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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鼎究目的

《차 

이 船究는 朝蘇時代에 發達했던 江原道의 家

內手I業 種類와 分布를 고찰함으로써 I業호間 

의 地理的 傳統을 밝혀보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 地域에 대 한 手工業의 發達 過程과 分布에 

대 한 고찰은 현재 江原道의 工業 構造와 工場

分布를 파 악하고 이 해 하는데 근본적 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地表에 나타나 

는 地理的 現象은 그 地域만이 갖고 있는 호間 

的인 傳統을 背景으로 발생하고 또 발전한다. 이 

전통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A間과 自然의 相

互交互作用의 결과이며， 인간이 갖고 있는 技術，

즉 文化의 程度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地理學의 랬주究 對象이 되 는 地表 호間이 靜的인 

호間이 아니라 時·호間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 

화하는 動的인 컬間이 라고 본다면 과거 에 家內

* 江原大學樓 師範大學 地理敎育科 助敎授

李 훌훌 源%

려lìì 

1) 鎭東 海뿔地域에 分布한 手I業

2) 領西 內陸地域에 分布한 手工業

3) 題西 內陸과 領東 海뿜에 二分分布한 手

工業

4) 全地域에 나타나는 手I業
5) 孤立 分布의 手工業

3. 結 論

手工業이 發達했던 지역은 또 다른 형태의 工業

호間으로 변천하여 발전하고 있거 나 근대 산업 

혁명의 진행에 의하여 쇠퇴하여 소멸해 버렸을 

것이다. 본 陽究 地域은 서울 부산외 工業 發達

의 輔을 벗어나 북동쪽 교통이 불펀한 山地 地

形을 背景으로하고 있다. 따라서 近代 工業의 

成長도 微弱하고 工業 構造의 多樣化 程度도 매 

우 낮은 지 역 이 무로1) 아직 도 朝蘇時代의 家內手

工業의 영향력이 현재의 工場 分布에도 관계가 

깊을 것으로 생 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江原道에 分布한 工場 位置와 朝蘇時代에 

發達한 家內手工業 位置와의 관계 를 밝혀 보는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 

(2) 鼎究方法

본 연구는 主로 古書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15世紀의 世宗實錄地理志、의 土塵勳 기 록과2) 16 

世紀의 新增東國團地購寶의 土塵 • 古助蘇3) ， 18 

世紀 購地圖書의 物盧 • 進頁燦4) ， 19世紀의 大東

1) Sam Ock Park, 1986, “ Spatial dynamics of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Geograþhy, no. 34, pp.67 

""81. 
2) 韓國學文歡빠究所， 1983, 全國地理志(世宗實鍵地理誌 江原道)， 亞細亞文化社， pp.551""580. 
3) 민족문화추진회 , 1985, 新增東國與之勝寶 V(제 44권 • 제 45권)， pp.477""596; 新增東國與地勝覺 li(제 46권 

• 제 47권)， pp.5""138. 
4) 園史編舞委員會， 1979, 與地圖書(上)， 奎章文化社， pp.4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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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春川市 2. 原州市 3. 江陸市 4. 太百市
5. 束草市 6. 東海市 7. 三修市 8. 高城都
9. 購歸郵 10. 楊口都 11. 華川都 12. 鐵原那

13. 春城都 14. 洪川鄭 15. 賽陽都 16. 淚州都
17. 平昌觀 18. 橫成群 19. 原城郵 20. 寧越都
21. 族善都 22. 三階都

그힘 1. 빠究地域 

地誌 土塵蘇5)를 조사하여 家內手工業이 될 수 

있는 特塵物을 時代別로 種類別로 區分하여 표 

를 만들고 分布圖를 작성하였다. 分布圖를 작성 

하는데 사용한 핍究 地域의 범위는 현재의 江原

道 行政 區域을 기준으로 삼았다. 현행 행정 구 

역을 바탕으로 한 분포도가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朝蘇時代의 

行政 區域과 現표의 行政 區域을 비 교해 가면서 

분포도를 작성하는데는 애로가 많았다. 다행히 

18世紀 中葉의 江原道 地圖와 府 • 那 • 縣、 • 救

單位의 郵地圖를 참고할 수 있어서 6) 많은 도움 

이 되었다. 現在의 行政 區域에서 제외된 平海

那， 通川群， 薦珍縣， 歡各縣， 港陽都護府， 金城

縣， 伊川縣，.zp:康縣， 金化縣， 安映縣 等은 핍究 

地域에서 제외했다(그렴 1 참조). 

본 연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점의 하냐는 

네 文敵에 기록된 土塵物 중에서 어느 것을 加

도品 또는 手工業製品으로 看做하느냐하는 문제 

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내 수공업 제 

품으로서는 /\網織物 • 모시 • 삼베 • 견직물 • 유 

기·화문석·나전칠기·죽제품·목기·韓紙·갓 

등이 있다 7) 元慶烈은 16世紀 朝解의 土逢物 分

布에 대 한 地理的 考察에 서 8) 新增東國團地勝覺

에 기록된 土塵品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加工品으로 간주된 것이 題·魚廳·席·紙·磁

器 • 關器 • 沙器 • 竹靜 • 런觀 • 據 • 丁級 等이 있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토산물 종류가 

311종 인데， 이 중 加I物로 분류된 것이 5% 

마만이어서 9) 手工業製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종 

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江原道에서 나는 土塵物 중에서 삼베 • 명주 • 무 

명베·모시·자기·도기·철·제염·철·청석· 

활 • 화살 • 왕골을 加工業으로 간주하여 고찰하 

었다. 삼베， 무명， 명주， 모시 생산은 가내 수 

공업 형태로서 농가 부엽으로 행해졌으며， 자급 

자족의 목적 으로 생 산했으나 물물교환의 수단이 

되었고， 農土를 구입하는 등 살림을 늘리는 수 

단도 되었다. 좁石은 묘비， 상석， 건축물에 사 

용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石手의 손을 

거쳐 다듬어져야 했을 것이고， 철은 간단한 제 

철 시설이 있는 곳이나 대창간 등을 중심￡로 

낫·호미 ·팽이 등의 농기구나 일용 철기 기구 

를 만들었을 것이 다. 바닷물을 졸여 소금을 만 

드는 일도 手I業으로 간주했 다. 

그 밖에 新增東國購地購覺 권 47의 平康縣 古

勳條에 뿔各所라는 곳이 나타난다. 필경 먹을 

만들었던 곳으로 생각되나， 현재 연구 지역 밖 

의 곳이라서 분포도 작성에서 제외시켰다. 또 

杯城의 乾鳳좋에 대하여 “製紙徒을 영원히 변하 

게하였다 等의 기록을 읽어보면 10) 朝解時

代 江原道에 있는 大좋刺 주변에 도 製紙業이 發

達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네 문헌의 江原道 篇

5) 漢陽大學校附設園學맑究院， 1974, 大東地誌(古山子編， 原本影印)， 大提聞， pp. 321 "'358. 
6) 關東大學校附設 領東文化맑究所， 1986, “18世紀 中葉 江原道地圖 複東文化， 第 2 號 附錄， pp.1"'31. 

7) 建設部國立地理院， 1980, *國地誌(總論)， p.376. 
8) 元慶烈， 1981, “16世紀 朝蘇의 土훌物 分布에 대 한 地理的 考察 社會科敎育， 第14號， pp. 40"'51. 
9) 元慶烈， 1981, 前揚書， p.42. 

10) 李光憐， 1962, “李朝後半期의 世利製紙業 歷史學報， 第十七 • 第十八 合輯，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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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것도 

분포도 작성에서 제외시켰다. 논문 내용에 따라 

서 는 1912년도의 江原道 土塵品을 원료한 工塵

品의 종류와 판매 액 을 인용하여 11) 부완한 곳도 

있고， 1920년， 1930년， 1940년의 朝蘇總督府統

計年報의 商業 및 工業 부문 중 工場·工塵物

내용을 분석하여 12) 인용 기술한 곳도 있다. 

2. 本 論

(1) 江原道의 家內手I業 發達

江原道 地方의 先史時代 및 古代 遺없;地에 서 

나온 土器， 石器， 鐵器 等의 出土地域과 朝蘇時

代 家內手工業의 製品으로서 만들어 졌던 地域이 

同一함오로써 傳統的인 文化 技術의 傳授가 이 

루어져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펀다. 또 

현재 工場에서 生塵되는 일부의 제품이 朝蘇時

代 手工業이 행해졌던 地域과 一致함으로써 立

地的 關聯性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게한 

다. 영동 지방의 해안 지역인 塞陽那 異陽面 驚

山里와 演州郵 連씁面 領律里에서 신석기시대의 

토기 가 출로되 었 다 13) 이 地域은 新生代 第四紀

에 형 성 된 海뿜段ñ:地形上에 j한色結土層이 덮고 

있다. 이 적색 점토가 토기를 만드는 원료로 사 

용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토기들이 이 적색점 

토 층에서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근에 

위치한 江陸에서도 騎器와 磁器를 만들었다는 

커록이 세종실록치리치에 냐타나 있다. 世宗莊

憲大王實錄의 江像大都府의 土塵蘇에 보면 14) 連

~에는 1個의 磁器所， 21個의 騎器所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릇 만드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江陸市 內各洞과 、펼州那 連各面 柳等里는 옹기 

굽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內삼洞과 柳

等里의 옹기는 구교를 믿는 신도들에 의하여 만 

들어지고 있다. 이들은 조선 말기 大院君으로부 

터 박해를 받던 천주교도들로서 해 안의 외 딴 곳 

으로 피신하여 생계의 수단으로써 옹기를 굽기 

시작한 것이다. 박해를 피해 산 속우로 피신하 

여 옹기를 굽고 마을을 이루어 종교 생활을 했던 

곳으로는 橫城郵 書院面 豊水院을 들 수 있다. 

풍수원의 성당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어 옹기 

를 만들었던 이들은 주로 양반 계급의 출신들이 

었다. 농사를 지을 줄 몰랐으며， 주어진 농토도 

없었다. 산 속의 흙과 나무로써 옹기를 만들어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옹기만드는 꺼술은 그 

당시 신부들이 가르쳤을 것으로 생 각한다 15) 

이 와같이 古代의 土器 遺物이 발굴된 곳이 劇

蘇時代에 와서 는 磁器나 關器를 만드는 곳으로 

서 그 맥을 잇고， 오늘날에는 옹기 굽는 마을 

로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설 

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리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 

다. 江陸市 浦南洞에 서 출토된 구리 로 만든 화 

잘촉과삐 朝蘇時代 江陸에서 만들었던 화살 수 

공업의 발달 관계， 橫城那 H;L內面 따內中高等學 

校의 校舍 數地에서 출토 되었던 철거와 철거 

제작 시설의 발굴과17) 朝蘇時代 橫城의 철 분포 

관계 , 江陸市 草居洞과 塞陽郵 뿔陽面 쩨헬里 

철기 출토와18) 朝蘇時代 江陸의 철 분포 관계를 

고찰하면 철 제철 지역의 상호 근접과 기술악 

전수 및 전파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春城鄭 南面 뼈亨里는 북한강 치 류인 洪川江 짧 

域에 위 치 한 곳인데 韓末의 義兵遺題이 많이 담 

아 있다. 이 쩌亨里의 여의내골(餘義川各 혹은 

여우내골) 周山에서는 대창간을 차려놓고 의명 

을 돕기 위 하여 모아 온 쇠 • 농쇠 • 구리 등을 녹 

여 무기와 탄약을 제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朝蘇時代에 사용했 

11) 春川憲兵隊本部編舞， 江原道狀況便擺， 1913, pp. 325"'326. 
12) 朝縣總督府， 朝蘇總督府統計年報， 1921, 商業 • 工業， 1982, pp. 194"'215, 1942, pp. 120"'127. 
13) 安承模， 1986, “新石器文化 江原道의 先史文化， 輪林大學 아시 아文化맑究所， pp. 19"'33. 
14) 世宗莊憲大王寶錄， 卷 第一五三， p.3. 
15) 崔承泡 • 鄭뭘鎬 • 崔福奎 敎授 助言에 의 함. 
16) 李蘭購， 1964, “江陸市 浦南洞出土 決史時代遺物 歷史學報 24, 註 26. 
17) 盧觸륨， 1986, “原三國文化”， 江原道의 先史文化， 아시 아文化핍究所， 輪林大學， pp. 59"'60. 
18) 盧懶륨， 1986, 前獨書， p.59. 
19) 崔福奎， 1987, “江原義兵 遺題地의 調훌핍究 江原義兵運動史， 강원대학교 출판부，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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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낫·호미 ·팽이 등은 강원도 각지에 산재했 

던 대장간이나 초기 제철 기술이 있던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朝蘇時代 江原道의 外工1lCA.員數는 225名이 

있었다 20) 이들은 지방 각 관공서에 속해 있￡ 

면서 도자기 • 유기 • 제지 공업 부문의 수요를 

맡아 물건을 생산하였다. 뒤에 이들의 기술이 

전파되 어 私營手工業도 발달하였￡나 官營手工

業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工場數와 技術

이 뒤떨어져 있었다. 

1912년의 江原道 手工業 種類의 中心은 麻絲

와 麻布의 생산이었다 21) 총 공산품 판매액의 

37.5% , 29.8%를 차지 하여 1 • 2위 를 차지 하였 

다. 江原道에서 마사와 마포의 생산이 성했던 

것은 1910년 韓日合뺨으로부터 1920년대까지 日

本 獨白資本을 위한 工業 原料 塵業의 開發 期

間과 관계가 있다 22) 1920년에는 酒類(40.7%) ，

가마니 • 새 끼 생 산(1l.6%)이 中心이 었고23) ， 

1930년에 는 購造工業(약주 • 소주 • 탁주， 35.5 

%), 織物I業(12.9%) ， 服料工業(10.5%)이 24) 

1940년에 는 化學I業(74.1%) ， 食料品工業(12.1

%), 號織I業(5.2%)이 25) 탁월하게 발달했다. 

이 와 같은 말전 과정 은 1921년 이 후 1935년에 

이 르는 農工뺨進體制의 樹立時期와 1935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戰時塵業體制로의 개펀에 따 

른 重工業化 및 盧業體制의 統制時期에 따른 영 

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브다 

도 중요한 것은 이와같은 근대적인 공업 제품들 

을 생산한 공장들의 위치를 고찰하면26) 각 지역 

의 土塵物과 特塵物을 기 초로한 原料 指向的인 

工場 立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의 종 

류에 따라서는 공장의 위치가 수공업이 말달했 

던 지역에 위치하고， 이 수공업 지역은 선사 시 

대의 트기 ·석기 ·철기 출로 지역이나 생산 지 

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江原道

의 生活 힐間이 타 지역에 비교하여 한정되어 

20) 震樓學會， 1971 , 韓國史(近世前期篇)， p.475. 

있는‘것은 사실이다. 영동지방은 동해안의 좁은 

해안평야 지역이 중심이며， 영서지방은 북한강 

과 북한강 지류인 소양강， 홍천강 유역， 남한강 

의 지류인 오대천， 펑창강， 주천강 유역 등에 

말달한 좁은 하안평야와 소규모의 분지 지형이 

그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선사 시대나 현재의 

生活 호間이 근접하여 있는 것은 지형， 기후， 

전통적인 문화， 기술 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한다. 

(2) 江原道의 手I業 種類

朝蘇時代 江原道에 는 13가지 種類의 手工業이 

말달하였다. 삼베·명주·무명베·모시·자기· 

도기 • 칠 • 제 염 • 철 • 청 석 • 활 • 화살 • 왕골 등 
의 물건이 만들어졌다. 手I業 製品의 原料가 

土塵物이 기 때 문에 토산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거 나 주민들이 가진 기 술이 다양하고 뛰 어 

나지 못하면 수공업의 종류도 적어지고 오랫동 

안 계승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강원도에서 나 

는 토산물의 종류는 적지만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 것이 특징이다. 

世宗實錄地理誌、의 士塵蘇에 기 록된 土塵物 중 

에 서 삼베 • 명 주 • 모시 • 자기 • 도기 • 칠 • 제 염 • 
철 • 청석 • 왕골 등 107}지는 原料에 人間의 技

術과 勞動力을 投入하여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 

에 手工業으로 분류하고 분포도를 만들었다(그 

림 2 참조). 新增東國團地題覺의 土塵據와 古없; 

蘇에 나오는 土塵物에서 삼베 • 무명베 • 모시 • 

자기 • 칠 • 제 염 • 철 • 청 석 • 활 • 화살 등 107}지 
종류를 수공업 으로 분류하고 분포도를 작성 하였 

다(그림 3 참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세종 

실록지리지에 없었던 활·화살·무명베가 추가 

기록된 대신， 세종실록지라지에 기록 되었던 명 

주 • 도기 • 왕골의 기록이 빠져버렸다. 購地圖書

에 서 는 삼베 • 모시 • 자기 • 칠 • 제 염 • 철 • 청 석 • 
활 • 화살 등 9가지의 수공업이 분류되어 분포도 

21) 春川憲兵隊本部編養， 1913, 江原道狀況種擺， pp. 325"'326. 
22) 江原道， 1975, 江原總寶， 江原 日 報社， p.599. 
23) 朝蘇總督府， 1921, 朝蘇總督府統計年報(1920年度)， 商業 • 工業.
24) 朝蘇總督府， 1932, 朝蘇總督府緣計年報0930年度)， pp. 194"'215. 
25) 朝蘇總督府， 1942, 朝蘇總督府械計年報(1940年度)， pp.120"'127. 
26) 朝蘇銀行調훌部編， -1948, 朝蘇經濟年報， p. 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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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5世紀 江原遺의 手工業地 分布

贊料 : 韓園學文歡맑究所， 1983, 全國地理志、(世宗
實錄地理誌 江原道)， 亞世亞文化社， pp. 
551"'580. 

。

K‘lon’.，.π 

그림 4. 18世紀 江原道의 手I業地 分布

資料 : 國史編暴委員會， 1979, 購地圖書(上)， 奎
章文化社， pp.491"'632. 

를 만들고〔그림 4 참조)， 그 내용을 고찰했다. 

大東地誌、에서는 삼베 ·무명베 ·자기 ·칠 ·제염· 

철 • 청 석 • 활 • 화살 등 9가치 를 수공업 으로 분 
류하고 분포도를 만들었다(그림 5 참조). 위에 

서 말한 4가지 문헌 중에서 2회 이상 공통으로 

나타나는 土盧物 종류가 삼베 • 명주 • 무명베 • 

모시·자기·도기·칠·제염·천·청석·활·화 

살 • 왕골 등 13가지 이 다. 

그힘 3. 16世紀 江原道의 手I業地 分布

資料 : 민족문화추진회， 1985, 新增東國瓚地勝寶

v . VI , 민족문화간행회， v권 pp.477'" 
596, VI 권 pp.5"'138. 

그림 5. 19世紀 江原道의 手I業地 分布

資料 : 漢陽大學校附設國學昭究院， 1974, 大東地誌、
(古山子編原本影印)， 大提聞， pp. 321 rv358 .. 

15世紀의 世宗實錄地理誌와 19世紀의 大東地

誌、에 서 는 手工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소盧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16世紀의 新增東國團

地勝몇뿔이 나 18世紀의 團地圖書에 서 는 여 려 종류 

를 제외시키고 간단히 기록한 것오로 나타났다. 

또한 각 那·縣에 나타난 수공업 원효 및 수공 

업 제품이 되는 土塵品과 特塵品이나 문헌에 걸 

쳐 공통으로 나타냐거 나 가감되 어 전혀 새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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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활·화살 만드는 군·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 

서， 대동지지에서는 나타난다. 제염엽의 기록에 

있어서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서는 

한 곳만 기록했으나 셰종실록지리지와 대동지지 

에서는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이와같이 불완전 

한 기록과 자료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4 문헌을 

각각 분석 하고， <그림 2 • 3 • 4 • 5)를 그려 그 

분포 내용을 고찰하였다. 

(3) 江原道 手工業의 分布 類型

江原道 手工業 地域의 分布 類型을 알아보려 

는 目的은 각 手그:業의 種類와 分布地城間에 어 

떤 地理的 초間關係가 있으며 어떤 요인이 分布

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각 手工業別로 나타나는 위 치 에 點함으로서 分

布를 表示하고， 4 문헌 중에 나타나는 회 수를 

점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나타나는 빈도 

를 알아불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고찰하였다. 

1) 鎭東 海뿔地域에 分布한 手工業

이 類型에 속하는 手工業으로서 는 모시 • 제 

염 • 활 • 화살을 만들었던 地域이 다(그림 6의 4, 

5와 그림 7의 12, 13 분포도 참조). 주로 地形

과 海流의 영 향에 의 한 氣溫의 分布와 바닷물의 

原料 사용， 防響의 펄요성이 있었던 군사적인 

요충지에서 말달했다. 모시는 주로 塞陽·江陸·

三階에서 생산 되었다. 모시는 기후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으며 자라는 모시풀에서 얻는 피륙 

인데 저마포 또는 저포라고도 한다. 원래는 따 

돗한 차령산맥 이남의 지역이 주산지이다. 따라 

서 양양 • 강흥 • 삼척은 모시 재배의 북한계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뜻한 동해 해류의 흐름과 

태백 산맥의 장벽에 의한 기온의 영향이 모시풀 

의 분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모시는 여름 

철에 슬기를 잘 흡수하고 발산하며， 빛깔이 회 

어 옷감오로서 널리 애용하고 있다. 製題業은 

동해안의 바닷물을 원료로하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분포한다. 그 中心地는 高城 • 杯城 • 塞陽·

江陸 • 三修 5곳이 있다(그림 6의 5참조). 世宗

27) 崔承泡 敎授 助言에 의 함. 

寶錄地理誌 江原道 기 록을 보면 바닷물을 졸이 

어 소금을 만드는 製題業所의 갯수를 적어 놓았 

다. 塞陽에 40곳， 杯城 23곳， 高城 33곳， 三涉

40곳， 江陸 23곳， 連씁 5곳， 경3漢 20곳 등이 기 

록되어 있다. 동해안에서는 염전에서 햇볕을 이 

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천일제염은 불가능하다. 

江陸을 中心으로 북쪽 해안은 대부분 모래 해안 

이고 남쪽은 암석 해안이 많다. 이와같이 해안 

지역이 첨토 성분이 부족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 

문에 해안 가까이에서 염전 만드는 일이 불가능 

하다. 또 기후 조건이 맞지않고， 해안 지형이 

해수면보다 높은 곳이 많아 염전을 만들어 바닷 

물을 끌어들이기가 어렵다. 교통이 불펀한 곳인 

데다 인근에 큰 소비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 

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이 자 

급자족할 정도의 소금을 스스로 만들었다. 즉 

큰 가마솥을 걸어 놓고 바닷물을 부어 불을 해 

고 물을 졸이어 소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소금이 여분이 있을 때는 鎭西 內陸地方과 流通

을 하였는데 주로 대관령， 한계령， 진부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겨우 당나귀나 사람들이 다 

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을 통하여， 영서 지 

방 사람플은 콩과 팔을 영동에 갖다주고 간고기 

와 소금을 갖고 왔다 27) 三涉에 는 土題놀이 라는 

민속놀이가 전래되고 있다. 진흙밭에 바닷물을 

붓고 진흙을 여러번 갈아 엎￡면서 물기를 증발 

시키고 염의 농도가 진해지게 한 후 흙과 소금 

을 분리하는 놀이다. 이 민속놀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製題業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 

다는 사실과 주민들의 식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일이다. 지금은 동해안에서 

소금을 만들지 않는다. 교통의 발달에 따라 값 

싸고 품질 좋은 서해안의 천일제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활을 만들었던 곳은 江陸 • 雄善 • 三涉이 다(그 

림 7의 12 참조). 활을 만드는 原料는 뽕나무였 

다. 뽕나무는 온대 •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따돗한 커후에서 질이 좋은 뽕나무가 자 

란다. 활을 만들었던 곳은 전략상 중요한 위치 

였기 때문에 병영이 있었고， 활을 만드는 런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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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MANUAL INDUSTRY IN KANGWON ?ROVINCE 
DURING YI DYNASTY 

그림 6. 朝향時代 江原遺의 手I業地 分布

資料 : (1) 世宗實錄地理誌 江原道 (2) 新增東國與地勝寶 江原道
(3) 與地圖書 江原道 (4) 大東地誌 江原道

가 있었다. 화살을 만들었던 곳은 杯城·塞陽·

江擾 • 三階 • 平昌 5곳이 있었다. 동해 안의 따뜻 

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內陸 地

方인 zp:昌에서도 만들어지고， 함경도에서도 만 

들어졌다는 기록을 보면28) ， 반도시 대나무 산지 

와 화살을 만들었던 지역이 일치하는 것이 아넘 

을 알 수 있다. 즉 대나무를 운반하여 화살촉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해안을 따라 위치 

한 관아와 병영지를 중심으로 필요한 화살과 화 

살촉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7의 13 

참조). 

2) 領西 內陸地域에 分布한 手工業

목화를 원료로 사용하여 무명베를 왔던 洪) 11. 

春) 11 • 華川이 이 類型에 속한다. 15世紀의 世宗

實錄地理誌、 江原道 펀이나 18世紀의 團地圖書에 

는 무명베를 생산하먼 지역의 기록이 없다. 16 

28) 元慶烈， 1981, 前獨書， p.50. 

t比紀의 新增東國購地勝覺 江原道에 는 洪川만 기 

록되어 있고， 19世紀 大東地誌에는 春}/ 1 • 華)1 1.

洪) 11의 特塵物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6의 2 참 
조). 衣生活에서 무명베는 필수품이었으나 원료 

인 목화는 기후의 제한을 받아 재배되묘로 아무 

곳이나 재배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기온이 

따뜻하고 무상기 일 이 200일 이 상이 며 수확기 에 

는 따뜻하면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남부 지방 

이 주산지이다. 남부 지방에서는 2모작 작물로 

서 채배한다. 江原道 地方은 농경지가 좁고 1기 

작 작물로서 면화를 재배해야 했으묘로 밭 면적 

이 넓고 연구가 많았던 3 지역이 목화를 심고 

무명베를 썼던 것￡로 생각한다. 

3) 鎭西 內陸과 領東 海뿔에 二分 分布한 手

工業

남북 방향의 太白山服을 사이에 두고 領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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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MANUAL INDUSTRY IN KANGWON 
PROVINCE DURING YI OYNASTY 

LEGEND 

------- CEAS! ~lRE LINE 
PROVINCE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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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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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omct .... 

그힘 7. 朝蘇時代 江原道의 手I業地 分布

資料 : (1) 世宗實錄地理誌 江原道 (2) 新增東國異地購寶 江原道

(3) 與地圖書 江原道 (4) 大東地誌 江原道

領東으로 나뉘 어 분포한 手工業 種類가 이 類型

에 속한다. 왕골을 재배하여 돗자리를 만들었던 

곳과， 察器와 사기 그릇을 만들었던 웹器所 및 

磁器所의 分布가 鎭東 • 鎭西로 二分되 어 나타난 

다. 왕골 재배 중심지는 영서 지방의 春川과 洪

J 11 , 영동 지방의 高城·杯城·三階이다(그림 6 

의 6 참조). 4 문헌 중에서 세종실록지리지에만 

재배지가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 대동지지에는 기록이 없다. 왕골로 만 

든 훨席에 는 官席， 花救席， 奇救席 等이 있는 

데 29) 江原道에서 생산된 종류는 어떤 것인지 알 

려 지 지 않았다. 왕골로 만든 돗자리 는 종류에 

따라 官備頁物로 생산되었거나 頁納되었을 것으 

로 생 각한다. 朝解 末期에 는 私營手I業과 獅市

가 발달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대부분 돗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江華島 花敬席은 中流 以下의 

가정에서 사용했고 寶城의 花救席은 上流 家廳

에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30) 남부 지방의 화문석 

29) 曺觸鉉， 1982, “寶城 쫓席生塵의 構造와 存立形態 全南大學校 社會科學論驚 10輯， p.4. 
30) 日 本農商務省商務局篇， 1905, 韓國事情調훌資料，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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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수했다면 왕골이 자라는 자연 초건이 유리 

하여 질이 좋은 왕골이 생산되었을 것이고 장기 

간의 기술 개발로 전통이 있었을 것이다. 江原

道의 洪J 11 - 高城 • 打城 • 三陸에서 나는 즘릎草는 

特塵物로서 는 기 록되 어 있으나 똘草盧地로서 널 

리 알려진 곳은 아니다. 단지 농가 부업으로서 

완초를 재배하여 돗자리로 썼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磁器와 땀器 생산 역시 鎭東·鎭西 地方으로 

二分되 어 나타난다〔그림 7의 7, 8 참조). 이 곳 

에는 磁器所와 띔器所가 있었다. 자기소에서는 

상류 계 층이 섣는 쫓器나 그릇， 白좁 등을 만들 

었오며， 도기소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쏘는 항아 

리， 그릇， 제기 등을 만들었다. 世宗實錄地理誌

江原道編에는 磁器所와 騎器所의 위치와 갯수가 

적혀있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채품의 질까지 기 

록해 두었다. 磁器所는 江擾 • 楊口 • 鐵原에 있 

었다. 江陸에 1個所， 楊口에 21個所가 있었다. 

楊口縣 북쪽의 乾J 11에 1個所가 있었￡며， 方山

의 동쪽 長平에서 대부분 생산하였다. 이 곳에 

서 생산되는 磁器의 質은 중간 정도라고 적고 

있다. 특히 團地圖書의 楊口縣 物塵項目 맨 처 

음에 磁器土가 난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자기를 

만들었던 흙의 질이 우수했던 것오로 생 각할 수 

있다. 鐵原에서 磁器가 생산된다는 기록은 大東

地誌에 있다. 

世宗實錄地理註、에 는 關器所가 있는 지 역 으로 

江陸 21個所， 春) 11 1個所， 原州 1個所， 楊口 1 

個所， 三陸 1個所를 기록하였다. 春) 11의 負老里，

楊口의 財ζ里， 三階의 뺨前里에서 생산되었던 

臨器는 下品이었다고 기록했다. 고려나 조선 시 

대에는 察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 

특히 고려는 察器都藍을 두고 관청이 제기 공급 

을 맡을 정도였다. 磁器와 뚫器를 만드는데 있 

어서는 原料인 흙과 유약， 도공이 지닌 기술이 

중요하었다. 江原道의 家內手工業 發達에서 밝 

힌 것처럼 土器가 發見된 곳에서 磁器나 템器가 

만들어진 점과 오늘 날까지도 그 곳이 옹치를 

굽는 지역오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릇굽는 알 

에 있어서는 무엇부다도 原料인 흙의 질이 좋은 

31) 朴敏~ 敎授 所藏品과 助言에 의 함. 

곳을 선택하고 전통적인 기술의 전래가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하다. 

4) 全地域에 나타나는 手工業

이 類型에 속하는 手工業으로는 삼베 • 명 주 • 

칠 • 철을 原料로 하는 製品業種이 다(그림 6의 1-

3, 그림 7의 9 - 10 참조). 삼베， 명주， 철은 鐵

原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생산된다. 철은 전지 

역에서 생산된다. 世宗實錄地理誌에서는 삼베와 

명주의 생산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新增

東國團地勝寶과 購地圖書， 大東地誌에 는 명 주 

생산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삼베가 나는 

곳만 기록했다. 명주가 15世紀 이후 계속해서 

생산된 것i로 생각하지만 기록에는 왜 빠졌는 

지는 알 수 없다. 삼베는 1950년대 이후 나이론 

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나라 여름철 옷갇의 주 

종을 이루었다.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는 옷감 

으로서 또는 시 장에 내 다 파는 換錢 商品우로서 

가치가 컸다. 삼베의 원료가 되는 삼은 블에 씨 

앗을 뿐려 벼 모내기 전의 논이나 밭에서 수확 

한다. 거의 모든 농촌에서 농가 부업오로서 삼 

을 심고 삼베를 썼기 때문에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했다. 명주는 최고급 옷감A로서 봄， 가을， 

겨울에 입는 가름옷으로서 꼭 필요했지만 농가 

부업으로서 삼베처럼 일반화되지 않았다. 뽕나 

무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에서만 가능했기 때문 

이다. 누에는 뽕나무 잎인 뽕을 먹고 자라기 때 

문에 뽕나무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면 명주 생산 

이 가능하였다. 강원도 전 지역이 뽕나무 재배 

가 가능하묘로 명주 역시 전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었다. 칠은 윷칠을 말한다. 윷나무컵 질에 

서 나온 수액을 뽑아 색깔을 가미한 다음 木器

나 皮， 제삿상， 가재도구 등에 칠하면 방습 방 

좀이 되며 독특한 윤이 난다. 윷나무는 강원도 

전지역에서 자생하며 윷이 생산되었다. 윷칠이 

생산되는 곳이면 목기 • 가재도구 • 皮 등이 만들 

어져 윷칠이 행해졌다. 특히 三涉都에는 製盤所

가 있어서 각종 皮이 만들어졌다. 三P步那 近德

面 交빼里에 는 서 민들이 많이 사용하던 개 다리 

小盤， 책상반， 虎足盤 等이 만들어져 윷칠이 행 

해진 곳으로 유명하다 31) 鐵은 鐵原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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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철의 중요성때문에 4 

문헌 모두 철생산지와 철 종류를 자세히 기록했 

다. 기 록된 철 종류로는 正鐵， 石鐵， 鎬鐵 等이 

있다. 江原道의 家內手工業 發達에서 언급한 것 

처럼 철이 생산된 지역에서는 소규모로 농기구 

나 펄요한 연장들을 만들어 썼을 것으로 생각 

한다. 

5) 孤立 分布의 手工業

이 類型에 속하는 手工業으로는 좁石을 사용 

하여 비 석 • 상석 • 건축물의 석 재 • 석 탑재 등에 

쓰이는 돌을 다듬는 일이다. 江原道에서는 유일 

하게 雄善의 좁石을 기 록하였고， 4 문현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아 族善에 

서 생산된 좁石은 그 石質이 뛰어나 강원도 각 

지로 옮겨져 널리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3. 結 論

본 論文의 昭究目的은 朝蘇時代 江原道의 家

內手工業 種類와 그 分布를 통하여 당시의 I業

호間의 地理的 特色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資料로는 15世紀의 世宗實

錄 地理誌、 江原道篇， 16世紀 新增東國購地廳寶

江原道篇 18世紀 團地圖書 江原道篇 19世紀

大東地誌、 江原道篇 等이다. 이 4 문현 내용 중 

에는 각 지역에서 나는 각종 士塵物과 特塵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들 중에서 手工業品으로 간 

주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한 후 분포도를 작성 

하고 그 내용을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朝解時代에 家內手工業이 發達했던 곳은 

그 地域의 土塵品과 特塵品을 原料로하여 發達

하였으며， 近代工業의 種類가 多樣化 되지못한 

이 地域의 工業 일부도 그러한 범주를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2) 朝蘇時代 江原道에 는 13가지 種類의 家內

手工業이 發達하였는데， 삼베·명주·무명베· 

모시·자기·도기·철·제염·철·청석·활·화 

살 • 왕골이 그 중심이 되었다. 

(3) 江原道의 家內手工業의 分布 類型은 5가 

지로 나타났다. 

1) 鎭東 海뿜地域에 分布한 家內手工業(모시 • 

제 염 • 활 • 화살 만드는 家內手工業이 分布함. ) 

2) 鎭西 內陸地域에 分布한 家內手工業(무명 

베 를 썼던 家內手I業이 分布함. ) 

3) 鎭西 內陸과 鎭東 海뿔에 二分 分布한 家

內手工業(왕골 • 磁器 • 關器를 만들었던 家內手

工業이 分布함. ) 

4) 全地域에 나타나는 家內手工業(삼베 • 명 

주 • 칠 • 철을 原料로하는 購品의 家內手工業이 

分布함. ) 

5) 孤立 分布의 家內手工業(홉石을 原料로하 

는 家內手工業이 分布함.) 

(4) 江原道의 先史時代 遺題地에 서 土器와 石

器， 鐵器 等을 발견하였는데， 이 유적지 부근이 

朝蘇時代에 와서 는 磁器所 또는 隨器所가 위 치 

하여 각종 磁器와 騎器를 생 산하는 家內手I業

地域이 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가내수공업이 행 

해지던 곳은 선사시대부터 전래된 오랜 전통과 

기술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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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and Pattern of Manual Industry In 
Kangwon Province During Chosun Dynasty 

Summary; 

This study is intended to elucidate the geo

graphic characteristic of industrial space through 

the kind of domestic manual industry and its 

distribution in the province of Kangwon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material used for this 

study are the “Sejong Shillok Chiriji" , edition of 

Kangwon Province, published during the 15th 

century, “Shinjeung-dong-kook-yoji-seungram," 

edition of Kangwon Province, published during 

the 16th century, “Yoji-doso" , edition of Kang

won Province, published during the 18th cen

tury, “Daedong-jiji" , edition of Kangwon Pro

vince, published during the 19th century, and 

etcetera. In these four documentary records, 
listed are various local products and special 

products. Selected from these products are 

those considered as manual industrial products 

for analysis and study.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study in summary: 

1. In the region where domestic manual 

industry developed during the Dynasty, the 

local products and special products greatly con

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manual 

industry. The industry which is not diversified 

even today in this region, has never escaped 

from this sphere. 

2. During the Dynasty, 13 kinds of domes

tic manual industry thrived in Kangwon Pro

vince which were hemp fabrics, cotton fabrics, 
ramie fabrics, pottery, earthen ware, lacquering, 

]ournal of Geography, Vo1. 14, 1987. 12, pp.47-57 

Hak-Won Lee* 

arrowhead, sedge mat. 

3. This study has revealed five distributive 

types of the domestic manual industry in the 

province of Kangwon. 

(1) Along the Yongdong coastal area distri

buted are domestic manual industry (ramie 

fabrics, salt, bow, arrowhead manufacture) 

(2) The domestic manual industry distributed 

in the interior region of Yeongso is the cotton 

fabrics. 

(3) In the interior region of Yeongso and 

Yongdong coastal area distributed in halves are 

the domestic manual industry of sedge mat, 
pottery, and earthen ware. 

(4) The domestic manual industry seen in all 

districts are the ones which used emph fabrics, 
cotton fabrics, lacquering, and iron as material. 

(5) There distributed is the domestic manual 

industry which uses blue stone as material 

isolated distribution. 

4. Excavated are earthen ware, stone imple

ment, ironware, and etcetera from the remains 

salt manufacture, blue stone manufacture, bow, 
of the prehistorical age in Kangwon Province. 

Entering the era of the Chosun Dynasty, there 

developed ceramic and porcelain factories in 

the neighboring district of the remains. So the 

domestic manual industry which produced pot

tery and earthen ware thrived in this distric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wangwon National 
Uniγ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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