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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본 보고서는 2013년 인천생활문화 학술조사 중앙시장의 조사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 이 책에 인용된 역사서, 신문자료는 최대한 원문을 표기하였다.
• 구술자료는 인용문으로 처리하였으며, 구술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문법에 따른 교정을 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한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소유자에게 있다.
•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사진의 저작권은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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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2012년부터 인천의 근현대 생활문화와 관련한 학술조사를 진행 중이
다. 2012년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 학술조사에 이은 이번 조사는 동인천역과 인접한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중앙시장은 인천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일반 시장과 다르게 식품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
다. 중앙시장에서는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의 한복과 침구류, 신사˙숙녀의 양복과 양장, 중·고
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교복을 맞추는 곳으로 의류와 침구로 특화된 시장이었다. 중앙시장
과 인접한 송현자유시장은 미군에서 흘러나온 깡통식품과 군용품 등을 판매하였으며, 곳곳에
수선집도 자리하였다.
이러한 시장은 1990년대 이후 IMF경제위기 등으로 인접한 동인천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시장
도 함께 쇠락의 길을 걷는다.
시장의 침체와 함께 시장 건물도 노후화되어 2007년에 중앙시장 일대는 동인천역과 함께 “동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장 구역
이었던 송현동 100번지 일대는 이미 철거되어 동인천 북광장이 조성되었으며, 남아있는 시장도
2017년에 사업이 착수되어 사라질 예정이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철거가 예정된 인천의 대표적 상권인 중앙시장을 과거 시장이 있기 이전부
터 시장의 탄생과 발전 모습과 현재 시장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예상 조감도

조사개요

2. 조사 대상 및 방법
중앙시장은 동인천역 뒤편으로 경인선과 나란히 위치하며, 조사구역 내에는 중앙시장과 함께
송현자유시장이 위치한다. 현재 동인천역 북광장이 조성된 송현동 100번지 일대는 본래 시장 구
역이었으나 광장 조성 시 시장이 철거되었다.
중앙시장 일대는 시민 사이에서 중앙시장 혹은 양키시장으로 구분 없이 불리나, 상인들 사이
에는 중앙시장과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인선과 나란히 위치한 중앙로
길 양쪽 상점은 중앙시장에 속해 있으며, 과거 오성극장이 있던 건물은 현재 중앙상사에서 운영
하는 송현자유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시장 외에도 바깥쪽의 화도진로에 위치한 상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는 크게 각종 사료를 수집·정리 검토하는 문헌조사와 대상 지역의 사진촬영, 상점 분
포 및 영업 여부 조사, 상인 인터뷰 등의 현장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조사구역과 구역 내 시장 영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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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연혁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현대 신문자료를 조사하여 시장 관련 기사를 수집하
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연혁을 작성하였다. 연혁과 관련하여 행정자료로서 조선총독부
관보, 인천 공보, 인천도시종합개발계획을 참고하였다.
연혁과 함께 시장 내 상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해방 전 기록인 인천부세일람과 해방 후
기록인 인천시세일람의 시장 현황을 참고하였고, 이 중 1956년과 1968년에 발행된 “인천상공
명감”을 통하여 당시 상점의 업종과 분포를 조사하였다.
시장의 지형 및 공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의 지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중 1918년에 제작된 “인천부지도”에 표시된 등고선을 이용하여 시장 건설 이
전의 지형을 입체로 복원하였다. 이 복원된 지도를 바탕으로 성공회역사자료관에 소장된 “인
천영국병원” 사진과 국가기록원의 지적원도와 비교하여 시장 건설 이전 시장의 위치 및 지형
을 확인하였다.

▲ 1918년 인천부지도

조사개요

시장 건설 후 변화에 대해서는 각종 기관 및 개인 소장 사진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문헌
자료와 비교하여 당시 시장의 모습을 추정하였다. 그 외에도 현재 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
는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였다.
시장의 지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문헌조사와 함께 현재 시장의 모습을 기록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현장조사는 크게 시장 현황과 상인 구술채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시장 현황과 관련해
서 상점 목록 작성을 하였으며, 상점 목록을 바탕으로 상점 분포, 종목별 영업 비율 등을 확인
하였다. 상점 현황조사와 함께 시장 일대 가로의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상인의 구술채록은 심층 조사 대상의 선정을 위해 10여 곳의 상점을 방문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조사 대상 상점 선정 후에 2회 이상 방문을 통하여 시장 관련 이야기를 수집
하였다.

▲ 등고선 추출

▲ 입체지형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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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닷물이 들어오는 육지
시장이 생기기 전의 중앙시장 일대의 모습은 사진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자료는 성공회대학교의 성공회성당역사자료관에 보관된 한 장의 사진이다.
사진에는 멀리 겹쳐있는 산과 그 앞으로 나무가 심어진 언덕이 보인다. 이 언덕 앞으로 사진의
왼편부터 중앙까지 물이 들어와 있으며, 주변으로는 논 또는 밭으로 보이는 땅이 펼쳐져 있다. 사
진의 오른편으로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이루어진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팔작지붕 건물과
그 건물 양쪽으로 긴 두 채의 건물이 나란히 있다.
사진이 붙어 있는 종이에는 “ST. LUKE'S HOSPITAL CHEMULPO 1892”와 “仁川英國病院 壬午
年始設”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영문은 “성 누가 병원” 즉 랜디스(Landis)가 1892년(壬辰年 ; 사
진의 임오년은 오기)에 내동에 문을 연 병원으로 낙선시의원(樂善施醫院) 혹은 영국병원(英國病
院)으로 불리었다. 사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세 채의 건물이 바로 그것이며, 현재의 위치에는
대한성공회 내동성당이 있다.

▼ 인천영국병원. | 제공:성공회역사자료관

시장의 탄생과 변화

사진 중간에는 3칸의 기와집이 있는데, 이 건물은 배재학당을 세운 아펜젤러(Appenzeller)목
사가 1891년에 지은 내리교회의 첫 번째 교회당인 “화이트 채플(White Chapel)”로 “노병일씨 6간
회당”으로도 불리었다. 사진에선 건물의 측면이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2칸으로 총 6칸의 건물이
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으로 생각된다. 화이트 채플 뒤로는 초가집과 기와집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은 현재 용동(龍洞)지역 이다.
용동의 왼편은 현재 동인천역이 위치한 인현동으로 사진 촬영 당시 경인선이 놓이기 이전이기
때문에 철로와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넓게 논과 밭이 펼쳐져 있으며, 왼편으로부터 물이
들어온 것이 보인다.
사진이 촬영된 지 19년 후인 1911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지적원도에서 물이 들어오는 부
분은 잡(노;蘆) 즉 갈대가 자라는 곳이었다. 이 갈대밭은 북쪽 해안까지였으며, 만조 때는 바닷물
이 안쪽까지 물이 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7년 후인 1918년에 제작된 “인천부지도(仁川府地圖)”에는 지적원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확인
된다. 바다와 가까운 곳은 황지(荒地)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보다 안쪽은 논(畓)으로, 더 안쪽지역
은 빈 땅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축현역(杻峴驛, 現 동인천역) 앞쪽으로도 논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이 지도에서는 등고선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 당시 지형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중앙시장 일
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인근의 산근정(山根町, 現 전동), 용강정(龍岡町, 現 인현동), 우각리(牛
角里, 現 금곡동), 수도국산 등에서 발원한 하천이 모두 이곳을 통과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과 지도에서 확인한 시장이 건설되기 전 중앙시장 일대는 낮은 지형으로 만조 시 바닷
물이 들어오거나 여러 동의 하천이 흘러나가는 곳이었으며, 주변은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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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지도(1918) 등고선을 기준으로 제작한 지형도에 지적원도 하천(溝, 川)을 합성한 지도.
용동, 전동, 창영동 등지에 발원한 하천이 송현동으로 모여 바다로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다가 만조가 될 경우 송현동 일대가 침수 되었다.

시장의 탄생과 변화

▲ 지적원도(1911)를 지목별로 표시한 지도.
용동과 화평동에 작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었으며, 주위로 밭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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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밭이었던 이곳을 매립한 것은 1925년의 일로 훗날 부산항과 울산 등을 매립해 ‘조선의 매
축왕’이라고 불리던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케다 스케타다는 1912년
군인 신분으로 조선 땅을 처음 밟았으며, 1916년 전역 때까지 경북지역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전
역 후에는 문경과 대구 일대의 국유지를 불하받아 농사, 개간, 식림, 목탄제조업을 시작한다. 그는
1924년 3월에 경상남도 통영서항 매축을 시작으로, 전남 목포, 강원 평강 등에 매축 사업을 진행
하였다.
인천 송현리의 매축을 시작한 것은 1925년 2월로1), 매축공사는 수도국산의 흙을 파내어 갈대
밭을 매우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2) 그러나 당시 수도국산에는 2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
가옥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류재업(柳在業)을 비롯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인천경
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한다.3)

탄원서의 내용 외에도 도로사용 허가를 내세워 도로를 차단하거나 인근 주민집의 판장, 대문,
토담 등을 허락 없이 헐어버리기도 하였다.4) 공사로 인하여 주민과 마찰이 생기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케다의 대리인인 요시자와 조지(吉澤常治)는 주민을 진정시키기 위해여 신문기자를 매
수하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이와 관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피해 외에 공사 인부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한다. 공사 시작 시 고용된 인부 300명 중
약 40명이 조선인 인부였는데, 5월 4일에 조선인 인부 모두를 해고하고 중국인 인부로만 공사를

1) 배석만, 「부산항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기업활동」,『한국민족문화』42, 2012.
2)『시대일보』1925년 4월 30일 2면 5단, “一間斗屋조차 쫏겨날三百貧民”.
3)『동아일보』1925년 6월 25일 2면 1단, “埋築工事외 民怨”.
4)『동아일보』1925년 5월 6일 2면 6단, “二百戶部落을遮斷하고 任意로建造物을破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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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는데,5) 다음 날에는 중국인 인부 대부분이 공사장을 떠난다.6) 조선인과 중국인 인부들
이 공사장을 떠난 것인 임금이 원인이었다.7) 조선인 인부를 해고 한 상황에서 중국인 인부까지
모두 떠나자 다시 조선인 인부를 데려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중국인 인부도 곧 복귀한다.
공사가 재기되었으나 산 밑을 파내는 공사방법 때문에 인명사고가 속출한다. 5월 10일에는 중
국인 석길경(石吉慶)이, 11일에는 조선인 김수중(金壽重)이,8) 17일에는 중국인 왕옥호(王玉虎), 왕
지죽(王芝竹), 류국주(劉國柱)가 사고로 중상을 입는다.9) 31일에는 감독관이 언덕이 무너지는 것
을 보고도 작업 중지를 하지 않고 혼자 도망가 조선
인 조선문(趙善文)과 중국인 문수명(文秀明)이 죽고,
조선인 박춘경(朴春慶), 정문기가 부상을 당하는 사
고가 발생한다.10)
이에 조선인과 중국인 인부는 동맹파업을 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한다.11)

사토병원(佐藤病院) ▶
매립공사 사고로 다친 박춘경, 정문선 등이 입원 했던 곳으로 신정
19번지(現 신포동 19번지)에 위치했다. | 출처:대경성사진첩

5)『매일신보』1925년 5월 6일 1면 2단, “苦力에게蠶食되는 仁川의勞動界”
6)『매일신보』1925년 5월 7일 2면 3단, “苦力突然盟罷”.
7)『매일신보』1925년 5월 6일 1면 2단, “苦力에게蠶食되는 仁川의勞動界”.
8)『시대일보』1925년 5월 13일 2면 6단, “死傷者連日續出”
9)『동아일보』1925년 5월 19일 2면 4단, “仁川埋築工事에 人夫三名重輕傷”
10)『동아일보』1925년 6월 1일 2면 1단, “閻羅魔殿의 埋築工事場 丘陵崩壞로도四名死傷”
11)『동아일보』 1925년 6월 3일 3면 1단, “仁川埋築人夫結局同盟罷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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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는 두 가지 조건 중 두 번째만 받아들이고 첫 번째 조건은 받아 드리지 않는다. 그
러나 다음 날 인부들은 동맹파업을 해체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식당의 식대독촉과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였다.12)
공사가 여름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배수와 관련한 문제였다. 앞서 지
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송현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주변의 하천이 모여 바다로 나가는 하수구 역
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축공사로 이 하천이 막힐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화평동의 이성진
(李成鎭) 외 주민 100명은 매축공사로 암거와 개천이 막혔으니 침수를 방지할 설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13) 그런 뒤 얼마 후 북편 수문동(水門洞)에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면서 배수를
위한 수문을 막아 주민들은 또 다시 인천부청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나,14) 공사관계자는
공사가 끝난 후에 개천을 내준다는 말 뿐이었다.15)
결국 장마철이 되자 매축지 인근 지역이 침수되는데, 7월 10일에 송현리 7가옥, 화평리 10가옥,
송림리 6가옥, 금곡리 5가옥으로 총 28가옥이 침수된다.16) 특히 금곡리 일대는 진흙으로 교통이
두절되고 집안까지 물이 차자 주민들은 공사관계자에게 배수로를 막은 둑을 허물라고 한다. 그
러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인천소년척후군(仁川少年斥候軍)의 단장과 단원이 둑을 끊어 위급한 상황
을 면한다.17)
약 한 달 후인 8월 8일에도 비가 내려 공사장 일대 18가옥이 침수되었으며,18) 8월 29일에도 송
현리, 송림리, 금곡리 일대의 50여 가구가 침수되었다.19)
주택붕괴, 임금문제, 가옥 침수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던 공사는 8월 21일에 이르러 완전히 중
단된다. 공사 중단의 원인은 공사를 맡은 사토쿠미(佐藤組)에서 임부의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
급하지 않고 미룬 것이 발단이었다.20)

12)『동아일보』1925년 6월 5일 2면 2단, “無條件復業”.
13)『동아일보』1925년 5월 28일 2면 7단, “住民歎願”.
14)『동아일보』1925년 6월 14일 2면 7단, “仁川埋築工事 去益橫暴”.
15)『동아일보』1925년 7월 11일 2면 1단, “問題의埋築工事로 二十八戶浸水”.
16)『동아일보』1925년 7월 11일 2면 1단, “問題의埋築工事로 二十八戶浸水”
17)『매일신보』1925년 7월 12일 2면 4단, “仁川에도洪水 少年軍徹夜活動”.
18)『동아일보』1925년 8월 9일 2면 6단, “또十九戶浸水 인천매축공사로”.
19)『동아일보』1925년 9월 1일 5면 6단, “問題의埋築工事로 三洞里又復被害”.
20)『동아일보』1925년 8월 22일 5면 4단, “問題의仁川埋築工事人夫休業으로中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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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중지 이후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는 재정문제로 매립지를 토지대 15만원, 공사비 9
만1천원으로 안동의 이토 세이지로(伊藤淸次郞)에게 인계하기로 한다.21)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
지 토지가 인계되지 않는다.22)
공사가 중지된 채로 해를 넘기고, 1926년에도 일대의 침수는 계속된다.23) 특히 1926년 7월 19
일에는 폭우와 함께 만조가 겹쳐 공사장 주변의 200가구가 침수된다.24) 1927년에 들어서도 공사
는 중지된 상태였으며 배수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인근 주민은 배수 공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천경찰서와 인천부윤에게 보내나 상황은 변화하지 않는다.25)
1925년의 공사가 중지될 당시 공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나, 1927년 3월의
기사에 따르면 토지를 조선척식주식회사로 넘겨 채전(菜田)을 경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아 매
립이 어느 정도는 완료된 상태로 보인다.26) 토지를 인수 받은 조선척식주식회사는 이케다 스케
타다가 설립에 관여한 곳이었으며,27) 인천부사(仁川府史)에 수록된 “인천해수면매립도”에 따르면
1931년 당시까지 매립지는 이케다의 소유로 확인된다.

21)『동아일보』1925년 9월 5일 2면 6단. “問題의埋築工事 경영자변경”.
22)『매일신보』1926년 7월 18일 5면 7단, “仁川에도水亂”.
23)『매일신보』1926년 7월 18일 5면 7단, “仁川에도水亂”.
24)『매일신보』1926년 7월 20일 3면 7단, “仁川浸水二百戶 매립공사가원인”.
25)『매일신보』1927년 3월 19일 3면 4단, “仁川盧田埋立 陳情書提出”.
26)『매일신보』1927년 3월 19일 3면 4단, “仁川盧田埋立 陳情書提出”.
『동아일보』1927년 3월 19일 5면 3단. “埋築地 害毒을 附近住民이府에陳情”.
27) 民衆時論社 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朝鮮功勞者銘鑑』, p.689,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im_215_13604(accessed 2013.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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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5월에 이케다는 경매를 통하여 송현리, 화평리 일대의 6만평의 토지를 시게하라 에
이이치(茂原銳一)에게 인계한다.28) 당시 토지에는 약 1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를
인수받은 시게하라는 대지료를 평당 5전에서 2배인 10전으로 인상하기로 한다. 이에 주민들
은 반대회를 조직해 집단행동에 나서며,29) 이후 시게하라와 주민들 간의 싸움이 계속되자 경
찰 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선다. 이에 시게하라는 대지를 5등급으로 나
눠 1등지는 5전부터 차등하여 대지료를 매기기로 하면서 지대 문제는 일단락된다.

◀ 인천부해면매립도(1931)
송현동 일대가 이케다사유지(池田私有地)로 표시되어 있다.

28)『동아일보』1934년 7월 11일 5면 1단, “新地主出現 垈地料引上”.
29)『동아일보』1934년 7월 18일 5면 1단, “借地料引上 反對會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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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현리일용품시장
1935년 3월 인천부에서는 송현리에 공설일용품시장을 계획한다. 시장을 계획할 당시 인천부에
는 2개의 공설일용품시장과 청과곡물시장이 존재했다. 공설 제1시장은 어류를 판매하던 곳으로
신정 41번지(現 신포동 41번지)에 위치하였고, 공설 제2시장은 야채류를 팔던 곳으로 신정 7번지
(現 신포동 7번지)에 위치하였다. 청과곡물시장은 용강정에 위치하여 과일을 주로 판매하였다.

▲ 공설 제1시장 | 출처:인천부사

▲ 공설 제2시장 | 출처:인천부사

공설시장 외에도 우각리시장이라고도 불리는 배다리시장이 있었다. 이 배다리시장은 조선인
이 거주하고 있던 송현리, 송림리, 금곡리와 가까워 일본인 거주 지역에 위치한 공설시장과는 대
비되는 곳 이었다.
송현리일용품시장 계획 당시 경기도에 제출한 인가원에는 부지 1,500평과 건설 예상금액
65,500원으로 건물 계획은 백화점(데파토)식이였다. 외형은 사각형으로 주위에 2층의 잡화점을
두고 두 점포가 서로 등을 지고 안과 밖을 바라보도록 하였으며, 안쪽에는 지붕이 있는 대시장
을 둔 형태였다. 바깥쪽의 2층 잡화점은 88개, 대시장의 점포는 46개이며 2개의 공중화장실도 계
획되었다. 시장의 건설 목적은 경인선 북쪽의 4만 주민의 편의와 부근 동리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으나,30) 실질적으로는 배다리시장의 조선인 상권을 견제하기 위한 시설로 생각된다.

30)『매일신보』1935년 3월 10일 4면 8단, “六萬餘圓의 巨費로 模範日用品市場設置”.
『동아일보』1935년 3월 21일 3면 1단, “仁川松峴里에 日用品市場建設”.
『조선중앙일보』1935년 3월 23일 2면 8단, “仁川府松峴里에 公設市場을建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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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세일반 지도 부분(1930).
공설 제1시장은 공설어시장으로, 공설 제2시장은 공설야채시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 인천부세일반 지도 부분(1930).
상인천역(現 동인천역) 앞쪽으로
청과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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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리일용품시장이 계획된 부지는 현재 송현자유시장으로 당시 그 곳에는 36가구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거주 주민들은 인근에 더 넓은 공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
옥을 철거하려 하자 시장 건설을 반대하며 부지를 옮겨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천부는 강경
한 태도로 원래의 시장부지를 고수한다.31)
당시 시장부지의 주인은 이케다에게 부지를 인수받은 시게하라 에이이치였다. 인천부는 시게
하라에게 토지를 빌려 시장을 건설하고, 시장의 임대료로 토지대금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
나 부지문제가 계속되자 7월 시게하라는 해당 부지 1,500평과 건설비 5,500원을 부에 기부한다.32)
토지가 인천부로 넘어 왔으나 주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거주민들은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한
다. 이에 경기도는 인천부에 주민들의 승낙서가 있어야 인가를 내준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인천
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주민들은 결의서를 배포한다.33)

31)『조선중앙일보』1935년 3월 26일 2면 1단,1단, “仁川松峴里住民들 道當局에陳情書提出”.
『매일신보』1935년 3월 26일 2면 3단, “公設市場建築基地 住民撤去不應”.
『매일신보』1935년 3월 27일 2면 5단, “總督,知事에게까지 陳情書를提出”.
『조선중앙일보』1935년 5월 25일 2면 1단, “仁川松峴里住民 道當局에또陳情”.
『동아일보』1935년 6월 12일 5면 7단, “仁川市場敷地問題로 二十五名上京”.
『매일신보』1935년 6월 18일 5면 1단, “仁川府營市場建設에 一部地元民反對”.
32)『동아일보』1935년 7월 23일 5면 10단, “茂原地主美擧”.
33)『동아일보』1935년 9월 20일 13면 4단. “市場問題로 決議書配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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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부지 문제로 상경한 25인.
상경한 주민드른 경기도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출처 : 동아일보 1935년 6월 12일

11월에 들어 인천부는 시장부지에 거주 중인 36가구를 신화수리의 전 형무소 자리로 이전해
주기로 하며, 이전 비용으로 매 칸 16원에서 27원을 지급한다.34) 또한 이전을 하는 주민 중에 토
지를 매입하기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연부(年賦)로 매각하는 조건으로 토지문제는 해결
된다.35)
주민과의 분쟁이 해결 되자 경기도는 시장을 인가하며,36) 이에 인천부는 1936년 2월에 시장을
착공한다. 37)

34)『매일신보』1935년 11월 8일 4면 8단, “松峴日用品市場 基地問題解決”.
35)『동아일보』1935년 11월 22일 5면 6단, “松峴里市場解決되자 또當局의怪態”.
36)『동아일보』1935년 12월 28일 3면 5단, “仁川松峴里 日用品市場認可”.
37)『매일신보』1936년 3월 16일 4면 11단, “松峴里日用品市場 五月에竣工”.

시장의 탄생과 변화

인천부와 주민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던 5월 송현리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
다. 도로는 경인선 북쪽에 위치하여 금곡리와 화평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길이는
450m, 폭 10m로 12,000원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공사비 6,000원과 토지는 시게하
라 에이이치(茂原銳一)가 기부하였다. 준공식에는 인천부윤 등이 참석하였으며, 일
본식으로 치러졌다.38) 이 도로는 나중에 건설되는 일용품시장과 배다리, 화평철교
를 연결하게 되며, 이것은 경인선 남쪽의 소비자와 시장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로
서 건설된 것이다. 해방 후 길 양편으로 건물들이 들어서 시장을 형성한다.

▲ 신도로 개설 후 치러진 초도식(初度式).
일본식[神式]으로 치러진 개통식에는 송현리 김준기씨와 그 가족을 선두로 초도식을 거행하였다.
출처 : 매일신보 1935년 5월 31일

인천부에서는 시장의 착공과 동시에 시장 사용자를 모집하는데, 모집 초기에는 500명의 지원
자가 몰리는 등 상당한 인기를 끈다.39) 그 중 부호들이 인가를 받은 후 권리금을 받고 일반 상인
에게 팔려고 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취소하는 일도 발생한다.40)

38)『동아일보』1935년 5월 19일 5면 3단, “仁川松峴里의 新通路竣工”.
『매일신보』1935년 5월 31일 4면 9단, “松峴里新道路 二十八日竣工式”.
39)『동아일보』1936년 3월 7일 4면 5단, “松峴市場貸付申請 五百名突破”.
40)『조선중앙일보』1936년 6월 17일 4면 9단, “店鋪는열기도前에 自進取消者續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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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착공 5개월 후인 7월 1일에 점포수 118개, 28종의 상점으로 송현리일용품시장이 개시한
다. 송현리일용품시장은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었지만 개장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한
다.42) 1939년에 발행된 “인천부세일람”에 기록된 1936년부터 1938년까지의 시장 매상고가 기록되
어 있다.
기록된 매상고에 따르면 다른 시장에 비해 송현정일용품시장이 매상고도 높고, 해가 갈수록
매상이 늘고 있으나 점포수 대비 가장 낮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부진과 관련하
여 1937년 1월 17일자의 매일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시장 상인들은 부진을 타계할 목적으로 야시장을 운영하거나 원료를 직접산지에서 구입하
는 공동구입을 실시하기도 한다.43) 야시장의 경우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부진이 해결되지
는 못한다.

41)『매일신보』1936년 3월 16일 4면 11단, “松峴里日用品市場 五月에竣工”.
42) 1936년 9월 26일 부령 제93호로 ‘부·군(府·郡)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 개정’을 공포로 송현리(松峴里)는 송현정(松峴町)으로 바뀌어 시장 명칭도
송현정일용품시장으로 개정된다.
43)『매일신보』1938년 8월 4일 4면 6단, “仁川松峴日用品市場 共同購入制實施”.

시장의 탄생과 변화

[1939년 시세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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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일용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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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야시장은 1930년에 인천신사가 처음으로,44) 이후 외리45), 용강정46) 등에
연이여 야시장이 개설되었으며 그 중 박영섭이 운영하던 용강정의 야시장은 용강
정부터 금곡리까지의 대로에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되었다.
1937년 4월 인천상공협회에서는 용강정 야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시 운영자
인 박영섭과 교섭하였으나 실패한다. 그 후 장소를 송현리일용품시장의 대로(大路)
로 바꿔 경찰에 허가원을 제출하나 그곳도 이미 박영섭이 허가원을 제출한 곳이었
다.47) 야시장의 인가 문제로 대상 선정이 늦어지자 야시장의 상인들은 조속한 허
가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후 박영섭의 양보로 인천상공협회 쪽으로 야시장 운영허가가 났으며48) 상공
협회는 본래 10전을 받던 사용료를 절반인 5전으로 낮춰 7월 10일에 개시하는데,
당시 운영 노점은 103점포였다.49)
다음해인 1938년에도 야시장이 개시되며 점포수는 200여개로 늘어난다.50) 이후
매년 점포수가 늘어났으며,51) 1940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되던 것을 연중무
휴로 운영하게 된다.52)

44)『매일신보』1930년 7월 10일 6면 2단, “仁川에夜市開設”.
45)『매일신보』1930년 8월 6일 2면 9단, “仁川外里夜市 連日大盛況”.
46)『중외신보』1930년 8월 1일 4면 8단, “龍岡町에도夜市開市”.
47)『매일신보』1937년 4월 11일 3면 6단, “仁川商工協會 夜市經營運動”.
48)『매일신보』1937년 7월 4일 4면 1단, “問題中의仁川夜市 商工協會에許可”.
49)『동아일보』1937년 12월 3일 3면 4단, “仁川夜市百餘店鋪 豪華로히開市”
50)『매일신보』1938년 7월 28일 4면 8단, “仁川松峴夜市 昨今크게 殷盛”
51)『매일신보』1939년 3월 31일 4면 5단, “仁川夜市許可”.
52)『매일신보』1940년 11월 26일 3면 9단, “仁川의夜市 年中無休로營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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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개설된 지 2년 후 인 1937년 인천부에서는 인천시가지계획의 첫 번째 사
업으로 북부간선도로가 계획된다.53) 북부간선도로는 송현정일용품시장의 북쪽에
금곡정와 화평정을 잇는 도로로 1935년에 건설된 도로와 평행하게 계획되며,54) 규
모는 이전의 도로보다 커져 폭 20m, 연장 600m로 총공사비 170,000원이었다.
북부간선도로 건설지인 3,880평에는 155가구의 조
선인이 살고 있었으며, 인천부에서는 이들에게 이전비
를 지급하기로 한다. 비용은 최저 20에서 최고 35전
으로 한다. 그러나 이전비를 철거 후에 지급하기로 하
는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 하였으나, 이전비를 우
선 지급하고 철거하였다. 그러나 철거민은 새로 집을
지을 곳이 없어 인천 각지에 토막집을 짓고 산다.
주택의 철거 후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38년 9월에
도로가 준공 되었으며, 송현교도 함께 개통되었다.55)

부진이 계속되던 시장은 일제강점기 말이 되자 변화를 맞이한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45년 4
월부터 6월까지 경성, 부산, 평양, 대구 등의 주요도시에 소개공지와 소개공지대를 수 십 곳 지정
한다, 그 중 인천은 3곳에 소개공지대가 지정된다.56)

기점

종점

북부공장방공선

만석정

송현정

철도경인선연선

만석정

대화정

용강궁정선

용강정

궁정

53)『매일신보』1937년 1월 19일 3면 1단, “北部仁川의大動脈 幹線道路를新設”.
54)『매일신보』1937년 6월 19일 4면 5단, “公開는못하나 適當히善處”
55)『동아일보』1937년 9월 22일 7면 4단, “伸長하는 大仁川 北部幹線一部竣工”
56)『조선총독부 관보』1945년 4월 19일 제5459호 1면,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

폭

연장

100m
2,300m
편측 30m
2,500m
(일부 철로선 편측)
50m
750m
(일부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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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공장방공선의 경우 폭의 100m, 길이 2.3Km로 전국에서 지정된 소개공지대중 가장 큰 규
모였다. 이 소개공지대는 인천을 크게 남북으로 나누고 북부 공장지대와 남부 주거지역을 분리
하는 역할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소개공지대 지정 후 대상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철거가 시작된다. 철거된 가옥은 2000가구이
며, 이재자(罹災者)는 20,000여명에 달하였다. 또 북부공장방공선에 위치한 송현정일용품시장도
철거되었으며 빈터가 되어 광복을 맞이한다.57)

1945년 3월 10일 미국은 일본을 무력화 시키고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도쿄
와 그 주변에 대량의 소이탄을 투하한다. 이 도쿄 대공습으로 15만 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소이탄으로 인하여 26만 여 채의 가옥이 불탔다. 이후 화재가 번지를 것을
막기 위해 소개공지와 소개공지대를 조성한다. 소개공지는 불이 옮겨가지 못하도
록 광장과 같은 빈터를 만드는 것이고, 소개공지대는 도로와 같이 긴 띠 형태의 빈
터를 뜻한다.

57)『대중일보』1945년 12월 17일 2면 5단, “消費勤勞層을爲한 松峴市場復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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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동의 소개공지(1947년).
1945년에 지정된 용강궁정선 소개공지대로 사진 중앙의 신흥초등학교 앞쪽에 사각형 형태의 소개공지와 함께 동인천역까지
의 길을 따라 소개공지대가 조성되어 있다. | 출처:인천시 지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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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후 시장의 발전
빈터로 해방을 맞은 송현일용품시장은 1945년 12월 제물포상인보존회가 군정청과 시청의 허가
를 얻어 시장 재건을 시작한다.58) 시장의 정확한 완공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46년 6월에 조합원
을 모집하고,59) 11월 20일에 완공 예정이었던 것이 27~28일 정도 지연된다는 기사로 보아,60) 12월
무렵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배다리와 송현일용품시장을 중심으로 송현동, 화평동, 도원동, 창영동 등지에 야미시
장 61)즉 노점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인천부에서 이러한 노점의 관리, 물가 안정을 위하여 소
성자유시장자치조합(이하 자유시장)을 조직한다.62) 이 조합은 송현동 100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 일대의 노점상을 가입시켰다.63)

▲ 1948년 자유시장 입구(배다리 방향).
자유시장 간판 앞으로 노점상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 사진:Norb-Faya

58)『대중일보』1945년 12월 17일 2면 5단, “消費勤勞層을爲한 松峴市場復活”.
59)『대중일보』1946년 6월 18일 2면 8단, “松峴市場再建”.
60)『대중일보』1946년 11월 29일 2면 2단, “松峴洞公設市場 資材難等으로工事遷延”.
61) 일본어 야미(やみ, 闇)에서 온 말로 암시장을 의미한다.
62)『대중일보』1946년 12월 1일 2면 2단, “自由市場設置”.
63)『대중일보』1946년 12월 15일 2면 3단, “소성자유시장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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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에 들어서 인천부는 소개공지와 기타 공지의 무허가 건물과 노점을 철거하고자 한다.
소개공지에 위치한 자유시장 역시 철거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는 700여 노점이 장사
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북에서 내려온 전재동포(戰災同胞)와 해방 후 폐쇄된 공장의 노
동자들이었다.
상인들이 시장 철거에 반대하자 인천부에서는 자유시장을 철거하는 대신 송현3동회와 조선강
업 사이의 산업도로로 시장 이전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상지가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있어 상인
들은 대상지를 답동의 소개공지로 변경을 요청하나 인천시는 유원지의 예상부지라는 이유로 거
절된다.64)
자유시장의 이건을 요구할 당시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논의는 추
석 이후로 미뤄진다.65) 추석 이후 상인들은 겨울이 온다는 이유로 다음해 봄까지 이전을 미뤄달
라고 요구하며, 일반 시민들도 전재동포의 어려움을 알고 선처를 요청한다.66) 이로서 자유시장의
이전은 해를 넘기게 된다.

62)『대중일보』1947년 9월 18일 2면 5단, “撤退令받은松峴市場 畓洞空地要求”.
62)『대중일보』1947년 9월 10일 2면 1단, “邵城市場配送”.
63)『대중일보』1947년 11월 21일 2면 1단, “自由市場에 府民輿論 今冬內移轉은不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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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는 송현일용품시장은 자유시장과 송현신시장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이를 타계하
기 위해 인천부에 야시장 운영 신청과 함께 소성자유시장의 이전을 요구한다.67) 그러자 인천부에
서 답공의 소개공지를 이전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소개공지에 이미 전재민들이 토막집을 지어 살
고 있었다는 이유로 자유시장 측은 이전을 하지 않는다.68) 도리어 경인선변의 하수도를 복개하여
시장 건물을 지으려고 하여 송현일용품시장의 반발을 산다.69)
해를 넘긴 1946년 6월 송현일용품시장은 확장 및 내부개조 후에 금곡동 도로변의 노점을 수용
하기로 한다. 이러한 노점상의 수용은 자유시장의 이전 작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7월 22
일 표양문 인천부윤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자유시장은 이전을 면하게 되고 12월에 들어 송현일용품시장과 자유시장은 합동하여
중앙시장을 발족한다.70) 그러나 다음해 1월에 자유시장자치회의 회장인 이종환(李鐘漢)이 시장의
전기공사비와 점포수리비, 상인 저금 등을 횡령해 잠적한다. 당시 이종환은 중앙시장의 이사장
을 겸하고 있어, 상인들은 시장자치회를 해체하고 상인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종환을 제명한
다.71) 이종환의 횡령사건으로 중앙시장 발족은 재논의 되며,72) 논의 후 송현일용품시장 구역을 자
유시장까지 확대하고, 이름을 중앙시장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인천부에 제출한다.73) 시장 명칭
변경인가는 4원 11일에 이루어지며, 정식으로 중앙시장이 발족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
쟁이 발발한다.74)

67)『대중일보』1948년 9월 9일, “앞뒤市場繁盛바람에 파리만날리는松峴市場”.
68)『대중일보』1948년 9월 16일, “最後撤去通告받고 畓洞空地住民들府에눈물로呼訴”.
69)『대중일보』1948년 6월 20일, “中央市場問題再爆發”.
70)『경향신문』1949년 12월 20일 2면 9단, “兩市場을합동 中央市場發足”.
71)『대중일보』1950년 1월 28일 2면 2단, “工事費着服? 商人들態度注目”.
72)『대중일보』1950년 2월 9일 2면 1단, “邵城市場紛糾問題最後段階로 兩市場繁榮目標”.
73)『대중일보』1950년 3월 12일 2면 5단, “中央市場發足在邇 松峴市場區域擴張申請”.
74)『대중일보』1950년 4월 22일 2면 2단, “中央市場遂發足”.

시장의 탄생과 변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발행된 “인천시세일람”에 따르면 중앙시장은 운영이 재기된 것으로
보이며, 1953년에는 중앙시장 일대 도로에 대한 정비가 시작된다.75) 일제강점기 매립 당시 하수
구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됐기 때문에 도로포장과 함께 하수도를 준설
한다.76)
[1952년 인천시세일람]
시장명 소재지 설립연월일 점포수

중앙
시장

인천시
송현동

4283.4.10

621

매매고(단위 : 환)
농산물
109,800,
000

수산물
36,000
000

직물류
157,680
000

축산류

기타잡품

-

298,960,
000

이어서 인천시 내무부위원회에서 중앙시장구역 확장 안이 통과되는데 사설시장과 그 주변이
확장 대상 구역이었다.77) 이후 내무위원회에서는 금곡동 일대까지도 확장 구역에 포함한다. 당시
확장 대상부지는 국가 귀속재산으로 관재당국의 협조로 시장부지 계약이 체결되며, 확장된 구역
은 송구(松區)로 불린다.
확장 구역 면적은 338평으로 건물 3개 동과 184개의 좌판을 설치하고, 수용인원은 특설구역에
64명, 방화도로에 70명, 확장공사로 인한 철거민 20여명 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주고 양
키시장의 상인도 포함하였다. 1954년 1월 4일에 상량식이 치러졌으며,78) 2월 7일에는 낙성식이 성
대하게 치러졌다.79)
그해 12월에는 100동의 추가확장이 계획되어 195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사경비는 공
사구역의 상인들이 부담하였고, 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건영사(建營社)에서 맡았다. 1955년 3
월 5일에 착공하여 4월 10일에 준공되었으며 2층으로 된 38동의 점포와 단층의 105동으로 공사
비를 부담한 상인이 입주하였으며, 주로 식료품을 판매하였다.80)

75)『대중일보』1948년 9월 9일, “앞뒤市場繁盛바람에 파리만날리는松峴市場”.
76)『대중일보』1948년 9월 16일, “最後撤去通告받고 畓洞空地住民들府에눈물로呼訴”.
77)『대중일보』1948년 6월 20일, “中央市場問題再爆發”.
78)『경향신문』1949년 12월 20일 2면 9단, “兩市場을합동 中央市場發足”.
79)『대중일보』1950년 1월 28일 2면 2단, “工事費着服? 商人들態度注目”.
80)『대중일보』1950년 2월 9일 2면 1단, “邵城市場紛糾問題最後段階로 兩市場繁榮目標”.

| 37

38 |

인천 중앙시장

▲ 1956년 무렵의 중앙시장.
중앙시장의 확장이 완료된 직후의 모습으로 2층의 건물이 길 양쪽으로 들어섰다. | 출처 : 인천사진대관

1955년 확장된 중앙시장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갑구(송구), 을구, 병구로 불렀으며, 갑구는
238점포, 을구는 82점포, 병구는 91점포로 약 400여개의 점포가 운영되었다.74) 건물은 배다리부
터 화평동까지 2층의 연립형태였다.
건설 직후인 1956년 발행된『인천상공명감』의 “중앙시장 특집편”에는 당시 시장운영과 각 구역
별 업체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시장번영회가 송현동 100번지에 조직되어 있으며
창립은 1952년이었다. 상정목록에 따르면 주단, 포목 등을 파는 직물관련 상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류, 양품(洋品) 순이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갑구의 경우에는 직물,
양품이 가장 많았으며, 을구의 경우 의류 상점의 비중이 높았다. 그에 반해 중앙시장 바깥에 위
치한 상점에서는 식당 및 식료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물관련 상점의 경우 주단포목점이 주를 이뤘으며 양복감을 판매하는 곳은 극히 일부였으나,
의류관련 점포의 대부분은 양복점과 양장점이었다. 그 외에도 신발, 모사(毛紗), 가방, 모자, 양말,
시계, 귀금속 등의 잡화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상점은 시장입구 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양품
의 경우 상당수가 현재 송현자유시장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식당, 식료품 상점의 수
는 적은 편이었다.

81)『경기문화사』仁川商工名鑑』,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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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인천상공명감』에 나타난 중앙시장 내 각 구별 업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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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리일용품시장 개설 당시 시장은 동인천역과 가까웠지만 역의 출구가 남쪽으로만
있어서 경인선 남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장을 오기위해서는 배다리철교나 화수철
교를 지나 먼 길을 돌아야만 시장에 올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시장의 개설 당시 부진
을 겪으며, 이러한 문제는 계속 된다.
이후 동인천역의 출구를 북쪽으로 내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며, 1955
년에는 인현동과 시장을 연결하는 지하도를 건설하려고 하나 인현동 일부 상인의 반대
에 부딪혀 건설되지 못한다.
8년 후인 1963년에 지하도가 다시 계획된다. 지하도의 규모는 길이 50m, 길이 8m, 높
이 3m로 공사는 입찰을 통해 협화조(協和組)에서 798만원에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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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2월 15일에 기공되어 6월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11월 20일에 개통된다. 개통당시 모습
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지하도의 개통으로 중앙시장과 인현동 상권이 직접 연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을 이용하
는 사람들의 화평철교와 배다리철교 방향 이용이 줄어든다.

▲ 1963년에 개통된 동인천지하도.
동인천역 광장과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내부에 상점이 위치하였다. | 출처:사진으로 본 인천항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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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들어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으로 섬유관련 산업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시장 판매
물품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직물관련 상점이 줄어들고 의류관
련 상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한복의 경우 이전에는 별도의 상점이 없었으나 새롭게 상점들이
생겨났으며, 학생복, Y셔츠, 메리야스 등도 새롭게 생겨난 점포였다. 직물의 경우 포목주단 일색
이었던 것이 뽀뿌링(포플린(Poplin))82) 등의 일정 직물만을 판매하는 상점이 나타났으며, 신발도
고무신 대신 양화점이 등장하였다. 의류, 직물관련 업종 외에도 여인숙, 도자기, 경금속 등의 상
점들이 생겨났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시장 외부에는 식당 및 식료품 매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목조로 지어진 중앙시장 건물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70년대 일이다. 공사는 갑구가 우
선 시작되었다. 갑구 공사의 시작은 하천의 복개였다. 1950년대에 지어진 목조 건물 뒤쪽으로는
하천이 있었는데, 이 하천을 철근콘크리트로 복개하였으며, 그 규모는 길이 600m, 폭 3.08m이였
다. 소요예산은 총 3억 6750만원 중 78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2억 8950만원은 민자
로 하였다.83)

▲ 중앙시장 갑구의 공사모습.
공사로 갑구는 3층의 상가아파트형 건물이 들어섰으며, 이후 을구와 병구에 같은 형태의 건물을 짓는다. | 제공:굿모닝인천

82) 직물의 하나. 명주실, 털실, 무명실 따위로 날실을 가늘고 촘촘하게 하고 씨실은 굵은 실을 이용하여 짠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평직물이다.
주로 무명의 것을 이르며 와이셔츠나 여성복지용으로 쓴다.
83) 인천시,『인천도시종합개발계획』, 인천시,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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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복개 후 철근콘크리트로 상가아파트 형태의 시장이 지어진다. 규모는 3층으로 연건평
2,940평이며, 점포는 총 158개, 아파트는 158가구이며, 2억의 공사비로 1970년 6월 25일에 착공된
다.84) 공사 착공 후 한 달 남짓이 지난 8월 8일에 공사장과 인접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한다.
사고가 있기 몇 달 전 서울에서는 와우아파트가 붕괴되는 일이 있어, 시장 상인들의 충격은 더
욱 컸다. 사고의 책임을 물어 붕괴된 건설사 대표와 공사 관리자가 구속되었으며, 이후 공사는 계
속 되어 1973년 이후에 완공 되었다.85)

84)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시사 下』, 인천시, 1973.
85) 1973년 간행된『인천시사 下』에 개축 중으로 표시.

시장의 탄생과 변화

1970년 8월 10일 매일경제
8일 인천시 송현동 지하상가 북쪽 입
구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파일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폭삭 내려앉으면서 지하
도 입구 문화양품점등 4개 점포를 무너
뜨리는 사고가 발생, 7명이 압사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참사가 일어났다. 이
날 사고 현장은 문자 그대로 날벼락을 맞
은 아비규환의 도가니로 화해버렸다.
이날 하오 2시 45분 쯤 인천시 송현동
100 중앙시장상가 신축공사장 옆 안상훈
씨(35)의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신축
공사의 철추를 내리치는 파일작업 때문에 그 진동을 이기지 못해 폭삭 무너져 지하
도 입구를 덮어버린 것이다. 이 사고로 건물 밑에 있던 시민상회(주인=김용영·57), 문
화양품점(주인=이병달·50) 등 4개 점포가 깔려 지하도 수도꽃집 여주인 김정자여인
(27·인천시 송현동 181) 등 7명이 압사하고 동양건설 진흥공사 노무자 오기환씨(37·
서울 성북구 삼양 2동 4통 10반)등 2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천 기독병원, 도립병원, 한
외과, 황외과 병원 등에 분산 수용 가료중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20분 후에 예비군 3백여 명을 동원, 미군 202항만 사령부에서 지
원한 지게차 2대와 동방운수 크레인 등 7대, 용산 공작창에서 철도용 1백 톤 크레인
등을 빌어 구조작업에 나서 사건 발생 12시간 만인 9일 새벽 2시쯤 막혔던 지하도를
가까스로 개통 시켰다.
이 지하도상가는 지난 3년 11월 남해토건에 의해 건립된 것인데 올 들어 인천시는
철길연변의 낡은 중앙상가를 헐고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하천 복개공사를 발주 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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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과 화재
1970년 이전 중앙시장의 건물은 목조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였다. 그래서 매년 겨
울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완전 온돌 철거하고, 방화벽을 세우고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겨울철마다 발생하
였다.
32개의 점포를 전소시킨 1970년의 화재는 당시 갑구의 공사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
워 피해가 컸으며, 1971년 11월에는 연탄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숨졌다.
갑구가 철근콘크리트로 개축된 1973년 이후에도 화재는 계속되는데 1974년 3월의 화
재로는 점포 2동이 소실되었으며, 특히 1977년 2월에 담뱃불로 발생한 화재로 점포 32
동이 전소되고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다. 이 불로 인천소방서 소방차 27대, 서울
소속 소방차 8대, 미8군 소방차 3대 등 총 44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으며, 소방관 150명,
경찰 210명, 민방위대원 1500여명, 시청 공무원 800여명이 진화에 참여했으나 소화전의
단수와 노점상이 방화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진화가 늦어졌다.
이 화재로 을구 대부분의 건물이 불탄 것으로 보이며, 소실된 건물은 갑구의 건물과
같은 3층의 상가아파트로 재건된다.

▲ 1970년대 초 중앙시장 화재모습

시장의 탄생과 변화

4. 멈춰진 시장
현재 시장은 중앙시장과 송현자유시장으로 나뉘어 있다. 중앙시장은 경인선 선로와 나란히 위
치한 길의 양쪽에 있는 상점으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송현자유시장은 중앙상사주식회사에
서 운영하는 곳으로 구역으로는 과거 송현리일용품시장 위치이다. 두 시장 외에도 북부간선도로
에도 별도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 조사구역 내 중요 업종 분포도.
중앙시장 내에는 한복, 침구, 의류가 대부분이며, 송현자유시장 서편에는 순대, 곱창 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화도진로에는
배다리 방향부터 장판, 비닐과 그릇, 가구 상점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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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구역 내에는 총 300여 점포가 영업 중이
다. 중앙시장에는 현재 100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
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복
점과 침구점이다. 송현자유시장도 100개의 점포
가 있으며, 이곳은 군용품, 수입품, 남성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선집, 오바로크집 등이 모여
있다.
두 시장 외에도 화도진로에는 70여개의 상점이
영업 중이며, 가구, 그릇, 비닐과 같은 품목을 주
로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40여개의 점포가 조
사구역내에 위치한다.
중앙시장에는 상인회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이 상인회는 한복계, 침구계로 나뉘어 있으며,
연 1회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며,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모임을 갖는다. 2013년에는 중앙시
장 마을협동조합이 탄생하였다. 이 협동조합은 혼수물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중앙시장의 테
마를 살려 첫 사업으로 초례청 행사를 실시하였다. 협동조합에서 마을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시장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동인천역 주변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다.
2011년에는 송현동 100번지 일대의 건물을 헐고 북광장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정비촉진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중앙시장 일대는 재정비촉진 1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
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 상인들이 상점을 팔고 떠나면서 상권이 약화된 것이다.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오래된 건물도 한 몫 하였을 것이다. 시장 내의 건물
은 1970년대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조사 구역 내의 건물 대부분이
1960~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외부에 도색을 다시 하는 경우 외에는 변화가 없으며, 실내 인테리
어만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당시 지어진 건물은 3층의 높이에 1층에는 상점을 두고 2~3층은 살림집이었다. 건설 이
전 건물의 뒤쪽 하수구를 복개하여 건물의 깊이는 깊어졌으나 상점의 폭은 유지되어 장방형의
평면 건물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점은 2개 이상의 상점을 함께 이용 중이다.

시장의 탄생과 변화

건축물대장에서 연혁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중 일부는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
정된다.
송현자유시장의 건물은 1972년에 지어진 것으로 2층은 극장과 주택이 위치한다. 2005년 극장
이 문을 닫은 뒤에는 1층의 시장만 영업 중이며, 2층의 주택에는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2007년에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건축연도.
시장 대부분의 건물이 1960~70년대에 지어진 것이며, 일부 건물이 신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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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상점의 내부.
폭은 좁고 깊이가 깊은 형태이다.

▲ 중앙시장 내 용신상회.
3개의 상점을 하나의 상점으로 이용 중이다.

▲ 송현동 98-369번지 건물.
벽돌쌓기법과 창문의 석재로 미루어 해방 전의 건물로
추정된다.

▲ 송현자유시장 2층에 위치한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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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間斗屋
쫏겨날三百貧民
제욕심만채는지전이라는자
땅삿다고함부로흙을파내어

1925년 04월 | 매축공사 시작
대구사는 일본인 지전좌충(池田佐忠)이란 자는 인천 화평리 송현리(仁川 花平里 松峴里)사이에 잇는 로전(蘆田) 륙만여평을
매수하야 가지고 지난십오일부터 이동조(伊東組)에 맛기어 근처산을 뭉기어 매축(埋築)하기를 시작한 바 … 송현리에 거주하
는 조선인들은 시가지에서 쫓겨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터로 일간두옥이나마 지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때에는
어떠한 참극이 닐어날지도 모르겟다고 한다.

1936년 02월 | 공설시장 착공

송현시장개업

1936년 07월 | 송현리일용품시장 개시
인천부 북부발전과 일반부민의 편리를 위하야 건설중이든 부영송현리시장은 7월 1일부터 개업하기로 되엇는데 점포는 노대점
포를 합하야 118헌(軒) 영업종류는 28종에 달한다고 한다.

『시대일보』 1925년 4월 30일)

『매일신보』 1936년 6월 27일

閻羅魔殿의 埋築工事場
丘陵崩壞로 또四名死亡
당초부터위험한인천의배축공사로
작일오전에또사시사상자네명내여
사월이래사상자근이십명

1925년 05월 | 매축 공사장 사망사고
지난 사월 초순이래 공사에 종업하든 인부로써 위험한 곳의 일을 몇푼의 공전을 밋기로 함부로 일을 식히여 각금 흙덩어리가
문허저 인부의 사상이 한두번이 아니어 그간 그 공사에 목숨을 일흔사람이 네명이나 되고 중상한 사람이 여덜명이나 되여 인
도상으로 보아 여간 문뎨가아니던바 공사주인은 조곰도 반성함이 업시 여전히 위험성이 만흔공사를 식히여 오다가 작일오전
여덜시반에 또 두명이 죽고 두병이 중상한 일이 잇섯는데…
『동아일보』 1925년 6월 1일

問題의仁川埋築工事
人夫休業으로中止
삭전을도모지주지아니하야
인부들도부득이휴업을햇다

1925년 08월 | 임금 문제로 공사 중지

북부인천의 대동맥
간선도로를 신설
17만원 총공비로 착공계획
시구개정에 진일보

인천야시백여점포
호화로히 개시

조선인과 중국인을 합하여 일백륙십여명을 사용하야 일을 식이든 바 원래 삭전을 청할때에도 만흐니 적으니 말성이 만튼 바
그 작정한 삭전도 제대로 지불치 안코 차일피일 미루어… 그 돈을 밧어도 넉넉지 못한 인부들은 당초에 밧지도 못하는 일은
할 수 업다하여 그갓치 일을 아니하는 터이라는데...

1937년 01월 | 북부간선도로계획
부세확장창시이래 최초의 국고보조 5만9천4백원에 총공비 17만원을 투하야 송현정시장북측에 폭20m 연장 600m의 북부개
발의 대간선도로를 신설하랴는 것으로 시구대개정의 제일보를 북부로부터 착수하랴고 하는데…
『매일신보』 1937년 1월 19일

1937년 07월 | 야시 개시(103점포)
기보한바와 같이 인천상공협회로 인가된 야시는 드디어 지난 10일부터 호화로히 개시한 바 총노점수는 123점포로 전에는 암
흑가이든 송현리시장 앞 가도는 때 아닌 불야성을 이루게 되엇고 인산인해를 이루엇섯다한다.
『동아일보』 1937년 7월 12일

『매일신보 1925년 8월 22일』

1945년 04월 | 소개공지대로 선정 및 철거

仁川侵水二百戶
매립공사가 원인

1945년 08월 | 광복

1926년 06월 | 인근 200 가구 침수
약 세시간 동안을 쉬지 안코 나린 폭우(暴雨)로 인하야 인천(仁川)시내 금곡, 송림(金谷, 松林) 두동리에는 또 다시 침수되야 탁
류가 방안까지 미러 드러와서 피난한 집이 이백여호의 다수에 달하여 참담한 밤을 새우고 피난민들은 아즉까지 침수된 뒤정
리에 혼잡함을 일우는 중인데…그곳이 침수된 것은 대구(大邱)사는 지전좌충(池田佐忠)이가 경영중도에 작업을 중지한 문제만
튼 송현리매축장(松峴里埋築場)의 배수공사(排水工事)가 맛치지 못한 까닭이 제일 원인이며…
『매일신보』 1926년 7월 20일

소비활력층을 위한 송현시장 부활
느저도 명춘4월부터 개업한다
가옥소개와함께 강제로 헐어버렷는 일용품
공설시장이 부활된다.

1945년 12월 | 시장 재건축 공사 착공
제물포 상인보존회에서는 군정청과 시청당국의 정식승인을 얻어 송현정 전시장터에 시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공사는
의외로 잘 진섭되여 느저도 명년 4월까지는 준공되리라는 바 …
『대중일보』 1945년 12월 17일

1934년 05월 | 시게하라 에이이치((茂原銳一) 매립지 인수

송현시장재건
仁川松峴里에 日用品市場建設
八十八상점을지을계획
認可되면卽時着手

송현리신도로
이십팔일준공식
총경비일만이천원을요한것
북부인천교통난완화

인천시당국에서는 전재동포와 8.15전 기업정비로 점포를 잃엇거나 또는 로점상인으로서 생계를 삼는 시민들을 망라하야 시장

1935년 03월 | 송현리공설일용품시장 인가원 제출

사용조합을 창립하고 시장을 신축할 터인데 희망자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의하야 오는 20일까지 시청산업과에 신청서를 제
출하기바라는데 동시에 기업정비자, 전재자, 노점상인이 물증명할만한 서류도 제출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사정 결과는 오는
21일 정오 시청산업과에서 발표하리라 한다.

인천부(仁川府)에서는 현재 10년도의 예산에 정식으로 편입치안코 송현리일용품시장(松峴里日用品市場)을 건축하려 도당국
에 인가를 제출하엿다는데 인가가 나오는대로 곧 6만5천백원을 기채하야 총연평 1천5백평의 대시장을 건축하리라 한다.
시장의 내용은 대략외형은 사각형으로 그 주위외면으로 잡화상들이 이층으로 둘러잇어 하나는 외면으로 하나는 내면으로 등
을 지고 잇게되는데 이 상점의 수효가 88개며 그 안으로는 마치 봉을 박은 것 같이 소로를 격하야 야채, 생선등을 파는 대시
장이 잇는데 그 파는 대수가 46개소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지붕 안에 잇는 것이며 상점에는 모든 살림을 하게 되엿다
한다.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23일

1946년 12월 | 시장완공및소성자유시장탄생

『매일신보』 1926년 7월 20일

중앙시장 드디어 발족
경영책에 총력을 경주

1950년 04월 | 중앙시장 인가

공비 일만이천원을 투하야 착공 중이든 인천 송현리 신도로(장 450터 폭 10미터)는 최근에 준공되엇슴으로 이십팔일 오전 삼
시부터 현장에서 영정부윤을비롯하야 다수관민의 참열리에 성대한 중개통식(신식)을 거행 하고…

허다한 파란곡절을 격거 오늘에 이른 세칭소성자유시장이 드디어 송현일용품시장과 병합하는 동시에 그 명칭도 인천중앙시
장으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한다.
즉 시상무당국에서는 동시장의 확장과 명칭변경에 대한 서류를 시장조합으로부터 접수하여 도당국에 전달한바있었는데 지난
4월 10일짜로 정식허가되였다고한다 그리하여 양시장 사이에 번영발전에 대한 완전합일체로 새로운 조합체로 탄생하게 될 것
이라는 바 앞으로는 점포의 정비는 물로 제반시장규칙에 부합한 시장을 건설하기에 힘을 경주하리라 한다.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23일

『대중일보』 4월 22일

1935년 05월 | 송현리 신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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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06월 | 6.25 전쟁 발발

면모일신되는 배다리시장
중앙시장 송구 확장 준공
특별구역상인 및 양키시장 등 수용

1954년 02월 | 송구시장 확장 낙성식
3십만 시민새오할에 거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배다리중앙시장은 장소가 협잡하여 일대 혼잡을 이루고 있음에 비추워 인
천시에서는 미리부터 중앙시장 송구 확장안을 추진하여오던바 지난번 동확장공사의 착공을 보았는데 지난 12일 예정대로 준
공을 보앗다고 하며 앞으로 대혼잡을 이루던 중앙시장의 면모가 일신될 것이라 한다.
『인천공보』 1954년 1월 20일

면모 갖춘 중앙시장
송구서측 멋진 143점포 준공

1955년 03월 | 추가확장착공
수도의 관문인 항도 인천 30만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거대한 역할을 맡어보고 있는 중앙시장에 140여동의 장옥(場
屋)이 증축되여 발전도상에 있는 상공도시 인천의 면모를 더한층 가추게 되었다.
송을구에 28동의 2층점포와 송병구에 105동의 단층 건물이 지난 3월 5일 경부터 착공되여 4월 10일경에 완전히 공사를 끝
맞추었다고…
『인천공보』 1955년 4월 25일

1957년 11월 | 미림극장 개관
1963년 02월 | 지하도 건설
1970년 06월 | 중앙시장 착공

인천 중앙시장 큰불
2명소사 1억여원 피해

1977년 02월 | 을구지역 화재 발생
27일 하오 8시 35분 즘 인천시 동구 금곡1동 중앙시장 을구7호 솜가게인 부흥상회2층에서 불이나 을구 점포 20개, 갑구 점
포 10개 등 모두 30개 점포 500평을 태원 1역원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인천소방서 소속 소방차 27대와 영등포(6대), 용산(2대), 미8군(3대)등 한·미소방대 소속 44대의 소방차와 소방관
150명, 경찰 210명 민방위대원 1500여명이 동원,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중앙시장내에 있는 소화전이 발화 당시 단수로 물이
안나와 진화작업이 늦어졌는데 다포목상 가방가게 의류점등 가연성 상품이 많아 물건이 탈 때 유독성가스가 나오는 바람에
소방작업에 지장을 주었다.
불이 처음 났을 때 중앙시장 입구에는 노점상인들이 방화도로를 차지, 소방도로를 메운데다 상인들이 점포물건을 대피시키느
라 혼잡을 빚어 소화작업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인천시는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중앙시장 을구와 병구의 기존 낡은 상가를 철거, 갑구와 같은 현대상가로 신축키로 했다.
시는 현재 을구와 병구의 2백여점포가 내화벽시설이 안돼 집단방화위험이 짙어 시장정화를 위해 현대 상가건설을 상일들과
합의 했음. 인천시는 이곳 시장이 도로변에 위치한 것을 감안 3층 정도로 건물을 짓도로 상인들에게 권유, 건축비의 융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매일경제』197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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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시장

1. 고향에서 인천으로
2. 상인으로서의 삶과 시장
3. 사라져 가는 시장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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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앙시장

이교자씨는 1946년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다. 6살
용신상회 의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가 계신 인천으로 올라왔
다. 당시 아버지는 중앙시장에서 노점을 하셨으며, 이후 중앙시장 갑구에 포목가게를
열었다. 1980년 무렵에 부모님의 장사를 물려받아 동생과 함께 운영 중이다. | 사진:조
오다(한국고사진연구소)

1937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24살 되던
태양주단 의해에홍필숙씨는
언니의 중매로 인천으로 시집을 오게 된다. 시집 온지 3
년 되던 해에 장사를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뽀뿌링(포플린)을 판매하였다. 이후 한복
이 성업하자 한복으로 업종을 바꿔 운영 중이다. | 사진:조오다(한국고사진연구소)

상인의 시장

2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가게를 창업한 양창근씨
장단방앗간 는은 경기도
장단면에서 태어났다. 6. 25 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여 해방 후까지 근무한다. 제대 후 고향이 비무장지대에 속해 파주에서 농사일
을 하다가 인천에 와 일을 시작 하였다. | 사진:조오다(한국고사진연구소)

중앙시장에서 33년째 장사 중이다. 전북 임실에서
INY교복 김영두씨는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양복점에서 일을 하다 서울로
올라와 교복집을 한다. 처갓집이 있는 인천으로 온 것은 1980년이다. | 사진:조오다(한국
고사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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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에서 인천으로
“인천에는 토박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인천에서 나고 자
란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인터뷰를 한 시장상인들 역시 외지인이 대부분이며, 인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대를 이어 장사를 하고 있는 장단방앗간의 2대 사장인 안형준씨 밖에 없었다.
나머지 상인들은 모두 외지에서 태어나 인천으로 유입되어 터를 잡아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다. 그 중 외지에서 가장 오랜 생활을 한 사람은 장단방앗간의 1대 사장인 안창근씨의 고향은 가
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주군 장단면이다. 인천에 오게 된 것은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단방앗간
안창근

내가 장가가던 해에 6.25가 터졌어. 최전방 강원도 고성에서 정전됐는데 휴
전하고 3년 있다 제대 했지. 제대하고 고향으로 못가고 피난 나와서 아무것
도 없잖아. 그래서 같이 군대있던 친구가 파주에 있는 자기 집에 같이 가자
고 해서 그 집으로 가서 방하나 얻었어. 집사람도 피난 나와서 파주에서 같
이 살았지. 친구가 논 3마지기 줘서 그걸로 한해 여름 농사짓고 인천에 왔어.
인천에는 우리 작은 형님이 살았어. 작은 형님이 대한중공업에서 막일 했는
데, 무슨 계장이라는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 소개로 막일을 했지.

대부분의 상인은 안창근씨와 같이 인천에 연고를 두고 오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태
양주단의 홍필숙씨의 경우 고향인 수원에서 살다가 인천에 있는 언니의 소개로 시집을 온
경우이다.

태양주단
홍필숙

우리 언니가 숭의로타리에 살았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중매를 봤어.
그래서 24살에 인천으로 시집왔지. 수원에서 올 때는 수인선 기차 타고 와서
신신예식장에서 신식으로 결혼식 했지. 와서 대동연탄공장 앞에서 2년 살다
가 시장에 나와서 뽀뿌링(포플린)장사 시작했지.

상인의 시장

안창근씨와 홍필숙씨는 인천에 오기 전부터 장사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INY교복
의 김영두씨는 타지에서 장사를 하던 중에 처갓집이 있는 인천으로 오게 되었다.

INY교복
김영두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 오수. 원래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중
학교를 못가고 바로 시골 양복점에서 일을 했지. 양복점에서 2~3년 일을 해
서 서울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로 와서 교복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복
을 주로 했지. 68년도부터 서울에서 교복을 하면서 있다가 80년도 1월에 인
천에 왔지. 인천은 우리 와이프 처갓집이 인천이여서 왔어.

인터뷰한 대부분의 상인들은 성인이 된 후에 인천에 온 경우이지만 용신상회의 이교자씨
는 아버지가 먼저 인천에 자리를 잡고, 어머니와 함께 인천으로 오게 된 경우이다. 6살 경에
인천에 오게 되어 유년기를 인천에서 보냈다.

용신상회
이교자

고향은 충청도 서산, 만리포 해수욕장 옆에……. 아버지가 먼저 인천에 올
라가시고, 나는 우리 엄마랑 거기서 살다가 6살 때 아버지 쫓아 올라 왔지.
내가 셋째거든. 우리 오빠하고, 언니는 시골에 놔두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데
리고 올라 온 거야. 올라 올 때 나는 걸어서 데려오고, 동생은 어머니가 업고
올라왔지. 올라 올 때 숟가락 하나 없이 올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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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인으로서의 삶과 시장
인천에 연고가 있어서 왔지만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장단방앗간의 안창근씨
의 경우 성실함과 주변의 도움으로 점차 인천에 자리를 잡아간다.

장단방앗간
안창근

인천에 처음 와서 할 것이 없어 화수(부두)에 가면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
아와. 배 안에서 조기 푸는 걸 했어. 그거 하다가 대한중공업에서 임시공으
로 기차에 고철 뭉치 것 싣고 고철운반을 했어.
그러다가 중앙시장에 인천제유라는 기름집에서 10년을 일했어. 그 집에서
내가 기름 짜는 거 하고, 과자공장, 덴뿌라공장 같은데서 기름 도매를 했어.
10년 동안 했는데 월급을 조금 주니까 우리 식구 겨우 먹고, 돈은 하나도 못
모았어.
어느 날 신포동에 신포기름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에 가니까 기계 작은 걸
내놓고 큰 걸 들여 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형님 그 기계 나 줘
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면 돈 안 받고 그냥 준다고 해서 기계를 얻었어.
기계는 구했는데 부속품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숭의동 기름집에 갔더
니 기름집을 그만 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속을 내가 살 테니까 팔라
고 그랬더니 그 집에서도 내가 가져가면 무료로 준다고 해서 기계 부속도 공
짜로 얻었어.
기계는 다 구하고 가게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가게 옆에 하꼬방으로 가게
를 계약을 하고 돈이 부족해서 신포동에 기름집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
까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모래 가게 끝전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못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못 주냐고 물어 봤더니 예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주지 말라고 그랬데. 내가 나오면 그 가게는 지장이 많으니까 안 놓
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송림시장에 건어물가게 하던 동생한테 얘기했지. 그러니까 돈 언제
쓸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일 모래 쓴다고 하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더니
그날 계를 탄데 그래서 그 돈 빌려서 이 가게를 들어 왔지.
장사를 시작했을 때 곧 잘되더라고, 장사를 좀 하니까 과자집, 튀김집에서

상인의 시장

기름을 대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기름 도매는 어렵다고 했어. 그러니
까 자기들이 어차피 기름을 살 거니까 선금을 준다고 했어.
처음에 기름을 스페아깡에다 담아 와서 팔았어. 도화동에 콩기름 장사를
하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자전거도 없으니까 짊어지고 걸어서 다녔
어. 그렇게 한 6개월 했을 때 한 드럼 값이 생겨서 리어카를 갖고 한 드럼 사
러가니까 그 중국 사람이 외상으로 기름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외
상으로 안하고 현찰로만 장사했어.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나 장사 잘되는 걸 보고서 군대 갔다 온
자기 아들 장사시킨다고 나가라고 했어. 그래서 바로 옆집 주인이 가게를 판
다고 해서 이걸 사려고 하니까 예전 주인집이 나 장사 못하게 이걸 사러 다
니는 거야.
추석에 가게 주인이 내려 왔길래 이 가게 팔꺼냐고 물어봤더니 판다고 했
어. 그래서 내가 살 테니 얼마에 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예전부터 장
사했고, (다른 사람들이 못 사게 하는 게) 불쌍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른 가
격보다 20만원이나 싸게 줬어.
가게 사고 장사 잘 될 때는 가을에 깨를 사서 봄까지 곱절씩 남겼어. 그때
는 기계도 3대나 두고, 종업원도 몇 명씩 두고 장사했지. 그렇게 3년 장사해
서 71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어.

사진:조오다(한국고사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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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상회의 이교자씨 아버지는 인천에서 노점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현재 중앙시장에는
한복집에서는 한복만을 취급하지만 용신상회는 한복과 함께 여러 직물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
며, 과거 형제들이 돌아가며 가게 일을 맡던 중에 1980년대부터는 이교자씨와 그 동생이 가게
를 맡고 있다.

용신상회
이교자

처음에는 가게가 없어 노점을 하셨어. 물건은 부산에서 가져와 팔았는데
기차타고 가시면 며칠을 있다 오셨어.
노점에서 장사를 하다가 아래쪽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했는데 그 때는
한복만 판게아니라 다 팔았어. 포목, 광목, 옥양목, 뽀뿌링, 소창 이런 거 다 팔
았지.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팔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 오는 사람이 찾아서
지금도 섞어서 다 팔아.
예전에는 다른 가게도 다 팔았는데 언제부터 한복장사가 잘된다고 하니까
시장에 하나둘 한복가게가 나온 거야. 그 때부터 한복만 취급했지.
처음엔 물건을 부산에서 가져왔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여의치
않아서 부산 쪽에서 수입했어. 나중에는 대구로 갔다가 서울로 왔지. 서울로
가면 동대문도 가고, 종로5가도 갔지. 종로 5가에 가면 없는 게 없어.
얼마 전까지 여기 오는 물건들을 대구에서 직접 차 갖고 뿌렸는데, 거기서
사고 싶으면 사기도 했어.
장사 잘 될 때는 점원도 몇 명씩 두고 했는데 점원 애들이 자꾸 돈도 가져
가고 물건도 가져가고 하니까 몇 번 하다가 안했어. 그래서 가게에서 심부름
도 해야 되고, 바느질집도 다녀야 하고 해야 하니까 우리들이 학교 다녀오면
심부름도 해주고, 옷도 찾아오는 잡심부름을 한 거야. 국민학교때부터 중고등
학교 때 까지 했지.

상인의 시장

형제가 6남매인데 내리 딸이야. 아들 하나 있고……. 학교 다니면서 내가 물
러나면 내 밑에 애가 하고, 내 밑에 애가 없으면 그 밑에 하고 차례대로 했어.
그러다가 내 밑에 애가 미국으로 시집가고, 그래서 다시 붙었지.
장사는 혼자 못해 둘이 해야지. 혼자 어디 갈 때 되면 가게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 누가 어디 안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하고 있어.

사진:조오다(한국고사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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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온 후 3년 만에 시장에 나온 태양주단의 홍필숙씨는 처음부터 갑구의 상점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 취급 물품은 뽀뿌링이었으며, 이후 한복을 취급품목을 바꾼다.

태양주단
홍필숙

처음에 장사 시작한 곳은 나무로 된 집이였어. 2층으로 돼서 사다리 타고
올라갔지. 2층은 그냥 창고였는데 다다미 놓고 살았어. 거기서 뽀뿌링부터 팔
았어. 뽀뿌링으로 블라우스, 치마 해 입고 그랬지.
뽀뿌링으로 10년 장사하다가 한복을 바꿨어. 한복으로 바꾸고 하룻밤 자다
가 일어나니까 계단에서 비누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까 작은
창문으로 한복감을 다 가져간 거야. 그래서 장사를 하냐, 마냐 하다가 빚내서
다시 시작했지.

시장 상인들은 시장의 과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상인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비가 오면 물이 차던 시장이었다. 시장은 저지대로 매립 당시부터 60년대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만조와 비가 겹치면 물에 잠기는 곳이었다.

태양주단
홍필숙

옛날에 비만 오면 철철 넘었어. 홍수 나면 텔레비전, 냉장고, 하다못해 오토
바이도 떠내려갔어. 깜빡 자고 일어나서 건물 뒤를 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철
철 넘었어.

장단방앗간
안창근

그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바다가 돼서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들
이 떠다니고, 시장 사람들이 가게 물 퍼주고 그랬어.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물이
안 들어오게 건물을 높이 지었지. 그 이후로 물은 안 들어 왔어.
여기가 뻘이야. 건물 지을 때 조금 파니까 개흙 나오고, 그 밑에 바위야. 그
래서 건물 지을 때 한 아름만한 소나무 말을 3개나 때려 박았지.
이 앞에 건물 지을 때 지하를 파려고 했는데 내가 항의를 했어. 파다가 우리
집에 이상 있으면 보상해라. 보상 안하려고 하면 각서 써라. 결국 자기네 일해야
되니까 각서를 썼어. 그런데 예전에 말을 박아 놔서 끄떡없었어.

상인의 시장

상인들은 길의 노점상, 넘쳐나는 사람과 같이 번화한 시장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
번화함으로 생긴 도둑들 이야기도 흥미롭다.

용신상회
이교자

지금 자리 가게로 온 게 국민학교 3~4학년 때인가. 이 쪽(갑구)에는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장사했어. 여기에 가게가 하나 났다고 하면, 소리 소문 없이
누가 샀어. 가격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팔았어.
아버지가 가게를 큰 걸 산거지 2개짜리로, 그러다가 옆 가게까지 하나 더 붙
였지.
가게 다시 지을 때 미림극장 앞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그 쪽으로 다 나갔어.
입구서부터 쫙 지어서 하나씩 배정해 줬지.
예전에는 이 앞길에 지나다니지를 못했어. 지나다리려면 어깨끼리 부딪치면
서 다녔는데, 쓰리꾼(소매치기)도 많았어. 가게에는 도둑도 숱하게 들었어. 가
게 바깥에다가 몸빼 같은 거 서울에서 사다가 내 놓으면 지키려고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어. 도둑이 물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
옛날에는 가게만 비워두면 도둑맞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물건 지키려고 주
무시다가 연탄가스도 숱하게 맡으셨어.

태양주단
홍필숙

기성복 나오기 전에 뽀부링 장사 할 때 모사집도 많고, 양장점도 많았어. 가
게 앞쪽으로 노점도 많았는데 노점에서는 액세서리 주로 팔고 음식 같은 건
전혀 안 팔았지.

INY교복
김영두

나 왔을 때만 해도 교복점이 꽉 찼었어 그 때만 해도 교복 시즌만 되면 강
화하고 부평이고 모든 인천 지역에서 교복을 맞추려고 이 골목을 다 들어 왔
었지. 다른 곳은 교복집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모자하고, 신발, 가방까지 다
판매했어.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때 교복이 없어져서 캐주얼을 하다가 다시
부활 돼서 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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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라져가는 시장 속에서
과거엔 인천 최고의 시장이었으나 현재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으로 용신상회와 태양주
단은 거의 일거리가 없으며, INY교복은 어느 정도의 일거리가 있으나 업종의 특성상 1년에 두
달만이 성업기이다. 장단방앗간은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손님과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주된 손
님으로 명절이나 가을에 쌀과 고추 등을 빻는 일이 많다.

INY교복
김영두

교복은 1년에 2달 장사야. 2월 한 달하고, 5월 한 달, 동복하고 하복. 그게
땡이야. 중간에 떨어진 바지하나, 와이셔츠하나 그런 건 희박하지. 예전에는
남자 교복은 쓰리메(목 부분 닫는 형태의 교복)라고 남자들은 똑같았잖아.
지금은 디자인이 많아서 힘들지. 그래서 가까운 학교로 중구, 동구 위주 교
복만 해.
교복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기간에 교복을 다 만들 수 없어서 치마
하고, 마이하고 기본 사이즈를 몇 개씩 만들어 놓고 손님오기를 기다리는 거
지. 재고가 남으면 손해를 보는데, 요즘은 손해 보는 일이 많아.

태양주단
홍필숙

아침 먹고, 밥해 먹고 (2층에서) 내려와서 앉았다 점심 먹으러 올라갔다. 내
려왔다 저녁때 되면 닫고 올라가서 자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과야 할 게 없어
지금은 거저 안 팔리던 멋하던 남의 빚 없이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아들
이 한 달에 생활비 얼마씩 대주는 거 그거 갖고 살지. 여기서는 남의 돈이라
는 건 10원 한 장도 못 만져.
화려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해 놓고 싶지도 않고, 뭘 팔려야 하는데 그래
도 내가 자꾸 뭘 해 놓고 예쁘게 해놔야 팔리는데 하고 싶지도 않아.

상인의 시장

중앙시장의 재정비가 예정된 상황으로 시장은 점차 낙후되고, 손님들 역시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자 2013년 중앙시장 마을협동조합이 출범하였다.
중앙시장 마을협동조합은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설립
되었다. 협동조합에서는 2013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부부와 금혼식을 맞는 어르신
을 대상으로 초례청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혼례복 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4
년에는 중앙시장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가로등 설치, 불법쓰레기 투기장의 화단조성과 함
께 자율방법대를 조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중앙시장 마을협동조합에서 진행한 초례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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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시장

1. 과거의 시장

▲ 송현리시장도.
상인천역(現 동인천역)뒤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장이 건축되었다. 중앙의 점포 주위로 2층의 점포가 둘러싼 형태이다.
| 출처 : 조선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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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지도(1918)

▲ 부세일람(1923)

사진으로 보는 시장

▲ 인천부 해면매립도(1931)

▲ Incheon(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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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조감도 (1935)
인천을 부감하여 바라본 지도로 상인천역(현 동인천)역 뒤편으로 사각형 검정 지붕의 일용품시장이 확인된다.

사진으로 보는 시장

▲ 인천부지도(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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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시장

◀ 1948년 촬영된 자유시장(배다리 방향)
시장 입구로 길에 노점상이 늘어서 있다.
| 사진:Norb-F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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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시장

사진:Norb-F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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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간선도로 길 중앙으로도 노점이 자리를 잡았다. 주로 무, 배추 등을 팔고 있는데 사진 촬영당시가 김장철임을 알 수 있다.
| 사진:Norb-Faya

▲ 가게 앞으로도 노점이 있다. 배, 사과와 같은 과일과 공책 등을 판매하고 있다. 뒤쪽으로는 솜과 포목 등도 보인다. | 사진:Norb-Faya

사진으로 보는 시장

▲ 1950년대 배다리 | 영세약방 옆으로 하꼬방 형태의 상점이 있다.

▲ 송현시장 확장공사(1954) | 인천지구 한미합동친선위원회 사진첩에 실린 사진으로 목조로 시장을 짓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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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의 중앙시장 | 송구시장이 지어진 후 모습으로 연립의 2층 건물이 늘어서 있다. | 출처:인천사진대관

사진으로 보는 시장

▲ 1960년의 중앙시장 | 시장 건물에 간판들이 생겨나고, 길에는 노점이 들어섰다. | 제공 : 굿모닝인천

◀ 1950년대의 중앙시장.
을구에도 2층의 건물이 들어섰으며, 중앙시장 입간판 아래로
낙성축하문구가 보인다. | 출처:인천사진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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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시장

▲ 1960년 4·19혁명 당시 중앙시장 | 목조로 된 중아시장과 멀리 벽돌로 지어진 미림극장이 보인다. | 제공: gettyimag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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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시장 일대 항공사진 | 제공:화도진도서관

사진으로 보는 시장

▲ 중앙시장 일대 항공사진 | 제공:화도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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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시장

▼ 송현동 100번지 일대 | 현재 동인천북광장으로 조성되었다. | 사진 : 사진으로 본 인천항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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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의 시장

사진으로 보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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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시장

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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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사진으로 보는 시장

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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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사진으로 보는 시장

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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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사진으로 보는 시장

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사진 :이위정(사진공간 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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