft 

등듬김~. 以흉 ci~해t五;Jj쩨L3딛 j맨슴그잉多失~rr， I잭設廣f섭호 將1;Þj앓(황ll\:앞렐솜， f흩i잊 
흰1른「떼암大5E， F꿇끼 미 f음이J몹~fll士R임民)않fij~j등”라 등 그 았고 ~I뭇<짧염f!쏟 
듭-c) 필光 《f루jQ%LE〉 환5， 公뿜1 옮濟경i:ll ?7 ) 예도 L‘景德:鎭〕 四方1종'iÍ 

*i강행ê:;JJit등力솥‘ i챙iËRrtl，정 i'i'%ìt합1lPI훌솥上꿇~仁哀1 此r뭘해I~홉 
딩1，J)ìl'定후iliil￥l[니펴뽕녕，1'-\不후검i!í좀짧a용함f굉所μe 不致영t!옹?氣ich쳐fEI .. 흉 
짧떼{ι 꺼，런太5jEf흰Z， II떠쉴之人土復J쭈l力f 其成추/'J~節而ι양M、짧 LlIk품於jljf 
홈)l'_.，7:"~-， Jø:패írtl JI'i*l:JfI!i벼 Ij;j' 디)라 하고 있다 

l72 ) 햄1썩l앓 1987 
lTl l iB휠쿄0525-1593) ， ，z太퍼똥l 1l'51 , <明fk: ;택生햄次캄훨~L王J갖/음쭉료등t 

?t~> 

r?~ll 이 01도 전슬한 비 었는 흉해 19 ' 20년의 사건듬 지칭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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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고， 셋째는 ‘’H身分이었딘 점이었다고 생각힌다 
또한， 휘주부 쳤때땀 生員 金따珍에 대해샤는 

“光親의 1히業을 계승하여 f릅tmi끽애서 상업을 경영하였다 경덕진의 市댈은 

五方人이 雄歐뜯 곳으로 창死암가 많있다 떠댐영館은 전어1 義양 義l칩 

종wlli을 컨섣하였으니 자금이 다i내 부담히기가 아려웠으므후 )해2은 

7싸의 떠P士튿 모이놓고 돈을 모이 f터믿을 시서 R久之듭|를 섬자고 (역섣 

히였다) 또한 義않숍틀 f김종흉하여 져年 I夫룹 사시 j곰j 하였교 또 댐 

수會를 만들고 文읍1껴도 건설히었는데 모든 게책이 주도띤밀하였디."175J 

는 기록이 보인다 대상인이 상업을 위해 진출한 지역에샤 공익사업애 참 

여함으로써， 그 지역 지방관과의 관게를 뤘第히 õl-는 시려1는 무수히 많고， 

경닥진에서도 많았다 그러나 슛席珍이 얼개 상인으로서1 경덕진의 공익사 

업을 위히여 주변 6個縣의 뼈::1:까지를 동원할 수 있었던 갓은 역시 그의 

신사로서의 신분 때문이었다 또한， 乾隆年問에 太學生의 신분으로 갱턱진 

에 진출한 결fl 힌 파)d탱昌↑핍도 고향얘 있을 때예도 이미 신사로서 헬익하 

였는더L 경되진에 진출해서 12년간 경상팔동을 하는 동인어1 공약시업애 참 

여하고 新安會館을 건섣하였다 l재) 청말애 정닥잔에서 父業을 지l송하여 죠 

上商을 하딘 종gn힘 員生 헤廣j짧(l830~ 1908, 父도 太텅뱉)은 경띄진의 쩌f安 

會館을 지배했을 뿐 야니리 널리 商務를 간여하고 니이가시는 公務끼지에 

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iη) 

명칭시대애는 시간이 갈수록 사회의 각 방면에서 상인의 영향력이 강화 

되어갔고 생인가문애서 신사를 배출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그램이1도 불 

구히고 산시의 영향팩은 병청시대 전 기간에 걸쳐， 都市외 뿔{、t을 불문하 

175) 民짧 《f￡i영%i志》 용41 ， 人ψ， 義行

176) 民國 《쫓源修ιi t6EE 81 人꺼? 義行에 “탬쩨(룹힘輸월옮m 備i킹1可꺼힘1 行之:

十餘年1 至今保固 經j때之景德쩌닥 값同仁同， 祝|염함 1'1'置義家 先;뭉띔~~혼新R 

會EE， 部똥용했t具人 1R헤E|fF1 템j정力폼을순 閔f=iUt i갖핍， 릉듭朱子λIfnj"라 함 

177) {댐華에Jf\;統않》 卷末， (를갇tli!U정公햄)(찢값泰， 1991, p.234 再引)이1 “在찌 

용ilJll1星江쉽館， ~원1샘新安험館m程， a與댐界13'꺼5， 좀똥氣廣i힘， 凡R죄~))公í1i품推 

兄휩領l!b"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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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관되꺼 발휘되었고 심지어 고l71제도가 정X된 이후와 민국시디l에도 

헝태와 방법은 변히였지만 영향럭만은 거으} 변호→이 없아 지속되었다 17，3) 

많은 사최사업에 펴λ과 商뿜이 참여하거나 흑은 주관한 사레까 수없이 

보이지민1 그것은 판부에 대한 협조일 뿐 그깃으로 상인의 사최적 지위기 

싱승되는 갓은 결코 이니었다 첫디}에 大즉늘戶가 연납 등으로 선시 지격을 

얻었딘]재’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디고 셋각한다 

結 즙감 

경되진은 명 중엽 즉 16세기 증입부터 중국 지1일으1 lF힘&옮 펠菜 lIßilJ 

보서 I칭삿융 떨컸고 이를 배경으료 상업 또한 발딜하였으므후 수콩업과 

섣영。l 칠힘된 대도λ 토 갈전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첫째 경덕전은 

밸口JI~ltf과 끼tx1류맘슴 등 A，리적으로 뜯은 조건을 가졌고 기술직으로도 우 

위를 점하였으며1 울찌1， 16시}기 증엽브티 tÇ별가 技찌IlJIí'J인 面괴 生품휠으l 

양면에1 치 비1악적으로 받전한 점윷 들 수 있다 그런데 경덕진이 거대 도λl 

화쾌가는 과정에사 유입된 인구는， 15서1171 이데도 중국 잔역에서 띔메폐 

기능이 !tti열되。1 가던 시가。I1 겸덕진 주변 농촌에서 석출란 농만61였다 

흰언하엔1 정닥진이 'R~fr로 번영을 누린 과정은 I생칭시대에 진행된 LT西

의 세」j핀정젠b와 Uìlt를 같이 능뜯 것이었다 

경덕진이 도자γ 생산을 중섬으로 도시화해가는 고「갱내샤 생끼는 이익 

은， 직접 생산자인 뿔戶니 健I보다도 오히려 챔체펴人 릉 외래 大쩌人이 

독점하였다 그펴니 상인의 대디수는 다ν”힘人으로서 영서l호을 던치 봇했 

다 경덕진'11도 물론 ;k:Ej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플戶는 역 

1781 王13m， 1996; 드3':明 1997 
179) 강없팡" 1991, p.21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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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까、뿔戶였다 한편， 명말이]는 뤘댐을 헤아리고 18세기에는 救十한이라 

고까지 일려진 경덕진의 용공은， 칠반 정도는 농촌에서 왼전히 ii빽j된 채 

경픽전。I1 유입히였jL 니머지 칠반 징도는 農I未分 싱터1로서 계절적인 이 

동을 하였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플 믹론하고 이들 용공은 

그날 벌어 그닐의 뼈U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f 앙상 失業 앉jjJj 家댄 

大事 · ig害 등의 위험이 토사리고 있었으므로 대개는 대단히 어려운 생활 

을 하였디 이러힌 현상은， “百디k썰庸Iλ풍， 多{짧풍ζ항 3상 티ζ工， 

텅p까티츠fi’'IHOI이라 ö}듯01， 명칭시대를 통하"'] 경제가 가장 선진 지역 

이었던 강남지방을 위시하여 진 中탱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한편， 이렇게 사방의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딘 경덕진에서는 맹청시대에 

많은 民變이 있었는데， 대개는 CP 鎭內 居民의 利書따縣의 대럽으로 인한 

뼈쥔111格의 ii팎파 (ZJ ßiJ늘官 E히變의 두 기지로 煙뺨k할 수 있다 먼저 

뼈훨 성격의 분쟁을 통해서는 디음과 같이 두 가지의 사질을 일 수 있다 

첫째는 경틱진 居民의 구성이 대단히 복집하였던 까닭에， 그들 相互間에 

利害외 意짧의 대립이 매우 심하였다 이 경우， 0 정덕진애 유입한 각지 

의 商 · 民들이 出身tllJ域탤로 상호 유패를 통하여 지역별 대결 양상을 띠 

고 있었디 진내애 가주히논 외래인들은 처음부터 대개 同柳人끼리， 혹은 

같은 종족끼리 聚族而居히떤사 용館이나 行캠을 조직히。1 相互용멍]하고 

같은 專門業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디 여1 뿔戶(=뿔IE)와 뼈工 사이 

의 관계는 완전한 계익관계가 이니어서 水% 등 어려운 여건에 봉착하면 

쉽게 관계기 악회될 수도 있었다 다음은 反옮官 民힘이었다 。l 경우， 鎭

마이1 대한 좁官의 *필쩔와 1收쫓아1 대해서는， 앞에서 본 출신지역간 혹은 종 

족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잠시 집어두고 경덕진 居民 全體가 하나로 결 

속되어 f륭{검하였다 경띄전에서 발생한 이라힌 諸 I한變의 성격은! 역시 도 

시의 유헝이 전혀 다른 강넘지벙어1서 전게되던 도시 민변과 유시히였다 

명 중기 이라1 경되진의 도시화 과정은 대단히 빨랐고 人口 構成은 검「更 

1801 <댐朝文없通考》 짝23 ， <Jfít 않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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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j→ • 띔更 · 끽Hfh 품戶 · 碼I 등 ，~재장강a 생산자 겸:i'l' . 켜~ii. ~훨 · 펠 

Ri똥행l者(=IJI'f:;J，)， 71타 技能)、파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 및 jlJp맏無賴 등 대 

간히 븐감하였다 그러나 이링게 급격히 발건해가던 R펌I業 웹i태에서도1 

웹ít‘tfd:핑에서와 때似하께 빼士익 社쩔「깨 ε웰)]은 대당히 컸4. 환연히띤， 

점덕진 도λl시호의 것엄èF션인 맺論 J5<했헐 역사 혜1土였고 下함의 일각에는 

‘不끊之li~’， En M추믿:il뼈가 또 하냐의 따會階層으j료 存l'E하며1 수시로 사 

회의 不횟要굉로 직용타였마 겸터진 사회의 이러한 정횟은 역시 병챙시 

대 깅념지역의 'lirí市nd:會외 頻1以한 생격이었다 

경덕진은 깅닝지맹의 도시외든 앉展 背景괴 j없모"1 전혀 다른， 거의 千

年이냐 지속된 때쉰밟 專業 都市였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덕진 댐댄의 

댐JI歡과 탱#樣式 혹은 웹F社합 내부에서 L}타냐는 社혈Elî청은 江南

ti!l方괴 都市들에서 니티-l-'.눈 현상괴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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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냐1힘廳] 

明末消初的社會變{jj與;城m社협 

以짤德鎭與←끄돼짧l마 jß~쩔IfrJG' 

吳金成

明디]꽃」μ.來， 景f옆했fF혈’#國第→땐않캠혹業城市顯fE j틀탬￥컨품景下" N.ij業

←띠짧j뿔 景德鎭城市IU탬모中)카/까入的人 口， 경t뭄從몫德鎭댐싣흩떨셔析出켜~Ðf.J 

옆民 景德3될以 l 숲都/享受f양榮的;댐'ffi， 就是띠明}품R칸패ì[行1i'J닝II西jftb쉴變↑ι 

同힘d풍IÍ'J 

l'E景옆鎭的外來大商λ獨디크歡jp，낌磁뽑生.~~뭘꿇 cþ)j탬송生U만大해;分利짧 但

f로 在흉應鎭8끼太多했商/、只품，+，;J、R￥人 景{폼鎭tl1有太뿔戶? 但뚱， 大多數를월 

戶只뭄cþ小뿔戶 好 III所謂j‘百IJ컷쌀剛工人얄， 多i系쩔품z家， 돼(-B之 I , 

~p少→ 티之食’흡}쫓生J품짧庸I~γ::1::/폐댐꼈힘 在景f흔鎭這)맘的社힘現象是 

na先j훌찜짧t삐랫江f힘 j밴方→康 f따是全*행깨 %디']，몽象 

ijJj i즙[란뼈 在품德j힘얄生3훤許多民형양 pc果t면하多民變f얻類젠化， 第→ 품:tÉ 

쩌될I영居F란1'1J害써係對立來훨生的碼6|〉뽀%、후、 월염r빼콤民;B~f홉成↑Jlf용雜1 所以

ItIlj門7I相품âJ횟/照ii\평겨벼或첼有利폼1'0꿇많的폼、立 第二 &:íÏi'fllS행 l→果E료官 

對鎭lXoé여jlQ暴.f-l1I\íl홉주5킷1빠「↑ )콤뭉웹방停止i:I:\身r센때f볍횟fiζ 全居民암*'궐꺼R 

옳J뀔 j틀챔l'J[륙쩡生염fiEH~헤]頻권리5EfF不同;파o홉1m:!!깨tr11llS헛fß/bl 

明中빼以尼， 뭉떻행j'J人디서흉IllGIJil複維 不但점官렷 • 뻐↑士 i룰更 .1f.잔짧)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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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德폈是幾T千iJcn죄持續的쩌磁꿇專業都市， II!l的發展믿景和j댐程與江F힘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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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까til1파 1:1술內ff5FE生꽤土會現象， 與江南t1il方都市內劉5的鋼類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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