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의 3대 장터, 칠패
박은숙 (고려대학교)
칠패(七牌)는 조선후기 한양의 3대 시장으로서 위용을 자랑했으며, 대한제국기에 선혜청장
으로 편입되어 오늘날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잊힌 이름이지만 120여 년 전까
지만 해도 칠패장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품과 돈이 넘쳐나고 수레가 줄을 이었던 한양의
대표 시장이었다.
이현・종루와 칠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
많은 공장(工匠)과 생업인들이 어깨를 스치고
온갖 물화 이익을 쫓아 수레가 줄 이었네. [한양성시전도가(漢陽城市全圖歌) 중]

1. 칠패장의 형성과 공간적 위치
◉ 조선시대 한양의 시장
1394년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와 그 일행은 고려의 수도 개경을 떠나 조선의 새 수도
한양(현 서울) 땅에 도착했다. 10월 28일이었다. 이로써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수도의 하나로 전면 등장했다.
당시 천도는 서둘러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양은 아직 왕도(王都)로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궁궐조차 건설되지 않아 왕도 한양부 객사(客舍)에 거처하면서 정사(政
事)를 보아야 했다.
천도 후 한양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수만 명을 헤아렸다. 따라서 수많은 도성 백성들이
먹고살아갈 살 물품을 거래하고,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할 물자를 공급할 시장 조성이 무엇보
다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궁궐과 종묘・사직・성곽 등을 건설하는데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조성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도성 안에는 크고 작은 민간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판매했다. 종로 일대는 상업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운
집하여 혼잡하였다. 특히 운종가(雲從街, 현 종로사거리 일대)는 사람과 물화가 구름처럼 몰려
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조선 정부에서 한양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건설된 것은 태종 때였다.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개경으로 환도했다가 1405년(태종 5) 10월에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한 태종은 왕도(王都)로서
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개천(開川, 현 청계천)의 바닥을 쳐내고 둑을 쌓아 물길을
정비하고, 관설시장인 시전(市廛) 또한 본격적으로 건설하였다.
태종은 1412~1414년까지 4차에 걸쳐 총 2,027칸에 달하는 시전 행랑을 건설했다. 시전이
들어선 공간은 세종대로사거리~동대문 구간, 종각(보신각)~남대문 구간, 창덕궁 돈화문~종로
구간이었다. 오늘날 서울 교통의 중심축이자, 상가들이 즐비한 상업지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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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때 건설된 행랑
순차

공사 기간

공사 구간

규모

제1차

1412. 2~1412. 4.

혜정교~창덕궁 동구

800여칸

제2차

1412. ?~1412. 5.

창덕궁 돈화문~정선방 동구

472칸

제3차

1412. 7~1413. 5.

경복궁 남쪽~종묘 앞

881칸

제4차

1414. 7~1414. 9.

종루~남대문
종묘 앞~동대문

합 674칸 추정

총계

기타
돈화문 완성
1차 공사구간
중복, 종루 이전
종루~남대문은
보수・신축 병행

2,027칸(세종실록지리지)

시전 행랑은 시장 이외에 조방(朝房, 관리들이 조회를 기다리며 쉬던 방), 궁궐 시위군들의
입직소(入直所), 관청・군영(軍營)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시전은 도성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판매했으며,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해야 했다. 또한 중국에 보내는 진상품을 제공하기도 하고, 외국 사신이 가져온 물품을
판매・처리하기도 했다.
한양은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사치풍조가 만연해지면서 전국 유통・상업의 중심지로서 성
장・발전해 나갔다. 시전 역시 호황을 누렸으며, 상인들은 공간 협소를 이유로 시장 증설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시전 공간을 종로 동쪽으로 확대하고 점포를 재배치하기도 했다.
◉ 칠패장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은 조선사회를 뿌리 채 뒤흔든 참혹한 전쟁이었다.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었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으며, 전염병이 나돌아 생명을 위협하는 등 그 후유증
과 상처는 매우 깊고 컸다. 이후 조선사회의 전면적 체제 개편이 불가피했고, 정치・경제・사
회・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혹독한 전쟁의 상흔이 아물어가고 점차 안정을 되찾은 서울은 인구증가와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유통・상업이 크게 발달했다. 17세기에 민간시장인 칠패・이현
장이 새로 등장하여 시전과 더불어 서울의 3대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19세기에는 소의문
(昭義門, 서소문) 밖 시장이 가세하여 서울의 4대 시장을 이루었다.
칠패장은 남대문 밖에 있었으며, 행정구역상 한성부 서부 반석방(盤石坊, 현 중구 봉래동1
가 48번지 일대)에 속했다. ‘칠패’라는 명칭은 조선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이 한성부
지역을 8패(牌)로 나누어 순찰하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가운에 어영청의 칠패(七牌)가
남대문 밖에서부터 청파-서빙고-마포-용산 지역의 순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남대문 밖에 칠
패의 복처(伏處 : 순라군 초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형성된 시장을 칠패라고 불렀다.
칠패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하여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허가 난전(亂廛)으로 취급
되었다. 따라서 초기의 칠패장은 금난전권(禁亂廛權)을 가진 시전의 견제와 감시 대상이 되었
으며, 상거래를 둘러싼 소송과 분쟁・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17세기에 등장한 칠패장이 18세기에 한양의 3대 시장으로 성장 발전한 것은 공간적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칠패장은 교통의 요지, 상업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었고, 칠패장이 속한
서부 성 밖 지역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19세기 서울의 인구를 보면, 5부 중에서 서부
성 밖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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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패장의 교통 여건을 보면, 칠패장에서 청파를 거쳐 동작・노량진 등의 한강변으로, 만리
현을 거쳐 마포・용산 등의 한강변으로, 아현을 거쳐 양화진 등의 한강변으로 연결되었다. 이
들 한강변 나루들은 경기도 과천・시흥・인천 등지로 연결되었고, 나아가 삼남지방과 강원도
등지로 연결되는 통로였다. 따라서 칠패장은 경기・강원도와 삼남지방의 산물이 한강을 통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칠패장이 위치한 남대문 일대는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업유통지역
이었다. 칠패장은 남대문 안쪽의 남문안장과 이웃하고 있었고, 소의문 근처에 자리한 서소문
장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칠패장과 남문안장・서소문장이 집중되어 있는 남대문
일대는 거대한 시장 상권이 형성된 상품유통의 중심지였다.
교통과 상업유통의 중심지였던 남대문 일대에는 객주와 여각을 비롯하여 중개상 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채놀이를 비롯한 금융업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1890~1894년간의 일수 장부인
順捧長冊이라는 자료를 보면, 일수 장부에 등장하는 사채 이용자의 60% 이상이 칠패장과
남문안장, 서소문장 등지의 상인들로 밝혀졌다. 이자는 거개 1일 0.1~0.17%로 나타났는데, 월
로 치면 3~5%에 해당되었다.
이처럼 양란 후 등장한 칠패장이 18세기에 한양의 3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간적으로 한강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유통의 중심지에 자리했다는 이점이 중요
한 역할을 했으며,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적 특성도 반영되어 있었다.
2. 전국의 상권을 주무른 칠패장
◉ 특화된 칠패의 어물전
칠패장은 18세기에 대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미곡・포목・어물 등 각종 상품이 집
하되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어물전의 규모가 크고 그 거래가 활발했다. 그래서 칠패장의
대표 상품으로 어물을 꼽았으며, 『한경지략(漢京識略)』에 “동부채 칠패어[東部菜七牌魚 : 동부
(이현)는 채소, 칠패는 어물]”라고 했다. 칠패장의 어물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용산・마포와
가까워 어물의 반입이 쉬웠고, 생산지 및 중간거점과 연결하여 어물을 매집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칠패 시장에서 팔던 생선은 한양가(漢陽歌)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민어・석어(石魚)・석수어(石首魚)
도미・준치・고등어
낙지・소라・오징어
조개・새우・전어로다.

이처럼 칠패장에는 민어와 조기(석어・석수어), 도미・준치・고등어 등 다양한 생선을 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어는 경기도의 토산물로서 왕실에 바치는 진상품이었고, 중국에 보내
지기도 했다. 칠패장에서 판매된 생선들은 당시 한양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내린 어물들이었으
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즐겨 먹는 어물이라는 점에서 음식문화의 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칠패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점했지만, 이른 새벽에는 생선을 거래하는 조시가 열린 것으
로 보인다. 정약용의 시에 “숭례문 앞 시장은 새벽에 열리는데 / 칠패 사람들의 말소리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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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로 들여온다.”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난전으로 출발한 칠패장은 점차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품의 생산지와 중간집하장까
지 진출하여 상품을 대량 확보・판매함으로써 가격과 양적・질적 측면에서 우월한 입지를 구
축할 수 있었다. 칠패 상인들은 매년 가을과 겨울에 직접 원산에 들어가 북어・대구 등의 어
물을 대량 구입하여 두고, 물량을 조절・공급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조종하기도 하였다.
1746년(영조 22) 칠패 상인들이 시전의 금난전권을 피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취했
던 전략과 대응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래에 이르러 무뢰한 무리들이 성군작당하여 남문 밖 칠패 복처(伏處)에 난전(亂廛)을 장황하게 설치
하고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데, 사람과 말이 숲을 이루어 무수히 난매(亂賣)함에 조금도 거리
낌이 없다. 그 동당(同黨)을 동교(東郊)의 누원(樓院) 주막과 남교(南郊) 동작나루에 파견하여 남북에서
서울로 향하는 어상(魚商)들을 유인하여 짐을 부리도록 하고, 천・백 짐[駄]을 막론하고 모두 칠패에 사
들여 성안의 중도아(中徒兒)들을 불러 모아 날마다 난전을 벌이니, 남자는 싸리고리를 짊어지고 여자는
표주박[木瓢]을 이고, 연락하는 산인(散人)들을 배치하여 각처 길거리 위에서 매매한다. 이와 같은 까닭으
로 수각교・회현동・죽전동・주자동・어청동・어의동・이현 병문 등지에 각종 건염어(乾鹽魚)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칠패 난전에서 분급(分給)한 물건이 아닌 것이 없다.[각전기사(各廛記事) 중]

칠패는 18세기 중엽까지도 난전으로 취급되었고, 칠패 상인들은 무뢰한 무리로 불리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칠패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과 말이 숲을 이룰 정도로 호황
을 이루고 있었다. 칠패 상인들은 어물이 올라오는 길목인 누원과 동작나루에 동료 상인들을
파견하여 수천・수백 개의 짐을 막론하여 모두 사들였다. 그리고 중개상[中徒兒(中都兒), 거간
꾼]을 불러들여 도성 각처에 배치하여 장사를 했다. 이에 남대문 근방의 수각교・회현동 일대
와 동대문 근방의 어의동・이현병문 등지까지도 칠패 상인들이 분급한 상품들이 산처럼 쌓인
채 판매되었다.
◉ 칠패상인들, 중간 거점과 생산지 연계
순조 16년(1816) 칠패와 이현 상인들은 가을・겨울에 원산까지 가거나 혹은 상품이 운반되
어 오는 중간 지점에 머물렀다가 물품을 독점적으로 매점하고 값을 조종하여 팔았으므로 시전
의 내외어물전은 상품을 구하지 못하여 폐업상태에 빠질 지경이었다. 원래 어물은 국초부터
원산 등지의 북상(北商)들이 서울로 가져와 어물전에 판매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런데 칠패 상
인을 비롯한 사상도고들이 직접 생산지에 가거나 중간에서 매점매석함으로써 시중가격을 조종
하고 시전의 어물전을 위협했던 것이다.
칠패 상인들은 위에서 말한 누원・동작나루와 그 외 송파장시・삼전도 등지의 사상도고(私
商都賈)와 연결하여 상품을 매집하고 조직과 판로를 구축했다.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누원은
함경도・강원도 등 동북지방에서 생산된 어물과 피륙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
었기 때문에 상품의 중간 집하장으로서 도산매가 활발했다. 이에 누원점 상인들은 숙종 40년
(1714)경과 영조 45년(1769)에 장시를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시전상인들의 방해로 실패하였
다.
송파장시와 삼전도는 한강변에 형성된 시장으로, 생산지와 중간 거점을 연결하여 상품을 매
집하고, 시장에 대한 공급량과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이윤을 취하였다. 송파장시는 송파나루(현
석촌호수 일대)에 있었던 5일장으로, 원주・충주 등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각종 물화의 집
산지였다. 삼전도(송파구 삼전동 한강변) 또한 사상들의 거점으로서 마포 등지에서 올라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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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과 어물 등을 판매하거나 원산 등지에 들어가 어물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익을 꾀하
였다. 송파장시와 삼전도는 서울 상업 유통망의 중요한 거점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조선후기 칠패 상인들은 지방에 직접 내려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울로 들어오는 어물을 중
간에서 매입하여 전매(轉賣)하고, 누원・동작・송파 등지의 중개상과 연결하여 각지에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 칠패장은 시전에 비해 상품의 확보와 가격 경쟁에서
우월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점차 그 거래량이 시전의 어물전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정조 5년(1781) 칠패・이현 두 시장의 어물 거래액이 시전 어물전의 10배에 달한다
고 할 정도였으니, 당시 어물을 둘러싼 상권의 추이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칠패장은 “사람과 말이 숲을 이루어 무수히 난매”하는 곳이었던 만큼 가짜 상품들도 많았으
며, 가짜 상품의 판매와 사기・협잡 및 소매치기가 범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난전으로 출발한 칠패 시장은 상품의 중간 집산지와 생산지의 사상도고들과 연계
하여 유통망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건의 출하와 공급・판매를 관리함으로써 가격을 조
종하여 이익을 최대화하였다. 사상도고의 본거지 칠패는 신해통공 이후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고종 때 남대문 내 선혜청 자리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대한제국기 칠패장, 선혜청장으로 흡수 재편되다.
◉ 개항 후 일본상인이 탐냈던 칠패장
19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에 대한 서구열강의 침략적 손길이 뻗치면서 중국・일본이 강제
로 문호를 개방하였고, 조선 또한 열강의 통상 압력에 부딪혔다. 결국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를 체결하고, 이후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했다. 이
로써 조선사회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근대적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
개항 후 조선은 세계열강의 침략적 손길 앞에 내던져졌으며, 준비 없이 약육강식의 세계무
역 체제의 틀에 끼워졌다. 이에 조선시장에는 서양의 면포와 약품・생활용품 등 새로운 수입
품이 밀려들었고, 조선의 쌀과 콩 등의 토산품이 유출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 거래량이 늘어
났지만, 외세의 입맛에 따라 유통과 시장구조가 왜곡・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상인들이
무역과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해 들어갔으며, 조선의 전통적 유통망과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서울은 전국의 물화가 모여들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왕실과 양반 등의 구매력 있는 소
비자가 밀집되어 있는 최대의 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 열강의 표적이 되었다. 서울은 원래 외
국인의 거주가 금지되어 왔으나, 열강들의 강요에 의해 1882년 시장을 개방했다. 이후 외국
상인들은 서울에 직접 점포를 차리고 수입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서울 시장에서 조선 상인들
과 경쟁하고 대립했다. 이에 서울의 전통적 시장과 상인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개항 후 서울에는 청상과 일상이 몰려들어 서울 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양
면직물과 중국・일본제품을 판매하면서 서울의 주요시장인 칠패장과 남문안장 등을 노렸다.
칠패장 또한 외세의 상권 침탈에 대항하면서 종로시전과 함께 서울에서 “가장 상업이 번창
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칠패 상인들은 이곳으로 파고들려는 외국 상인들의 야욕을 물
리치기 위해 노력했다. 1888년(고종 25) 자료를 보자.
남문 밖에 거하는 상인 강계환(姜啓煥)이 상소하기를 “소인은 목화전(木花廛)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
습니다. 올 여름에 흥정이 뜸해져서 가게가 공허하였는데, 이웃에 거하는 박운서(朴雲瑞)가 와서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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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 가게가 공허하니 가을이 되기 전에 매일 2냥씩 임대로 빌려주시오.’라고 하여 허락하였습니다. 그
런데 뜻밖에 일본인 삼등(森謄)이 와서 보고 개시(開市)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소인이 말하기를 ‘만약 일
본인이 상관하면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일본인 말에 ‘박운서로 하여금 가게를 열게 할 것
이며,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열자, 삼등이 가게에 와서 자리를 잡
고 각종 물화를 설치하였으니, 박운서가 외국인과 부동하여 속여 임대한 것이니, 극히 분합니다. 또 남문
밖은 상인들 생애의 요지인데, 만약 외국인이 가게를 열게 되면 칠패 각 동(洞)에서 장차 소인에 대해 등
소할 것이며, 소인 또한 패업(敗業)하게 될 것이기에 감히 우러러 하소연합니다.[각사등록(各司謄錄) 중]

이처럼 일본인은 칠패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선인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임대하고, 자신이 직
접 가게를 열었다. 이에 가게주인이 임대를 취소하려 하자, 자신은 관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장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인이 직접 나서 각종 물화를 판매하였다. 이때
가게주인은 임대인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
러나 그 사실이 다른 상인들에게 알려질 경우, 칠패 상인들의 집단적 등소로 그곳에서 장사하
지 못할게 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속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상소를
올렸다.
이를 보면 일본상인은 호시탐탐 칠패장으로 진출하려 했으며, 조선 상인들은 계속 경계하면
서 집단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갑오 이전 칠패장에는 반찬전・채소전・승혜전・상
전・목기전・복방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활발하게 상거래를 했다.
남문안장 또한 개항 후에도 위축되지 않고 크게 번성하였다고 전해진다. 1893년 자료에 나
타난 시장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대문내 조시(朝市)는 매일 새벽의 회시(會市)로서 곡물・채소・어육 등을 비롯하여 일용잡화 및 땔감
등을 도성내외의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첫 번째 시장으로서 그 번창은 실로 현저하였다.[공사관영사관보
고(公使館及領事館報告) 중]

남문안장은 조시가 매우 성황을 이루고 있었으며, 곡물과 채소・어육을 비롯하여 일용잡화
와 땔감 등을 팔고 있었다. 이때 조시는 새벽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점포 상인들을 대상
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880년대 육영공원 교사로 서울에 왔
던 길모어가 “여름이면 대여섯 시가 한창이다. 여덟시쯤 되면 부패되기 쉬운 물건은 거의 다
팔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포나 노점에서 사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남
문안장은 낮에는 도성 주민들을 상대로 소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선혜청장에 소매상
의 비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개항 후 서울에는 외국인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칠패장과 남문안장은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서울의 요지에 자리한 칠패장과 남문안장은 외국 상인들이 노
리는 대상이었다. 특히 일본 상인들은 진고개를 벗어나 남문안장이나 칠패장으로 들어가기 위
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894년 청일전쟁 직전 일상은 30여명이 남문안장 조시에
서 상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문안장과 칠패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상의 진출이 그
리 활발하지는 못했다. 이후 선혜청으로 장을 이전할 때까지 칠패장과 남문안장은 외세의 진
출을 저지하면서 독자적 상권을 유지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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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패장의 선혜청장 편입
1894년 정부는 갑오개혁 과정에서 그때까지 잔존하고 있었던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전면 폐
지하였다. 이로써 시전은 어용적 특권을 상실하고 수입품이 난무하는 무한경쟁의 시장에 들어
섰다.
1896년 2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고 박정양(朴定陽)내각이 출범한 후 정부는 한
성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근대적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때 근대적 도시계획
의 주요한 사업이 바로 서울의 주요 도로를 개수하고 상하수도와 위생・쓰레기 문제 등을 해
결하는 것이었다. 1896년 9월 정부는 내부령으로 ‘한성(漢城) 내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을
공포하였는데, 이때 “황토현으로서 흥인지문까지와 대광통교로서 숭례문까지”에 이르는 도로,
곧 오늘날 종로와 남대문로 전 구간의 도로 폭을 55척(尺)으로 정하는 동시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규정에 따라 정리하도록 했다.
종로와 남대문로는 시전이 자리 잡고 있던 거리로서, 가가(假家)와 상점들이 어지럽게 펼쳐
져 있어 교통과 위생상 문제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도로를 침범한 가게들을 철거하고 대로
변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도록 했다.
남대문로 정비 과정에서 도로 좌우에 펼쳐져 있던 남문안장을 선혜청 안으로 이전시켰다.
이때 선혜청장은 한성부 서서(西署) 양생방(養生坊) 창동(倉洞)에 속했으며, 현재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A동과 B동 자리에 해당된다.
당시 재정이 열악한 조선정부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시장 이전을 추진한 것은 상판흥왕
(商販興旺), 곧 상업을 발전시켜 부국강병을 달성하려는 개화파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
겠다. 당시 정부의 장시 이설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위생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
지만, 근대적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구상도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때 이러한 도시계획 과정에서 칠패장도 선혜청 안으로 옮겨졌다. 이와 관련하여 1897년
남대문 밖에 있는 칠패의 조시를 문 내의 구선혜청 동창(東倉)으로 이전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1898년 황성신문 기사에 “남문내외(南門內外) 장시를 선혜청 내로 이설”하였다는 내용이 있
다. 이를 보면 1897~1898년 무렵에 남대문 밖에 형성되었던 칠패장도 선혜청 내로 이전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칠패장의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칠패장 바로 뒤편으로 철도와 정거장이 부설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조선 정부는 1896년 3월에 미국인 모스(Morse, J, R)에게 경인철도 부설권을 허
용하고, 같은 해 7월에 농상공부 협판 이채연으로 하여금 경인철도 사무를 감독하라고 지시하
였다. 경인선은 1899년에 노량진~인천 구간이 먼저 개통되었고, 1900년 한강철교가 완공되자
선로가 한강 이북으로 확장되어 서대문정차장~인천 간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당시 경인선 노
선은 남대문 밖 칠패장 권역과 서소문 밖 장시 권역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처럼 남문안장과 칠패장은 1897~1898년 무렵 선혜청 안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새로운 선
혜청장으로의 이전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
졌다. 남문안장과 칠패장의 선혜청 이전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에 대한 상인들의 입
장도 다양했다.
선혜청장은 초기에는 남문 내 선혜청장시, 남문 내 장시, 남문안장, 남대문안 장시, 선혜청
내 장시, 선혜청장시, 선혜청장, 선혜청 창내장(倉內場), 신창(新倉)안장 등으로 불려졌다. 시간
이 흐르면서 상인들은 선혜청장과 선혜청장시를 많이 사용했다. 남대문시장이라는 명칭은
1905년 자료에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이전부터 선혜청장은 남대문시장으로도 호칭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여러 명칭으로 불리던 선혜청장은 일제강점 이후 남대문시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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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고착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선혜청장은 1897년 대한제국기 근대적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대문로
정비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경인철도 건설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그런 점에서 선혜청장은 근
대 도시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선혜청장은 남문안장과 칠패장이 옮겨진 시장으로, 조선
시대 서울의 변화를 상징하는 두 시장의 수백 년 역사를 물려받은 최고(最古)의 시장이었다.
조선초기부터 서울 도성민들의 생활무대였던 남문안장과 칠패장은 그 배턴을 선혜청장에 내어
주고 자취를 감추었다.
◉ 칠패장에서 남대문시장으로
칠패장은 양란의 상흔이 가시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던 17세기에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했
으며, 18세기에는 한양의 3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칠패장은 남대문 밖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
경제가 발달된 공간에 자리했으며, 특히 어물전으로 유명했다.
후발주자였던 칠패장은 한양의 상권을 장악하고 금난전권을 행사하던 시전과 각축전을 벌이
면서 성장했다. 칠패 상인들은 전국의 상품 생산지와 중간거점에 진출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했
으며, 그들과 상호 연계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품 가격을 조종하면서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칠패장은 개항 후 외세의 침탈로 타격이 없지 않았지만 여전히 번창했다. 대한제국
기에 서울의 도시개조사업과 맞물려 남문안장과 함께 선혜청장으로 편입되었다.
조선후기 이래 300여 년간 한양 사람들과 함께 해왔던 칠패장은 선혜청장에 합류하여 오늘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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