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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은 1797년 고려홍삼 무역이 포삼제(包蔘制)라는 공식적인 제도로 시행된 이후 그 수출량과 
홍삼세의 규모를 살핌으로써 고려홍삼 무역의 변동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19세기 
조선의 고려 홍삼무역은 조선 정부가 받아들이는 세금만으로도 공무역의 비용을 능가하였다. 조선
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기술과 저장 기간을 늘리는 홍삼 증포 기술을 바탕으로, 은화의 유출을 막
고 중국의 완제품 및 원료를 들여와 국내 상업계와 수공업 및 광업부문을 자극했다. 더우기 조선정부
는 고려 홍삼수출로 19세기 후반 매해 20만 냥에 달하는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한때는 중국에
서 말굽 모양의 은을 사와서 호조에 비축하기도 했다. 세도정권하에서도 상업계가 전반적으로 활발
하게 움직이고, 개성상인·의주상인·서울상인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

주제어: 인삼 무역, 홍삼, 포삼제, 포삼세(包蔘稅)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evaluate the official Korea Red Ginseng(Hongsam) trade in 19th century.  The 
Hongsam trade activities of the 19th century also show that the collected amount of Posam taxes 
(Hongsam taxes) alone outweigh the amount of cost spent during the same time period to launch 
tributary actions.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Chosun dynasty, supported by the developed tech-
niques of ginseng cultivation and preservation methods, managed to stop the silver leaks while 
also stimulating the domestic commerce, handicraft business and mining operations, by exporting 
Hongsam to China and importing raw material and other finished products in return. The Cho-
sun government also managed to secure considerable amount of marginal profit which at times 
mounted to almost 2 hundred thousand Nyangs of silver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thanks to this Hongsam trade activities, and accumulated the hoof-shaped pieces of silver ingot at 
the office of Ministry of Taxation. Even under the mostly undesirable political environment featuring 
unjustified deeds of the powerful houses, the commercial activities were being strongly maintained, 
and the transactions conducted by merchants of the Gaeseong, Euiju areas and the capital city were 
prosp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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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은 조선의 외교 사절단이 청나

라의 수도인 북경을 오고가는 기간 중에 일어났다고 하

여, 사행무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행

무역을 두고 사치품 교환 범주의 전근대적 제한 무역이라

고 보는 학설과 경제성을 띤 근대 이행기의 국제무역으로

서 적극 평가하려는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1) 

고려인삼은 고대로부터 해외로 수출되던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품이었다. 그렇지만 인삼이 본격적인 무역상품

으로서 경제적 비중과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왜란과 호

란 이후인 17세기 중엽부터이다. 이후 약 100여 년 동안 조

선은 고려인삼을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한편, 중국의 

비단과 일본의 은화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중개무역(仲介

貿易)의 중심에 있었고,2) 그 덕분에 전쟁 이후 경제를 빠르

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산 고려인삼은 절종 

현상을 보였다. 국내·외의 높은 인삼 수요에 비해 인삼 채

취량이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설상가상 1687년

(숙종13) 청나라와 일본이 직교역의 통로를 열자, 고려인삼

과 중국비단의 중계무역으로 수입되던 일본 은화의 양은 

뚝 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1757년(영조33) 경에는 미국

산 화기삼이 청나라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고려 인삼과 

미국산 화기삼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벌

어졌다.

이에 조선 정부는 사행의 경비와 국내 상업의 진작을 위

한 방편으로 중국산 모자 수입무역을 시작하였다. 모자 수

입무역은 조선 정부가 사행 역관과 상인들에게 중국산 방

한용 모자를 사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행에 필요한 경비

를 마련하고 무역의 이익을 얻으려 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모자 수입무역은 그 무역에 투입된 자금이 조선 정부의 자

1)   대표적인 연구만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전해종, 「청대 한중조공관
계 종고」, 『진단학보』 29 · 30, 1966 ; 전해종, 『한중관계사연구』, 일조
각, 1970;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 유승주, 「조선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17·8세기 부연역관
의 무역활동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8, 1970 ; 김종원, 『근세 동아
시아 관계사 연구-조청교섭과 동아삼국교역을 중심으로-』, 혜안, 
1999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2)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연구』, 국학자료원, 2000 ; 이헌창, 
「한국 전근대 무역의 유형과 그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36, 
2004. 

본이든 사상의 것이든 간에 국내에서 고갈 현상을 보이던 

은화가 청으로 유출되는 것이어서, 빨리 극복되어야 할 무

역이었다.

 고려홍삼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땅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교역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18

세기 후반 고려홍삼은 중국산 모자 수입무역을 홍삼 수출

무역으로 바꾸어 은화의 유출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중국 시장에서 고려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홍삼으

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수출 고려홍삼에서 거두

는 홍삼세는 국가 재정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19세기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이 논문은 1797년 고려홍삼 무역이 포삼제라는 공식적

인 제도로 시행된 이후 그 수출량과 홍삼세의 규모를 살

핌으로써 고려홍삼 무역의 변동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Ⅱ. 중국산 모자 수입무역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청나라와의 공식적인 외교채널

이 끊어진 반면, 조선과는 1609년(광해군1) 쓰시마 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교를 다시 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의 대부분은 쓰시마 번을 통해 수입되었

다. 이런 구조 속에서 조선 상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

을 왜관에서 일본 상인에게 넘길 경우 약 2.7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3) 

그런데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중국산 비단

만이 아니었다. 당시 일본이 수입한 최고의 히트 상품은 

고려인삼이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동의보감(東

醫寶鑑)』을 비롯한 각종의 조선 의학서가 알려졌고 이에 

따라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인식도 한층 높아졌다. 자연

히 고려인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4) 

이에 당시의 상황을 적은 한 자료에서는 “일본의 풍속

에는 어떤 병이든 인삼을 쓰게 되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값이 높고 낮은 것을 따지지 않고 다투어 매입하려는 까

닭에 한양에서 70냥이면 사는 인삼이 일본의 에도[江戶]

로 들어가면 300여 냥 정도에 팔린다.”고 했다. 『성호사설』

3) 유승주, 앞의 논문 참조.
4)   오 성, 「조선후기 인삼무역의 전개와 삼상의 활동」, 『세종사학』

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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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은 이익도, “일본인의 풍속에 병이 생기면 반드시 인

삼을 쓰니, 만약 무역을 막으면 죽을 각오로 다투어 사단

이 일어날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교역을 허락하였다.” 했

으니, 조선 인삼에 대한 일본 사회에서의 열망이 어느 정

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당시 일본에서는 나이 어린 여인들이 조선 인

삼을 사서 제 아버지의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 유곽(遊廓)

에서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만담이나 연극의 소재가 되

었다고도 한다.5) 또한 인삼을 닮은 풀뿌리를 찾는 무리가 

줄을 이어 가짜 인삼이 20-30종류나 나돌았는데, 약이 되

기는커녕 생명에 위험이 되는 독초까지도 있어 큰 사회 문

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본에서는 고려인삼을 사들여 오기 

위해 인삼대왕고은(人蔘代往古銀)이라는 순도 80%의 특

5) 今村革丙, 『人蔘史』 권6, 조선총독부전매국, 1939.

주은(特鑄銀)을 만들었다. 조선 상인들이 순도가 낮은 은

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에서 통용되는 은화의 순

도가 30%내외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려인삼을 수

입하려는 일본 사람들의 각별한 노력을 잘 알 수 있다. 일

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은 은을 교토에서 인삼대왕고

은으로 주조한 후 쓰시마를 거쳐 왜관으로 가져와 고려인

삼과 중국 물건들을 교환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들어

온 특주은의 양은 한해 11만 톤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6) 

조선으로 들어 온 일본 은화는 다시 조선의 특산품인 고려

인삼과 함께 상인의 무역자금이 되어 중국으로 건너갔다.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려는 일본 여인이 자신의 정절을 

버려 맞바꾸려 했던 고려인삼이었지만, 그 인삼의 산출에

는 한계가 있었다. 자연삼이 점차 고갈되어 갔던 것이다. 

이는 인삼이 무역상품으로서 중국과 일본에서 각광을 받

6)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1981, 創文社. 

그림 1. 변박, 초량왜관도(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조선통신사

그림 3. 인삼대왕고은,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edeah

.d_0004_0020_0050_0030



Journal of Ginseng Culture, Vol. 1 (2019)70

았기 때문이다. “인삼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이지만 상인들이 북경과 동래로 옮겨 팔기 때문에 자연

히 국내에서는 희귀하게 되었다.”7), “강계에서 캐낸 인삼은 

모두 상인의 손에 들어가 북경으로 팔려나간다.”8),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 10분의 8-9는 일본으로 넘어간

다.”9)는 위기의식이 요동쳤다.

인삼의 대량 채취와 수출이 계속되면서 인삼 품귀현상

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인삼의 판매이익을 노린 

상인들이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인삼을 매점매석 한 뒤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인삼 10근을 20근으로 만들고 100

근을 200근으로 만들어 왜관으로 팔아넘기는 「위조인삼 

제조사건」이 터지기도 했다.10) 18세기에는 이처럼 나라 안

에서 약용으로 쓸 인삼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기에다 18세기 중반부터 청·일간의 직교역이 본격화

하면서 조선의 중계무역은 일시에 침체를 맞이하였다.  도

표 1은 호조 세입 은화의 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왜관무역

의 성쇠를 반영한다.

 이 도표를 보면 호조의 은 수입은 1713년을 정점으로 

1720년대에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1780년대에 접어들면 

거의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호조의 은화 수입 감

소는 왜관 무역의 침체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1758년(영조34)에 조선정부는 역관무역을 부양하

고 사행에 필요한 공용은(公用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

7) 『승정원일기』 289 숙종 8년 4월 13일 15책 442쪽.
8) 『비변사등록』 58 숙종 33년 3월 초2일 5책 647쪽.
9) 『비변사등록』 104 영조 14년 7월 12일 10책 662쪽.
10) 『비변사등록』 88 영조 6년 12월 28일 8책 949~950쪽.

모제(官帽制)를 시행하였다. 관모제는 조선정부가 역관에

게 관은(官銀) 4만냥을 내주어 그 가운데서 공용은을 우

선 제하여 쓰고, 남는 은(銀)으로 무역자금을 삼아 중국

산 방한용 모자를 수입케 한 사무역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수입된 중국산 모자는 서울의 모자전상인(帽子廛民)·의

주상인(義州商人)·개성상인(開城商人)에게 국내 판매를 

위임시키고, 이들에게 모자 값과 이익의 일정량을 은화로 

받아들임으로써, 원금을 확보하고 이윤을 남겨 별도 사행

의 비용으로 비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사회는 왜관무역의 침체로 일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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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대두되면서 1774년(영조50) 폐지되고 그 대신 

1777년(정조1)에는 세모법이 시행되었다.

그림 4. 조선 사신과 모자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 무역사 연구』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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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표를 보면 호조의 은 수입은 1713년을 정점으로 1720년대에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1780년대에 접어들면 거의 정체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호조의 은화의 수입 감소는 왜관 
무역의 침체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1758년(영조34)에 조선정부는 역관무역을 부양하고 사행에 필요한 공용은(公用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모제(官帽制)를 시행하였다. 관모제는 조선정부가 역관에게 관은(官銀) 4만
냥을 내주어 그 가운데서 공용은을 우선 제하여 쓰고, 남는 은(銀)으로 무역자금을 삼아 중국
산 방한용 모자를 수입케 한 사무역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수입된 중국산 모자는 서울의 모자
전상인(帽子廛民)·의주상인(義州商人)·개성상인(開城商人)에게 국내 판매를 위임시키고, 이들에
게 모자 값과 이익의 일정량을 은화로 받아들임으로써, 원금을 확보하고 이윤을 남겨 별도 사
행의 비용으로 비축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사회는 왜관무역의 침체로 일본 은화의 유입이 단절됨으로써 은화의 부
족 상태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관은의 출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모의 수입과 관모의 국내 
판매를 맡은 상인으로부터 모자 값을 되돌려 받는 일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관모제는 정부가 직접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비판론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1774년(영조
50) 폐지되고 그 대신 1777년(정조1)에는 세모법이 시행되었다.
  세모법(稅帽法)은 관은을 역관에게 빌려주는 문제와 정부가 무역을 한다는 명분상의 논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공용은 확보라는 현실적 요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다. 세모
법은 정부가 무역자금으로 은화를 빌려 주었던 관모제와는 달리 무역 상인들이 직접 그들의 
자본으로 모자의 수입과 국내 판매를 전담케 한 것이다. 그 대신 조선정부는 수입 모자에 과
세하여 공용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표 1. 4 17~19세기 호조 세입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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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법(稅帽法)은 관은을 역관에게 빌려주는 문제와 정

부가 무역을 한다는 명분상의 논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공용은 확보라는 현실적 요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다. 세모법은 정부가 무역자금으로 은화를 빌려 

주었던 관모제와는 달리 무역 상인들이 직접 그들의 자본

으로 모자의 수입과 국내 판매를 전담케 한 것이다. 그 대

신 조선정부는 수입 모자에 과세하여 공용은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조선이 수입한 모자는 중국 요동 중후소(中後所)의 모

자창(帽子廠)에서 양털을 이용하여 만든 방한용품으로

서, 주로 사대부나 부유층이 삼동(三冬)을 나는 데 사용하

고, 다음 해에는 버리는 소비재성 사치품이었다. 이에 모

자무역은 천년을 지나도 헐지 않는 은을 가지고 삼동을 쓰

면 내버리는 물품을 바꾸는 어리석은 짓이며,11) 경사(經

史)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자를 무역하는 것은 

금(金)을 연못에 던지는 것과 같다12)는 비판이 쏟아질 만

큼 은화의 유출이 심한 물품이었다. 따라서 모자무역은 

조선정부의 자금이든 사상의 자본이든 간에 국내에서 고

갈 현상을 보이던 은화가 청으로 유출되는 것이었다. 모자

무역은 이러한 점에서 빨리 극복되어야 할 무역형태였다. 

다음 도표 2는 1781년부터 1790년까지 세모법하에서 

수입된 모자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는 짧은 시기지만 모자수입의 총 규모를 알려주

는 소중한 자료이다. 18세기 중반 자료에 의하면 모자 1척

11) 『열하일기』, 일신수필, 7월 22일
12)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7월 정미

의 은환산가는 50냥이었으며,13) 조선정부가 국내 상인에

게 팔 때는 은 80냥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된다.14)

그런데 『동문휘고(同文彙考)』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조

선에서는 총 20회의 사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공무역의 규모 즉 방물(方物) 및 세폐(歲幣) 비용

을 계산하기 위해 사행의 명목을 분류해 보면 다음 도표 

3과 같다.

이에 따라 조선의 사행을 명목별로 분류하여 세패와 방

물의 총비용을 계산하고, 같은 시기 들여온 모자의 수량

을 1척당 50냥으로 계산하여 양자를 비교한 것이 도표 4

이다.15)  

이를 보면 세폐와 방물을 준비하기 위해 쓴 비용과 사무

13) 『용만지』 관해 수검소 (1768년, 영조 44) 
14) 『비변사등록』 135 영조 34년 11월 초6일
15)   Lee, Chulsung, 2002, Reevaluation of the Choson Dynastý s Trade 

Relationship with Ch́ ing Dynas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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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한 가지 물종의 무역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

무역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입된 

모자를 정부가 국내의 모자전민, 의주상인, 개성상인에게 

넘길 때 1척당 은화 80냥을 받았기 때문에 약 30냥 이상

의 판매 차익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국내 상인인 서

울, 개성, 의주상인도 이 정도의 이익을 남겼으리라는 것

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를 나타낸 것이 도표 5이다. 

도표 5를 보면 의주부(義州府) 수검소(搜檢所)의 모자 

은가와 모자 판매은가에 따른 이득 이상으로 상인의 자

본 축적이 가능성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도표 

5에는 사행경비와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폐와 방물은 한 물품의 

사무역에 들어가는 총비용보다 그다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폐와 방물이 그대로 소비되는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 반해 모자무역은 국내 상업계에 변동을 

가져 올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세폐와 방물이 사무역의 규모를 뛰어 넘는 절대적

인 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세폐와 방물의 

반대급부인 회사와 증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조선의 무

역을 제한적으로 규정지으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고려홍삼 수출무역과 세입규모

18세기 후반 모자 수입무역은 왜관무역이 침체된 상황

에서 외교담당자인 역관의 생활을 돕고 공용은(公用銀)

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사무역이었다. 그러나 이 모자무

역은 은화(銀貨)의 흐름이란 관점에서 보면 국내의 은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 무역은 국가 재부

의 유출이란 점에서 빠르게 극복되어야 할 무역이었다. 

그런데 이 무렵 조선에서는 자연삼을 대신해 재배 인삼

인 가삼(家蔘)이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가삼은 생

존조건이 까다로운데다가 4~5년을 길러야 비로소 상품가

치가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재배기술이 필요했다. 또한 밭

에서 뽑은 가삼을 생삼(生蔘)이라 하였는데, 수분으로 인

해 오래 보존되지 못하였다. 이에 생삼의 수분을 제거하

여 백삼(白蔘)을 만들기도 하고,  빈 공간에 시렁을 만들어 

그 위에 생삼을 얹은 다음 시렁 밑에서 숯불을 피워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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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홍삼을 만들기도 했다.16) 

조선의 홍삼무역은 이처럼 농업생산 기술과 가공기술

의 발전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당시 정부

의 한 관리는 ‘홍삼은 은화가 고갈된 때에 토지에서 산출

되는 물건으로서 매년 무역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인식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의 은(銀) 흡수력을 생각할 

때 조선 홍삼무역의 위치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삼은 1797년(정조21) 조선정부가 이것을 중국과의 공

식 무역품으로 인정하면서, 홍삼 꾸러미란 의미에서 포삼

(包蔘)이라 불렀다. 포삼제는 인삼의 인공재배가 민간을 

중심으로 18세기 중·후반기에 본격화되고 이를 가공한 

홍삼 밀무역이 성행하자, 조선정부가 사행경비를 마련하

려는 방법으로써 역관의 팔포에 홍삼을 채워가도록 하는 

대신 세금을 부과한 제도였다.17)

따라서 포삼제는 기능상 그 이전 시기 역관들에게 인정

되었던 팔포 인삼무역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포삼제

는 첫째 팔포에 채워가는 인삼이 자연삼이 아니라 재배삼

을 가공한 홍삼이었다는 점, 둘째 당시 역관무역을 압도하

던 사상층의 밀무역을 막고 역관무역을 지원하려는 목적

에서 실시되었다는 점, 셋째 처음에는 사행경비를 마련하

려는 방안에서 거둔 포삼세(包蔘稅)가 점차 사역원의 재

정 나아가서는 호조의 재정 보충책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16) 『중경지』 권2 토산
17)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공식으로 홍삼의 무역길이 열리자 무역량은 불과 50여

년 만에 최초 120근에서 40,000근까지 늘어났다. 19세기 

초 조선에서 홍삼 1근의 공식 가격은 천은(天銀) 100냥이

었다. 이는 조선정부 공식 쌀값으로 따져 60~80석에 해당

하는 가격이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적게는 

은 350냥에서 많게는 은 700냥에 팔려 나갔다. 3.5배에서 

7배 정도의 이윤이 남는 장사였다.

조선의 홍삼 무역을 처음 주도한 상인은 역관과 서울상

인이었다. 그러나 무역의 주도권은 가삼생산과 홍삼 제조

를 독점하고 있던 개성상인과 그들의 협력자 의주상인에

게로 넘어갔다. 조금 후대의 기록이긴 하나 1896년 개성지

방 삼포 경작 비율은 전국의 47%를 점유할 정도로 절대

적인 지위에 있었다. 개성부근의 금천(金川)·장단(長湍)·풍

덕(豊德) 등을 합하면 그 비율은 92%를 넘어선다. 증포소

가 개성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보

인다. 자연히 홍삼무역도 생산을 장악하고 자본력을 지닌 

개성상인과 중국과의 무역권한을 가진 의주상인이 주도

하게 되었다. 

1750년경부터 미국산 화기삼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

었지만,18) 미국산 화기삼은 고려인삼을 이은 고려홍삼의 

명성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1840년대 영국산 아편으로 

골머리를 앓던 중국에서는 조선의 홍삼이 아편해독에 효

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런 이유로 도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의 홍삼 수출량은 1840년대와 50년대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19세기 후반 서해상에서 이양선과의 

홍삼밀매가 성행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났다.19) 고

려홍삼은 가격면에서도 다른 인삼과 비교될 수 없는 고가

였다.20) 

어떻든 도표 6의 홍삼무역량의 변동을 보면 홍삼무역

18)   이민식,「초기 미국의 대조선 교섭에 관한 일 연구-한국문화에 대
한 인식문제를 중심으로」, 『문화사학』8, 1998.

19)   이철성, 「대원군 집권기 포삼 무역정책과 해상 밀무역」, 『조선시대
사학보』35, 2005. 

20)  “  고려홍삼은 세관에 의하여 파운드 당 15.87옌으로 60,104 파운드
가 제물포에서 청나라로 선적되었다. 이는 미국산 화기삼 보다 2
배 이상 많은 양이었다.” C.T. Collyer, "The Culture and Preparation 
of Ginseng,"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vol III, Part 1, 1903, pp18-19 ; 1921년 고려인삼은 중국에서 
1근에 130원에 팔렸다고 한다. 이 시세는 미국산 화기삼의 7배, 
일본산 인삼의 30배였다. 최홍순,「고려인삼이야기」, 『북한』 1988
년 12월호, 북한연구소. 

그림 5. 칼스(W.R. Carles, 1848~1929), 《Life in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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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처음 120근에서 1830년대 크게 증가하여, 1849년과 

1851년 4만근을 정점으로 큰 굴절을 보인 뒤 2만근을 전

후한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홍삼무역량에 대해 정부가 거두는 매 근

당 포삼세(包蔘稅)는 도표 7과 같이 최초 200냥에서 1841

년 4냥까지 떨어진 후 다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근당 

14냥까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조선정부의 포삼 정책은 19세기 전반 증액·감세의 

방향에서 운영되다가 19세기 후반에는 감액·증세의 방향

으로 선회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18세기 

이래 중국무역을 담당해 왔던 역관·서울상인·개성상인·의

주상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19세기 전반기 

조선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권한을 가진 의주상인과 국내 

상권을 장악하고 인삼재배업을 통해 홍삼의 생산권을 쥔 

개성상인을 위주로 하는 홍삼무역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홍삼무역은 차츰 

공인된 포삼무역량을 줄이고 특권을 이용하여 이를 독점

하려는 역관과 서울상인을 중심으로 움직여 갔다. 그 과

정에서 조선정부는 매년 포삼무역을 통해 많을 경우 20만 

냥 전후의 은화를 확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도표 8과 

같이 포삼무역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의 포삼

세(包蔘稅)의 전체 수입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선 홍삼 무역의 규

모와 영향력에 대해 추론해 보자. 

우선 포삼 무역량을 알 수 있는 연도에 사행을 명목에 따

라 분류하여 그 해의 세폐·방물 총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리

고 이를 조선정부가 받아들이는 포삼세액과 비교해 보기

로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포삼 1근당 가격이 대체로 천은

(天銀) 100냥이었다는 기록이 있지만,21) 이 가격을 19세기

21) 『비변사등록』 185 정조 21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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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든 도표] 6의 홍삼무역량의 변동을 보면 홍삼무역량은 처음 120근에서 1830년대 크게 
증가하여, 1849년과 1851년 4만근을 정점으로 큰 굴절을 보인 뒤 2만근을 전후한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홍삼무역량에 대해 정부가 거두는 매 근당 포삼세(包蔘稅)는 도표] 7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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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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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철성, 「대원군 집권기 포삼 무역정책과 해상 밀무역」, 『조선시대사학보』35, 2005. 
20) “고려홍삼은 세관에 의하여 파운드 당 15.87옌으로 60,104 파운드가 제물포에서 청나라로 선적되었

다. 이는 미국산 화기삼 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었다.” C.T. Collyer, "The Culture and 
Preparation of Ginseng,"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vol III, 
Part 1, 1903, pp18-19 ; 1921년 고려인삼은 중국에서 1근에 130원에 팔렸다고 한다. 이 시세는 미
국산 화기삼의 7배, 일본산 인삼의 30배였다. 최홍순,「고려인삼이야기」, 『북한』 1988년 12월호, 북한
연구소. 

도표 6. 19세기 포삼무역량 변동표

비고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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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의 홍삼 수출량은 1840년대와 50년대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19세기 
후반 서해상에서 이양선과의 홍삼밀매가 성행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났다.19) 고려홍삼
은 가격면에서도 다른 인삼과 비교될 수 없는 고가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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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19세기 포삼무역량 변동표 

비고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어떻든 도표] 6의 홍삼무역량의 변동을 보면 홍삼무역량은 처음 120근에서 1830년대 크게 
증가하여, 1849년과 1851년 4만근을 정점으로 큰 굴절을 보인 뒤 2만근을 전후한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홍삼무역량에 대해 정부가 거두는 매 근당 포삼세(包蔘稅)는 도표] 7과 같이 
최초 200냥에서 1841년 4냥까지 떨어진 후 다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근당 14냥까지 늘
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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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9세기 1근당 포삼세 변동표 

19) 이철성, 「대원군 집권기 포삼 무역정책과 해상 밀무역」, 『조선시대사학보』35, 2005. 
20) “고려홍삼은 세관에 의하여 파운드 당 15.87옌으로 60,104 파운드가 제물포에서 청나라로 선적되었

다. 이는 미국산 화기삼 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었다.” C.T. Collyer, "The Culture and 
Preparation of Ginseng,"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vol III, 
Part 1, 1903, pp18-19 ; 1921년 고려인삼은 중국에서 1근에 130원에 팔렸다고 한다. 이 시세는 미
국산 화기삼의 7배, 일본산 인삼의 30배였다. 최홍순,「고려인삼이야기」, 『북한』 1988년 12월호, 북한
연구소. 

도표 7. 19세기 1근당 포삼세 변동표 

비고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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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조선정부가 받아들이는 포삼세만으로도 충분히 홍삼

무역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의 홍삼무역은 포삼무역

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공무역에 드는 총비용 즉 세폐·방물

의 규모를 크게 능가하였다. 따라서 포삼가액과 비교한다

면 홍삼무역의 총 규모는 세폐·방물과는 현격한 차이가 날

만큼 방대한 규모였음이 분명하다. 그냥 막연히 홍삼무역

의 규모를 생각해 왔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홍삼수출은 조선의 농업생산물로 중국물화를 들

여오는 무역결제 수단이었고, 수입품 중에는 사치품과 완

제품도 있었지만 국내 수공업을 자극할 수 있는 원료재도 

있었다.22) 19세기 조선의 중국무역은 조선 경제를 크게 자

22)   이철성,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한국실학연구』 20, 
2010.

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세도정권 하에서도 상업계

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개성상인·의주상인·서

울상인 등 상인의 활동이 두드러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

한 상황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홍삼무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삼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 청나라의 은을 사오는 이른바 은

화를 역수입하는 방편이 되고 있었다. 1857년(철종8)에 조

선정부는 청나라로 가는 역관에게 포삼 5천근을 더 주고, 

이 5천근에 부과되는 포삼세로 은화를 사오도록 하여 호

조에 비축해 두도록 하였다. 

이때 그 규례를 밝혀 적은 것이 「포삼가정절목(包蔘加定

節目)」이다. 이 절목에서 조선 정부는 포삼 1근에 대해 은

화 1냥 5전씩을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였다.23) 세금으로 

내는 은은 말굽 모양의 은[紋銀]을 사오도록 하고 책문 지

23) 『비변사등록』 244 철종 8년 6월 초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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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결국 조선정부의 포삼 정책은 19세기 전반 증액·감세의 방향에서 운영되다가 19세기 후반에
는 감액·증세의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18세기 이래 중국무역을 
담당해 왔던 역관·서울상인·개성상인·의주상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19세기 전반
기 조선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권한을 가진 의주상인과 국내 상권을 장악하고 인삼재배업을 통
해 홍삼의 생산권을 쥔 개성상인을 위주로 하는 홍삼무역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홍삼무역은 차츰 공인된 포삼무역량을 줄이고 특권을 
이용하여 이를 독점하려는 역관과 서울상인을 중심으로 움직여 갔다. 그 과정에서 조선정부는 
매년 포삼무역을 통해 많을 경우 20만 냥 전후의 은화를 확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표] 8
과 같이 포삼무역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의 포삼세(包蔘稅)의 전체 수입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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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세기 포삼세액 변동표 

비고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그렇다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선 홍삼 무역의 규모와 영향력에 대해 추론해 보자. 
  우선 포삼 무역량을 알 수 있는 연도에 사행을 명목에 따라 분류하여 그 해의 세폐·방물 총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선정부가 받아들이는 포삼세액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이
렇게 한 이유는 포삼 1근당 가격이 대체로 천은(天銀) 100냥이었다는 기록이 있지만,21) 이 가
격을 19세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정부가 받아들이
는 포삼세만으로도 충분히 홍삼무역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1) 비변사등록 185 정조 21년 6월 24일.

도표 8. 19세기 포삼세액 변동표 

비고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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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삼세 규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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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포삼세와 공무역 규모 비교 

비고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도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의 홍삼무역은 포삼무역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공무역에 드
는 총비용 즉 세폐·방물의 규모를 크게 능가하였다. 따라서 포삼가액과 비교한다면 홍삼무역
의 총 규모는 세폐·방물과는 현격한 차이가 날만큼 방대한 규모였음이 분명하다. 그냥 막연히 
홍삼무역의 규모를 생각해 왔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홍삼수출은 조선의 농업생산물로 중국물화를 들여오는 무역결제 수단이었고, 수입품 
중에는 사치품과 완제품도 있었지만 국내 수공업을 자극할 수 있는 원료재도 있었다.22) 19세
기 조선의 중국무역은 조선 경제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세도정권 하에서도 
상업계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개성상인·의주상인·서울상인 등 상인의 활동이 두드
러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홍삼무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삼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 청나라의 은
을 사오는 이른바 은화를 역수입하는 방편이 되고 있었다. 1857년(철종8)에 조선정부는 청나
라로 가는 역관에게 포삼 5천근을 더 주고, 이 5천근에 부과되는 포삼세로 은화를 사오도록 
하여 호조에 비축해 두도록 하였다. 
  이때 그 규례를 밝혀 적은 것이 ｢포삼가정절목(包蔘加定節目)｣이다. 이 절목에서 조선 정부
는 포삼 1근에 대해 은화 1냥 5전씩을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였다.23) 세금으로 내는 은은 
말굽 모양의 은[紋銀]을 사오도록 하고 책문 지역에서 사용되는 저울을 기준으로 중량을 재되, 
저울의 하나는 호조에 다른 하나는 사역원에 두고 사용하게 하였다. 중국에서 사들여 오는 말
굽 모양의 은은 사역원에서 가려 뽑은 7명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납부기한은 매년 동지사행이 
돌아온 이후인 4월말까지로 하였다.  
  이렇게 들여온 말굽 모양의 중국은의 총량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1857년
에는 은 7천 5백 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864년에는 1만 5백 냥이었다.

22) 이철성,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한국실학연구』 20, 2010.
23) 비변사등록 244 철종 8년 6월 초7일. 

도표 9. 포삼세와 공무역 규모 비교 

비고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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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사용되는 저울을 기준으로 중량을 재되, 저울의 

하나는 호조에 다른 하나는 사역원에 두고 사용하게 하였

다. 중국에서 사들여 오는 말굽 모양의 은은 사역원에서 

가려 뽑은 7명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납부기한은 매년 동

지사행이 돌아온 이후인 4월말까지로 하였다.  

이렇게 들여온 말굽 모양의 중국은의 총량을 일률적으

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1857년에는 은 7천 5백 냥이

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864년에는 1만 5백 냥이었다.

도표 10은 고려홍삼 무역으로 사온 중국 은의 규모가 

동지사행의 방물가액과 맞먹는 정도였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이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동아시

아의 은화가 중국으로 집중되는 상황이었음을 생각할 때 

고려홍삼 무역이 국내경제의 변화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었음을 묵시적으로 말해 준다고 하겠다. 

Ⅳ. 맺음말

19세기 조선의 고려홍삼 무역은 조선정부가 받아들이

는 포삼세만으로도 공무역의 비용을 능가하였다. 조선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기술과 저장 기간을 늘리는 홍삼 증

포 기술을 바탕으로 은화의 유출을 막는 한편, 중국의 완

제품 및 원재료를 들여와 국내 상업계와 수공업 및 광업

부문을 자극했다. 더욱이 조선정부는 홍삼수출로 19세기 

후반 매해 20만 냥에 달하는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한때는 중국에서 말굽 모양의 은을 사와서 호조에 비축하

기도 했다. 세도정권하에서도 상업계가 전반적으로 활발

하게 움직이고, 개성상인·의주상인·서울상인의 활동이 두

드러진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홍삼무역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작업도 남

아 있다. 즉 조선의 홍삼무역이 왜 한국자본주의화에 직

접적인 동력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작은 해답은 조선 정부의 무역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정부는 고려홍삼무역으로 들어오는 수

입을 사역원 경비와 왕실재정 등에 대부분 투입하였고 국

가의 공식 재정으로 확충하지 않았다. 또한 19세기 후반 

정부의 중국무역 정책은 조선의 자유무역 상인이라 할 수 

있는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중세적 

특권을 이용하여 홍삼무역을 독점하려는 역관과 서울상

인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 결과 폭

넓은 상인들을 비합법적인 상인의 범주에 머무르게 하여 

홍삼세 수취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에 한계를 노출했다. 조

선의 고려홍삼 무역이 국내 상업계와 산업부문에 침투하

여 경제변동을 이끌어 내지 못한 원인은 결국 조선정부의 

중국무역정책의 폐쇄성에서 찾아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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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은포삼과 수입은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연도

무은포삼(근)

무은량(냥)

무은포삼(근) 5000 3000 7000

무은량(냥) 7500 4500 10500

1857 1858 1864

도표] 10 은 수입을 위한 포삼액과 수입된 은의 수량

 
   도표] 10은 고려홍삼 무역으로 사온 중국 은의 규모가 동지사행의 방물가액과 맞먹는 정도
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동아시아의 은화가 중
국으로 집중되는 상황이었음을 생각할 때 고려홍삼 무역이 국내경제의 변화에서 큰 몫을 차지
하는 것이었음을 묵시적으로 말해 준다고 하겠다. 

  Ⅳ. 맺음말

  19세기 조선의 고려홍삼 무역은 조선정부가 받아들이는 포삼세만으로도 공무역의 비용을 
능가하였다. 조선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기술과 저장 기간을 늘리는 홍삼 증포 기술을 바탕
으로 은화의 유출을 막는 한편, 중국의 완제품 및 원재료를 들여와 국내 상업계와 수공업 및 
광업부문을 자극했다. 더욱이 조선정부는 홍삼수출로 19세기 후반 매해 20만 냥에 달하는 재
정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한때는 중국에서 말굽 모양의 은을 사와서 호조에 비축하기도 했
다. 세도정권하에서도 상업계가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개성상인·의주상인·서울상인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홍삼무역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즉 조선의 홍삼무역이 왜 
한국자본주의화에 직접적인 동력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작은 해답은 조선 정부의 무역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정부는 고려홍삼무역으로 들
어오는 수입을 사역원 경비와 왕실재정 등에 대부분 투입하였고 국가의 공식 재정으로 확충하
지 않았다. 또한 19세기 후반 정부의 중국무역 정책은 조선의 자유무역 상인이라 할 수 있는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중세적 특권을 이용하여 홍삼무역을 독점하려는 
역관과 서울상인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 결과 폭넓은 상인들을 비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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