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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1. 隔究의 目的

한 地域의 經濟가 自給自足 經濟에 서 商業 또는 

交換經濟 體制로 變해 감에 따라 景觀上에 는 生盧活
動의 地域的 特化와 더 불어 商品(Goods+ Services)의 
萬集 • 交換 • 分配를 흉한 機能과 施設이 나타나게 
된 다. 밟 地域經濟의 特化는 Complementary Region 

閒의 相互作用을 必要로 하게되며， 이는 한변으로는 

背援地(Hinterland)에 對한 Complementary Region 

으로서 , 다른 한편으로는 背後地들 사이 의 Nodal 

Connections 로서 中心地 (Central Place) 를 發達시 

키게 된다. 

歐美諸國에 서 와 같은 近代的 商業經협 體制下에 서 

는 이 러 한 中心地 機能(Central Place Function) 이 

一定한 空間的 位置를 퍼하고 進行되 나， Asia, Africa 

및 中南美의 一部 地域에 서 는 生盧者와 最終消費者

間의 去來가 移動店觸(行商 : Mobile Firm) 어1 依해 

01 루어지고 있다. 

韓國農村에 있어 이러한 財貨와 用投의 流通過程

은 많은 部分이 移動및 常홉店觸(Mobile and Fixed 

Firms) 가 混在하는 定期市場(場 : Periodic Market갯 

을 通해 行해져왔다 (1) 

需훨와 供給을 一定한 날짜에 一定한 場所로 集따 

시 킴 으로써 높은 運送費와 낮은 ProfÌt Margin 을 補

價하고 地域內 (Local) 및 地域間 (In terregional) 의 輕

濟的 流通을 圓펌히 하는 定期市揚은 傳統的 農村社

會 (Traditional Agrarian Society) 또는 農民社會

(Peasant Society)가 갖는 한 特徵이다 (2) 韓國農村

에 있어서도 定期市場은 經濟發達과 더불어 地域構

造를形成變容시켜온 하나의 重要한要素이며， 따라 

서 市揚의 生顯와 그 體制(System)의 類型(Pattern)

을 船究하는 것은 장당한 地理學的 意;義를 갖는다. 

本 船究에 서 는 定期市揚의 時間的및 空間的 分布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를 分析하고 階

層(Hierarchy)을 區分함으로써 地域構造CRegional

(1) James H. Stine; “Temporal Aspects of Tertiary Production Elements in Korea" , Urbaη Systems and Ecoπomic 
Developmeπt， Papers and Proceedings, 1962. pp. 68"'72. 

文定昌 : 朝蘇φ市樓， 日本評論社， 1941. pp. 213"'216. 
(2) G.W. Skinner: “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Journal of Asian Stμdies Oþ Vol. 34, Nov. 1964. 

pp.3"'5. 
B.J .L. Berry;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1 Distribution, Prentice-Hall 1967,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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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의 한 Mvdel 을 提示하고 그 變容過程을 

分析하고자 한다. 

2. 맑究의 方法

本 닮究는 文敵을 通한 寶料의 解析에 依한 定期市

場의 發達史的 考察과 慶尙北道 西部의 尙1'[、I郵 一圖

에 갤친 地域에 對한 Case Study 로 行해 졌다. (Fig. 

1) 調훌地域의 東半部는 洛東江 低地帶， 西半部는 

서\白山地의 i협3를 차지 하며 養鍵과 米作이 盛한 傳

Fig. 1. Study Area 

統的 農業地域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 地域은 일 

찍 부터 定期市場을 母體로하는 市錫聚落이 發達해 왔 

으며 (3) 筆者의 生活根據地로서 直接 • 聞接의 經驗

을 通해 長期間 關心을 갖고 觀察할 수 있었고 Inte

rview 및 Questionaire 를 通한 資料의 萬集이 容易

하였다. 

萬集된 資料는 王로 Christaller 의 中心地理論

‘(Central Place Theory)에 따라 緣合 分析되 었으며 

定期市錫의 成立 및 存續의 社會 經濟的 背景이 商

品 到達 距離(Range of Goods)의 織念을 通해 解析

되었다. 開市日(장날)과 關聯하여 調훌地域內 各市

場의 Service Area 및 人口 (Population Served) 를 調

훌하여 定期市場의 階層(Hierarchy)을 區分함으로써 

地域構造의 Model 을 提示하었으며 , 理論과 實際를 

tt較함으로써 變化의 훨因分析을 試圖하었다. 끝으 

로 各 階層別 市場의 機能的 特性을 商人과 消費者

의 行動類型을 中心으로 記述함으로써 市場의 中心

地階層에 있어서의 變化의 方向을 考察하였다. 

H. 定期市場의 發達

1. 起源과 發達

市場의 起源과 發達過程에 對해 서 는 다음의 代表

的 두 學說이 相反되고 있다. 

CD Adam Smith 의 國富論에 서 1:l1 훗되 는 古典的
學說로서 , 그에 依하면 農親社會의 剩餘生盧에 依하 

여 農民間의 物物交換(Barter) 이 일어나게 되고， 分

業이 進行됨에 따라 地域內 交換(Local Exchange) 이 

行해지던 中心的 聚落에 定期市場이 짧達하게된다. 

分業에 依한 生塵活動의 地域的 特化가 繼續됨 에 따 

라 附加되 는 剩餘生옳品은， 地域間(Interregional) 및 

都市間(Interurban) 의 交易을 可能하게하며， 都市立

地를 求하는 工業의 發達과 더 불어 罷極的으로는 市

場機能을 갖는 都市中心地의 階層이 發達하게 된다 
고한다 (4) 

@Pirenne 의 見解에 依하면 市場은 어 떤 共同社會

의 內部에서는 절대로 發生할 수 없는 것이라하여 

交易과 市場이 前者와는 相反된 發達過程을 거친다 

고 한다. 市場의 發達‘은 個人 또는 地域內의 需要에 

依해서가 아니라， 性質을 달리하는 外部 人口와의 

補完的 生塵品 (Complementary Products) 의 交易에 

依해 主導된다고하며 , 따라서 市場이 長距離 交易의 

初期的 形顯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結果로 生成되는 

것이라 한다. 則 交易路가 생긴 後에 그 路上에서 

Fair 가 열리고， 定期市揚(Periodic Market; Local) 

은 母市(Fair) 의 周邊에서 道路網의 據張形態로 發

達하게 된다는 것이다 (5) 

韓國에서는 主로 市塵等의 京市와 街路市·城몹 

市等 行政 및 交通의 中心聚落에서 發達하였던 劉市

가 오늘날 都市의 商街와 常꿇市錫 및 農村의 定期

市錫으로 짧達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짧達段階는邊 

境地方에 서 外國과의 交易으로 發達한 境界市를 除

外하면 大體로 市場中心地의 成長과 都市의 發達01

그 發展段階面에서 同一한 過程을 거치는 것으로보 

는 前者의 傳統的 見解의 範購에 속한다고 하겠다. 

韓國 市場의 生成起源에 對해 서 는 文斷上 어느때 

부터인가가 分明하지는 않으나 交換의 媒介體언 貨

網의 發達에 先行할 것임은 確實하며 約 4300年前의 

擔君朝蘇時代에 이미 金屬貨帶가 使用되었던 짧에 

(3) 姜錫午 : 新韓國地理， 새 글사， 1971. p. 294. 
[4)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1th of Nations. 1776. (Modern Library Edition. 

1937) pp. 356"'396. 
(5) H. Pirenn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Meclieval Europe, Harcourt,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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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그 歷史가 매우 오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市錫에 關한 記錄이 文顧에 最初로 나타나는 것은 

三韓時代로서 村落과 村落사이 의 交通이 便利한 密

集村落等地에 있 었던 街路市 맞 國環地方의 境界市

와 行政中心地였던 城몸에 發達한 城몸市等이 있어 

이를 通한 物餐의 交換이 盛하였다고한다 (6) 

三國時代의 市場은 一般社會經濟의 發達에 따라 이 

보다 상당히 進步 • 發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新羅

f검知王12年(490 A.D.)에는 首都 慶州에 京師市를 開

設하고 國內物寶의 流通을 行하게 하였으며 , 智證王

10年(509 A.D.) 에 이르러 東市를 끊置， 市場藍홉官 

녁을 두었고， 孝昭王 4年(695 A.D.)에는 다시 西南二

市를 開設하여 또한 2 藍寶官을 두었는데 , 前記 3 藍

督廳、쓸 合하여 倚稱 三市典이 라한다 (7) 新羅에 는 前

述한 京市外에 도 地方에 城뭄市를 띠心으로 發達하 

였던 微市가 있었으며 百濟와 高갇I麗 亦是 新羅와 

類似한 形態의 市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時代에 는 首都 開城에 市塵을 세 우고 市場雙觸

합을 두는등 市場의 政策的 育成에 積極的으로 나섬 

으로써 市場이 制度化하게 되었으며 鎭力한 物價政

策을 施行하기도하여 政治 • 經濟의 中I~、이었던 救 • 

府·鋼·縣·鎭等에 城몸市를 中心으로 獅市가 發

達한 한펀 官의 介入에 따른 詳求도 甚했먼 것으로 

보인다 (8) 

常設店觸가 最初로 나타난것은 高麗熙宗 4 年(西

紀 1208年)으로 765年前이 며 本格的으로 發達한 것 

은 李朝時代부터 로서 市場施設을 整備하고 商人을 

’收容하여 市塵을 發達시 킨 것 이 오늘날의 都I~、商街

를 形成하는 기툴이 되었다. 鄭市는 立地에따라 行

政中心地의 城몸市場과， 交通의 훨衝과 物資의 集散

地에 立地한 村落市場의 2 種類가 있었으며 (9) 其外에 

藥令市 • 家畵市場 • 幕벚 및 藏菜市場 • 朝?市와 國

際市場 等의 特珠市場이 있었다. 

李朝時代 復期에 이르러 貨網가 널리 普及되면서 

市錫은 더욱 活氣를 떠었고 王屬L을-前後해서는農民 

의 生活을 規制하는 하나의 重흉흉한 組織으로 成長하 

였다. 그후 日帝下에서 오늘날 市場法의 母體가 된 

市場規則이 制定되었으며 (10) 이때부터 農村의 定期

(6) 文定昌 3 朝蘇@市場， 日本評論社， 1941 pp. 1""3. 

市揚은 植民地 l앓짧;의 한 道具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H帝는 半自給自足的 農村經濟의 交換媒介機關이었 

던 在來의 定期市場을 軍國塵業寶本에 依한 I業完

製品의 飯賣市場 벚 低購한 原料共給市場으로 삼는 

政策을 썼던 것이다. 

其댐 李朝時代의 遺物인 市塵은 民問 常設店觸와 

商街로 代置띄었고 人口增加 및 都市化와더불어 첩: 

日開市의 常設市場으로 定著한 市場도 적지 않다. 

Table 1에 依하면 市場의 數는 지금까지 增加一

路에 있었으며 이에따라 市場間 平均距離도 줄어져 

Table 1. N umber and A verge Spacing of Periodic Markets 

Period 
(year) 

1923. 

1, 032 

10.5 

朝蘇φ市場經濟(朝蘇‘總督府調훌資料 第=
七輯)， 1929. 

文定昌 : 朝蘇0市場， 1941. 

農林部 : 農村 5 日市場-寶態分析및 改善方案- 1972 

Photo 1. Types of Building in Market Place (Oksan 
Intermediate Market , 1972. 7. 21) 

왔으나， 이것이 만드시 定期市錫의 계속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近代的 商業經濟의 定著과 

더 불어 機能的 重훨性을 잃게 되 는 定期市場이 過灌

期的언 ~時的 反作用의 結果로 그 數만을 增加시 켜 

온 하나의 消極的 現象으로 볼 수도 있다(11) 交通

(參照、) : 增補文歡備考 第159卷， 東國通鍵 第 l 冊外紀， 後漢書 卷 40 , 與服志 第 30, 三國遺史 紀異卷 第 1. 

{7) 增補文敵備考 第163卷，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 3.4.8. 
(8) 文定昌 : 朝蘇@市場， 日本評論社， 1941 pp.7""14. 
(9) 文定昌 : 前揚書， 그에 依하면 李朝 純祖 30年(1830年)煩의 定期市場은 모두 1, 052個所로 그중 330이 城물市場， 

720 이 村落市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10) 朝蘇總督府令 136號(1914年 9月 ). 
(11) B.J,L. Berry; op. cit. , p.114. 

仙道良次 : “fk田縣、|다3 너정最近η定期市{ζ '0 v 、'"(" 東北地理 第19卷 第 1 號， 1967,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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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通信手段의 大果化와 輕濟發達에 따른 所得의 增

加 및 都市化의 進展과 더불어 比較的 近代的언 商

業組織과 前近代的인 移動店觸가 混在하는 過鐘期的

要素를 지닌 오늘날의 定期市錫은그 繼能이나體制 

에 있어서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hoto 1.) 

2. 存緣의 憲훌훌와 開市週期

開市의 週期性(Market Periodicity)은 生塵者와 商

人의 立場에 서 볼 때 店觸의 移動性(Mobility of 

Firms)과 關係되 며 , 店觸가 移動性을 갖는 理由를 理

解하는데 있어서는商品의 到達距離의 擺念、(Concept

of Range of Goods) 이 그 關鍵이 된 다(12) 商品의 

Maximum Range 는 市場中心地(Market Center)로 

부터 그 商品에 대 한 Marginal Consumer 가 位置하 

는 곳까지의 距離를 말하며 따라서 이를 넘어서면 

그 商品에 對한 需愛가 0 이 되 게 된다. Maximum 

Range 는 需要의 彈力性(Elasticity of Demand) 및 

運送費(Transportation Cost)와 國數關係에 있으며 

一般的으로 運送費가 높을수록， 그리 고 需要의 彈力

性이 클수록， Maximum Range 는 작아진다. 

또 Minimum Range 는 店輔의 Profit Level 에 關係

되 는 擺念으로 그 店觸가 存續하기 에 充分한 만큼의 

總需要量을 包含하는 圓의 半쩔을 意味한다. Mini

mum Range 는 所得水揮 빚 人口密度에 依해 決定되 

는 需훨密度(Demand Density)및 商人이 滿足할 수 

있는 Profit Level 과 휩數關係에 있으며 一般的으로 

Demand Density 가 낮을수록， 그리 고 Profit Level, 

&P Survival Threshold 가 클수록 Minimum Range 

는커진다. 

따라서 非鏡爭狀態下에 서 는 다음과 같은 假定이 

成立한다. 

Q) Maximum Range 7} Minimum Range 보다 크 

거나 같으면 그 店購는 一定한 空間的 位置를 려하 

고 存續하게 된다. 

@ Maximum Range 7} Minimum Range 에 未達

하는 境遇에는 店輔가 養退하여 없어지거나， 數個

市錫園(Market Area)의 需要를 합함으로써 Survival 

(12) James H. Stine: op. cit. , pp. 68"'78. 

Threshold 룰 獲得하려 할 것 이 며 이 경 우의 店觸

는 移動店觸(Mobile Firm) 흑은 臨時店輔(Part-time

Firm)로서 定期的으로 열리는 去來의 樓所， 郞 定期

市錫의 立地를 生成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Maxi

mum Range 7} Minimum Range 에 未達하는 現象은 

所得水灌이 낮고 運送費가 比較的 높은 開發途上의 

國家에서 나타나는 典型的인 것이다 (13) 中國이나 

韓國農村의 境遇에 는 이 러 한 狀況위 에 險素와 節約

을 尊重하는 價{直觀에 서 오는 傳統的인 消費生活의 

規範(Norms) 이 農家의 最少 生活必、須品의 種類와 

量을 制限하고， 自給自足을 짧主로하여 農村經濟의 

特化가 週延된 것이 市場商品의 需훨를 姜縮시 키 고 

定期市場을 오랫동안 存續시키는 主훨因이 되어 왔 

다. 

이 를 다시 消費者의 立場에 서 보면 店觸의 Survival 

Threshold 가 큰데 超因하는 長距離의 常設店觸보 

다는 가까운 定期市場을 利用하는펀이 有利하게 되 

며 , 따라서 定期市場은 消費者의 利用距離 및 時間

을 合理的으로 調整하는 開市日程(Market Schedule) 

을 갖게 되 고 장당히 密集하여 分布하려 는 碩向을 갖 

게된다. 

開市의 週期는 定期市場의 發達過程과 社會 • 經濟

的 및 文化的 背景에 따라 地域的으로 相異하게 나 

타난다. 

예 를둘면 中國에 서 는 黃河流域을 發群地로하는 句

(Hs히n-陰歷)을 中心으로한 것과 東南部에서 使用

되었던 十二支에 依한 2種의 週期가 바탕이 되어 人

口增加와 交通의 發達 및 所得增加에 따른 需훌의 

增大에 따라句當및 支當週期數를倍加시켜갔다 (14) 

또 日 本에 서 는 大部分의 定期市場이 常設市場으 

로 定휩하였으나 比較的 交通이 不便하고 商業의 發

達이 늦은 一部 地域에 殘存하며 大體로 댐當 1"'4 

週期로 開市頻度를 늘여 왔다 (15) 

Africa 에서는 3일 rv7일의 開市週期가 通用되고 있 

는데 其中 3rv6일의 週期는 人種的 差異에 , 7일 週

期는 Islam 數의 옳響에 起因하는 것이며 이 밖에도 

lndia 및 中南美에 類似한 開市週期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장날”이라 불리우는 韓國 定期市揚의 開市週期는 

(13) Thomas H. Eighmy; “Rural Periodic Markets and the Extension of an Urban System; A Western Nigeda Exam
ple", Ecoπomic Geograhy, Vol. 48 No.3 July. 1972. 

(14) G. W. Skinner: op. cit. , pp. 10"'16, 오늘날은 l支當 2 cycle 혹은 4 cycle 과 l句當 2, 3, 4 cycle이 普遍的이 다. 
(15) 田中館秀三 • 홉橋幹雄 : “米代川流域κ於η 킹市樓η맑究" 地理學評論 第13卷， 第12號， 1937. 

田中館秀三 • 高橋幹雄 : “橫手효地κ於ηa市場φ짧究" (1), (2) , 地理學評論 第13卷， 第 2, 12號， 1937. 
仙道良次:前揚書，

(16) C.M. Good; “Rural Markets and Trade in Coast Africa". Research paper No. 128. U.껴v. 01 Chicago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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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에서 보듯이 李朝時代에는 5日市場(2 Cycle 

per Hsün)을 中心으로 장당수의 108市場cl Cycle 

per Hs딘n)을 갖고 있었으나 日帝時代릎 거쳐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完全히 5日市錫으로 固定되었다. 陰

Table 2. Market Periodicity 

-극=τ ----←삶i굶(기季朝i뽑代1 日帝時代} 콸-굶 
---~-----~ (year) I (1834) I (1938) I ~19!，2) 

________ I T ,.. I TT I ;:,outn 
Market Cycle ---------~ I !\.orea ! !\.orea I Korea 

4 8 

2 

4/Hsün Markets 
3/Hsün Makets 
2/Hsün Market s 905 I 1,357 I 1,032 

1/Hsün Markets 125 I 17 
Irregular Markets 18 I - I 

Total I 1, 052 \ 1,384 I 1,032 

贊料 : 善生永助 : 朝蘇η市場(朝蘇總督府資料 第八輯)， 1923 
朝蘇@市場經濟(朝蘇總督}참調훌資料 第二

七輯)， 1929. 
文定昌 : 朝蘇@市場， 1941. 

農林部 : 農村5日市場--實態分析및 改善方案--
1972. 

歷의 댄(Hsün)을 基本的週期로 發達한點에서 이는 

日本과 마찬가지 로 中國文化의 傳播를 通해 며國市 
場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7) 

요컨데 어떤 境遇에든 開市週期의 日程(Market

Periodicity Schedule)은 相異한 人口훨素(商人十消 

費者)에 가장 便利하도록 時間的 • 空閒的으로 配列

되어야할 經濟的 必、훨性을 反映하는 것이며， 따라서 

需要密度의 增加에 따라 開市의 週期數를 늘여 가고， 

l짧接市場과의 空間的 鏡爭을 時聞的으로 調整하기 

寫해 開市日을 交例(Staggering)시키는 것은 必然的

論理의 歸結이다. 

調훌地域內의 各市場의 Market Area 를 開市日別

로 地圖化한 Fig. 2""""6 에서 우리는市錫의 開市H 이 

前述한 여 러 가지 要素外에 地形的 흉흉素 및 交通路·

行政區域等 市場에 의 Accessi bility 를 감 안하여 決定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 Fig. 2""""6을 Overlap하 

여 얻어진 Fig. 7에서 볼 수 있는 상당히 치열한 空

間的 鏡爭(Spatial Competition)을 開市日의 交列

(Staggering)에 依해 調整함으로써 , 時間的鏡爭(Tem

poral Competition) 을 最少化하고 있 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開市日은 交通이 짧達하지 못했 

던 때에 決定되어 오늘날까지 固著되어 온 것으로， 

交通이 發達하고 所得水準이 높아진 오늘날에 는 장 
당한 摩操을 일으켜 小規模 市場이 養退하는 한 흉§ 

因이 되고 있다. 예를들면 Fig.5의 中후와 永同市場
間에는 小白山服이， Fig.6의 中東과洛東市場사이에 
는 洛東江이 交通의 障體物이 되 어 있 어 (Photo 2.) 

距離上으로는 憐接히-여 있으나 相互 隔離되어 있으 

므로 同-‘한 開市日을 갖더라도 큰鏡爭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새 로운 交通路의 開設과 近代的 交通手

段의 登場으로 지 금은 장당히 鏡爭이 甚하여 지 고 

있다. 

Photo 2. Farmers crossing Nakdong-River by a ferry-boat 
to go to market (Nakdong, 1972. 8.20) 

P 9ktn 

Fig. 2. Actual Market Areas; 1-6 Markets 

Polly Hi1l & Robert H.T. Smith; “The Spatial and Temporal Synchronization of Periodic Markets; Evidence from 
four Emirates in Northern Nigeria", Economic Geography , Vol. 48 No. 3. July, 1972. 

Wayne Mckim; “The Periodic Market System in North Eastern Ghana", Ecoπomic Geography Vol. 48 No. 3. 1972. 
Thomas H. Eighmy; op. cit. 

(17) G.W. Skinner; op. cit. , pp. 10""16. 
B. ]. L. Berry; op. cit. ,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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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定期市場의 階層構造와 機能的 特色‘

1. 階톰構造 

며心地 理論(Central Place Theory)은 2次 大戰前j

獨適의 地理學者 Walter Christal1er 와 經濟學者

August Lösch 에 依하여 基鍵가 確立되 었다 (18) 두 

사람은 分散되어 있는 人口에 對한單一商品의 最適

分配를 穩하여 必、훌한 市錫의 空間的 配置에 對하여 

서 는 合致하는 見解를 가졌으나 여 러 種類의 商品을 

同時에 考慮하는 境遇에 는 서 로 主張을 장당히 달리 

하였다. 

(18) Walter Christaller; Die zentralen Orte in Süddeu
tschland (Jena, Fischer. 1933). 

August Lösch; Die räumliche Ordnung der Wirtschaft 
Oena, Fischer, 1940). 

6 

Fig. 4. Actual Nlarket Areas; 3 • 8 Markets 

Fig. 5. Actual Market Areas; 4 • 9 Markets 



그 結果， Lösch 의 Economic Landscape 는 市場

指向性(Market Orientation)을 갖는 段階에 있는 2 

次塵業의 立地分析에 , Christaller 의 Hierarchy 는 3 

次 塵業部門의 小寶 맞 Service 業에 依한 地域構造의 

分析에 보다 適切한 接近方法이 되고 있다 (19) 

階層(Hierarchy)의 擺念은 不連續的인 며心地들 

이 各各 그와 關聯된 機能群을 갖고 하나의 Nesting 

Pattern 속에 組織되 어 存在함을 前提로하며 Chris

taIIer 의 演繹的 Model 은 며心地들 間에 이 러 한 

Hierarchy 가 存在한다는 것을 前提하는 것이다. 며 

心地의 規模에 따른 Hierarchy 를 經驗的으로 認、知

할 수 있는지， 아니면 中心地들이 機能的 連續性

(Functional Continuum)을 갖고 實在하는 것 인 지 에 

對해서는 많은 論難이 있어 왔다. 그러나 機能的 짧 

達過程으로 볼 때 中心地가 背後地의 生塵物을 集合

시 키 고 外部로부터 流入되 는 商品을 分配하는 構能

을 逢行하며 敎育 • 保健 • 衛生 • 願樂 및 文化的

Service 의 中心으로서 外部로부터 의 뚫2響을 傳播할 

뿐만아니 라 한 地域의 思、想이 나 感情의 收數點이 된 

다면 各 中心地의 活動間에 不連續性이 나다날 것 

을 期待할 수 있으며 , 따라서 이 러 한 背景을 갖는 中

心地는 不連續的 人口集團(Population Served)과 相

異한 規模의 Service Area, &P Hierarchy 를 갖게 된 

다고 하겠다 (20) 

이 러한 觀點에서 며心地理論에 關한 經驗的 없究 

는 며心地로서 의 聚落의 階層區分을 寫主로 行해 져 

왔으며 , Service Center 의 階層昭究에 있어 重훨한 

手段이 되는 方法으로는， 첫째 中心地에서 利用可能

한 財貨와 用彼을 數(Number) ， 種類(Type) ， 特化度

(Degree of Specialization)에 따라 評價하고 그것을 

指數로 使用하여 階屬을 決定하는 方法과， 둘째 財

貨와 用投에 關한 中心地의 Dependent Area 를 測

定하는 두가지 方法이 있다. 前者의 境遇 이러한機 

能들의 外部人口 (External Population) 에 依한 使用

量을 正確히 測定할 方法이 없다는 點이 큰 難點01

되고 있는 위에 自然的 條件， 工業化 및 農業經營의 

商品生塵的 特化等에 따른 Local Effect 에 依한 뿔 

曲이 可重될 憂慮가 있으며， 後者의 境遇에는 階層

의 擺念에 보다 接近하나 大地域에 對해 서 는 調훌가 

어려워 適用하기 어려운 點01 었다 (21) 本 짧究에서 

는 Christaller 의 中JL、地理論을 바탕으로 Service 

(19) B.J.L. Berry; op. cit. , pp. 59 f'OOI 73. 

Area 및 Service Area 內에 包含되 는 人口 의 測定을 

通하여 階層을 區分하는後者의 方法이 使用되었다. 

筆者는 消費者를 對象으로한 設問紙調훌(Question

aire)를 通하여 單位聚落에 서 規則的으로 利用하는 
市壞을 調훌하고 各 市場-의 常設 맞 移動店‘옵혐의 商

人이 去來하는 顧客의 住所릎 確認하여 이 를 램完함 

으로써 調훌地域內의 5個 廢市狀顯의 징-터 (Market

place)를 除外한 17個 定期市場에 對한 Market Area 

를 決定하였다(Fig. 2rv6). 

各 市場의 Market Area 를 開市日別로 地圖化한 

Fig. 2rv6에 서 各市場의 Service Area 와 人口 (Popu

lation Served)가 算出되 었으며 그 結果가 Table 3과 

이 를 Log-graph 化한 Fig. 8이 다. 

Fig. 8에서 우리는 2個의 뚜렷한 斷切로 區分된 3 

Group 의 不連續的 市場群을 認知할 수 있다. 郞 調

Table 3. Market Areas and Populations Served 

I Popula-
Mar kets I tions 

I Served 

상주 Sangju i 218, 217 

합창 HamchangJ 40,114 

옥산 Oksan I 37,995 
화령 Hwaryungl 32,429 
낙동 Nakdong I 24,708 
중모 Jungmo I 23,645 

청 리 Chungri 14, 782 
공겸 Kongkum 13, 226 
사별 Sabul 10, 832 
은 척 Eunchuk 8, 207 
낙서 Naksu 7, 742 
화동 Hwadong 6, 615 
화북 Hwabuk 6, 536 
중동 Jungdong 5, 935 
용포 Yongpo 5, 869 
산암 Shinam 4, 619 
가천 Achun 3, 786 

Areas { Tempora1 | of 
l hMqa따rke‘cetμ|내M‘a따r바대따빼ke않‘엉암빼e따t 

(km2) ICompetition 뀐받웰한 

11, 666. 441 선산 • 점 | . 4 촌 • 다인 

176.38 J ̂ r 벌 i 
195.88 I 
391. 69 I관기 • 점 촌 2 nd 
183.19 I 중 동 

56.44 
68.75 
45.50 함 창 

79.31 아 처"-
80.56 
54.56 보 

1 。-- 3rd 

148.13 
51. 94 낙 동 

50.13 
30.19 
53.50 1 。- 척 

Closed Market-places: 세 천 ·상촌·용화·평 온·모서 

*Market Area 는 1972년 7월 f'OoI 8월 의 조사결 과이 며 Popula
tions Served 는 19701건 말의 인구룹 기 준으로 한 것 이 다. 

조훌地域의 定期市場들 사이 에 는 3 Level 의 階層이 存

iE하며 本鎬에 서 는 이 를 最下位 Order 부터 그 規模

및 擁能的 特性에 따라 서、市場(Minor Markets) , 며 

(20) Arthur E. Smailes; “The Urban Hierarchy in England and Wales," geography Vol. 29. 1944. p. 41. 

(21) Raymond E. Murphy; The American City; An Urban Geography, McGaw-Hill 1966 pp. 72"'96. 
J.R. Tarrant; “A Note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Groups of Settlements for a Central Place Hierarchy Econo-

mic Geography Vol. 44. No. 2, 1968. pp. 144 f'Oo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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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oretical Market Areas(Study Area) 

C.nlral Markets 

Intermediate Marker • 

........-,- Theoretical Bound.ries 
01 Cenlral \1arket Arcas 

Fig. 10. Central Markets and Their Theoretical Market 
Areas (Around the Study Area) 

閒市場(Intermediate Markets) 및 中心市錫(CentraI

Markets) 이 라 稱한다 (22) 이 에 따른 調훌地域內 各

Level 의 市場分布와 그 Theoretical Nesting 은 Fig. 

9와 같으며 調훌地域에서 얻어진 寶料와 觀括的 統

計處理에 依해 決定된 調훌地域 周圍의 1st Order 

에 해 당하는 市場에 對한 Theoretical Nesting 은 Fig 

10에 地圖化되 었고， 各 Level 의 Service Area 및 人

口 (Population Served) 와 店觸數 및 移動店觸(行商)

의 Percentage 를 나타낸 것 이 Table 4이 다. Fig.8 

에 依해 決定된 各市揚의 Order 에 따른 調훌地域內 

의 定期市場의 分布와 그 Theoretical Nesting 은 1st 

Order 와 2nd Order 間에 는 大體로 K Value 4의 構

造를， 2nd Order 와 3rd Order 聞에 는 K Value 3의 

構造를 가져 Fig. 11의 定期市揚에 對한 中心地體系

(Central Place System)의 Model 이 導出되 었다. 

그러나 여기서 重훨한 意味를 갖는 事實은， 이러 

Table 4. Some Data for Each Levels of Hierarchy. 

Levels 빠rarchy A繼e짧et 1 짧a뚫r짧ula-I 驗歸le)꽤魔I약짧뽑irmsX lOO(%) 
63.65 3rd (Minor Markets) (70:50) 7,973 55 64 

241. 72 2nd (lntermediate Markets) I (207. 16) | 31 , 778 180 56 

1,166.44 qlQ q17 QkA 1st (Central Markets) .J. ì~~~' ~~'\ 218 , 217 850 35 | (740.88) ~.J. U，~.J.' 

※ Parenthesized numbers indicate the size of theoretical market area , and data of 1st order is from Sang-Ju Central 
Market. 

(22) B.J.1. Berry; 'Op. cìt .• pp. 93"'99. 
M.W. Mikesell; “The Role of Tribal Markets in Morocco ," Geographical Review. Vol. 48. Oct. 1958. pp. 495 

"'511. 

8 



Fig. 11 Spatial Model of Central Place System. 

;한 各 階層聞의 K value 를 寶際 Service Area 를 週

‘해 불 째 (Table 4) 1st Orcler 와 2nd Order 사이 에 는 

約 5의 K Value 가， 2nd Order 와 3rd Order 間에 는 

約 4의 K Value 가 存在하게 되 어 며JL、地 體系에 있 

어 下位階層의 臨弱性을 反映하고 있으며 , 이 를 다시 

A口數(Population Served)로 보면 1st Order 와 2nd 

'Order 間의 K Value 는 약 7, 2 nd Order 와 3 rd 

ürder 間의 K Value 는 약 4가 되 어 이 를 定期市場

의 分布에 따른 理論的 階層構造(Fig. 11)와 比較할 

째 1st Orcler 의 中心地인 I취心市場을 向한 機能的

偏重이 상당히 急速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定期市場의 分布 Pattern 은 經濟的 流通의 必、

훨에 따라 과거 오랜 歲月을두고 形成되어 온 것이 

고， 實際 Service Area 와 그 人口數로 나다나는 中

心地體系는 現在 이들이 進行하는 機能의 重흉흉性을 

意味하는 것 이 라고 볼 때 , 中心市場과 中間市錫 間에 

는 交通原理(Transport Principle;K=4) 가， 中間市場

과 小市場 間에는 市覆原理(Marketing Principle; K 

=3)가 支配하는 地域構造가 어떤 變容過程을 거치 

고 있는 것이다. 耶 前述한 바韓國定期市場을成立 

存續시 켜 온 Maximum Range 가 Minimum Range에 

未達하는 現象을 規制하는 人口密度 • 所得水準 • 需

愛의 5월力性 및 I휩觸의 Profit Level 과 運送費의 諸

要因에 變化가 옴으로써 Maximum Range 7} Mini-

"mum Range 에 接近하고 있는 것이다. 筆者의 見解

로는 그 中 交通의 發達이 上位階層을 向한 變化

(Upward Shift)를 f足進하는 가장 큰 훨因이 되 고 있 

(23) B.J.L. Berry; op. cit.. pp. 26""'35. 
(24) Raymond E. Murphy; op. cit., p. 72. 
(25) Thomas H. Eighmy;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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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調훌地域內의 5個 廢市狀顯의 장터 (Market

place) 가 이를 分明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Fig. 2"'9에서는 다음과 같은 興味있는 事

實들이 觀察된다. 

@ 調훌地域 西部의 小白山地에 立地한 化擊 • 中

후 • 化北市場等 入口密、度가 낮은 地域의 市場團을 

人口가 조밀한 東部低地帶의 威昌 ·功險·洛東·좁 

里市場의 市場團과 比較할 때 人口密度가 낮은 地域

일수록 넓은 面積의 市場園을 차지하며， 市場의 立

地가 消費者보다는 Threshold Population 을 獲得하 

려는 市場商人의 立場에서 決定되어 왔-음을 보여준 
다 (23) 

@ 寶際市場園(Actual Market Area)의 Boundary 

는 行政區域의 境界와 장당히 密接한 關係를 보이 

며 , 이 點은 定期市場이 城뭄市를 中心으로 發達하여 

行政中心地的 機能이 階層形成에 큰 設劃을 하였다 

는 點과， 行政區域自體가 地形을 中心으로 決定되 어 

오랫동안 固휩되어 옴으로써 定期市場과 함께 生活

園을 形成하는 큰 훨因이 되었다는 點에서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 Market Area 의 모양이 古典的 中心地理論에 

서와 같은 六角型에서 장당히 벗어나交通路에 直交

하여 長方型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 려 는 碩向이 있는 

데 調훌地域의 좁里 • 功險 • 洛西 및 洛東市場이 이 

에 屬하며 , 이는 交通路가 理論上의 同質的 地域에 

서 처 럼 放射狀으로 發達하지 않는 경 우에 消費者의 

移動이 交通中心地를 指向한다는 點으로 理解될 수 
있다 (24) 

2. 機能的 特色

人間과 自然環境과의 關係 및 都市와 背後地間의 
關係는 特히 後進地域의 境遇 直接的이 고 貝體的01
다 (25) 

훌훌村地域의 市場景氣는 農業活動과 關聯하여 季節

的으로 變動하며 生塵活動의 分布에 따라 地域的으 

로 相異하다. 이 러 한 生塵活動의 相異에 따른 施通

機構의 適應力과 零細規模의 賢本의 效用性을 提高

하는 한 方便으로서 의 韓國農村의 定期市場은 需훨 

와 供給을 땀-閒的 및 空間的으로 調節함으로써 地域

內 交換(Local Exchange) , 地域間 交換(Interregi

onal Exchange) 및 中JL、地機能(Central Place Fun

ction)을 進行해왔다. 換言하면 水平的 (Horizontal) 

및 華直的(Vertical) 交換經濟의 繼能外에 金顧擬能



과 文化傳播의 媒介體的 機能을 通해 社交(Social

Meetings) • 通信 • 各種 民倚的 行事및 願樂揚所의 

投뿔U을 함으로써 市場은 하나의 生活園을 形成해왔 

다 (26) 日 帝時代 以來 市場機能의 中心을 이 루어 온 

農塵物의 魔集 맞 工塵品의 分配를 通한 地域閒 乃

至 훨直的 交換의 機能은 오늘날 市錫中心地의 都市

化 혹은 常設市場化의 基鍵가 되고 있다. 즉 定期

市錫은 傳統的 交換場所로 부터 近代的 Service Cen

ter 에로의 機能的 變化를 거치는 過援期에 있다고 

할수 있다. 

한펀 牛市場의 경 우에 는 農業生塵活動이 機械化되 

지 못하여 좁力의 比重이 크고 소의 흩힘育이 農家에 

있어 寶本盡積의 手段이 되는데다， 이플 代置할 다 

른 流通機構가 없음으로해서 比較的 本來의 形態블 

保全하고 있는 바， 이러한 例는 다른나라의 경우에 

C: Cloth1ng shops 

Photo 3. Cattle Market (Sangju Central Market, 
1972. 8.27) 

도 흔히 있 다 (27) (Photo 3) 

定期市錫의 商A은 常짧店觸 및 移動店觸로 構成

되며 (Fig. 12) , Table 4에서 보듯이 移動店購가 차 

지 하는 比重은 階層의 Level 이 낮아질 수록 커 지 는 

碩向이 있다. 이는 小規模의 市場일 수록 Dependent 

Gr: Graìn shops R: Reslaurants [그 Pcnnanent Buildings 

뉴-i Temrorary B패 D:Doctors, Dentists & Drug stores H: Household shops S: Service shops 

、‘_/ Tents F:Food shops L: Loca\ product shops St: Storehauses 

룰훌 Residences c,:General shops P: Public Buildings & Oflices V: Vegetables & Fruit 빼ops 

Fig. 12. Functional Structure of Periodic Market Place (Hwaryung Interrnediate Market) 1972. 7. 23) 

(26) 韓國農村社會핍究會 : 農村社會學， 民湖社， 1971 , p. 95. 
文定昌 : 前握書， p. 152. 

(27) B.].L Berry; op. cit. , pp.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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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가 좁고 需要齊度가 낮아 暴業을 하거 나 農閔

期에 만 行商을 하는 商人의 數가 많고， 寶本의 規模

가 零細한데 다 景·氣의 季節的 變動이 甚하여 常꿇 

市場化가 ;탤延되 고 있는 까닭이 다. 

消費者가 利用하는 市場의 數는 Fig. 7에 서 보듯 

이 上位階層의 市場으로부터 距離가 벌어질수록- 增

加하며 이러한 市場의 空間的 鏡爭은 우선은 開市

日의 交列(Staggering) 에 依해 表面化하지 않으나 

廢市狀顯의 장터 (Photo 4)에 서 鏡爭이 弱化 되 어 

있는 點으로 보아 가까운 時日內에 上位階層으로編 

入될것이 據測된다. 

Photo 4. Closed Market Place (Sangchon, 
1972. 8. 16) 

市揚利用者는 牛市錫을 除外하면 大部分이 家族

中 主歸로 構成되 어 있으며 都市地域으로 갈수록 이 

러한 f煩向은 뚜렷해진다 (28) 

다음에 定期市揚의 機能的 特色 및 그變化의 樣狀

을 階層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훨約된다. 

@ 며心市揚 : 小都市에 서 常設商街와 拉存하며 都

賣機能을 갖고 上位의 大都市와 定期市場을 連結하 

Photo 5. Interior of Central Market 
(Sangju , 1972. 8. 17) 

(28) 新康書에는 「新羅市 皆歸女 賢飯」이라 하였으며 

는 投劃을 한다(Photo 5.). Market-place 가 都心內

部에 位置하고 있어 장날이면 市街地의 常꿇店觸亦 

是 平日의 3'""'10倍의 賣上高를 갖게된다. r대목장」 
이 라 불리 우는 名節揚과 冠婚喪察를 寫하여 서 는 大

部分의 消費者가 中心市場을 利用하며 Fig.2'""'6에 서 
어 느 市場의 Market area 에 도 屬하지 않는 곳의 消

費者는 常設市場을 利用하는 碩向이 있다(Fig.13參 

照) . 

@ 며間市場 : 規模에 있어서나 機能에 있어서나 

며心市錫과 小市場의 中間的 位置를 古하며 市錫을 

構成하는 商A은 常設店觸의 商A과， 中心市場에 常

設店觸를 갖고 있으면서 中心市錫을 包含한 3'""'4個
所의 周圍의 中間市場을 開市日程에 맞추어 싫回하 

는 商人등 그 構成이 매 우 多樣하다. (Photo 6) 

Area 

빼빼 Shops & of6ces 

;r.;m 1 Okl M‘Jrkct-pl냐， e 

§앓짧::! ~‘、ν \I;Jrket-p1acè 

Fig. 13. Location of Periodic Market Place (Sangju) 

行商들은 寶本의 規模와 生活根據地 및 !&폈商品 

에 따라 市錫과 運送手段을 中心으로 一定한 組織

을 갖기도 하며， 그들이 出市하는 市場을 選擇하는 

데 에 는 市錫의 規模와 景累， 生活根據地로부터 의 距

筆者의 調훌에 依하면 農村地域에 서 는 68.3%의 가구에 서 , 都市地域에 서 는 82.5%의 가구에 서 , 主歸가 市場보기 
를 맡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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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와 交通 및 地緣 • 血緣 • 親分等 消費者와의 關係
가 考慮된다. 商入들은 過去의 「장꾼」처럼 한 市鎭
에서 宿治하고 다음 市場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每
日 칩과 市場을 往復하는데 여기에는通常의 기차나 
Bus 짜에 트럭 (場車) • 牛馬車 • 自轉車 • 리 어 카퉁이 
이 용펀 다 (Photo 7). 

Photo 6. Interior of Intermediate’ Market 
(Oksan , 1972. 7. 21.) 

Photo 7. Market Truck 
(Oksan Intermediate market, 1972. 8. 16) 

Photo 8. Interior of Minor Market 
(Yongpo. 1972. 7. 29) 

@ 小市場 : 中心市錫의 都賣商에 서 商品을 購入

해 서 小賣하며 移動店觸의 比重이 크고 常꿇 • 移動

商人을 莫論하고 商入의 暴業比가 높다. 近代的 交

通手段의 廳達과 더 불어 運送費가 相對的으로 低購

하여 지 고， 消費者의 所得水準이 높아져 , 上位階層 定

期市錫의 Maximum Range 가 커 지 고 소비 자의 上

位階層 市場中心地로의 Accessibi1ity 가 증대 함에 따 

라 小市錫은 近來 急激한 養退의 길을 걷고 있다. 
(Photo. 8) 

N. 結 論

本 뽑究는 韓國農村 定期市場의 時間的 및 空間的

分布를 分析하고 그 階層(Hierarchy)을 區分함으로 

써 地域構造의 한 Model 을 提示하고 各階層別 市

場의 變容過程을 理解하고자 하였다. 

行政 • 交通의 中心地에 立地하여 城몹市를 中IL、

으로 發達한 韓國의 定期市場은 都市의 成長과 행行 

하는 짧達段階블 거쳐 며心地的 機能을 集積시 켜 왔 

으며 오늘날은 句當 2回 開市의 5日市場이 常設市場

化 乃至 都市化에 의 過聽期的 位置에 서 機能的 變化

를 進行하고 있다. 

筆者는 主로 Interview 와 設問紙(Questionaire) 調

훌法을 使用하여 調훌地域內 各市揚에 對한 Market 

Area 와 人口 (Population Served) 를 測定함으로써 3 

Level 로 區分되 는 定期市場의 階層(Hierarchy)을 認

知하였으며 이 들은 最下位 Order 부터 Ij、市場(Minor

Markets) , 中間市場(lntermediate Markets) , 中心市

揚(Central Markets) 이다. 또한 이러한 階層別 市場

의 分布에 따라 中心地體系의 한 Model 을 提示하였 

으며 이 Model 을 實際와 比較함으로써 市揚階層의 

上位階層 中心地를 向한 變化를 確짧、할 수 있었고， 

이로써 小市錫의 養退가說明되었다. 이것은比較的 

運送費가 높고 所得水準이 낮을 때 Survival Thres

hold 를 獲得할 수 있도록 時聞的 • 空閒的으로 立地

한 市錫이 近代的 交通手段의 普遍化와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財貨와 用찮의 Maximum Range 를 

Minimum Range 에 接近시 키 게 됨 으로써 招來된 結

果이다. 

따라서 定期市場은 罷極的으로 上位階層의 中心

地， ep 이미 어느 程度 都市的 規模와 機能을 갖추 

고 있는 中心市錫과， 交通의 훨衝에 서 機能的 結節
(Node)을 이루어가고 있는 中間市場을 中心으로漸 

次 常設市場化해가면서 都市化를 t足進할 것으로 예 
측된다<助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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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ographical Study on the Periodic Markets in Korea. 

-- With Emphasis on the Central Place Hierarch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rural periodic 

markets, including the identifÌcation of the hierar

chy of markets. Attention is also given to the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nges of periodic mar

kets of each level. 

The mixed system of mobile and fÌxed fÌrm is 

commom in rural periodic markets of Korea. 

Throughout history the periodic market has been 

the prime exchange facility for most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growth of market centers 

has almost the same process with the urban 

development in an evolutionary sequence. 

Current1y, all markets have two-per-hsün cycles, 
which seem to reflect an economic need to bring 

different elements of the population together in time 

and space in such a way that is convenient for all. 

The writer, by measuring market area and 

total population served of each market in the 

study area (primarily using the interview and 

questionaire techniques) , identifÌed three hierarchi

cal levels of markets; they are minor markets, 
intermediate markets and central markets from the 

lowest order. The spatial model of the central 

place system derived is shown in Fig. 11. 

As mechanized transport becomes widespread and 

the relative cost of transport declines as well as 

income level is raised, there is a tendency toward 

“upwardshift" in the central place hierarchy, resuI

ting the lowest order central places to lose their 

economic functions to Iarger centers. (5 closed 

market-places of minor size in the study area de

monstrate the tendency.) 

Theoretically, most of them would ultimately 

cease to exist, forming the basis of urbanization 

of the market-centers. 

Woo-Ik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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