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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일 양국간의 경제적 협력이나 교역활동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여러 상인집단들 중의 하나인 동래상인 집단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이 연구는 조선초기부터 조선말기까지 약 470년 동안 동래왜관 지역을 중심으로 대일 상업
활동을 전개했던 동래상인집단 및 관련 기관 등의 과거 활동사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쇠프로
세스 관점에서 흥망성쇠 과정을 분석하여 각 시기별 특성을 찾고 경영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동래상인들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키
워드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연구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여기서 키워드에 해당되는 용어로는 ‘동래상인’과 ‘성쇠프로세스’가 있으며, 성쇠
프로세스는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쇠멸기’ 등 4개의 시기 또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은 동래상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조선초기인 1407년부터 조선말기인 1876년까
지 그들의 상거래 및 관련 활동을 4단계 시기별로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약 36
년간 지속된 형성기의 특성으로, 초기에는 일본의 교역욕구에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
지 못했다는 점과, 비로소 일본과의 공식적 교역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
리하여 일종의 교역규범을 설계하는 시기였다는 점이다. 둘째, 약 67년간 이어진 성장기에는
교역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이를 단속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는 점과 사무역과 밀무역까지 성행하면서 조정차원에서 규제와 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길 것인지 고민이 많았던 시기라는 특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셋째, 약 242년간 지속된 성숙기에서 나타난 특성으로는, 4번의 단절기가 있었을 만큼 불안정
한 시기였다는 점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과 같은 양국교역의 유지와 재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음에서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교역을 재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넷째, 약 124년간 이어진 쇠멸기에서 도출된 특성들로는, 대일본 수출품의 주종이었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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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과 백사 등의 국내생산량이 급감하고 대체재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주된 수입품이었던 은도
구리로 대체되면서 양국간 교역에 있어서 제품에 대한 효용성이 하락하여 쇠멸기를 촉진시키
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성쇠프로세스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경영사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의 존속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들도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거나 경
제적 논리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 또는 집단의 흥망성쇠는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
리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교역의 단절과 재개의 역사는 대응태도에 따라 지
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경영자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며, 조직의 성쇠프로세스 또는 조직의 성패요인들을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
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동래상인, 동래왜관, 성쇠프로세스, 흥망성쇠, 지속가능경영.

Ⅰ. 서 론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라는 구절이
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정치·외교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그 역사성과 함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양국관계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
로 600여년 이전부터 동래상인들을 중심으로 왜관에서 시작되었던 한일 간 교역활동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래상인은 일본과의 교역활동에 있어서 개척자이자 창
업자들인 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동래상인의 과거 활동사를 통해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새
로운 한일 간의 관계를 모색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경영사적 시사점을 찾고자 출발하
였다. 즉, ‘옛것을 익혀서(溫故) 새것을 알겠다(知新).’는 뜻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래상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게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연
구 분석틀을 설계할 것이다. 그 다음은 동래상인(집단)이 활동했던 조선 초기부터 말
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상거래 및 관련 활동을 성쇠프로세스의 관점, 즉 형성기, 성
장기, 성숙기, 쇠멸기 등 4개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4개 단계의 구
분은 각 단계에 영향을 주는 내외적 변화요인에 기초할 것이다. 끝으로, 동래상인집단
의 성쇠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특성들을 바탕으로 경영사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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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겠다.
분석대상의 범위는 조선시대 동래에 설치했던 왜관에서 일본(대마번)과의 교역을
맡았던 상인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시간적 연구범위는 동래상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조선초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래상인이 소멸된 조선 말기까지 약 450년의 기
간으로 한다.
연구방법에서는,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웹자료 등의 사
적(史的)자료를 근거로 하며, 사례분석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사례연구 형식
의 탐색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연구 성과, 즉 조직이나 집단의 흥망성쇠과정과 영향요인
들은 기업 경영자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유익한 자료가 될 것
이며, 조직의 성쇠프로세스, 또는 조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하거나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와 연구 분석틀
1. 선행연구와 제한적 정의
전통상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 대표적 상인집단을 대상으로 경영사적 과점
에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상인이랄 수 있는 개성상인에 대한 김성수
(2002)의 연구를 시작으로, 일본의 주요 상인 중에 하나인 이세상인에 대한 임외석
(2014)의 연구와 중국의 대표적 상인에 속하는 절강상인에 대한 조대우(2010)의 연
구 등이 그동안 발표된 한중일의 대표적 상인집단에 대한 연구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상인 가운데 하나인 동래상인에 대한 연구는 대일무역을 전담했던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주로 한·일 양국의 국문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먼저, 동래상인들의 활동무대였던 왜관을 중심으로 동래상인들의 교역활동 및 관련
사료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泉澄一(1989)는 ‘對馬島 宗家文書의 分析 硏究’를 통해 당시 동래상인과 함께 조일
무역에 깊이 관여했던 츠시마(對馬島) 소우케(宗家)가 남긴 문서로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류 6592점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長野暹·鄭成一(1990)은 ‘十
九世紀初朝日貿易における開市と貿易船の動向’에서 왜관을 지키고 관리하던 관리자가
남긴 館守日記를 중심으로 19세기 초기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 개시와 무
역선의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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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1990)은 ‘조선초기 상인의 활동에 대한 一考察’을 통해 조선초기 조정의 대상
인 시책과 상고(商賈)의 대응 및 활동 등을 정리해 놓았으며, 김동철(1995)은 ‘17세기
일본과의 교역·교역품에 관한 연구 – 밀무역을 중심으로 –’에서 17세기 대일 수출품과
수입품 내용, 왜채(倭債)문제와 밀무역 통제책 등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김동철(1998)은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에서 17~19세기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졌던 동래왜관의 개시무역과 동래상인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田代和生(2008)는 ‘元禄期倭館請負屋と御免物貿易’을 통해 17세
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왜관의 대리인과 허가물품의 무역에 대해 사료분석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다음, 미시적 관점에서 진행된 동래상인에 대한 개별연구로는 왜관의 매일기(每
日記) 등 자료들을 바탕으로 19세기 초 일본과의 교역에 종사했던 동래상고(東萊商賈)
출신 정자범의 활약상을 분석한 정성일(2015)의 ‘동래상인 정자범(鄭子範)의 대일무역
활동: 1833년과 1846년의 사례’가 있으며, 개시무역에서 조선 측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도중상고(都中商賈)인 홍재승, 박시석, 이훈 등 3명의 동래상인들의 활동사를
정리하여 분석한 김동철(2016)의 ‘19세기 후반 동래상인의 존재와 활동: 都中 洪在昇,
朴時奭, 李塤의 사례’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학자들과 국문학자들에 의한 연구결과물이
다. 그러나 동래상인이 활동한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경영사학 및 경영조직론 관점
에서 동래상인집단의 성쇠프로세스를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다음으로, 상기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제한
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래상인(東萊商人)이란, 조선조정에서 동래(현, 부산)에 설치했던 왜관(倭館)
에서 왜인(倭人)을 대상으로 상업에 종사했던 상인으로서, 내상(萊商) 또는 남상(南商)
이라고도 부르는 상인집단을 통칭하여 정의한다. 그리고 개성상인과 같이 출신지를
기준으로 정의한 ‘출신지 준거집단’에 속하는 상인개념이 아닌, 활동지 기준으로 정의
한 ‘활동지 준거집단’에 속하는 상인개념으로 한다. 따라서 동래상인에는 동래의 왜관
을 무대로 하여 대일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증명서를 얻은 동래출신의 상인도 있었으
나 호조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진 서울상인과 개성상인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
인의 신분이나 성격의 관점에서 조정으로부터 대일무역의 허가를 받은 공상(公商)은
물론, 私貿易에 종사했던 사상(私商)과 密貿易에 종사했던 암상(暗商, 密商, 潛商)까지
포괄적으로 동래상인에 포함한다.
또한, 당시 공무역(公貿易)을 담당했던 훈도나 별차 등의 역관과 향리, 간수, 포졸
등은 본래의 직업 또는 신분상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신분이었지만 당시 상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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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참여하였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겸업(two jobs)에 종사하는 사례에 해당되
는 것이므로 동래상인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한다. 아울러 동래상인 개인은 물론 동래
상인 집단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며, 수출용으로 일본(츠시마
번)의 정부나 일본인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동래상인은 물론 왜관에 거주중인 일본인
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동래상인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한다.
단, 상거래 관련 데이터가 교역품 중심으로 남아있고 수출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석과정에서 항거왜인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한 생필품 등에 관한 데이터는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성쇠(盛衰)프로세스(growth and decline process)란 국가이든 기업이든 분
석 대상이 되는 어떠한 조직 또는 집단이 태동 및 등장하여 성장한 뒤 성숙과정을 거
쳐서 쇠퇴하여 소멸되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단, 일련의 연속적 과정에
는 짧은 기간의 단속적 과정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성쇠프로세스를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쇠멸기로 4개의 시기 또는 단계로
구분한다. 어떠한 사상적(事象的) 대상을 일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분할 때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수명주기(life cycle) 방법이다. 태동기, 도
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와 같은 구분법이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수명주기 방법은 ‘주기(cycle)’라는 단어에 내포하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주기성 또는 반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이면서 영구적인 소멸단
계를 전제로 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할 때에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품수명주기’와 같이 ‘성쇠수명주기’ 또는 ‘성쇠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형성기(形成期), 성장기(成長期), 성숙기(成熟期), 쇠멸기
(衰滅期)와 같은 구분하되 성쇠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가운데, 형성기는 앞의 태동기를 전제로 외부적으로 어떠한 형태나 현상이 나타
내기 시작하여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갖춘 시기 또는 단계까지로 한다. 이를테면, 수
명주기법의 도입기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성장기는 형성기의 마지막 시점에
서 시작되는 시기로,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확대 또는 증가하는 시점에서부터 그 추
세가 꺾이는 시점까지에 해당된다. 이는 수명주기법의 성장기와 동일한 의미이다. 성
숙기는 성장기의 마지막 시점에서 시작되는 시기로, 양적·질적으로 증가 추세가 꺾여
완만해지거나 소폭으로 증감이 반복하는 상태가 지속되다 서서히 떨어지는 시점까지
이다. 이것 또한 수명주기법의 성숙기와 동일한 개념이다. 끝으로, 쇠멸기는 성숙기의
마지막 시점에서 시작되는 시기로, 양적·질적으로 급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멸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 개념은 수명주기법의 쇠퇴기에다 추가적으로 소멸시점
까지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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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전제와 분석틀
앞에서 제한적으로 정의한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동래상인집단의 성
쇠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범위와 방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본 연구
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그래프의 X축은 동래상인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던 형성기부터 동래의 왜관이 폐
지된 쇠멸기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형성기에서부터 성장기, 성숙기,
쇠멸기까지 4개의 기간(단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그래프의 Y축은 동래상인에 의한 상거래의 활성화 정도(degree of invigoration)
를 나타낸 것이다.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동래상인의 숫자나 시장에서 거
래되는 교역(통교)규모(양이나 금액, 건수 등), 거래품목 수, 왜관의 개시율, 왜관의 거
주자 수, 일본의 수송선박 수, 일본선박의 귀항지 수 등으로 정도를 표시한다. 단, 어
느 하나의 지표도 형성기부터 쇠멸기까지의 일관된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거나 입수 불
가능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간에
따라 복수의 데이터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활성화의 정도를 나타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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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기의 시작점인 ⓐ지점은 동래상인이 태동하여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며, 형성
기의 종점이자 성장기의 시작점인 ⓑ지점은 동래상인이 등장하여 그 숫자나 거래규모
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성장기의 종점이자 성숙기의 시작점인 ⓒ지점은 동래
상인의 숫자나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추세가 끝나는 시점. 즉, 상인의 숫자나 거래규모
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한 시점이며, 성숙기의 종점이자 쇠멸기의 시작점인
ⓓ지점은 동래상인의 숫자나 거래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추세에서 하락하기 시작
한 시점이다. 그리고 쇠멸기의 종점인 ⓔ지점은 동래상인의 숫자나 거래규모가 0인
상태, 즉 시장에서 사라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 ⓑ, ⓒ, ⓓ, ⓔ의 각 시점은 어떠한 정치·사회·경제적 사건이나 사고, 기
타 상거래 환경의 변화요인 등에 의하여 일정한 상거래 흐름(추세)에 결정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계(시기)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들 각 시점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해당 시점에서 발생한 내외
적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내적요인에는 상인집단간의 내부갈등이나 경쟁관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외적요인에는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외교적 요인 등이 있을 것이
다. 단,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
며, 따라서 구분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되거나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4개 시기에서 나타난 내외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
특성들을 도출한 뒤, 기업경영자들이나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경영사학
및 경영조직론적 관점에서 본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Ⅲ. 동래상인의 성쇠프로세스
여기서는 동래상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조선 초기 시점에서부터 부산포에 있던 왜관
이 영구히 폐쇄되면서 동래상인의 기능이 소멸되는 조선 말기까지의 약 450년간의
긴 여정의 역사를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쇠멸기와 같이 4개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
기로 한다. 기술방식은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형성기(1407년~1443년：태종7년~세종25년)의 활동현황
동래상인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고려 말 이후 남해안 일대에 왜구의
약탈이 심각해지면서 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정상적인 형태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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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 조정의 유화정책 일환으로 동래현 부산포(富山浦)에 왜관(倭館)을 설치하면서
부터였다.
1402년(태종2년) 1월 28일자 태종실록에, “동평현(東平縣)1)의 부산포(富山浦)에 왜
구가 들어와 천호(千戶) 김남보와 사졸 10여명을 죽였다.”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당시
왜구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했었는지 알 수 있다.
왜구의 침입은 <그림 2>와 같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인 14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
감을 반복하다가, 부산포와 제포가 개항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염포와 가배량이
개항되는 1418년까지 일정하게 낮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조선초기 왜구 침입 및 통교건수의 추세

* 출처：한문종(2012, 60)의 <표 1>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1402년에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난 1407년(태종7년)의 7월 27일자 태종실록에
따르면, 경상도 병마절도사가 “일본의 흥리왜선(興利倭船)2)들이 각 포구에 흩어져 정
박하고 있어 관리가 어려우니 행장(行狀)3)을 발급하여 도만호(都萬戶)가 있는 곳에 정
박하게 하고, 귀화를 자원하여 해변 각 고을에 나누어 둔 왜인과 흥리왜인이 서로 왕
래하여 언설이 난잡하니 육지의 먼 곳에 옮겨두도록 하소서.”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1411년(태종11년) 윤12월 13일자 태종
실록에는 “사헌부에서 여량군(礪良君) 송거신의 죄를 청하였다. 송거신이 금하는 물건
인 금은(金銀)을 사용하여 왜관(倭館)과 무역한 일이 발각되었다. 헌사(憲司)에서 청하
1) 지금의 부산광역시 중서부 지역으로, 동래군의 속현으로 있었다.
2)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왜인의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통행에 편의를 주기위해 발행했던 일종의 여행증명서이다.

- 230 -

임외석

동래상인집단의 성쇠프로세스에 대한 史的 고찰

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기술을 보면 이미 조선에 왜
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동래상인들이 왜관을 통해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래금지
품목까지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1407년 7월 27일자 태종실록과 1411년 윤12월 13일자 태종실록의 기록
을 대조하면 빠르게는 1407년 연내에, 늦게는 1411년 윤12월 이전에 경상좌도 도만
호 소재였던 동래군(동평현) 부산포(현, 부산광역시)와 경상우도의 도만호 소재지였던
김해부 내이포(乃而浦)4)에 왜관이 처음 설치되면서 이때부터 동래상인들이 본격적으
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태종실록 14권; 태종실록 22권; ウィキペ
ディア, 倭舘).
1412년(태종12년) 8월 9일자 태종실록에는 “왜선 17척이 도내의 양주(梁州)5) 부산
포(富山浦)에 와서 정박하고 있는데, 비록 흥리(興利)를 구실로 삼으오나 그 모양이 두
렵습니다.”라고 하여 대호군 전흥을 보내 살피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1418년(태종18년) 3월 2일자로 경상도 수군도절제사에게
“부산포에 거주하면서 상인이나 유녀라 칭하는 왜인들을 좌도(左道) 염포(鹽浦)6)와 우
도(右道) 가배량(加背梁)7)에다 각각 왜관을 설치하여 이들 항거왜인(恒居倭人)8)들을
쇄출(刷出)하여 나누어 안치하여 거주하면서 살게 하라!”는 명이 떨어졌다(태종실록
35권). 이때 부산포 왜관과 제포왜관에 이어 현 울산광역시의 염포와 현 거제시의 가
배량에 왜관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동래상인들의 활동무대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9)
그러나 이듬해인 1419년(세종1년) 제3차 대마도 정벌(6월 20일~7월 3일)이 시작
되면서 4개의 항은 모두 폐쇄되지만, 7년 뒤인 1426년에 다시 개항을 허락하게 된
다. 제3차 대마도정벌을 계기로 대마도와 교역을 중지하자 식량과 생필품의 자체조달

4) 지금의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 속하며, 제포(薺浦)라고도 불렀다.
5) 조선 태조 6년인 1397년 동래군에 진(富山鎭)이 설치되었으며, 1405년(태종5년) 울주(蔚州)군의
속현이었던 동래현이 독립현이 되고 양주(梁州)군의 속현이었던 동평현(東平縣)이 다시 동래군의
속현이 되었다. 1409년(태종9년) 동평현이 다시 양주군의 속현이 되었다가 1428년(세종10년)에
다시 동래군의 속현이 되었다. 1547년(명종2년) 동래현이 동래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 1592년에
다시 동래현으로 격하되는 등, 수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울산 일부와 양
산의 일부가 동래에 속하는 것이다.
6) 지금의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주위의 항구에 해당됨.
7) 세종실록지리지에 “가배량은 고성현 남쪽 17리에 있고, 수군도만호(水軍都萬戶)가 수어한다. 지
금은 거제 옥포로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태종18년 당시에는 지금의 고성군 삼산면과
통영시 도산면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8) 조선에 상주하는 왜인을 가리킴.
9) 단, 이듬해 6월에 제3차 대마도 정벌이 시작되면서 모든 포구를 폐쇄시켰으므로, 염포와 가베량
의 왜관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는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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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이 극심해진 대마도 도주가 왜구활동을 금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통교를
간청하였기 때문이다(한국고중세사사전, 2014; 두산백과, 2014). 1426년(세종8년) 1
월 18일자 세종실록에 따르면, “대마도의 자에몬타로(左衛門太郞)의 요청에 따라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내이포와 부산포(富山浦)이외에 울산의 염포(鹽浦)에서도 무역을 허가
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지금의 창원시 진해구 웅천면의 내이포가 이미 개항
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 1407년 부산포와 함께 개항이 되면서 왜관이 설치된
것이다. 단, 삼포에 거류한지 오래된 항거왜인 60호만 일시적으로 남도록 하고 나머
지는 무역과 어로가 끝나면 곧 돌아가게 하였는데, 해가 갈수록 이를 어기고 계속 삼
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숫자가 증가하여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한다(세종실록 31
권, 세종8년; 한국고중세사사전, 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4).
1429년 6월 14일에는 왜관에서 상인들이 통사나 사령과 통하여 함께 금지물품들
을 몰래 파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며 현장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금지하도록
해 달라는 상소를 올려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세종실록 44권, 세종11년).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1443년(세종25년) 조선조정은
통신사 변효문과 신숙주 등을 파견하여 대마도 도주 소우 사다모리(宗貞盛)와 1426년
의 개항조건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계해약조(癸亥約條)10)를 체결하게 된다.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세견선(歲遣船)은 매년 50척을 상한으로 하고 이밖에 특송선(特送船) 몇 척을 허
용한다.
② 선원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中船) 30명, 소선(小船) 20명으로 정하고 이들
에게 식량을 제공한다.
③ 삼포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로 한정하되,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
인(看守人)은 50일로 하고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한다.
④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조선의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허가를
받은 뒤, 고기잡이를 하고 어세(漁稅)를 납부해야 한다.
⑤ 조선에서 왜인에게 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으로 제
한한다.
등이다(한국고중세사사전, 2014; 두산백과, 2014; ウィキペディア: 嘉吉条約, 2014).
이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동래상인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시점은
1407년(태종7년) 부산포와 내이포(제포)에 왜관이 설치되면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10) 일본명은 카키츠(嘉吉)조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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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동래왜관’이라는 용어는 1430년(세종12년) 8월 25일자 세종실록에 처음
등장한다(세종실록 49권, 세종12년).11)

2. 성장기(1443년~1510년：세종25년~중종5년)의 활동현황
상기와 같은 계해조약으로 세견선 등을 제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시점부터 그 숫
자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韓日歷史座談會의 자료에 의하면, “1443년에는 삼포의 무
역수준을 정하기 위해 만든 계해조약을 통해, 츠시마(對馬)로부터 삼포지역에 들어가
는 선박의 수를 50척으로 정하였지만, 그 수는 서서히 증가하여 약 400척이나 되는
배들이 출입하게 되어 조선남부의 삼포는 점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항이 되었
다.”라고 기술하고 있다(韓日歷史座談會, 2014).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동래상인집단
의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70년(성종1년) 12월에 조선정부는 츠시마 도주인 소우케(宗家)에게 사절을 보내
왜관의 불법 거주자를 단속하도록 요구하였으며(池上裕子外4, 1995), 이듬해인 1471
년 5월 3일자 예조에 올린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關文)에도, “제포에 왜선 8척이 몰래
칠원과 이어포 등지에 이르러 공공연하게 물품의 매매를 행하고 멋대로 출입하였는
데, 우도첨절제사(右道僉節制使)가 흐리멍덩하게 살피지 못하고, 일을 당해서야 그곳에
이르러보고는 치보(馳報)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놓아주었으며, 그 현(縣)의 인민도 고발
하지 않고서 사사로이 서로 무역함은 모두 부당하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하게 하소서,
삼포의 금표(禁標)한 밖에서는 왜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음은 이미 영갑(令甲)에 나
타나있는데, 만약 이것을 금하지 않으면 이익을 다투다가 싸워서 반드시 틈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대마도주(對馬島主)를 효유(曉諭)하여 금하여서 그치게 하시고, 또
삼포의 인근 고을에도 아울러 알게 하여서 금약(禁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
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해가 갈수록 불법 거주왜인들과 밀무역이 극성을 부리고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10권, 성종2년).
1485년(성종16년)에 이르러서는 삼포왜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사무역(私貿
易)에 대해서 조선조정이 계속 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
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1485년 2월 15일자 성종실록을 보면, 호조에서
올린 경상도 성주(星州) 화원현(花園縣)에서 상인들의 물화(物貨)를 받았다가 삼포 왜

11) 즉, “동래현 사람 차원길의 딸 소근이 일찍이 왜인에 잡혀가 대마도에서 50년간을 거주하면서
딸과 손자를 낳았사온데, 이제 그 딸과 손자를 데리고 장사하는 왜인을 따라 동래왜관(東萊倭
館)으로 도망해 와서는 원길에게로 가서 함께 같이 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명하기
를, 아뢴 대로 해 주고, 또 의복과 양곡을 주라!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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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물건을 수매하는 것에 관해 제급(題給)한 절목(節目)을 놓고 논의케 하는 기록
이 나온다. 논의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다른 실록에 비하면 이외로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당시의 무역관행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정창손, 윤필상, 김겸광의 의견]
“대저 관가와 하는 무역은 사람들이 모두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법
은 절목이 세밀하여 반드시 폐단이 많을 것이니 준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전
례에 따라 각자가 사사로이 무역하도록 하되, 만일 금지물품을 밀매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징계만 하면 되니 따로 새 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노사신의 의견]
“대개 물가는 때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여 높낮음이 일정함이 없는 법
입니다. 만일 호조에서 아뢴 대로 한다면 물가가 일정하여 변동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귀하고 천함에 따라 시기를 틈타 이익
을 취하는 것인데, 누가 즐겨 하려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무역하는 법
이 역대(歷代)로 있었는데, 어찌 관청에서 스스로 값을 거두었다가 줄 필요
가 있겠습니까? 대전(大典)에 금지물건을 사용하는 자는 죄가 사형에 이르게
되어 있으니, 이 법을 굳게 지킨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범하지 않을 것이므
로, 다시 딴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좌승지 성건, 우승지 한찬, 좌부승지 안침, 동부승지 이조양의 의견]
“백성들에게 사사로이 스스로 매매하도록 하면 폐단이 진실로 많을 것이
니, 몰래 금지물품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이고,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두 번
째이고, 이득을 다투다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역대의 무역하
는 법은 단지 이적(夷狄)들을 견제하기 위한 계책이었고,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 법을 조종조(祖宗朝)에 시행하다가 불화가 생
기는 것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관한 금령(禁令)이 옛 법전에 실려 있
으니, 다시 시행할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성주 화원
현에 왜인들의 물품 창고를 설치하여 무릇 삼포왜인들이 가져다 놓는 물품
을 모두 여기에 실어다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바쳐 상환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왜인들의 물품이 매우 많아 경상도에 저장한 바 대가로 줄
물건으로써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가로
줄 물건을 포소(浦所)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하여 관아에서 매매하기로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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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있어서는 편리할 듯합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에는 서울 안에 있는 객
관은 무역에 관한 금령이 매우 엄한데도 오히려 법에 벗어나는 간사한 짓이
있습니다. 하물며 수령이나 절제사들을 모두 적임자를 구하기 어려운데, 만
에 하나라도 용렬하고 비루한 무리가 있어 몰래 장사하는 사람의 뇌물을 받
고 하는 짓이 방자하여 다시 금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한 유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리라고 여깁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단지 상인들에게
화원에서만 왜인의 물품을 무역하도록 하여 관아에서 대가를 거두어 삼포로
전달하여 보내고 답례로 하사하는 수량을 보충하게 한다면 포소에서 왜인들
의 물품이 품절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인들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부승지 이세우의 의견]
“이전에도 왜인의 물품을 삼포에서 화원현에 실어다 놓고 백성들에게 대
가를 사섬시(司贍寺)에 바치도록 하고, 호조에서 시세가 높거나 낮은 대로 이
문(移文)하여 수량에 맞추어서 제급(題給)하였었는데, 백성들이 좋게 여기며
하였었습니다. 어찌 물가가 일정하여 변동될 리 없는 것이 노사신의 말한 바
와 같겠습니까? 무역하는 법이 비록 옛적부터 있었지만, 시대가 다르고 사세
가 달라져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법인데, 혹시라도 이식을 다투
다가 불화가 생기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중략)…신의 생각에는
왜인들의 물품을 삼포에 갖다 놓을 적에 소재지의 관원이 회계하여 기록하
고, 백성으로서 사기를 원하는 자가 호조에 신고하면, 호조에서는 이전에 사
섬시에다 대가를 바치고 무역하던 예에 의하여 물가가 높거나 낮은 대로 대
가를 낮추거나 올려서 아무사람의 베(布) 몇 필, 아무 물품이 몇 근량(斤兩)
이라는 것을 갖추 기록하여 문서(牌)를 발급하고, 소재지의 관원은 그 문서
에 의하여 베를 받고서 수에 맞추어 제급하게 하며, 전에 받은 베로 뒤에 오
는 왜인들의 물품 값을 충당하기도 하고, 혹은 관아에서 대가를 주고 무역하
여 이전처럼 화원현으로 실어 들여 국가의 사용에 대비하게 하며, 또 엄중하
게 금방(禁防)을 세워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삼포에 왕래하지 못하게 한
다면, 수송하는 폐단이 없어 관청이나 백성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호조에서 아뢴 바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오는 대로 사게 하느라 왜인들과 일
시에 함께 오도록 해 놓고 곡진하게 방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종의 전교(傳敎)]
“무역하는 법은 옛적부터 있었다. 지금 만약 먼저 그 대가를 받아놓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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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 거두어 주게 된다면, 상인들이 지체하게 되어 즉시 받아내지 못하므
로 반드시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사로이 서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
지 않는 것은 금물(禁物)을 몰래 가지게 될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왜인들
과의 무역은 중국과는 같지 않으므로, 지금 비록 몰래 금물을 사용한다 하더
라도 금은(金銀) 등의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내 생각에 서로 무역하도
록 하되 엄하게 금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승정원의 의견]
“신들이 듣건대, 조종조에 서로 무역하도록 허락했었다가 칼을 뽑고 서로
공격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중지했다고 합니다. 관청에서 줄 적에
비로 더러 지체하게 되더라도 이익이 많으므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지
금 비록 엄하게 법제를 세우더라도 서로 무역하는 사이에 반드시 불화나 틈
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이상, 성종실록 175권, 성종16년).
이상의 논의과정을 보면, 결론은 내리지 않았으나, 당시 사무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역 방식이라든지 교역물품의 가격체계에 대해서 조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제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무튼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사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역에 종사하던 동래상인들의 숫자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1494년(성종25년)에 들어서면서, 불법 거주 왜인들이 늘어나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
는 ‘수세론(收稅論)이 조정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논의 끝에 과세를 하기로 하였으
나 결과적으로는 그들과의 회유책 일환으로 면세혜택을 주게 되었다. 이 시기 왜인들
의 증가추세는 삼포에 거주했던 왜인의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성종실록 287권,
성종25년 2월 25일 갑신 3번째 기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삼포왜란, 2014).
1443년 계해조약이 체결된 지 50여년이 지난 1494년 당시, 부산포에는 457명의
왜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내이포(제포)에는 부산포의 5.5배를 넘은 2,510명이나 왜
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가장 늦게 개항을 한 염포에는 삼포 중에서도 가장 적은
152명의 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때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의 숫자는 모두
3,119명이나 되었던 것이다(성종실록 295권, 성종25년 11월 25일 경진 2번째 기사;
ウィキペディア: 倭館).
토지경작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는 등 삼포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자, 이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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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연산군 시기를 거치면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절정에 이르게 되자, 1506년경부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왜인들에 대
해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1509년 4월에 조선조정은
츠시마 도주 소우 키모리(宗材盛)에게 체류기간이 지난 항구왜인의 귀국을 요구하는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키모리의 급사로 인해 사절파견이 연기가 된
다(蟹江征治, 1990, 186).
이 시기에 삼포가운데 특히 제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이 많았는데, 1426년에는 30호
에 약 200명이었던 것이 40년이 지난 1466년에는 300호, 1494년에는 347호로, 일
본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왜인 거주자들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인구가 최대 1만명이라는 추정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왜인들의 인구증
가와 토지점유 등에 의한 경제적 위협이 문제가 되자, 중종은 개혁정책을 실시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삼포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많은 항거왜인들
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나타나 결국은 삼포왜
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韓日歷史座談會, 2014).
삼포왜란은 동래상인집단의 성장기에 종지부를 찍는 중대한 사건이다. 1510년(중
종5년) 4월 4일 부산포, 내이포, 염포 등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대마도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반란사건이다. 항거왜인에 대한 과세는 물론, 초과된 왜인에 대해
서는 대마도주에서 철수를 요구했으며, 나아가 일본 선박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엄격
하게 통제를 하자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조선인들과의
충돌도 잦아지다가 결국 폭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제포에 거주하고 있던
항거왜추(恒居倭酋)였던 대조마도(大趙馬道)·노고수장(奴古守長)12) 등이 대마도주의 아
들인 소우 모리히로(宗盛弘)를 대장으로 삼아 왜인 4~5천 명을 거느리고 부산포를 공
격하여 첨사 이우증을 살해하게 된다. 이후 제포를 공격하여 첨사 김세균을 납치하여
웅천과 동래를 포위하고 공격하게 되는데,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전절도사(前절도사)
황형과 전방어사 유담년을 각각 경상좌도방어사와 경상우도방어사로 지명하여 삼포로
내려 보내 진압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소우 모리히로는 피살되고 삼포거주 왜인들
은 모두 츠시마로 도주하면서 난은 평정되었다. 이러한 삼포왜란으로 인해 삼포는 폐
쇄되면서 일본과의 교역은 끊기게 되었다(조선왕조실록 11권, 1510년 04월 08일자;
두산백과, 삼포왜란, 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삼포왜란, 2014; ウィキペディア, 三
浦の乱, 2014). 이에 따라 동래상인들의 활동은 휴면기에 들어간 것이다.
12) 일부 자료에서는 大趙馬道를 오바리시, 奴古守長을 야쓰코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은 일
본인 성씨에는 없다. 몽골·여진족 성씨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귀화 일본인 계열이거나 그쪽과 관
계가 있는 듯하다. 이름에 해당되는 馬道는 일본에서 멘도우, 우마미치, 메도우, 메도 등으로
불리며, 守長은 성씨로도 쓰이는데, 주로 모리나가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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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숙기(1510년~1752년：중종5년~영조28년)의 활동현황
삼포왜란으로 통교가 끊어진 상태로 2년 정도가 지난 1512년(중종7년) 5월에 츠시
마 도주 소우케의 간청으로 양국간의 무역에 대한 조약, 임신약조(壬申約條)를 맺게
된다. 2년전 삼포왜란으로 조선이 삼포를 폐쇄하여 왜인과의 교역을 끊고 교통마저
단절되자, 물자수급이 궁핍해진 츠시마 도주는 오오우치 요시오키(大内 義興)13)에게
부탁하여 오오우치가 후원하던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14)의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
츠(足利義満)의 사자로 파견된 승려 호우츄(弸中)를 2차례나 조선에 파견하여 통교를
요청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신조약, 2014; ウィキペディア, 壬
申約条, 2014).
이때 조선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① 군사방위 시설의 증강에 따른 백성
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며, ② 북방의 야인들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긴장요인을 그냥 둘 수 없었고, ③ 후추, 단목(丹木) 등 약용품을 수입해야
했으며, ④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사실상 단교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츠시마는 생
활필수품인 식량 등이 궁핍하므로 필연적으로 왜구로 도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리적 강화론에 따라 화해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신조약, 2014; ウィキペディア, 壬申約条, 2014).
이에 조선은 강화조건으로, ① 삼포왜란의 수괴를 참수하여 헌납할 것과 ② 조선
측 포로들을 송환할 것, 그리고 ③ 쵸소카베 모리치카(長宗我部盛親)15)가 직접 와서
사죄할 것 등을 제시하였으며, 약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신
약조, 2014; ウィキペディア, 壬申約条, 2014).
– 항거왜인의 삼포(부산포, 염포, 내이포(제포))거주는 허락하지 않고 제포만 개항
한다.
– 츠시마 도주의 세견선(歲遣船)16)은 종전의 50척에서 25척으로 반으로 삭감한다.
– 츠시마 소우케(宗家)에 보내던 세사미(歲賜米)와 세사두(歲賜豆)는 200석에서 100
13) 오오우치 요시오키(大内 義興)는 무로마치(室町)시대 후기에서부터 전국(戦国)시대에 걸쳐서
수오우노쿠니(周防: 현, 山口)의 전국대명(戦国大名)이었으며, 오오우치가문의 30대 당주(当主)
였다.
14)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가 쿄토에서 창시한 무신정권을 가리킨다.
무로마치라는 이름은 3대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가 京都 北小路室町(현, 今出川通과
室町通가 교차하는 지역)에 조성한 하나노 고쇼(花の御所: 室町殿)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아시카
가 막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무로마치 10대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타네(足利義稙:
1508~1521)가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15)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에서 에도(江戸)시대 전기까지의 토사(土佐)의 대명(大名)이자 무장
으로, 쵸소카베(長宗我部)가문의 제22대 當主였다.
16) 츠시마 도주 소우케(宗家)의 본종가(本宗家)가 매년 파견했던 사송선(使送船)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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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반으로 삭감한다.
– 소우(宗)씨의 유력한 서가(庶家)명의의 세견선, 특송선,17) 흥리왜선의 입항을 금
지한다.
– 수직인(受職人)·수도서인(受圖書人)18)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 실태와 맞지 않은 자
의 자격을 박탈하여 그 인원을 줄인다.19)
– 도주가 보낸 선박이외의 배가 가덕도 부근에 와서 정박하면 적선(賊船)으로 간주
한다.
– 츠시마에서 제포에 이르는 직선항로외의 항해자는 적왜(敵倭)로 규정한다.
– 상경왜인(上京倭人)중 국왕의 사신이외에는 도검의 소지를 금한다.
등으로 되어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임신약조, 2014; ウィキペディア, 壬申約条,
2014).
삼포왜란에 따른 임신조약은 조선과 일본 간의 교역을 크게 제한했다는 의미도 있
으나, 조선초기부터 약 100여 년간 삼포에 거주했던 (항거)왜인들이 모두 철수했다는
점에서 일본 측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래상인들의 입장에서도 교역
활동에서 그 범위가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후 거듭되는 교섭에 의해 세견선의 제한을 25척에서 30척으로 늘려주었으나,
1544년(중종39년)에 사량왜변(蛇梁倭變)이 발생하게 되면서 단교가 되며, 조선조정은
국방차원에서 형세가 불리한 제포에서 왜관을 부산포(富山浦)로 옮긴다. 사량왜변이란
1512년 임신조약을 맺으면서 왜인들의 활동을 제한하였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왜
인들과의 충돌이 발생하던 중, 1544년 4월에 20여 척의 왜선(왜구)들이 동쪽 강구(江
口)로 쳐들어와서 200여명의 적이 성을 포위하고, 만호(萬戶) 유택(柳澤)과 접전하여
수군(水軍) 1인을 죽이고 10여인을 부상시킨 뒤 물러갔던 사건을 가리킨다. 이로써
1512년 맺었던 임신약조는 자동으로 파기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량왜변,
2014; ウィキペディア, 丁未約条, 2014).
이 왜변으로 인해 일본과의 통교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찬반양론으로 맞섰고 절왜
론(絶倭論)까지 대두되었지만,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경우 왜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츠시마는 제외하고20) 무로마치막부의 국왕사(國王使) 및 조선과 긴밀한
17) 긴급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보냈던 선박을 말함.
18) 수직인이란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았던 왜인을 말하며, 수서도인이란 도서(圖書)라 불리던 통
교허가증을 가진 왜인을 말함.
19) 삼포왜란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실제 통교인(通交人)과 명의인(名義人)이 다른 위사(僞使)도 통교
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때 재심사를 하여 위사의 존재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실질적인 통교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ウィキペディア, 壬申約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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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는 오우치(大內)씨와 쇼오니(少弐)씨 등에는 영봉선(迎逢船)21) 무역제도를 통
해 교역을 허락하였다. 단, 대마도(對馬島)에는 허락하지 않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량왜변, 2014; ウィキペディア, 丁未約条, 2014).
그러나 조선과의 무역으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한 츠시마의 소우(宗)씨는 이를 타개
하기 위해 1547년에 무로마치막부의 국왕사로 위사(僞使)를 파견함으로써 1547년(명
종2)에 정미약조를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조선조정은 교역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약
2년간 지속되었던 동래상인들의 휴면기가 끝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조약으로 츠시마 도주의 세견선을 30척에서 다시 25척으로 삭감했으며, 50년전
이전의 수도서인과 수직인의 통교권도 정지하였다. 또한 입항도 부산포와 제포의 2개
항에서 부산포만 허락하였으며, 가덕도이서(以西)에 내박(來泊)하는 자는 왜구로 간주
하는 등 임신약조보다 더욱 엄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이로써 왜인들은 종전처럼
무역의 실리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ウィキペディア, 丁未約条, 2014).
1547년 정미조약이 체결된 지 8년이 지난 1555년(명종10년) 5월에 전남 강진과
진도일대에 다시 왜구의 침입으로 을묘왜변(乙卯倭變: 達梁倭變)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은 왜구가 70여척의 선박을 이끌고 일시에 전라남도 남해안 쪽에 침입하면서 시
작되었는데, 그들은 달량포(達梁浦)까지 침입해 성을 포위하였으며, 어란도·장흥·영암·
강진 등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약탈과 노략질을 하였다. 결국은 호조판서 이준경을 도
순찰사, 김경석·남치훈을 방어사로 임명하여, 왜구를 토벌하여 섬멸시킴으로써 결말이
났다(조선왕조실록사전, 정사약조, 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을묘왜변, 2014; ウィ
キペディア, 丁巳約条, 2014).
이 시기는 아시카가장군이 이끌던 무로마치막부의 중앙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호
족들이 세력다툼을 함으로써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전국(戰國)시대에 들어가던 때였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혼란스런 틈을 타 왜구들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던 것이다. 을
묘사변으로 조선조정은 츠시마 도주에게는 무역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강경책을 펼
치자 당해년 10월에 츠시마 도주인 소우 요시시게(宗 義調)가 조선에서 약탈하고 만
행을 저질렀던 왜구의 목을 잘라와 사과하며 세견선의 증가를 간청해 왔다. 이에 조
선에서는 츠시마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식량사정 등을 고려해 세견선 5척을 허용
하여 통교를 허락하게 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을묘왜변, 2014; ウィキペディア, 丁
巳約条, 2014).
을묘사변이 발생한 뒤 2년이 지난 1557년(명종12년) 4월에 츠시마 도주의 요청으
20) 츠시마와는 교역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대마도주가 왜구의 움직임을 알면서도 방임하였기 때
문임.
21) 영봉선이란 국왕사의 배가 돌아갈 때 마중하러 오는 배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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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사조약(丁巳約條)이 체결된다. 정사조약은 조선 조정과 츠시마 도주와 맺은 내항
자(來航者) 단속규정으로서, 이러한 단속조건으로 츠시마 도주는 세견선을 25척에서
다시 30척으로 늘렸다. 이후 이 조약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까지 35년간 유지
되었다(조선왕조실록사전, 정사약조, 2014; ウィキペディア, 丁巳約条, 2014).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선조25년)부터 정유재란이 종료되는 1598년(선조31년)
의 기간은 물론, 1609년(광해군1년) 기유약조(己酉約條)가 맺어질 때까지 약 10여 년
간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역은 중단되었다. 이 기간은 동래상인들이 겪었던 5번의 휴
면기(단절기) 중에서도 가장 긴 휴면기에 속하며, 일종의 장기 불황에 따른 동래상인
집단의 구조적 변화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609년(광해군1년)의 기유약조는 일본에 통교를 허용하기 위해 츠시마 도주와 맺
은 강화조약으로, 정류재란 직후인 1599년(선조32년)에 일본정권을 장악한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도주 소우 요시토시(宗 義智)에게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는 교
섭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무려 23차례에 걸쳐 조선에 강화사절단을 파견하여 맺게 된
조약이었다. 조약을 맺기 2년전인 1607년(선조40년) 조선 조정에서 토쿠가와막부(德
川幕府)로 제1차 회답겸 쇄환사를 파견함으로써 토쿠가와막부와 국교를 재개하였으며,
2년 후인 1609년에 기유약조를 체결함으로써 조선후기의 대일외교 체제를 정립하였던
것이다(조선왕조실록사전, 기유약조, 2014; ウィキペディア, 己酉約条, 2014).
기유약조는 전체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도항
하는 사자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 이전의 여러 약조와 마찬가지로 세견선, 접대, 문
인, 세사미두, 수직인, 수도서인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이었다. 즉, 1443년(세종25년)
의 계해약조, 1512년(중종7년)의 임신약조, 1547년(명종2년)의 정미약조 등을 종합한
것으로, 조선전기에 비해 더 엄격하고 교역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세견선을
20척으로 제한하였고, 세사미두를 200석에서 100석으로 반감하였으며, 개항장을 부
산포 한 곳으로 제한하였다. 또 일본국왕사이든 츠시마 도주의 사절이든 일본사신의
상경을 일절 금하였고, 한양에 있던 왜관 동평관(東平館)도 폐쇄하였다. 사절의 왕래
에 따른 정탐행위를 막아 재침략을 예방하려는 차원이었다(조선왕조실록사전, 기유약
조, 2014; ウィキペディア, 己酉約条, 2014).
이후 1610년(광해군2년)에 부산포 왜관에서 열리던 개시무역도 월 6회로 조정되었
으며, 68년이 지난 1678년(숙종4년)에는 1607년 현재 부산시 동구 좌천동부근에 신
설했던 약 1만평 규모의 두모포(豆毛浦)왜관을 약 10배에 해당되는 10만평 규모로 현
재 부산 용두산 일대에 초량왜관을 신축하여 옮겼으며, 동래상인의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상고정액제(商賈定額制)가 실시되었다(조선왕조실록사전, 왜관, 2014; 국사
편찬위원회, 2005, 273-274; 한문종, 2012, 57-84; ウィキペディア, 倭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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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정액제가 실시된 지 6년이 지난 1684년(숙종10년)에 청나라가 일본과의 교역
을 금지했던 해금령(海禁令)22)을 해제하면서 이듬해인 1685년(숙종11년)부터 청나라
푸저우(福州)·샤먼(廈門)의 상선들이 일본 나가사키(長崎)항으로 도항하기 시작했다. 따
라서 1658년부터 1665년까지 나가사키에서 당선(唐船)으로부터 백사(白絲)를 직수입
하다 해금령으로 중지되는 바람에 츠시마를 통해서 조선으로부터 백사를 수입했었는
데, 다시 직수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1711년경까지 조선으로부터 백사를 병행해서
수입하게 된다. 그리고 1744년부터는 일본 자체에서 국내 백사가 생산되면서 조선으
로부터의 수입은 급감하게 되었다.
해금령이 해제된 지 3년이 지난 1687년(숙종13년)에 청일간의 국교수립으로 나가
사키에 청나라 상관(商館)이 설치되면서 청일간의 교역량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1691
년(숙종17년)에는 왜관의 개시무역에서 일본과의 교역을 맡은 (동래)상인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시켰으며, 18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조선국내 자연삼이
절종되면서 이때부터 인삼수출은 급감하게 된다.
18세기 중엽까지의 일본과의 교역은 인삼과 백사를 수출하여 은을 수입하는 구조
였는데, 의주상인을 통해서 수입된 중국산 비단과 생사, 평안도 강계산삼이 많았던 조
선 자연삼은 집하지인 한양을 거쳐서 왜관을 통해 츠시마로 수출되는 중계무역 방식
이었던 것이다. 일본은 특히 조선의 자연삼을 조선초기 때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수입
하였으나, 나가사키에 청나라 상관이 설치되면서 청국의 인삼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으
며, 1720년대부터는 일본 국내에서도 인삼재배를 성공하면서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
나기 시작했고 1740년대부터는 미국인삼도 수입하면서 조선인삼의 수출은, 국내 자
연삼의 절종과 맞물려 급감하게 된다. 이 시점이 동래상인집단의 성숙기 종료단계에
서 쇠멸기의 시작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4. 쇠멸기(1752년~1876년：영조28년~고종13년)의 활동현황
성숙기의 단계에서 쇠멸기로 넘어가는 단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시기에 속하는
1722년에서부터 1732년까지의 왜관 개시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이 큰 폭
은 아니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쇠멸기에 속하는 1809~1849
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2) 해금령(海禁令)은 명나라 태조가 ‘한 조각의 널빤지도 바다에 띄우지 말 것.’이라면서, 개인이
선박을 만들어 무역에 종사하는 일을 금지시켰던 것으로, 건국 당시인 1368년 처음 반포되어
1684년 폐지될 때까지 약 300년 이상 이어졌다. 만주족의 청나라도 북방민족인지라 바다에 대
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대만을 근거지로 한 반청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해로를 계속 봉쇄
하였던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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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722~1732년 왜관의 평균개시율
시기

1722~1726년

1730~1732년

1809~1812년

1844~1849년

개시율

73.8%

68.5%

17.6%

24.2%

자료

朝鮮御代官記錄

朝鮮御代官記錄

館守毎日記

一代官日記

* 출처: 김동철(2012, 132).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왜관에서 매월 6회에 걸쳐 열리도록 되어있던 대청개시,
즉 별시를 포함하여 실제로 시장이 열렸던 일수를 계산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이
기간에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朝日무역
이 쇠멸기에 들어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長野暹·鄭成一,
1990, 122-131). 이처럼 대청개시의 일수가 하향추세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곧 동래상인들의 상거래 활동이 위축되고 있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림 3> 18세기중반~19세기후반의 開市率 추세

* 출처：長野暹·鄭成一(1990, 127).
** 주: ―선은 격년(서기 짝수년)단위 개시율의 절대치이며, …선은 절대치의 5회분 이동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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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에 출입항을 했던 선박의 숫자도 <그림 4>와 같이 18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1776년부터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왜관출입 선박숫자의 추세도

* 출처：長野暹·鄭成一(1990, 144)의 ‘表12 倭館出入港数の年度別比較’를 기초로 그래프를 작성하
였음.

아울러 성숙기가 끝나고 쇠멸기에 들어서는 1750년에는 조선국내 자연삼이 멸종위
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기록을 보면, 1752년(영조28년) 6월 10일(음력)자
조선왕조실록에 ‘江蔘潛貿를 엄금하기 위해 분부하신 節目을 작성하여 들인다는 비변
사(備邊司)의 계(啓)와 그 절목’라는 제목으로 “호조판서 김상성의 아룀으로 인하여 강
삼(江蔘)의 밀거래를 엄금하는 일에 비국에서 절목(節目)을 만들어 계하해서 분부할 것
을 명하셨습니다. 절목을 만들어 들임을 감히 아룁니다…(중략)…강삼변통절목[江蔘變
通節目], 1. 근래 삼화(蔘貨)가 점점 귀하여 거의 씨가 마를 지경에 이르렀다. 전에는
강삼의 품질이 좋은 것도 많아야 매 1전(錢)에 2냥의 돈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나날이
더욱 뛰어 정한 값이 거의 없다. 그 폐단의 근원을 찾아보면 오로지 왜인들이 사들이
려고 하는 것이 모두 강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송상(개성상인)이나 내상(동래상인)
을 막론하고 강계(江界) 한 고을의 삼을 모두 몰아다 내관(동래의 왜관)에 사사로이
몰래 팔게 된다. 이른바 경국(京局)에는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나라 안 약
용으로 쓸 길도 거의 단절되었다. 그리하여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사려고 하여도 역
시 살 방법이 없게 되었다. 일찍이 경신년에는 비국에서 절목을 만들어 엄하게 조목
을 세웠으나 시행한지 오래잖아 또 다시 전과 같이 되어버렸으니 나라의 기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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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한심스럽게 되었다. 지금 이는 그 폐단의 근원을 엄격하게 막으려는데 있다. 수
령이 된 자가 마음 다해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뒷날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 반드시 대
단한 죄벌이 있을 것이니 비상한 마음으로 애써 거행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1752). 조선의 대표적 자연삼인 강삼의 생산량 축소와 매
점매석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기록이다.
따라서 이 시점을 지나면서 대일교역품은 인삼과 백사 중심에서 조선산 우피(牛皮)
와 우각(牛角)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며, 수입품도 일본산 은에서 구리로 대체하게 된
다. 1813년에 작성된 ‘경상도동래부상고등구폐절목(慶尙道東萊府商賈等捄弊目錄)’에
따르면, “동래상인의 생애는 조선산 牛皮와 牛角의 수출과 일본산 구리의 수입에 달려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수출품은 우피, 약재인 우각과
(牛角瓜)과 황금(黃芩), 그리고 煎海鼠(전해서：마른 해삼) 등이었다.
이후 1871년(고종8년)에 들어서서 일본의 메이지(明治)정권이 들어서면서 하이한
치켄(廃藩置県)23)이 실시되어 츠시마번에게 위탁했던 조선외교권을 외무성이 접수하
면서 그 동안 츠시마 도주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1872년(고종9년)에는 일본 메이지 정권의 외무성 외교관이었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부산에 와서 초량왜관을 접수하여 일본공관으로 개칭을 하게 되
는데, 이에 대해 대원군이 강경하게 퇴거를 요구함으로써 외교문제로 비화하여 일본
의 정한론(征韓論)이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3년 뒤인
1875년(고종12년)의 강화도사건을 거치면서 1976년(고종13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
되는데, 이때부터 일본 외교사절이 서울에 머물게 되고 부산항을 포함하여 인천항, 원
산항의 3개 항이 자유무역항으로 개항되면서 부산왜관은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래상인집단의 쇠멸기에서 종점의 기준은 동래에 설치되어 있었던 왜관이
폐지되는 시점으로 한다. 왜냐하면, 동래상인의 정의에서 ‘동래의 왜관이라는 제한적
지역(시장)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상거래 활동을 한 상인’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거래의 공간이 폐쇄되면 자연히 동래상인의 활동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혹시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상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개
성출신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활동을 하였던 개성상인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23) 하이한 치켄(廃藩置県)이란, 메이지유신기(明治維新期)의 메이지4년 7월 14일(1871년 8월 29일)
에, 메이지정부가 그때까지 유지했던 한(藩)을 폐지하여 지방통치를 중앙관리하의 후(府)와 켄
(県)으로 일원화한 행정개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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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분석
1. 단계별 성쇠요인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동래상인집단의 성쇠프로세스를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쇠멸기로
구분하여 그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4단계를 거치는 성쇠프로세스에
는 5번의 단절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형성기에 1번, 성숙기에 4번 있
었으며 모두 약 24년 정도의 기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기는 형성기의 약 2
배의 시간이 걸렸으며, 성숙기는 성장기의 약 3.5배, 쇠멸기는 성숙기의 1/2의 시간
이 소요되었다.
<표 2> 동래상인집단의 성쇠프로세스 4단계 구분
구분

시작년도

종료년도

기간

비고

형성기 1407년(태종07년)

1443년(세종25년)

36년

∙ 1407년 부산포와 내이포의 개항과
함께 왜관 설치
∙ 1443년 계해(癸亥)조약 체결

성장기 1443년(세종25년)

1510년(중종05년)

67년 ∙ 1510년 삼포왜란 발생

1752년(영조28년)

∙ 1752년 江蔘變通節目에 대한
242
비변사 보고.
년 ∙ 18c중엽부터 조선내 자연삼 절종
등으로 이후 인삼수출은 급감.

쇠멸기 1752년(영조28년)

1876년(고종13년)

∙ 1871년 메이지정권이 들어서면서
츠시마藩의 조선외교권을 외무성
이 접수함.
124
∙ 1872년 외무성이 초량왜관을 접수
년
하여 일본공관으로 개칭
∙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3개항구
(부산, 인천, 원산) 자유(무역)개방

1419년(세종01년)

1422년(세종04년)

03년 대마도 정벌로 폐쇄

1510년(중종05년)

1511년(중종06년)

01년 삼포(三浦)왜란으로 폐쇄

단절기 1544년(중종39년)

1546년(명종01년)

02년 사량(蛇梁)왜변으로 폐쇄

1555년(명종10년)

1556년(명종11년)

01년 달량(達梁)왜변으로 폐쇄

성숙기 1510년(중종05년)

1592년(선조25년)

1608년(광해군즉위년
16년 임진왜란·정유재란으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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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기별 특성으로서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동래상인의 숫자나 시장
에서 거래되는 교역규모(양이나 금액 등), 거래품목 수, 왜관의 거주자 수, 일본의 수
송선박 수, 일본선박의 귀항지 수 등으로 정도를 표시하였지만, 어느 하나의 지표도
형성기부터 쇠멸기까지 일관된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거나 입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
해 기간에 따라 복수의 데이터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활성화의 정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형성기의 특징으로, 초기에는 일본의 교역욕구에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
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07년(태종7년)에 부산포와 내이포(제포)에 왜관을 설
치하고 개항을 하게 되는데, 왜관을 설치하기 직전인 7월 말경까지만 해도 흥리왜선
이 수 십 척 들어왔으나 조선쪽에서는 무역할 상대가 없었던 것 같다. 동년 7월 27일
(태종7년)의 태종실록을 보면, “흥리왜선이 연속하여 나와서 경상도에 이르는데, 일시
에 혹은 수 십 척이 됩니다. 무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유련(留連)하게
하고, 혹은 흩어져 민호(民戶)에 들어가서 강제로 매매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금후
로는 정한 곳에 와서 정박한 왜선에겐 연해의 각 고을 창고에서 묵은 쌀·콩으로 시가
에 따라 무역하여, 그 왜선으로 하여금 즉시 본도(本島)에 돌아가게 한 뒤, 무역한 어
염(魚鹽)을 관선(官船)에 싣고 낙동강을 거쳐 상도(上道)에 정박하여 각 고을에서 지원
하는 인민에게 쌀과 베(布)를 가리지 말고 화매(和賣)하여 창고에 넣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태종실록 14권, 태종7년).
그리고 이 시기는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역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리하여 일종의 틀, 즉 교역상의 규범을 짜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개항이후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출입항 하는 선박의 수도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성장기 단계에서, 삼포왜란이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왜관이 설치된 삼포에 출입항
하는 선박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불법거주 항거왜인의 숫자도 급증하면서 동래상인
집단의 관점에서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 성장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면서 이를 단속하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였으며, 아울러 사무역과 밀무역까지 성행함으로써 조정(국가)차원에서 규
제와 통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던 시
기였다고 할 수 있다.
성숙기 단계에서는 4번의 단절기가 있었을 만큼 불안정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
다. 삼포왜란의 계기로 시작된 성숙기에는 이러한 단절기들이 발생함으로써 성장기를
더 이상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의 단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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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임진왜란과 같은 양국 간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
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교역을 재개하였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단, 성숙기의 실질
적인 시작점은 삼포왜란을 계기로 시작된 2년간의 휴면기가 끝나는, 즉 양국의 교역
이 재개되기 시작한 1512년이지만, 성쇠프로세스 상의 단절을 없애기 위해 2년간의
휴면기를 포함하여 1512년을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쇠멸기 단계에서는, 성숙기 마지막 단계, 즉 18세기 전기까지 대일본 수출품의 주종
이었던 인삼과 백사 등의 수출이 국내생산량의 급감과 대체재의 생산(청국산, 미국산,
일본 국내산 등) 등으로 인해 급격히 줄어들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우피와 우각, 한약재 등으로 대체는 하였으나, 인삼에 비해 일본 구매자
측에 대한 제품의 효용성이 떨어졌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수입했던 은도 구리로 대체
되면서 조선의 입장에서도 수입품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경영사적 시사점
단계별로 살펴본 성쇠프로세스의 사건 사고와 성쇠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
로, 경영사학 및 경영조직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조직 또는 집단의 존속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되든지 아니면 경제적 논리로 연결된다. 1407년(태종7년)에
부산포와 제포를 개항하고 왜관을 설치한 것은 왜구의 지속적인 약탈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시작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논리
로 연결시킨 것이다. 또한 3가지 왜란, 즉 삼포왜란, 사량왜변, 달량왜변의 동기와 같
이 사회적 문제로 시작된 사건 사고들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개항과 왜
관을 제한하거나 폐쇄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
들이 정치적 문제로 연결되면 조직의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직 또는 집단의 흥망성쇠는 정치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임진왜란과 같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했던 정치적 문제도, 조선이
필요했던 은의 수입과 인삼의 수출에 따른 국익창출이라는 경제적 논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유약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
으로 작용하였겠으나, 이러한 경제적 논리가 존재하였으므로 왜관이 폐쇄되었지만 일
부이기는 하나 다시 개방되면서 동래상인집단이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교역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일정기간 동래상인집단이 존속하고 발전해 왔던 것이다.
셋째, 교역의 단절과 재개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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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의 반복적 패턴은 조직이나 집단의 존속과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여러 번에 걸친 조선과의 교역단절 사태에 직면하였지만, 집요하게 통교를 시도
했던, 특히 기유조약을 맺기 위해 무려 23차례에 걸쳐 조선에 강화사절단을 파견하였
던 츠시마 도주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조직이나 집단의 존속과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와 같은 단절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에 따라 조직이나
집단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넷째, 규제의 완급조절과 강약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삼포왜란 등에서 나타났
듯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반발심이나 저항감을 높여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
고를 일으키는 동기로 이어지게 되며,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소홀히 하면 이를
악용하여 사회·경제적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직이나 집단을 경영하거나
관리할 때 구성원들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동래상인 집단의 성장과정에는 정치적 논리가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종극적인 쇠멸도 결국 한·일간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
이다. 아울러 16세기 성숙기에 왜란과 왜변이 발생하여 교역이 중단되었던 4번의 단
절기가 있었음에도 동래상인집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일본 측의 강한 교역
욕구(수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며, 동래상인집단은 이러한 교역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즉 교역품 수급의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시
작된 글로벌시대의 바람직한 한일 간 경제적 협력과 교역의 문제도 양국 간의 정치적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교역의 중심에는 상인이나 기업인이 서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이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역이 시작된 조선초기부터 부산왜
관이 폐지되는 조선말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건·사고를 중
심으로 동래상인집단의 흥망성쇠를 경영사학 및 경영조직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동래상인이라 지칭할 때, 상인의 개념은 잠시 논외로 하더라도 동래라는 지역명 자
체가 조선 500년 동안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수차례 변화가 있었고, 교역의 지역을
왜관으로 한정한다면 왜관의 위치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동래상인의 개념정의에
서 동래지역에서만 장사를 했던 상인을 가리키든, 동래지역 출신의 상인을 가리키든
양쪽 모두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왜관으로 교역지역을 한정하여 동래상인의 개념을 정의한다 하더라도, 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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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이 동래왜관부터 부산포왜관, 내이포왜관, 염포왜관, 두모포왜관, 초량왜관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방대한 조선왕조실록 원문에서도 ‘동래부 상인’이라는 용어가
단 1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왜관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들이 동래출신의
상인들만 있지 않았을 것이며, 이 지역이 모두 동래지역에 속하지도 않았으므로 동래
지역에서 상거래를 했던 상인을 동래상인이라 부르기에도 모순이 따른다. 따라서 앞
으로 동래상인에 대한 개념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으로, 자료수집에 있어서 연구주제의 특성상 사
례분석에 필요한 1차적 자료가 남겨져 있지 않거나 2차 자료조차도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질 높은 연구결과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래상인의 상인정신 또는 기업가정신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기업가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지 못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가 온고이지신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한일 간의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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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tudy on the Growth and Decline Process
of Dongrae Mercha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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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Seok Lim*

Abstract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been started a
long time ago. A group of Dongrae merchants, one of several merchant groups
who were active in the Joseon Dynasty, stood at the center of such activitie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growth and decline process of
organization, to suggest historical implications by looking at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in such process, based on the activity history of the Dongrae
merchants group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them that carried out commercial
activities with Japanese people in area of the Dongrae Waegwan for about 470
years from the early period to the end period of Joseon Dynas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first review the main prior
researches on Dongrae merchants, then define the keywords in a limited concept
to fit this study and design an creative analysis framework based on the prior
researches and the definition of keywords. The keywords are Dongrae merchant
and the growth and decline process, the process is divided into four periods or
stages such as formation period and growth period and maturity period, and
decline period.
N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mmerce and related activities were analyzed
by four periods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1407), the beginning of the
activities of Dongrae merchants, to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1876). As a
first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period that lasted for about 36
years is the fact that did not provide effective and active response to the
Japanese trade desire at the beginning, and it was the time to sort out the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formal trade with Japan and design a trade
standar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period that lasted for about 67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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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fact that the first priority was to crack down on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that had arisen as the trade scales expanded, and it was a time when
there was a lot of worries about whether to regulate and control or to leave to
the market principle.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maturity period that lasted for about 242 years is
the fact that it was an unstable period when there were four trade disruptions,
and that trade resum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despite the critical
incidents that affect the maintenance and resumption of trade between two
countries such as Imjin waeran and Jeongyu jaeran.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decline period that lasted for about 124 years is
the fact that the domestic production of ginseng and silk, which were the main
products of export to Japan, decreased sharply and the substitute materials
increased, and the silver as the main imported goods were replaced by copper,
and the utility of the products in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ent down,
thereby promoting the decline period.
Finally, the historical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growth and
declin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problems that affect the survival and
growth of an organization or group are consequentially solved by political or
economic logic. Second, the rise and fall of an organization or group is
determined at the balance of political and economic logic. Third, the history of
interruption and resumption of trade repeats continuous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corporate managers to establish
sustainable management strategies, and provide basic data or implications to
researchers interest or research the growth and decline process or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organization.
<Key Words> Dongrae Merchant, Dongrae Waegwan, Growth and Decline
Process, Rise and Fall,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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