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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問題提起 및 빠뿔目的 

염은 중요한 생활필수품의 하나로서 조미료， 해 

산물 보관용 또는 가공용， 김장용， 된장， 제조용， 

牛皮加工用등 용도로 이용되었고， 나아가 민속이 

나 종교행사에서도 이용되었다. 국가는 國家財政

의 據充1) 眼줬確保 및 救뾰用， 軍樓調達 목적으 

로 염을 중요시 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유교의 보급확대로 인한 

察祝用 魚物 需要 增加， 殺物의 t협塵에 따른 醒消

費 增加， 救뾰用 醒의 確保 必要， A口增加등이 염 

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2) 그런데 소금은 생산자의 

자체 소비가 미약하므로 농업에 비해 극히 교환경 

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시적 단계를 

넘어서면 염생산은 그것이 가족노동을 기반으로 

한 영세경영일지라도 처음부터 활발한 유통이 기 

대되는 것이다 3) 위의 특성이외에도 醒은 米， 木

벚과 같이 重量이므로 운임이 비싸다는 특성과 수 

요시기에 맞게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 

고 있다. 또한 운반 도중에 자연유실이 많기 때문 

*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을 整理한 것임. 指導敎授이신 崔昌祚敎授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過程 후業 . 

1) 明왕조의 경우 염세수입이 전 조세수입의 1/3 내지 1/2을 차지하였다. (Tao-Chang Chiang, 1975, “The 
Salt Industry of Ming China," Geographical Review Vo1. 65, No. 1) 조선후기 18-19세기의 재정수입 중에 염 
세수입은 전 재정수입의 2%정도를 차지하였다. 중국과 달리 비중이 낮은 것은 중국은 전매제도를 실시하였 

고， 우리나라는 염생산에 국한하여 조세를 했기때문이다.(金玉根， 1989, 朝蘇王朝 財政史 冊究 1 :地鏡編， 一

i朝開， PP.48-49.) 
2) 金昊鐘， 1986, ‘朝蘇後期 魚짧의 流通實態 大邱史學 第 31輯， 大邱史學會， PP.llO- 1l8. 
3) 朴九秉， 1979, 韓國懶業技術史， 韓國文化史 大系 5,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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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속한 운반수단을 요한다. 그러므로 염의 유 

통은 교통수단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시대 500여 년간에는 육상교통이 불편하였기 때문 

에 倚重이 무거운 화물의 수송은 거의 수로를 이 

용하였고 陸路는 귀중품 수송에 한정하였다. 사실 

수로운송은 육로운송에 비해 수송력이 크고4) 운 

임이 저렴하여 염의 유통은 수운이 닿지 않는 곳 

을 제외하고 수운에 의해 운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달리 5) 내륙염이 산출 

되지 않기때문에 해수를 끓여서 소금을 얻어야 했 

는데 이는 제염지인 해안에서 소비지인 내륙으로의 

염의 대규모 이동을 야기시켰다. 결국 이는 각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醒類通園을 형성시켰다. 

그래서 필자는 조선후기 특히 18-19세기말 한 

강 유역에서의 염의 생산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조선후기의 염의 유통경제적 지역구조를 

밝혀 보고자 한다. 18세기와 19세기를 시기적으로 

잡은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私商의 활동이 활 

발해졌고， 또한 이 시기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경기만 지역의 염장의 입지조건， 

염생산량과 염의 유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기도 각 연안 포구에서 서울 마포까지 

운반된 염 이 수운과 육운을 통하여 서 울， 남한강 

유역과 북한강유역 각지로 어떤 경로로， 누구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운반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古

地圖를 비롯하여 시기를 달리하는 현대 대축척지 

도의 비교연구， 지명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염의 유통 연구를 가능케 한 문헌은 우리나라의 

고전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 개화기와 일제시대 

초기의 문헌들있다. 우리 古典 중에 『與地圖書.J]，

各道둠志、 11大東地志.J]，擇理地』등 地理書들이 도 

움이 되었다. 그런데 위의 地理書들은 醒場의 分

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염의 생산이나 유통에 관 

해서는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구한말의 『睡業調

훌.J]， 11通商棄幕.JJ， 11財務棄報』등이 큰 도움이 되었 

다. 또한 조선후기의 시장 상황을 아는 데 도움이 

된 저서는 『道路考.JJ， 11林園 十六志』등인 데 위의 

저서는 거래품목을 알 수 있으나 시장거래량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제 초기의 자료는 

시대는 뒤지지만 조선후기의 사정을 아는 데 도움 

이 되므로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고문헌， 고지도등 모든 자료를 종 

합하여 과거의 염의 유통경관을 복원하였다. 우선 

『與地圖書.JJ， 11 大東地志、.JJ， 11水塵誌』등을 이용하여 

睡場의 分布를 알아내었다. 그러나 위의 지리서는 

염의 생산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염의 생 

산량을 파악하는 데 구한말 발간 자료인 『體業調

훌.JJ， 11塵業誌.JJ 11水塵誌』등을 사용 지도화를 하였 

다. 또한 염의 이동로 작성에는 『通商棄覆.JJ， 11擇里

地』등 저서와 〈大東與地圖〉 같은 古地圖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외에도 염에 관련된 지명은 염 

의 이동로 복원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후 

기 염이 거래된 시장을 제반 문헌을 이용하여 위 

치를 파악하여 입지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시대 

에 따른 시장의 수와 크기의 변화를 파악하여 염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주로 하고， 일부 미비점 의 시장권 변천을 살펴보았다. 

2) 빠究方法 및 資料

4) 말 한펼의 수송량은 쌀 1석 정도이고， 소 한마리는 1석 4두 정도이다(탁지부， 1908, 재무휘보 제 30호， p. 
43). 하천용 선박의 船積量은 大船 250-300石， 中船 200-250石， 小船 130-200石 정도였다.(世宗實錄 卷
113 世宗28年 9月 辛E.) 그러나 小船은 종류가 다양하여 30石미만에서 200石까지 있었다. 

5) 중국 淸왕조의 경우 염생산은 우리나라 구한말의 11배 정도였고， 내륙염의 생산이 전체의 20%를 차지하였 

다. (Tao-Chang Ching, 1976, “The Production of Salt in China 1644-1911", GeograPhical Review, Vol. 66. , 
No .4, 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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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京훌훌뿔地域의 훌훌生塵과 流通

1) 製盟過程

조선시대 제염방법에는 盤田式과 海水直熹式의 

두 가지가 있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제 

염법은 염전식이고 해수직자식은 그다지 이용되지 

않았다. 해수직자식은 古來로부터 이용되던 방법 

으로 염전이나 다른 설비를 갖추지 않고， 단지 제 

염장뿐으로서 體場내에 염가마를 축조하여 해수를 

떠다 醒옳에 붓고 다량의 연료와 시간을 들여서 

제염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동해안 전 

지역이 海水直熹式을 사용하였고， 일제초까지 함 

경남북도 일부까지 남아 있었다. 해수직자식의 단 

점을 극복하기위해 나타난 것이 염전식 제염법이 

다. 이 방법은 다시 無提醒田式과 有提醒田式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먼저 無提式醒田은 圓雜臺 모양 

으로 주변보다 중앙이 높은 것으로 주변의 경사진 

면이 바로 염전이다. 월 2회 大i朝時에 해수가 자 

연스럽게 이 염전에 침입하여 散士를 침윤하였다 

가 小湖時에 散士를 긁어모아 건조시켜 그것을 睡

井에 운반하여 해수를 부어 농후한 輔數를 채취하 

여 가마솥에 넣고 졸이는 것이다. 有提式醒田은 

주위에 둑이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작업과정은 

같다 6) 有提式은 灌떻가 있어 항상 醒田面에 海水

를 뿌릴 수 있어 생산량에 있어 無提式보다 앞서 

고， 17, 8세기에 이르러서야 남해안부터 발생하였 

다 7) 경기만 지역에서 행하여진 방법은 無提盤田

式이었다. 

2) 生훌를 및 流通

15C 世宗實錄地理志에는 경기도 각 펴海那 製醒

場의 위치와 醒所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경 

기도 중에서 醒所가 가장 많은 곳은 남양(44) 이고 

두번째는 강화(11)이고 부평 (7) , 인천 (6) ， 안산(6) 

순이다. 당시에도 남양이 전체 염소 89개 중 44개 

로 반을 차지하였다. 

與地圖書(1770)에는 土塵條에 醒이 기록되어 있 

고， 醒所는 記錄되어 있지 않으나 魚醒鏡가 기록 

표 1. 훌훌빼의 時期別 훌化 

世宗.錄地理志 與地圖홈*예‘ 韓國水훌誌* 

廣州 몽홈所(1) 

水原 (6) 580兩 174만근 

南陽 (44) 1154兩 674만근 

安山 (5) 124兩 336만근 

陽城 (1) 88兩

富平 (7) 150兩 268만근 

江華 (11) 480兩* 자료없음 

仁)11 (2) 345兩* 128만근 

홈꺼리 (3) 20兩 자료없음 

i훌澤 (3) 89兩 370만근 

資料 : 世宗實錄地理志、(15세기) , 與地圖書(177이， 
韓國水塵誌(1908).

*추정숫자임， 빠年間 體生塵量-魚睡船鏡.

되어 염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염장은 15C 

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 역시 남양이 1154兩으 

로 2위 수원보다 2배 이상으로 조선후기에도 전기 

와 큰 차이가 없이 최고임을 알 수 있다. 韓國水

塵誌(1908)를 보아도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 

(표 1) 

위의 사실로 보아 남양이 경기도 최고의 염생산 

지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말 기록에 의하면， 남양 

의 각 만입에 20-40리의 염장이 존재하였고， 각 

포구에서 移送할 제염용 연료 매입액은 남양， 안 

산， 수원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8) 강화와 교동의 

염생산자료는 누락되어 있고， 남양， 수원도 1907년 

염업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의 염생산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 

다. 

6) 山 口 精， 1910, 前揚書， pp.274-284. 
7) 朴H內遊， 1984, “朝蘇後期 宮房뺨場 冊究 : 17-18世紀를 中心으로 體南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43. 
8) D"通商훌훌훌.lI 2冊 20號， 1894, PP.581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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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京훌홉 地域에서 麻;빼로의 웰의 流通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염업조사에 의하면9) 연 

간 2억6천2백9만 7천근 정도이고， 전남이 약 1억4 

백만근으로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경기 

도가 2위로 약 5천2백만근으로 전체의 20%정도를 

생산하고 있었다. 

경기만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에 가까이 인접 

함에도 불구하고， 육운이 아니라 수운에 의하여 

운반되었다. 경기만 제염지에서 서울 마포까지의 

염의 이동은 (그림 1)와 같다. 

제염지에서 생산된 염은 買集商에 인도되어 安

山의 元堂浦， 南陽의 海흉， 馬山浦， 水原의 里浦律

으로 운반되었다 10) 위의 포구에는 懶醒과 米殺을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浦口主A이 있었다. 이 지역 

에서 생산된 염의 90%는 포구주인의 손을 거쳐 

마포로 운반되어 서울 및 부근의 각 군에 공급되 

었고， 기타는 仁川 및 軍浦場등 정기시장에 이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각 군의 부락의 需用에 공급 

하였다 11) 

경기만 지역에서 마포로의 염의 운반은 한강유 

역 및 서해안지역 포구를 주 무대로 활약하는 京

江船商과 地土船商에 의해 이루어졌다. 

京江商A은 龍山·應浦·西江·豆尾浦·뚝섬등 

京江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그들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정부의 세곡운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16C 이후에는 지금까지 익혀온 遭運의 루트를 이 

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밖에 懶

業이나 i度律業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 

었다 12) 특히 遭運界의 경험을 살려 i암뿔海路 혹 

은 內陸 水路를 통하여 주 취급 품목인 米·睡의 

판매활동도 전개하였다. 이들이 경기도와 충청도 

연안의 제염지 부근의 포구를 드나들면서 염을 실 

어 마포까지 운반하였고 市塵이나 또는 자신의 

배로 염을 한강 상류의 목재산지인 강원도 양구등 

山那과 忠北 山那지역까지 판매하고 이 지역의 곡 

물 · 목재 • 특산물을 서울까지 운반하였다. 이들 

중 일부 상인 및 객주는 염의 판매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염업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13) 또 하나의 

염 운반 담당자는 地土船商이다. 지토선상은 外方

浦口를 주된 활동무대로 삼았고， 대부분 地土船이 

라는 소형선박을 가지고 상품유통에 참여하였다. 

14) 地土船은 대부분 배의 규모가 작아 원거리 항 

해에 부적합하여 주로 지방의 대포구와 소포구 사 

이의 상품유통을 담당하였는 데， 이들의 주 활동 

분야는 곡물 · 어염의 판매에 있었다 15) 그러나 이 

들의 생업은 원래 어업이고， 懶、期가 지나면 부업 

으로 미곡 · 어염을 배에 적재하고 운수업에 종사 

9) 山 口精， 1910, 前揚書， p.272. 
10) 朝蘇總督府 財政藍훌廳、， 1907, 뺨業調흉 京幾道條， pp. 248 - 249. 
11) 上揚書， pp.15-16. 
12) 崔完基， 1988, “朝蘇後期 鏡줬運送과 船運業 發達 高麗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65-69. 
13) 李永轉， 1991, “開港期 資本制的 製짧業의 展開” 韓國文化冊究所 세미나 미발표 논문. 
14) 高東煥， 1985, “18.19世紀 外方浦口의 商品流通의 發鐘 韓國史論 13, 서울大 A文大學 國史學科， p.294. 
15) 上揚論文， pp. 238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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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16) 지토선의 선박은 200-300석 

을 실고 온 것이 많고， 태안， 안면， 남양， 강화 어 

촌의 소유로 盤 · 演 · 米줬등 그 계절을 따라 각 

포구를 왕래하고 각 화물을 貨運하였다 17) 해안포 

구에 있는 여각 소유의 배나 지토선이 경강에 들 

어가면 그 지역 담당의 마포 여각주인에게 去來口

文을 주고 상품을 시전상인에게 판매하였다 18) 

3. 首都에서의 題의 流通

’1) 經濟的 背景

한강변에서 위치한 漢陽은 수로교통의 요충지였 

다. 서해안과 한강하류를 통하여 湖南 • 湖西의 兩

湖地方과 黃海道 · 平安道의 兩西地方의 물자가 한 

양으로 운송되었다. 더구나 한강은 그에 이어지는 

낙동강과 아울러 조선시대 최대의 생산지인 영남 

과 최대 소비지인 서울을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그 기능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한강유역에는 광 

주 • 여주 · 충주 · 원주 • 춘천 등 대도회지가 발달 

하고 있어 사람들의 왕래도 한강의 수로를 이용하 

는 경우가 많았다. 

최대 소비도시인 한양은 殺物 뿐만 아니라 榮

벚， 魚醒， 鍵物， 木材등이 거의 모두 외지에서， 많 

은 것은 공급되어야 했는 데， 이들의 대부분도 京

江의 水運을 통하여 공급되었다. 예컨대 마포에는 

어염이， 서강과 용산에서는 곡물이， 뚝섬에서는 목 

재가 집산되었다. 이처럼 경강에는 일찍부터 물화 

의 집산이 활발하였으므로， 경강변에는 왕조 초기 

부터 많은 상인들이 몰려 여러 가지 형태와 규모 

를 지닌 상업을 영위하여 갔다. 그리고 京江邊에 

는 용-산， 마포， 서강， 뚝섬， 두모포등지를 중심으 

로 船商들의 商業基地가 형성되어 갔다 19) 상인들 

16) lf'通商棄幕Jl 2冊 20號， 1894, p.654. 
17) lf'通商養醫Jl 2冊 20號， 1894, p.655. 

은 선박을 이용하여 한강의 수로 또는 연해안 일 

대를 왕래하며 한양의 都民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을 구입， 京江邊의 상업기지로 운송하여 직접 판 

매하거나 시전상인에게 공급하였다. 

경강 상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京

江治邊에 있었던 市塵이다. 경강 상인들이 생산지 

에서 쌀 • 소금 기타의 물품동을 구입해서 한강까 

지 운반해서 오면， 이들은 이 물품들을 그 곳 市

塵A들에게 轉賣해야 하였으며， 만일 이것을 직접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禁亂塵이라 하여 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경강상인들의 자본이 축적되어， 세력이 

강해져서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 

였고， 경강연변에 점포를 가지게 되었고， 이 곳을 

중심으로 都賣商業을 전개하였다. 

요컨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한강변 

에는 帶狀으로 상업이 발달하여 용산 · 마포 · 서강 

· 서빙고 · 두모포등이 그 중섬지가 되었으며， 여 

기서는 米殺 · 榮木 • 魚醒의 대량거래와 造船 • 製

永등의 제조업도 겸한 자본축적， 정착상인화가 도 

성내의 私商都賣들의 성장과정과 발맞추어 형성 

발전되어 간 것이다이 

2) 漢陽에서의 훌훌의 流通

한양에 있어서의 염의 集散은 한강의 麻浦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곳에 가장 많이 모이는 염 

은 경기도 남양염이고， 다음은 충청도의 서산염이 

며 그 밖에 경기도의 안산， 인천， 통진， 수원， 부 

평， 김포등지에서 생산되는 염이 소량으로 도입되 

었다 21) 이들의 염의 운반은 前 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해안 연안의 각 포구에 소속된 地土

船商과 京江船商에 의해 이루어졌다. 마포등 집산 

18) 京離道安山廣州兩둠諸島浦米줬魚體各色物種商船去來口文所食京江主A業(京幾道安山都X廣州諸浦口龍洞宮提 
出圖書文績類).

19) 李重煥， 擇里志， r 居總論， 生利條.

20) 서울特別市編覆委員會， 1985, 漢江史， p.427. 
21) 高承濟， 1956, “李朝體業의 經濟構造 서울大學校 論文集， A文社會科學 3,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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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염이 도착하면 이곳에 거주하는 객주가 중개 

하여 소매상에 인도함으로서 상업활동이 시작되게 

된다 22) 또한 객주가 그들이 싣고 온 물품을 맡아 

서 처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어염선상 

과 객주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이 어염유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상인 계 

층이 객주이다. 객주는 상품매매를 중개함과 동시 

에 그 자신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상품매매 

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된다. 이러 

한 점에서 객주는 특수한 상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잃) 한강연안에 있었던 마포객주의 주 취 

급 품목은 어염 • 곡물이었다. 

일단 객주의 손을 거친 어염은 市塵商A에게 인 

도되었다. 이 市塵이 都城의 어염유통을 장악하였 

다. 이러한 市塵 가운데 그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것으로 흔히 六봇훌은 官廳의 필요에 응하는 한편 

일반 應民들의 구매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內 • 外

魚物훌은 合分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公

家의 需用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國않을 의미하며 

그러기에 六롯塵은 輝用的 性格을 처음부터 지니 

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염에 관계있는 市塵의 

國投負擔을 보면 內魚物塵(현재 종로 2가 5번지) 

은 5分投， 外魚物塵(서소문 밖 네거리)이 4分彼으 

로 이를 합하여 9分投이고 生蘇塵은 3分投 京醒

塵이 1分投이며 生蘇{左飯塵 • 內魚物住飯!훌 • 外魚

物住飯塵 그리 고 聯浦醒塵 · 醒水塵등은 無分塵으 

로 國投을 맡지 않았다 24) 

이 중에서 한양내 염을 판매한 市慶은 도성 안 

에 京聽塵과 醒數塵(현재 종로 2가) , 한강 연안에 

廠浦醒屬등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私商인 어 

염선상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수도의 어염유통권 

을 둘러싸고 魚醒船商A과 市塵商A간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시전상인들이 우위 

를 점하였으나 점차로 어염선상들이 시전상인과는 

달리 독창적 이 고 융통성 있는 상업 활동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였다. 또한 어염선상은 都城內 場市

인 七牌(현재 봉래동 부근)와 젖l뱀(종로 4가 인의 

동 일명 배오개라 함) 등의 中都兒잃)들과 연결하 

고 나아가서는 역시 도성 근처의 송파장 상인들과 

도 서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수도의 어염유통권을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도성에서 行商의 集合所요 

都民의 일상 購買場인 젖뼈 · 鐘樓 · 七牌등은 나날 

이 번창해 나갔으므로 이미 서울의 상가 활기는 

육의전으로부터 대중의 소비생활과 직결된 신홍의 

3대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며 26) 그 중에 

서도 특히 七牌는 한강과 서해로부터 들어 오는 

수산물 판매로 유명하여27) 수도의 어염유통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8세기 중엽 이전에는 시전을 정점으로 하는 염 

의 유통조직이었으나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시전 

을 배제하고 主A層(객주)과 中都兒層이 직접 연 

결되는 主A層을 정점으로 하는 염의 유통조직이 

형성되었다.잃) 그러므로 都民들은 전에는 시전에 

서 독점가격에 염을 구입하였으나 이제부터 낮은 

가격에 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까지 논한 한양의 유통경로를 요약하여 그 

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22) 吉田敬市， 1954, 朝解水塵開發史， p.153. 
23) r財務棄報』 第12號 商事關係事項搬要.

24) 萬機要寬 財用編 5, 有分各훌 및 無分各塵.
25) 市훌商과 縣負商사이의 중개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26) 金龍德， 1981, 朝蘇後期 思想史 冊究， ζ西文化史， pp.l72 -173 . 
27) 朴元善， 1982, “商A，" 韓國史論 11, 國史編幕委員會， p.65. 
28) 高東煥， 1985, 前揚論文，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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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南漢江流域의 훌훌의 流通

1) 盟의 需要톨과 流通

18세기 남한강유역인구는 대략 34만 4천명에 달 

하였다. 大那으로 충주가 10만명을 넘었고， 원주가 

4만5천， 여주， 이천 2만을 넘었고， 1-2만 사이가 

표 2. 南漢江流域 各 훌g厭의 A 口훌化 

군 I 18세기 후반 1909년 
광 주 3,800 3,700 

양 근 12,100 ]
지 평 7,600 

60,590* 

양 지 3,700 10,760 

이 천 22,500 24,905 

1。5「 그 =ζT 7,900 14,657 

죽 산 19,800 25,776 

여 주 26,000 43,994 
τ:z; T ;i」 107,700 84,894 

음 성 8,400 47,824 

괴 산 10,200 24,868 

<?::!그 ; irI 4,100 13,409 
-δ〕 ; IsZr 6,300 20,638 

제 천 11,100 25,483 

단 양 6,700 14,924 
üä。 τ ;ζr 4,700 14,560 

원 주 45,500 45,672 

횡 성 6,000 37,242 

평 창 3,200 11 ,520** 

7J % 11,500 45,741 
져。 서 L. 7,900 29,968 

영 월 7,400 33,740 

*2개면 인구 통합: 양평군 **강릉 4개면 평창 
에통합. 
蒼料 : 與地圖書(1770) ， 횡재蘇總督府 統計年
讀 (1909). 

29) 崔永俊， 1987, 前揚論文， p.64에서 재인용. 

양근， 죽산， 괴산， 제천등이었다. 대체로 평야가 

넓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이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초(1909) 인구와 비교해보 

면 지역적인 증감이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영 

월과 횡성은 18세기말에 비하여 4배이상으로 인구 

가 증가하였으며 정선， 평창， 연풍은 2배 이상 괴 

산 청풍， 영춘， 지평이 2배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남한강중류의 농업지대는 인구증가가 평균 

보다 적었다. (표2) 

영서지방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18, 9세기 박해 

를 피하여 유랑하던 천주교신도， 정감록 신봉자등 

의 이주에 기인한다.29) 1909년 남한강유역의 인구 

는 대략 70만에 육박하였으며 충주， 양평， 여주， 

음성， 원주둥이 大那이었다. 인구증가로 인한 염의 

수요증가는 어염선의 활동을 활발히 하여， 어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상업취락을 형 

성시키고 이는 다시 내륙교통과 정기시장의 발달 

을 가져 오게 된다. 

염의 수요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1909년 인구수 

에 1915-1923년의 연평균 1인당 소금소비량 약 

11kg30 )을 곱한 다음 여기에다가 農牛가 있는 집은 

소에게 먹이는 된장제조용으로 약 30kg31l의 소금 

이 필요로 하므로 다섯가구당 농우 한 마리를 보 

유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여 추가하였다. 20세기 

초 인구를 지표로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 호구조사 

가 누락된 것이 많아 실제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 

기때문이다. 또한 조선후기의 1인당 염의 소비량 

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때문에 부득불 일제시 

대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물론 조선후기와 일 

제시대 염의 소비량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금 소비 량은 약 7834t으로 근으로 환산하면 

1306만근에 달해 경기만 염생산량을 5000만근으로 

추정하면32) 대략 26%가 남한강유역에서 소비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30) 朝蘇總督府， 1925, 朝蘇AØ商業， 近澤印빼， 京城， p.341. 
31) 崔永俊， 1987, 前揚論文， p.76. 
32) 山 口精， 1910, 前揚書，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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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수송선은 주로 大船을 사용하였으나 지류 

에서는 中小船을 사용하였다. 1만톤의 소금을 운 

반하려면 대선만 400척 이상이 필요하므로 남한강 

교역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만하다. 

醒船에는 소금 외에 새우젖， 염장어류도 함께 실 

었다. 

그림 3. 南漢江流域의 推定 엎消톨톨 

염의 수송은 경강선상과 지토선상에 의해서 운 

반되었다. 경강선상들은 세곡운반을 위해 일찍부 

터 강상류의 운행 이 잦았다. 남한강 상류에 정 선， 

평창， 영월， 단양， 충주， 여주등의 江港이 있어， 각 

지방 산물의 서울 수송과 서울에서 상류로의 어 · 

염 · 미곡 • 면포 · 비단 기타 각종 잡화류의 수송과 

판매때문에 경강상인과 각 江港에 위치한 여각， 

객주잃)들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34) 

이처럼 하천 연안 요지에 常住하면서 교역에 종 

사해온 상인들이 客主이다. 객주는 취급화물과 부 

속 설비의 규모에 따라 物商客主와 旅聞으로 구분 

한다. 물상객주는 首都 및 내륙지방의 화물 집산 

지에 상주하며 織物·絲類·皮類·藥種·부채등 

일용잡화를 다루고， 화물의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인이며， 기타 金廳·運送·슐庫·旅宿 내 

지 어음의 발행， 인수등을 부업으로 하는 자이다. 

이들은 주로 縣商과 관련이 있다. 

旅開은 한강 연안 마포같은 대포구에 분포하며， 

배후지의 농산물을 수집하여 한양으로 보내고， 하 

류지방 및 서해안의 잡화와 염 • 어류 · 해조등 해 

산물을 내륙지방의 상인과 소비자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염 · 어류 

• 해조등 해산물과 미곡 • 연초 • 과일등이다 35) 

대개 여각은 한강 연안인 뚝섬 • 한강리 • 서빙고 

·용산·마포·서강에 나열되어 있었다. 뚝섬·한 

강리 • 서빙고의 여각은 ‘윗강 여각’이라고 하였고， 

용산 · 마포 · 서강의 여각은 ‘아랫강 여각’이라고 

하였다. 봄에 아랫강에서 소금을 올려다 놓으면 

水上船을 이용하는 상인이 소금을 한강 상류 지역 

에 올려 콩 · 팔 기타 雜殺 · 藥材 · 山菜의 마른 것 

등과 바꿈하는 데 需應하여 주고 口文을 받았다. 
36) 

염과 젖갈의 여각 즉 객주는 마포를 근거지로 

하였는데， 구한말 이전 객주의 분포를 기록한 문 

헌이 없어 좀 시기는 늦지만 서울시내 1915년말 

현재 객주 분포 상태를 보면， 시내 객주의 수는 

51家인 데 이 중에서 마포동 소재 객주 10家는 곡 

물 · 염 • 젖갈을 취급하였다 37) 

1908년 경기도 내 주요 군의 객주수를 보면 6, 

鍵水 3, 陰竹 3, 竹山 2, 陽根 2등인 데 이 중에서 

어염을 취급하는 객주는 여주와 양근에 있었다 38) 

충북과 강원도 지역 객주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19세기말 충주읍장은 70여명의 객주가 상주하고 

2000여명의 행상이 출입하였다는 기록39)과 1920 

-1930년대에 목계에 40호， 양근， 이포， 여주， 황 

33) 포구나 장시에서 상품을 매개하는 상언을 객주， 여각이라고 부른다. 개항이전에는 浦口主A ， 船主A， 浦主A ，

主A이라고 불리웠다. 

34) 서울特別市委員會， 1985, 前揚書， p.431. 
35) 朴元善， 1968, 客主， 延世大學校 出版部， pp.13-15. 
36) 上提書， p.141. 
37) 上揚書， p.143 
38) 朴元善， 1968, 前獨書， p.148. 
39) 朝蘇總督府， 1924, 朝蘇φ市場， pp.3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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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금천， 장호원， 영춘등지에 10-20호， 문막， 가 

홍， 북진， 영월에 5-10호 정도의 객주가 있었다는 

것을4이 볼 때 주로 이들이 하항 포구에 거주하면 

서 경강상인과 현지상인을 중개하였을 것이다. 다 

른 기록에 의하면 괴산 7명， 충주 3명， 제천 5명이 

있었다 41) 목계를 비롯한 대포구들은 상설점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포구에는 ‘갯벌장’이라는 不

定期市場이 열렸다. 이 장은 내륙의 정기시장과는 

달리 배가 들어올 때만 며칠만 계속 열리고， 겨울 

철 뱃길이 막히면 몇날씩 장이 서지 않는 것이다. 

42) 경강선상과 지토션상에 의해 운반된 소금은 갯 

벌장에서 객주(여각)에 의해 부근의 睡쓸에 보관 

되었다가 현지상인에 의해 수레， 길마， 쪽지게등을 

이용하여 내륙시장으로 수송되었다. 가흥， 흥원， 

외에도 각 읍에는 읍 자체의 전세를 납부하는 슐， 

責願를 보관하는 쓸 홈훌슐등이 있었다 43) 이 醒슐 

들은 주로 수운이 편리한 포구 가까이에 입지하였 

는 데 한강가에 염창동， 부여읍 금강가에 염창리 

라는 지명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44) 江뿜뿐만 아니 

라 교통이 불편한 내륙 與地에도 염창이 있어 염 

을 보관했고45) 똥홈塵， 醒幕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 

로 보아 염창에서 정기시장으로 운반된 염이 몽훌塵 

과 睡幕에서 소비자에게 매매되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46) 

소금 거래는 갯벌장이 섰던 큰 포구 외에도 염 

선이 정박하는 곳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마재로부 

터 영월까지 소금거래처는 지류를 포함하여 100여 

개가 념었는 데 상류쪽은 배후지의 인구가 희소하 

여 거래량이 적었다 47) 마재와 단양 사이의 100u} 

일의 구간에는 마을 1397ß나 있다고 기록48)되어 

있는 데 이의 대부분은 갯벌장이고 소금이 거래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2) 定期市場과 盛의 流通

浦口와 場市는 당시 상품 유통 시장 중 가장 대 

표적인 것이었으며， 이 유통망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장권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변 경상도 

지방의 시장권이 형성되는 지역이 강이나 연해등 

수로교통의 요지로서 어염선등 상선의 왕래가 활 

발하였다는 사실49)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 위의 

연구지역인 섬진강같은 경우는 江뿔을 따라 시장 

이 이루어져 있으나 남한강의 경우는 강안 포구에 

갯벌장이 섰고， 배후지에 포구의 크기에 비례하여 

정기시장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포구에 

실어오는 것만이 염의 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니 

다. 실지로 포구와 정기시장， 소비자 연결은 행상 

에 의해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들이 유통의 말단 

에서 염의 공급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즉 행 

상은 상품집산지에서 구입한 일용잡화물을 지방의 

시장을 중심으로 파歷行商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 

자를 연결하는 전문적인 시장상인이다. 행상들이 

거간의 흥정을 거쳐 여각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것 

이 원칙으로5이 하안의 浦口나 澤에 염이 도축하면 

그들은 여각으로부터 염을 인수 받아 이것을 부근 

의 정기시장에 파歷하면서 염을 매매하는 활동을 

하였다. 

행상은 활동근거지를 기준으로 塵地型 行商과 

40) 崔永俊， 1987, 前揚論文. p.66. 
41) 忠淸北道觀察道篇， 1909, H'韓國忠淸北道一짧.JI. 
42) 金屬輪， 1966, “漢 • 洛東 兩江의 內陸水路로서의 價{直에 대한 冊究 地理 2(1), p.3. 
43) 崔永俊， 1990, 鎭南大路 : 韓國古道路의 歷史地理的 冊究， 高麗大學校民族文化冊究所 出版部， p.68. 
44) 李泳澤， 1986, 韓國의 地名 : 韓國 地名의 地理 · 歷史的 考察， p.347. 
45)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염둔리는 염창이 있었던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46) 李泳澤， 前揚書， p.348. 
47) 崔永俊， 1987, 前揚書， p.348. 
48) 韓國精빼文化冊究院， 1985, 前揚書， p.101. 
49) 韓相權， 1981. “18世紀末-19世紀初의 市場發達에 대한 基鍵冊究 : 慶尙道地方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서울大 

A文大學 國史學科， p.228. 
50) 朴元善， 1965, ~保負商， 延世大出版部，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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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地型 行商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먼저 塵

地型 行商은 塵地에 거주하면서 인근지역에서 생 

산된 상품을 어촌 부근이나 원격지 농촌에 판매하 

는 일을 담당하였는 데， 행상권은 배후지와 교통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반경 12-13km 

이내가 많고， 소비지형 행상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장권 안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것 

이다 51) 소비지형 행상이 바로 보부상이다. 縣負商

이라 함은 신라 이후 자연 경제 기반 위에 農業

生塵者 · 小家內手工業者 • 市場商A등과 소비자 사 

이의 물물교환을 매개하던 행상인으로서 負縣商이 

라고도 하며， 어염 · 토기 · 목기등 가내 수공업 제 

품과 수산물을 지게에 얹어 등에 젊어지고 다니면 

서 판매하는 負商과 주로 高價의 雜貨인 의복 · 혁 

대·유기·금·은·동 제품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서 판매하는 縣商의 총칭이다 52) 보부상의 발달은 

우리나라 도로의 미비에 기인한 듯하다. 조선내의 

도로는 지극히 俠險하고 車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物貨의 輸送에는 A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그 유통기관으로서 보부상 

은 필연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 생각된다 53) 

언제부터 負商이 소금을 운반했는가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고려시대 말에는 負商들의 

행상에 의해 지방의 시장을 중심으로 일용잡화물 

과 함께 염이 판매되었다.닮) 負商은 다루는 물품 

의 성질상 해안 또는 하안 포구에서 활동하는 여 

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은 여각으로 

부터 거간의 손을 거쳐 염을 받아 지게에 지고 정 

기시장， 산간 벽지까지 공급하였다. 조산시대 염의 

운반 수단을 보면， 대체로 길마， 牛車， 지게등인 

데 牛車는 수원 이북등 일부 지방이외에는 사용되 

지 않았고， 주로 길마와 지게에 의하여 운반되었 

다. 길마는 대포구 또는 시장 큰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주로 미곡· 어염등의 운반에 이용되었 

고， 잡화는 대다수가 지게에 의하여 운반되었다 55) 

그러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염의 운반은 거의 

대개는 지게에 의하여 운반되었다. 또한 보부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시장이다. 보부상 

은 한편으로 소비 대중과 접촉하는 동시에 다른 

표 3. 南漢江流域의 市樓分布의 變化

군 명 1770년* 1830년** 1905빼 고 

광주‘ 2 2 2 

양근 6 5 6 

지평‘ 4 4 4 양평으로 통합 

양지 용인 편입 

죽산 3 4 3 안성 편입 

이천‘ 2 3 2 

음죽‘ 2 2 이천으로 통합 

여주‘ 5 5 5 

충주‘ 9 8 10 면적 축소 

JnLλ 。게 

괴산 

「1서그 τ IrI 2 2 2 괴산으로 통합 

제천 2 2 

~a τ 쿄)" 2 3 4 제천으로 통합 

단양 2 2 2 
。:)àτ:ζr 2 2 단양으로 통합 

원주‘ 5 4 3 

횡성 2 2 2 

영월 4 2 3 

평창‘ 3 2 3 

강릉‘ 3 3 3 평창으로 통합 

정선‘ 3 3 

겨1 65 58 66 

자료 :* 道路考** 林園十六志， 뼈* 朝蘇φ市場經

i齊(1929).

‘:醒去來市場.

51) 中村周作， 1985, “水塵物行商A C') 空間行動樣式 : 山陰地方m事例&中心èLτ" A文地理， 第37卷 第4號， p. 
311. 

52) 朴元善， 1965, 前揚書， PP.33-34. 
53) 上揚書， pp.38-39. 
54) 權寧國， 1985, “14世紀 權 醒制의 成立과 運營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37. 
55) r通商훌幕.!I 1冊 1號， 189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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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으로 정기시장을 상대하는 것이다. 

정기시장은 1470년경(성종 때)에 전라도 나주 

일대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상， 충청등지로 보 

급되었고56) 1730년까지 난립 상태에 있는 정기시 

장들이 정비되어 시장망을 형성하였고， 1800년대 

초기에 시장수는 전국에 1052개의 장시가 분포하 

였다 57) 

1770년대 65개였던 남한강 유역의 시장수가 

1830년에 58개로 감소하였다가， 1905년 다시 1770 

년경과 비슷한 수로 늘었다.(표3) 

1830년대 염이 거래된 시장을 보면， 광주， 충주， 

원주， 지평， 평창， 여주， 이천등이고， 염이 거래되 

지 않은 시장은 양지， 죽산， 음성， 괴산， 제천， 단 

양등이다. 여기에 나타난 특정을 살펴 보면， 남한 

o 2O/(M 

강 수운이 편리한 광주， 여주， 음죽， 원주， 충주등 

은 서해의 염이 공급되었고， 그 외에 남한강 사류 

지역 평창， 정선동은 대관령을 넘어 육로로 동해 

의 염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양지， 죽산， 음성등은 

남한강 지류인 달천 상류에 있어 염의 공급이 원 

활치 못한 것 같다. 또한 충주 상류의 제천， 단양 

은 당시에 남한강 수운이 여의치 않아 육로로 동 

해의 염이 공급된 듯하다. 

남한강유역의 소금시장은 시대에 따라 다소 변 

화가 있었던 것 같다. 본래 상류지방은 동해안의 

소금이 공급되었던 것 같은 데 그 예로 택리지에 

“원주는 동해의 어염이 모여든자. 목계는 동해의 

소금을 실은 배가 염세를 내는 곳이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58) 그 후 남한강 상류로의 대규모 인구 

동혜소급 

μρ녁셔해소극 

수 근 

------ 육 로 

그림 4. 南漢江流域의 훌훌뿔(1 9세기말) 

56) 金日基， 1988, “곰소灣의 懶業과 演村 冊究 서울大 地理學科 박사학위논문 p.74. 
57) 徐有短， 林園十六志， 탬圭志， 卷四， 貨植 八域場市條.

58) 李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江原道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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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공급하였으며 하항에 하역된 소금은 육로 

로 횡성， 평창등 영서 산지의 시장으로 수송되었 

다.(그림 4) 그러나 與地圖書(1770)에는 충주 상 

류지역의 船鏡가 기록되어 있다. 청풍(19兩 5錢)，

단양(17兩) , 영춘(6兩) , 제천 (4兩) , 충주(54兩 5 
錢)의 船鏡로 보아 19세기이전에도 대체로 영춘까 

지는 비교적 서해의 어염선이 자유롭게 운행되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양에서 영월까지는 유량이 적고 여울이 많아 

小船밖에 운항할 수 밖에 없었고， 영월 북쪽은 

20C초까지 멧목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운항이 불 

가능하였다. 그러모 수운이 닿지 않는 평창， 정선 

주민들은 대체로 두 가지 염 구매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첫째는 수운이 닿는 충주， 목계， 청풍， 단 

양 지역에 가서 염을 구매해오는 방법이고， 둘째 

는 직접 동해안 제염지에 가서 곡식과 바꾸어 육 

로로 오는 방볍이다. 

이동과 산지개발은 단양 상류의 수운 발달을 촉진 

하였고， 때마침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 지방 상업 

의 영향을 받아 하안 포구에 상업취락이 성하였 

다. 결국 이는 상품유통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19세기 중반 이후는 경강 상인들이 편리한 수운을 

이용하여 단양 상류의 영춘， 영월까지 서해안의 

私舞둠志에 의하면， 평창 주민이 직접 북창강 

선편으로 輸積한 염을 豆太등 잡곡으로 바꾸어 왔 

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59) 이와같이 수량이 풍부 

할 때 멧목이나 소선을 통하여 목계， 청풍， 단양등 

지에서 염과 곡식을 환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오래전부터 이 지역은 동해로부터 대관령을 

넘어 오는 醒道가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평창 

의 북쪽 30리에 만기요람(1808) 에 기록된 전국 15 

대 시장 중의 하나인 대화장이 있다. 大和場은 관 

동대로에 입지한 영서 산지의 중심시장이었다. 대 

화는 강롱， 원주， 횡성， 평창으로 부터 오는 육로 

가 결정하는 요지로서， 이곳에서 동해안 지방， 영 

서 산지， 남한강 중상류의 산물이 교역되었다. 대 

화장은 본래 행정구역이 강릉군에 포함되어 있었 

고， 강릉으로부터 120리 떨어진 정기시장으로 강 

릉의 負商에 의해 염이 공급된 것이 분명하다. 

정선은 평창보다 더 與地이다. 1770년대 정기시 

장은 읍내장(4) ， 동면(1)， 남면 (2) 셋이었는 데 60 
년 후 1830년대는 읍내장 하나로 줄었다. 정선지 

방 주민은 영월 덕포리에서 육로를 통하여 공급 

받거나 정선읍에서 임계리를 거쳐 130리 떨어진 

강릉 제염지에 가서 독식과 염을 換買해 오거나 

험준한 백봉령 고개를 넘어 삼척까지 150리를 行

步하여 염을 구매해야 했다. 이러한 염의 장거리 

구매는 왕복 7일이 소요되었다. 정선 주민의 염의 

구입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는 정선 주민의 애환을 

노래한 ‘정선아리랑’에 잘 나타나 있다. 

평창 팔십리 다 못가서 되돌아 왔나(정선아리랑) 

강릉삼척으로 소금사러 가셨는 데 

백복령 구비구비 잘 다녀 오세요(정선아리랑) 

그러면 정선， 평창 일대의 염을 공급하는 데 크 

게 기여한 삼척과 강릉지방의 염 산출 양상을 삼 

척부터 살펴보자世宗實錄地理志』 土塵條에는 

40坐의 몽홈옳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新增東國

餘地勝훨』 三隆都護府 土塵條에는 염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폐쇄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林園十六志.!]，

『與地圖書.!]，與圖備志.!]60) 에는 기록이 있는 것으 

로 보아 조선후기에는 염장이 다시 설치되어 염을 

생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강릉은 『世宗實錄地理志』에 홈홈益이 23좌이었고， 

『新增東國餘地勝옳.!]，餘地圖書』에도 土塵條에 염 

이 있고 염세도 719량을 냈다는 기록61) 이 있다. 

5. 北漢江流域의 훌훌의 流通

1) 醒의 需要量과 地域別 流通狀況

59) 李泰鎭 · 李相泰編， 1989, 朝蘇時代 史幕둠誌， 江原道 3, 平昌那新地誌， 韓國A文科學院.

60) 金正浩 編著， 1991, 與圖備志， 卷2， 韓國A文科學院 . 

61) 與地圖書， 江原道 江陸홈ß護府， 均彼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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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말 북한강유역의 인구는 약 7만 5천으로 

인구가 적었으나 20세기 초 인구는 약 4배 증가한 

28만명 정도이었다. 군별로 인구증가의 차이가 큰 

데 특히 언제가 9배， 화천， 홍천， 양구등이 5-6배 

의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춘천， 화양， 금성등 산 

간분지는 평균에 크게 밑돌았다. (표 4) 이와 같은 
영서산간지역의 인구증가는 避難， 流浪， 隱居， 調

去， 無緣故에 기인하였다 62) 

위와 같은 인제， 양구， 홍천， 화천등의 19세기 

인구증가는 상류로의 염의 유통을 증가시키는 결 

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염의 수요증가는 어염선을 

중심으로 행상선의 왕래가 활발하였던 곳을 중심 

으로 북한강을 따라 일렬로 장시를 발생시켰고 이 

는 포구중심의 시장권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남한 

강 유역과는 달리 갯별장과 장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두 장시가 겹치는 것이 많았 

다. 그리고 북한강유역은 남한강유역보다 인구가 적 

었기때문에 염의 유통조직이 발달하지 못했다. 

표 4. 北漢江流域 各 훌B縣의 A 口 雙化

군 현 18세기 후반 1909년 

평 6,912 25,567 
긴:2r」 천 16,010 51,413 

화 천 3,605 22,875 

양 구 6,454 33,491 

인 제 4,431 40,372 
二n=L 성 12,373 23,354 

회 양 15,691 31,468 

홍 천 9,294 52,017 

계 74,770 280,557 

資 料 : 與地圖書(1770) ， 웹蘇總督府 統計年諸(1909).

염의 수요량을 남한강유역에서 구한 방법과 같 

이 계 산하면 약 3418t으로 근으로 환산하면 570만 

근으로 경기만 제염량 중에서 약 10%를 상회한 

다. 가장 큰 수요지는 춘천， 홍천， 인제， 양구등이 

다. 북한강유역도 남한강유역만큼은 못해도 연간 

수백척 이상의 소금배가 운항될 만큼 소금이 거래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림 5) 
각 군현별로 염의 유통실태를 살펴 보자. 

먼저 가장 큰 도읍인 춘천을 보면， 택리지에 토 

지는 비옥하여 사대부가 많이 대를 이어 산다라고 

기록63) 이 있고 춘천의 우두촌은 하류의 배와 어염 

의 이익을 얻어 주민들이 많이 장사를 하여 부자 

가 많다라는 기록64) 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춘천이 

영서 북부의 염 유통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한 예로 조선시대 소금을 팔아 

얻는 船利 최고인 곳을 세곳 뽑는 데 원주의 흥원 

창， 충주의 금천과 함께 춘천의 우두촌을 뽑고 있 

다 65) 

50 

그림 5. 北홉江流域의 推定 훌훌消흩톨 

춘천시 우두동부근 ‘배뛰리기’라는 곳에 과거에 

소금배가 닿던 곳이라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하 

62) 崔承뼈， 1989, “江原道 世居民族 考察 江原文化論輩， 江原大學校 出版部， pp.37-62. 
63) 李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江原道 春川條 . 
64) 李重煥， 擇里志、 버水 漢居條.

65) 徐有桓， 林園經濟志、， f!兒圭志、， 卷 第二， 貨植 貨遭 船利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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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어 객주의 중개로 현지상인에게 인도되어 府

內場과 폈田場등 정기시장으로 이동되었을 것이 

다. 그런데 1910년대 도매상이 없고 다만 소매상 

만 200인정도 있다는 기록66)으로 보아 객주보다는 

주막이 염의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1900년 

대 이전의 춘천시장의 중심지는 춘성군 신북면 천 

전리로 옛부터 보부상의 집결지이였고， 牛頭大村，

楊口와 華川地方을 배후지로 하였다. 여기서 어염 

과 농산물이 물물교환되었고， 인근 문정리를 합쳐 

200여호로 大村商街를 형성하였다 67) 그러나 1900 

년대 들어 와서 상업중심지가 읍내로 옮겨졌다. 

읍내에는 20여개의 상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독립 

된 집 한 채를 가지고 보부상을 재우고， 그들의 

상품을 보관， 중개 내지 소개 알선해주고 나아가 

서 이들의 물건을 판매해주었다는 기록68)을 볼 때 

객주의 존재도 배제할 수 없다. 

가평군을 보면， 하항이 청평과 가평인데 ‘갯벌장 

’이 섰던 것으로 생각되며 加平둠 젖花里에 홈홈용이 

라는 地名이 있는 것으로 보아69) ‘아랫강여각’에서 

경강선상에 의하여 운반된 염이 이곳에서 하역되 

어 읍시장과 내륙산간지역으로 운반되었을 것이 

다. 1908년경에 가평에는 8명의 外方主A(旅聞)이 

있었다는 기록70)으로 보아 이들이 米殺의 移出과 

聽의 移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 

다. 

홍천의 경우는 초기에 언제로부터 동해염을 공 

급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1830년경 시장은 縣內

場(4， 9) 과 果#場(3， 8) 이 있었는데 어염을 포함 

하는 주 거래품목이 果#場에 기록되어 있다 71l 

천감장은 읍에서 동북쪽으로 60리정도 떨어져 있 

는데 언제와 홍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林園

十六志에 인제읍시장의 거래품목을 보면 뺨과 함 

께 海菜가 기록되어 있는 데 이것은 당시의 東海

塵睡이 언제로부터 홍천쪽으로 공급되 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후에 북한강 수운의 발달과 

함께 시장권의 중심지가 하안에 위치한 澤里로 옮 

겨 가게 되었다. 그래서 1910년대까지 i휠里의 나 

루터를 중심으로 홍천의 5일장이 형성되었다. 서 

울에서 어염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이 배에 실려 

북한강을 거슬러 이곳 律里 나루터에 닿으면 都定

들이 물건을 받고 이지방의 산물들이 배에 실려 

갔고， 도로 연변에 장이 섰는 데 그 후 도로교통 

이 발달하면서 뱃길은 끊기고 시장은 홍천읍 중심 

부인 新場향里로 옮겨 갔다 72) 또한 홍천읍보다 더 

상류인 화촌면 구성포리와 외삼포리까지 마포의 

소금배가 소금， 새우젖을 싣고 와서 이지방 산물 

의 곡식， 목재와 바꾸어 갔다 73) 

양구에서 한양까지 水路가 열린 것은 선조때 

(1587)에 일인 데 田結과 木材， 高鎭土를 범선으 

로 경강까지 운반하였다. 함춘나루터에서 화천， 소 

양강， 청평과 서울로 통하는 수로와 澤亨과 水仁

에서 인제의 合江里로 통하는 水上要路이었다. 위 

의 나루터에서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쌀과 인천지 

방에서 수입해온 소금과 교역이 이루어졌고， 목재 

는 멧목으로 경창까지 운반하였다 74) 양구군의 경 

우 조선초기까지 동해산염을 공급을 받다가 수로 

교통의 발달과 함께 서해염을 공급 받았다. 그러 

나 수운이 닿는 지역과 그 유통권은 서해염을 공 

급받았으나 내륙지방은 인제로부터 들어오는 東海

塵醒을 공급 받았다. 인제 수운의 가장 큰 목적은 

66) 朝蘇總督府， 1924, 朝蘇η 市場， pp.271-274. 
67) 春川文化院， 1984, 春州誌， p.397. 
68) 上揚書， pp. 393 - 395. 
69) 한글학회， 1979, 지명총람， 경기도， 가평. 

70) 李炳天， 1986, “朝蘇後期 商品流通과 旅客主A，” 經濟史學 6輯 經濟史學會 p.136. 
71) 徐有組， 林園 十六志， f!兒圭志， 卷四， 貨植 八域場市 江原道， 洪川條.
72) 洪川那誌編覆委員會， 1989, 洪川那물誌， p.51. 
73) 뿌리 깊은 나무， 1982, 한국의 발견， 강원도편， p.226. 
74) 楊口都誌編幕委員會， 1985, 楊口那誌、，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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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반출과 소금의 반입 이 었다. 瑞和縣， 훌훌離縣의 

鏡殺 · 木材 · 默肉은 빠淵律에 집결， 昭陽江슐을 

이용 한강으로 내려갔고， 그 외에 소금배를 비롯 

하여 많은 선박이 운행하였다. 산간 고을에서는 

소금을 얻기위하여 배가 닿는 醒田里까지 콩을 등 

짐을 지고가 교환하였다 75) 

인제는 증수기에만 배의 운행이 가능하였고， 산 

간 고을은 산악이 험해 교통이 불편하였다. 언제 

군 지역에서 동해안 체염지인 고성과 간성으로 이 

어지는 醒道가 옛날부터 발달하였다. 첫번째， 인제 

읍 미산리에서 동해안으로 가자면 현리나 진동에 

서 각각 一油， 진동리의 박달재를 지나 양양으로 

140리 길을 보행하였고， 두번째 서화면 천도리 같 

은 경우 서홍리→설피골→북면 용대리→새재를 지 

나 동해의 간성에서 조반을 들고 천도리→대곡→ 

칠전령→진부령을 지나 동해의 간성을 있는 당일 

완파하는 길， 세번째는 인제읍 원통리→용대→백 

담사→마득령→점고평→속초 · 양양을 이어 오곡과 

삼베로 소금 · 어류를 직접 구입 교환해오는 데 

2-5일간이 소요되었다.76) (그림 6) 

2) 定期市場 中心의 짧의 流通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강유역의 시장수 

는 13-147n로 조선후기에는 큰 변동이 없다. 

표 5. 北漢江流域의 市樓 分布 훌化 

군 1770년경* 1830년경** 1905년경빼 1912년경**** 

가평 2 1 2 
二n그L À-l 2 2 2 2 

회양 2 2 3 

홍천 3 2 3 

인제 7 

화천 2 2 

춘천 2 2 2 6 

양구 2 4 

겨1 13 14 13 27 

* 道路考** 林園十六志、*** 朝蘇η 市場經濟
(1926) , **** 웹蘇地誌資料( 1912). 

f불 
동 해 

강용 

없짧왔찢생 동해 소금 수 로 
10 20 30km 

L ,• ’ 서 해 소 금 ------- 육 로 

그림 6. 北漢江流域의 훌훌遭(1900년경) 

75) 觀協那誌編覆委員會， 1980, 嚴歸那誌， p.295. 
76) 上揚書，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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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12년 시장을 보면 1905년보다 약 2배 

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춘천， 양구， 인제등 영서 

북부 산간지역에 시장이 많이 발생하였다. 

1770년대 북한강유역의 시장은 총 13개로 각 군 

에 1-3개로 남한강유역의 1/5에 불과하였다. 분 

포의 특정을 보면， 주로 행정중심지인 읍내와 육 

상교통로상에 시장이 위치하였다. 그러나 1830년 

대 시장을 보면 많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중심지가 읍시장에서 하천연안으로 옮겨졌 

{륨 

·기초시장 
·중심시장 

1830년경 

Q 30 
-~-kJ'‘ 

그림 7. 北훌江流域의 市빼 分布 훌化 

77) 朝蘇總督府， 1919, 前揚書， p.394. 

다는 것이다. 그 예로 화천의 경우 읍시장이 폐쇄 

되고 부근 강안 구만리， 원천리에 시장이 생겼고， 

양구의 경우도 읍에서 10리 떨어진 하안에 우망리 

장이 생겼다. 또한 춘천의 경우도 읍내장보다 북 

쪽의 천전장이 거래액에서 7배나 상회하였다77) 

홍천의 경우도 1770년대 천감장 중심에서 배가 닿 

는 홍천읍 連里가 새로운 시장중심지가 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들어와 수운의 발달로 

상품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포구와 장시를 연결하는 

시장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강 연안을 따라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하류의 어염선의 왕래가 배가 닿는 교통요지 

를 중심으로 시장을 발생시켰고， 이는 다시 포구 

에서 내륙지역으로의 물자유통을 가져와 내륙시장 

의 발달을 가져 왔다. 19세 기 말의 춘천， 양구， 인 

제의 내륙시장 급증은 이로 연유한 것이다. (그림 

7) 

6.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에서 한강유역을 경기만 연안지역， 남한 

강유역， 북한강유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의 염의 

유통을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만 지역의 연간 염생산량은 약 5천만 

근 정도이었고， 제염지 포구에서 여각의 중개로 

경강선과 지토선에 의하여 ‘아랫강’까지 운반되었 

다. 

둘째， 한양의 염의 유통 중심지는 영 · 정조시기 

이전에는 市塵이었다. 그러나 상업이 발달하면서 

염유통 주도권은 수운으로 자본을 축적한 객주에 

게 넘어 갔다. 이러한 변화로 市塵을 제외한 七牌，

젖뼈， 鐘樓， 松城등이 새로운 염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셋째， 연간 염의 소비 량은 7834톤(1306만근) 정 

도이었고 경기도 염생산의 약 26%정도에 달하였 

다. 마포에서 경강선과 지토선에 의하여 한강 중 

상류의 포구로 염이 운반되었다. 이 포구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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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들어올 때만 열리는 ‘갯벌장’이 있어 염이 거 

래되었다. 도착한 염은 객주(여각)에게 인수되어 

염창에 보관되었다가 현지상인들에게 인도되어 지 

게， 길마， 우마에 의하여 내륙의 정기시장관 산간 

지역으로 이동되었다. 

북한강유역은 남한강유역보다 인구가 적고 시장 

수도 적었다. 역시 염거래량도 적어 경기만 염생 

산의 약 1O%7} 소비되었다. 또한 육로의 불편으 

로 오직 수운에 의존해야 했고， 남한강유역처럼 

갯벌시장과 정기시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두 

시장이 분화되지 않은 채 있었다. 하안에 위치한 

시장이 읍시장보다 거래액이 많았고 염의 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각 포구에는 

염창이 존재하였고， 지게， 길마에 의해 내륙으로 

운반되었다. 일부， 가평과 춘천등지는 객주가 염거 

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은 현 

지상인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넷째， 수운이 닿지 않는 북한강과 남한강상류지 

역은 염을 구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나는 수운이 닿는 곳 

에 가서 곡식과 염을 바꾸어 오는 방법으로 평창 

과 인제에서 사용되었다. 다른 하나는 2-3일씩 

보행하여 동해안 제염지에 가서 곡식과 염을 바꾸 

어 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제 산간지역과 정 

선지역에서 사용되었다. 

다섯째， 동해안과 서해안의 염유통권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초기에는 남한강 단양 상류지역과 

원주와 횡성， 북한강상류 양구와 인제， 홍천등은 

동해의 염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 와 

서 수운의 발달로 영월은 물론 정선 일부지역과 

인제군 일부지역까지 서해염이 공급되었다. 

본 장의 핵심을 이루는 염의 유통 경로를 요약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그림 8. 훌의 流通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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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duction and Trade of Salt in the 
Later Choson Dynasty (1392-1910) 

- A Case Study of Han River Basin-

Summary 

Salt is irreplaceable necessaries. Since it is 

used regular1y by all people as both a season

ing and a preservative, its annual consumption 

and trade is largely predictable. 

This study, taking Han River basin in the 

later Choson Dynasty for example, examined 

salt products in the kyonggi Bay and salt tra

de in the Han River Basin. 

Research areas are Kyonggi Bay and Han 

River Basin. As investigation method, histori

cal record invetigation, old map analysis , and 

toponym were employed. Main materials and 

data were historical records, old maps, statisti

cal data in the ear1y ]apanese Imperialism. 

The results of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 Kyonggi Bay region accounted for 

about 31, 260ton, 20percent of the total national 

salt production. This salt was transported by 

way of intermediation of Y ogak{旅聞) from the 

ports near saltworks to "Map’o near Seoul by 

merchants of the royal capital (京江船商) and 

local bumboatmen(地土船商).

Second, the regional distribution center was 

Mψon( 市塵) before the King of Y ongcho and 

the King of Chongcho ( the 17 -18 cent ury ). 

But comrnerce developed, the regional distri

bution center was transfered to Map’o where 

Kim, Jae - wan* 

Yogak( 旅開 ) acted. This change made Ch’ilpae 

(七牌)， Yihyeon(첼뼈)， ] ongru(鐘樓) and Son

gp’a( 松城 ) the new regional distribution cen

ters. 

Third, salt consumption in the Nam-han Riv

er basin was about 7,834tons, 26 percent of 

salt producted in the Kyonggi Bay. This salt 

was transported to the river ports of rniddle

and upper part of the Nam-han River by mer

chants of the royal capital and local bum

boatmen(地土船商). Yogaks(旅聞) accepted the 

transported salt and storaged it in salt sto

rehouses. After this, by their intermediations 

it was delivered to peddlers(據負商) and was 

transported to inland periodic markets and 

mountainous regions by A-frame(Chige) , pac

ksaddles and oxcarts. The population of Puk

han River basin had less than that of the 

Nam-han River basin. The salt trade of the 

Puk-han River basin accounted for on1y about 

10 percent of salt products in the Kyeong 

Bay. Un1ike the Nam-han River basin, unp

eriodic markets of the river ports didn’t exist 

in the Puk-han River basin, and there salt 

was dealt at the periodic markets on the river 

ports. 

Fourth, at the unnavigable upstream part of 

Journal of Geography, Vo1. 19, Feburary 1992, pp. 29~47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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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 River, it was difficult for local inh

abitants to purchase salt. As usual, two met

hods was employed. One was that they bar

tered cereals for salt at the navigable ports. 1 t 

was employed in P ’yongchang and Inje. The 

other was that they walked for 2 - 3days and 

bartered cereals for s31t at the saltworks on 

the coast of East Sea (Sea of ] apn). This met 

hod was employed in 1 nj e and Chongson. 

Fifth, the rnarket area of salt produced on 

the coast of West Sea(Yellow Sea) and East 

Sea(Sea of ]apan) varies in time. In the ear

lier times , In the upstream from Danyang to 

yo ungwo 1 , Wonju and Hoengseong, Yanggu 

and Inje eastern coast-salt was suppIied. But 

in the later times, owing to the development 

of waterway, these regions was suppIied with 

western coast-salt. In essence the purpose of Keywords : rniddleman(κa씨u， rogak) , peddler, 

salt flow was to supplement the deficient goo- local bumboatman, merchant of the royal capi-

ds between regions. The inhabitants of mid- ta! , periodic rnarket , Shijeoll , rnarket area of salt. 

and upstream Han River had to receive salt, 

salted-shrimp, fish and other marine products 

form the downstream Han River, and the inh

abitants of downstream Han river had to re

ceive timber, rice , soybean, tabacco produced 

in the upstream Han River. Therefore, the 

barter between regions occurred naturally. 

These movements of goods accompanied the 

disserninations of cultural elements. In the end 

they formed the common cultural area. 1 t was 

due to salt trade. 

Further studies of other commodities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geography should throw 

light on the total spatial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later Chos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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